Catch the Trends, See the Future

2007. 5. 15.

Vol. 153
http://radar.yeskisti.net/TLD

Contents

EU, 연구 및 기술이전 협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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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유럽은 혁신적 아이디어 생산을 주도했으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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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EU는 최근 아이테크
파트너(i-techpartner)의 온라인 포털을 개설하여 유럽 연구자와 중소기업
기술이전 담당부서, 혁신전문가, 벤처 투자자를 연계하는 새로운 온라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본 서비스는 국가와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고, 투자
를 촉진하며, 첨단기술혁신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축되었다.
앞으로 i-techpartner의 온라인 네트워크는 유럽 연구자와 기업가 간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techpartner 온라인 포털 사이트

i-techpartner 협력 혁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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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techpartner.eu>

유럽연합(EU) FP6 계획하에 추진된 i-techpartner는 지역 및 국가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리스본 전략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FP6은 EU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TLD는 창의적 리더를 위한 주간 기술

받아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로화 도입으로 대변되는 유럽 통합 노력이

동향 지식지입니다.

경제적·정치적·외교안보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교육·과학기술분야로
확대되고, 내실화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정책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http://radar.yeskisti.net에서

2000년 3월 EU 리스본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EU를

TLD 웹 서비스 및 과학기술산업정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권으로 만들어 나가겠

에 관한 분석리포트와 매일 새로운

다는 장기 전략인 리스본전략을 채택하였다.

해외과학기술동향을 전하는 글로벌
동향브리핑(GTB)등의 고품격 분석
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스본전략은 크게 경제개혁, 고용증대 및 사회통합의 3대 분야로 구분된
다. 경제개혁분야에는 정보화 진전, 연구 및 혁신 촉진, 역내 시장통합, 거시
경제정책 조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 포함되었으나, 현재 EU 경제는 인적자
원에 대한 투자 부족, 저 생산성 일자리 증가, 낮은 IT산업 비중과 활용 미흡

등으로 말미암은 저성장 및 생산성 하락으로 미국과의 격차를
검색 & 레이더 매치메이킹

좁히지 못하고 있다.

- 검색 & 레이더 매치메이킹 툴을 사용하여 자신의 관심분야, 기술

i-techpartner 프로젝트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유럽 언리

또는 지리적 위치에 맞는 상대 유저 검색 및 프로파일 확인
(2007년 중순 개시)

미티드(Europe Unlimited)의 대표 윌리엄 스티븐스(William
Stevens)는“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의 중소기업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새로운 연구와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
을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 i-techpartner

목표

- 손쉽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 및 투자 네트워크를 조성함
으로써 중소기업 및 투자자와 유럽의 뛰어난 기술 리더들 간의 가치
<출처 : http://www.i-techpartner.eu>

창출 관계를 조성하고자 함
▶ 세부

목표

- 참여지역 연구자와 중소기업 및 기업가 간 기술협력 등 촉진
- 중소기업에 국제적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i-techpartner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혁신적 연구활동을 분
류하여 잠재적 투자자와 협력 기업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이전 기회와 투자 파트너를

기업과 벤처 자본가 및 투자자를 유인
- 기술이전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과 관련 툴 개발 및 구축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i-

- 참여지역과 협력 대상의 연구자를 포함하는 연구 협력 프로젝트 개선

techpartner는 대학,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역 및 EU 차원

및 구축

의 행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

-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참여지역 및 각국 정부의 경제 개발 노력에
주도적 역할 수행
- 효과적인 리스본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지역 및 각국 정부 지원

이다.
i-techpartner 협력 혁신 네트워크
협력/상업화/국제화/투자

i-techpartner 온라인 네트워크
분야별 커뮤니티의 토론 그룹(Discussion Group) 및 산업체
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킹 공간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및 바이오기술

융합 기술

소프트웨어
통신
이동통신 응용
E-서비스

진단분야
산업 바이오기술
의학 기술
농식품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청정 기술
신소재
나노기술 & 센서

주요 기능
행사 등록/참여

- i-techpartner 행사 검색 및 등록, 행사 공지

one2one 미팅

- 참가자 프로파일 검색 및 행사기간 동안 특정
참가자와 one2one 미팅
- 포털 상에서 파트너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2007년 중순 개시)

토론 그룹

- 토론 그룹(Discussion Group)을 통한 네트워킹,
지식이전 및 파일공유

<출처 : http://www.i-techpartner.eu>

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전체 유럽 차원의 국제적
협력과 기술이전 전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유럽의 경제성
장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ttp://cordis.europa.eu
TLD0153A00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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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건설
예상 원전의 특성
◎ 미국 전력회사들이 전력수요가 높은 동부지역1)의 19개 부지

에 2007년~2009년 사이 총 28기 원전에 대한 통합허가
(Combined Operating License)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4월말 기준)
- 2007년 하반기에는 7개 부지에 AP-1000 8기, ESBWR 2기,
ABWR 2기의 통합허가 신청 예상
- 2008년에는 11개 부지에 AP-1000 4기, ESBWR 1기, EPR 6기,
US-APWR 2기, 노형 미정 2기의 통합허가 신청 예상

AP 1000(Advanced PWR 1000)
Westinghouse사가 설계한 원전으로 2006년 2월 표준설계인증을 획득함

피동설비와 단순 계통 설계를 채택한
AP 600의 대용량 버전 1,000MWe의
가압경수로
피동계통은 펌프, 디젤 등을 대신하여
자연 구동력을 사용
능동 안전 계통 설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다중의 비-안전관련 능동
기기를 활용함
긴 노심길이를 수용하기 위해 긴 원자로 용기 채택하고 대형 증기발생
기와 가압기 채택

- 2009년 1개 부지에 노형 미정 1기의 통합허가 신청 예상
1) 서부지역 특히, 전력수요가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원전건설을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서부지
역의 원전 건설은 당분간 없을 전망

ESBWR(Economic and Simplified BWR)
GE사가 ABWR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한 원전으로 2005년 표준설계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2010년경 획득할 예정임

◎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발 신규원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상에 들기 위해 전력회사들은 2013년을
상업운전 목표로 삼고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경쟁 중임
- 선발 원전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
첫2기에 대해 투자손실 100%보상, 이후 4기에 대해 50%보상
2020년까지 8년간 6,000MWe/년 한도로 1.8센트/kWh 세금감면

- 그러나 인허가 시현성, 투자 수익성이 아직까지 불확실하여 상당수
회사들은 Follower 전략을 구사

피동안전설비를 채용한 자연순환형
1,390MWe 비등경수로
670MWe SBWR을 근본으로 하고 설계인증
된 ABWR 설비를 활용
자연순환 향상을 위해 높은 용기, 짧은
노심을 쓰며, 유동저항을 저감
자동감압후 저압수 수위조절은 중력을 이용하며, 격납건물 냉각도
피동설비 이용

건설 예상 원전 및 각 원전의 특성
EPR(Evolu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ABWR(Advanced BWR)
프랑스의 Areva사가 설계한 원전으로 2007년 하반기 표준설계인증을
GE사가 설계한 원전으로 표준설계인증(Standard Design Certificate)

신청할 예정임

을 1997년 5월 획득함

1,600MWe 의 대형 개량형 가압경수로
단일 사이클 강제대류를 사용한 1,300MWe의
비등경수로
유럽, 일본, 미국의 기존 BWR 설계설비와, 향상
된 I&C, 핵연료기술을 채용
제어봉 제어계통, 격납건물 과압보호, 피동 노심
용융물 냉각설비 등을 채택
자연순환 향상을 위해 높은 용기, 짧은 노심을 쓰며, 유동저항을 저감

4개의 100% 용량 ESF와 2중 격납건물
채택
원자로용기 파손을 수반하는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 감금/냉각 설비를 설치
첫 EPR은 핀란드 올키루오토에 건설중이고,
두 번째 EPR은 프랑스 플라망빌에 건설 예정이며, 중국에도 건설
의향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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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체제에서 기술 실증 연구 : 최소 2025년까지 사회에 실현돼야 하기

US-APWR (US Advanced PWR)

때문에 5년 이내에 사회에서 실효성을 검증하는 실증연구를 추진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MHI)이 설계하여 일본에 건설 중인 APWR의
미국 건설용 개량 원전으로 2008년 초에 표준설계인증을 신청할 예정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추진방안
개량형의 1,700MWe 가압경수로

- 프로젝트의 특징을 고려하여 과거와 다른 프로젝트 추진방안이 필요

고-성능 증기발생기, 핵연료 경제성 향상
을 위한 노심주위 중성자 Reflector, 격납
건물내 핵연료재장전수 탱크, 디지털 I&C 계통 등을 설치

예산 배분, 연구자 인사권 등 권한을 가진 강력한 프로젝트 리더 임명
프로젝트 채택 시 다수 팀이 제출한 프로젝트(안)를 경쟁하는 체제 구축
프로젝트 수립 초기 PDCA 사이클이 구성되는 체제로 정비
필요시 특구 제도 활용을 시범적으로 검토

http://www.nrc.gov
TLD0153A001466

일본,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추진 방안 발표
일본은 최근 개최된 제66회 종합과학기술회의(’
07. 4. 24)
에서‘이노베이션 실현을 가속화하는 사회 환원 프로젝트’
의 세부 특징과 추진 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일본은
인구감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과 국민 건강 안전 유지 및 보장
을 위해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6년
부터 생명과학 및 정보통신 등 8개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목표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확보
국가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민간이 자금을 부담

2008년부터 실행되어야 할‘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
▶ 생애 건강한 사회

: 제품제조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을 융합하여 인체기능을 보조·재생
하는 의료기술 개발
▶ 안전·안심한 사회

: IT와 사회기반기술을 융합하여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재해정보 통신 시스템’
을 구축하고, 교통사고 감소·
교통 및 물류 효율화로 환경부담 감소-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고도
교통 시스템’
을 실현

와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 생명과학, 공학, IT의 융합으로 고령자, 환자, 장애인이 주택에서 의료

모든 일반 국민이 이노베이션을 실감하려면 분야별 추진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략에 의한 연구개발 진행뿐만 아니라 (1) 다양한 요소기술의
개발과 융합, (2) 융합기술 실증연구에 의한 사회시스템의 실
효성 검증(사회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 (3) 사회에 정
착시키기 위한 필요한 구조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세계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 환경, 에너지, 나노기술, 생명과학을 융합하여 식량 및 환경·에너지문
제를 해소하는 바이오매스 자원의 종합적 이용
▶ 세계에 개방된 사회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특징
- 다른 분야 간 기술 융합 : 이노베이션은 다수 기술 성과를 유기적으로

: IT와 인문과학의 융합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음성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

융합하여 창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융합이 필수적

따라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실증연구단계에 있는 기술들
- 민관협력, 업종 간 제휴, 부처융합 구조 강화 : 이노베이션 창출 시 민·

을 융합하여 일본이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선구적인 모델인

관·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공공부문·산업계·대학 등이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
를 창출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성

상호 제휴해야 함
- 시스템 개혁 : 신속하게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사회 환원을 위한 규제
개혁, 특구 설정, 정부조달 등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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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http://www8.cao.go.jp
TLD0153A001467

전지기술,
전지기술, 전기
전기 자동차
자동차 실용화를
실용화를 위한
위한 돌파구
돌파구
니켈-금속 수소화물(Ni-MH)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전극
소재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보다 손쉽게 제조할 수 있는 기

미지수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내연기관 자동차 시
장 잠식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술이 영국 노팅엄대(Nottingham University)과 중국 우한대
(Wuhan University) 연구진의 공동 연구로 개발되어‘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시스템 개발에 있어 가장

친환경 자동차’
로 불리는 전기 자동차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할

큰 이슈를 꼽으라면 자동차 구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기

것으로 기대된다.

모터와 고효율 전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대에서 전기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선 신뢰성과 안전

지구 온난화, 대기오염 같은 환경 문제와 석유와 석탄 같은

성이 보장되는 고효율 전지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내

화석에너지고갈 문제는 인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

연기관 자동차에 납축전지가 사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엔

우고 있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니켈-금속 수소화물 전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니켈-금속 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맞물려

소화물 전지는 기존의 니켈-카드뮴 전지의 음극을 수소저장합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국

금으로 대체한 전지이다. 전자기기의 소형, 경량화 추세와 맞

가 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나 온실

물려 전자기기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지도 고에너지, 고밀도

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고조

화, 소형화, 경량화, 장수명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되고 있는 상태이다.

기존의 납축전지나 니켈-카드뮴전지는 성능 향상이 거의 한계
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납이나 카드뮴 같은 환경 오염 물질

최근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발표한 기후변

의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와 맞물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에

화최종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제 인류는

반해 니켈-금속 수소화물 전지와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줄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

가 크고 공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기용 고성능

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인류가 직면한 지구

소형전지와 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로 주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온난화, 대기오염, 석유자원고갈 같은 굵직한 문제에 함께 직
면해 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행렬은 현대 문명을 상징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중대형 전

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없는 생활은 이미 생각할 수 조차 없지

지는 자동차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특수성 때문에 높은 에너지

만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라

밀도 및 파워밀도 같은 기본적인 전지의 성능 뿐 아니라 전지

는 화살이 되어 우리의 심장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다.

의 수명 및 신뢰성, 안전성도 중요하다.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모든 면에서 니켈-금속 수소화물 전지를 능가하지만 리튬 고

대기 중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수소 에너지나 연료전지

유의 높은 활성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이런 이유로

같은 새로운 동력 시스템이나 기존 내연기관에 이용할 수 있

현재 시장에 보급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니켈-금속 수소화물

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등과 같은 대체 연료가 개

전지를 채택하고 있다.

발되고 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 전지와 모터를 장치
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전기 자동

니켈-금속 수소화물 전지는 기존 니켈-카드뮴 전지의 카드

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뮴 환원극을 수소저장합금으로 대체한 전지이다. 급속 충방전

전기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이 가능하고 저온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밀폐형 설계가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가능해 과충전 및 과방전에 강하며 수명이 긴 것이 장점이다.
니켈-금속 수소화물 전지가 다른 전지에 비해 자동차용 동력

자동차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하이브

원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격이 비싸고 무

리드 자동차에서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를

거워 전기의 힘만으론 장거리 운행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는

거쳐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미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보다 가볍고 강력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이 가장 설득력 있어

한 가벼우면서 값싼 고효율 전지가 개발된다면 전기 자동차의

보인다. 어떤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지는 아직

시대가 열릴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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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내연 기관 자동차에 비해 더 먼저 출현했기 때문에

초보적인 개발 단계만이 진행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

새로 맞이할 전기 자동차의 시대는 어떤 면에선‘회귀’라는

를 낙관하긴 이르다. 다음 단계에선 양산 기술이 완성되어야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고 다른 경쟁자(그림 2)들과 모든 면에서 싸워 이겨야만 하
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LaNi5 환원극 소재 기술의 시장

란탄-니켈합금(LaNi5)은 지금까지 알려진 니켈-금속 수소
화물 전지용 환원극 소재 중 가장 좋은 소재 중 하나이다. 하

성공 여부를 떠나 이러한 모든 노력이 전기 자동차 실용화와
‘지구 온난화’
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만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으로 지적

Chem. Commun., 2007 Advanced Article DOI : 10.1039/b70177g

되어 왔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소재라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

지식코디네이터 brmdolee

하거나 경쟁 제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면 투자비용이

TLD0153B001468

기대 이익을 초과하게 되므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
LaNi5 소재는 티타늄(Ti), 크롬(Cr), 철(Fe), 망간(Mn) 같
은 원소에 비해 무려 5~10배나 비싼 란탄(La)을 원재료로

3차원 입체 영상 우주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소결공
정으로 제조되기 때문이다.
태양은 우리 인류에게 따듯한 보금자리와 에너지를 제공하
LaNi5 제조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금

는 인류의 생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때로는 태

속 원소를 추출로 분리한 다음 정제한다. 정제된 각 금속을 녹

양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류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여 진공 상태에서 주조하고, 이를 진공 상태에서 850℃ 정도

경우도 있다. 인류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태양활동에 의한 우

의 고온으로 몇 시간 동안 열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조성이 고

주 날씨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류는 태양을 감

르지 못한 편석을 제거된다. 이렇게 얻은 초벌 가공품을 분쇄

시하는 여러 인공위성을 발사해 우주 날씨를 예측하고 있다.

해서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수소화-탈수소화(hydrogenation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스테레오

-dehydrogenation cycling) 과정을 거치면 환원극 소재가 완

(STEREO : Solar TErrestrial RElations Observatory) 우

성된다.

주선은 그 이름에 걸맞게 세계 최초로 3차원 태양 영상을 얻
는 데 성공했다.

그림 1. 전기화학적 환원법에 의한 LaNi5 합성과정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우주 공간에서 태양 관측을 수행하고 있는 쌍둥이 스테레오 우주선의 모습

<출처 : Chem. Commun., 2007 Advanced Article DOI : 10.1039/b70177g>

영국 노팅엄대학 연구진과 중국 우한 그림 2. EEstor cell

<출처 : http://www.nasa.gov>

▶ 임무 개요

대학 연구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
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단계로

스테레오 우주선은 NASA의 태양 지구 탐사선 프로그램

LaNi5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STP : Solar Terrestrial Probes)의 세 번째 임무로서 태양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제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물질 분출 현상의 원인과 지구에

조 기술은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각각의

<출처 : Keelynet>

도달하는 과정 및 그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발사되었다. 2

금속 산화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로부터 직접 LaNi5 환원극 소

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쌍둥이 우주선은 2006년 10월 25일

재 제조하는 방법이다(그림 1). 제조 공정이 단순화되면 비용

에 발사되었으며, 지구 공전 궤도에서 한 대는 지구를 앞서고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각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자

다른 한 대는 지구를 뒤따라오며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두 우

연히 감소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더 많은 양을 제조할

주선의 주요 관측 임무는 코로나 질량 방출(Coronal Mass

수 있어 산업화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아직 실험실 수준의

Ejections)*의 3차원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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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우주선의 궤도
첫 번째 위성은 지구보다 약간 안쪽
에서 앞서가고 두 번째 위성은 지구
바깥쪽에서 뒤따라오고 있다.
<출처 : http://www.nasa.gov>
* 코로나 질량 방출이란?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은 태양 표면에서 격렬하게 분출되는 물질의 흐름으
로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우주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현상 때문에 발생한 고에너지 입자 흐름은 궤도상의 위성들을
손상시킬 수 있고 우주 유영 중인 우주인의 건강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
다. 그래서 많은 인공위성과 궤도상의 관측 장비들은 이러한 입자 흐름으
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차폐 설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 현상은
대기권 밖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의 통신 시스템과 전력 수송 시스템에 손
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구의 기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진은 2차원 사진이며 두 번째 사진은 3차원 사진이다. 3차원
사진을 제대로 보려면 3차원 안경을 써야만 한다.
▶ STP(Solar Terrestrial Probes) 프로그램의 주요 임무
- TIMED(Thermosphere Ionosphere Mesosphere Energetics and Dynamics) :
지구와 우주 공간을 연결하며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가 처음으로
축적되는 MLTI(자기권(Magnetosphere), 열권 하층부(Lower Thermosphere),
이온권(Ionosphere))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발사돼 현재
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HINODE(일출을 의미하는 일본어) : Solar-B로도 알려진 이 임무는 여러
파장 영역에서 태양 자기장과 이온화된 고온의 태양 대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9월 발사된 이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STEREO : 코로나 질량방출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발사된 2대의 우주선. 2006년 말부터 임무를 수행 중이다.

▶ 스테레오 우주선의 주요 관측 장비
스테레오 우주선은 4가지 주요 관측 장비로 이루어져 있으
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관측장비

주요 관측 대상

담당 연구소

ECCHI
(Sun Earth Connection Coronal
and Heliospheric Investigation)

태양표면에서 발생해 우주공간을 지나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질량 방
출의 3차원 형태 관측

미 해군
연구소

IMPACT
(In-situ Measurements of
Particles and CME Transients)

고에너지 태양 입자의 플라즈마 특성과
국소적 자기장 벡터에 대한 3차원 분포
관측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S/WAVES
(STEREO/WAVES)

태양에서 생성되어 방출된 전파가 지구
궤도까지 오면서 일으키는 현상을 추적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PLASTIC
(PLAsma and Supra Thermal
Ion Composition)

양성자, 알파입자, 중이온들의 플라즈
마 특성 제공

뉴햄프셔대

▶ 3차원 영상

원인 규명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다. 다음 사진들에서 첫 번째

태양 대기에 대한
2차원 영상(왼쪽)과 3차원 영상(오른쪽)

3차원 영상은 우리가

- MMS(Magnetospheric Multi-Scale) : 2013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이 임무에
서는 4대의 인공위성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관측한 자료를 통합해 작은
규모의 현상이 큰 규모의 현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STP 프로그램의 주요 일정

TIMED, HINODE, STEREO 우주선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중이며 2013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MMS는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 http://www.nasa.gov>

두 눈을 이용해 입체를
인식하듯이 두 대의 우

이제 우주는 더 이상 꿈과 동경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일

주선이 일정한 각을 두

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오

고 같은 대상을 관측함

<출처 : http://www.nasa.gov>

존층이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등 지구가 몸살을 앓는

으로써 얻어진다. 두 대의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바로 그러한

요즘, 어쩌면 머지않아 아침 뉴스에서 우주 날씨 확인하고 방

이유 때문이다. 이 우주선들의 측면 관측 능력은 지구로 향하

사선 차폐 장치를 휴대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

는 태양분출물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류의 지혜로운 판단과 노력으로 우주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와줌으로써 우주 날씨 관측 위성단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지구를 오래오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3차원 관측을 통해 과학자들은 태양 대기의 3차원 구조

http://stp.gsfc.nasa.gov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질량방출 현상

지식코디네이터 ch_ahn

의 자세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이 현상을 일으키는 물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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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1위와 세종대왕

김충석
- 미국 조지아공대 석사
- 한국전력기술(주) 수석급
- 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006년 7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국가별
경제지표를 보면 한국의 2005년도 GDP는 7
천870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다. 한해 전에 비
해 16% 증가했지만 순위는 변동이 없다.
2004년도와 비교해보면 중국이 6위에서 4위
로, 브라질이 14위에서 10위로, 인도가 10위
에서 12위로 바뀌었다. 중국과 브라질이 뜨는
별이다. 1위 미국의 GDP는 12조4천500억
달러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이다. 2위
일본이 4조 5천억이지만 1위와의 격차가 현격
하다. 순위는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태
리, 스페인으로 이어지고 9위 캐나다가 1조1
천100억이다. 인구 2천만으로 상당히 성공한
국가이다. 미국과 인접한 효과로도 보인다.
우리나라 원로 과학인 한 분이 앞으로는 단
일분야의 과학이 아닌 융합과학(Fusion
Science), 지식과학(Knowledge Science) 등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즉, 세포분자생물학과 나노기술의 접
목이나 유전학과 나노기술의 접목이 좋은 예
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주도한 산업
기술을 보면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선박, IT
등으로 단일 과학기술들이다. 그나마도 한 대
통령의 선견지명으로 가난한 나라살림에도 불
구하고 과학기술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신념
하에 적극적으로 이끌었기에 현재 이나마도
그 덕을 보는 것일 것이다. 과학기술은
20~5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다분
히 전략적인 분야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종인 철강, 선박, 자동차,
IT 등은 이미 중국의 추격이 시작됐고 중국 이

외에도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은 얼마든
지 많다. 최근 부각되어 온 반도체기술은 소량
화 기술인데 소량화도 분자 크기 이하로의 소
량화는 불가능해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IT
의 대표주자인 핸드폰은 어떠한가? 자국 내에
서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많은 내수(內需)를
기록한 품목이나 나라가 있을까 싶다. 그 덕에
핸드폰 시장은 튼튼한 기반을 딛고 세계 초유
의 IT 강국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핸드폰에 집착하게 하는 것일까? 그
공로자는 바로 세종대왕이시다. 요즘 젊은이
들 문자 메시지 보내는 손을 보라. 무지하게
빠르다. 우리의 알파벳인 자모(字母)는 24자
이며 된자음 겹모음을 합치면 40자이다. 이것
을 12개의 비좁은 버튼에 이렇게 과학적인 합
리성을 갖고 배열할 수 있는 언어는 전 세계
언어 중 한글뿐이다. 즉, 충녕대군의 공로가
600년 후에 나타나 우리에게 우연한 횡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핸드폰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
가? 정부는 10~20년 후에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줄 효자과목 후보라도 정해 놓고 있는 것
인가? 우리나라에 우주물리학과 지구과학은
어디서 주관하는가? 있다면 그 수준은 어떠한
가? 미국, 일본, 독일이 앞서가는 데에는 기초
과학에 끊임없는 투자를 하는 것이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
의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길이 이리도 험난
한데 그것을 풀어야 할 사람들과 기관들과 제
도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두드려 보
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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