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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의 기초과학, 원자력/우주항공, 생명/의료, ICT/융합, 에너지/환경, 기계/재료과학

에 대한 과학기술동향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2018년 기초과학의 키워드는 미래 국가과학기술계획에 의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광자", "양자"의 결정판인 양자 및 광자를 컴퓨팅에 응용하여 미래 암호화기술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동시에 물리학과 우주천문학의 기초연구 결과를 꾸준하게 선진국과 같은 수준 이상으

로 준비해 오고 있다. 국가적인 지원 또한 흔들림없이 연구인력과 계획된 연구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중국의 원자력 분야에 대하여 한국은 원자력 산업을 줄이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오히려 중국은 

원자력시설, 원자력활동, 원자력소재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충분한 모니터링, 보호, 예방과 완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그 어떤 기술적 원인이나 인위적인 원인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상황에서의 방사성 피폭을 최대 한도로 경감함으로써 사업인력, 대중과 환경을 

피폭 위험에서 보호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런 

기반을 해외국제협력사업으로 연계 준비하고 있으므로 한국과는 대조적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단적인 예로 “화룽1호” 1호기 압력용기와 세계 첫 3세대 AP1000 원전장치 계통 연계형을 

설치 완성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융합 기술개발을 구현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항공분야는 중국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이 아닌 전세계의 표준으로 이끌고갈 정도의 

향후 수십 년간 우주항공관련 “슈퍼계획”을 밝혔다. 유인 달착륙 분야에선 우선은 왕복문제, 

다음은 거주문제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달착륙과 함께 처음으로 달의 뒷면을 분석 조사하

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중국항천과기그룹(CASC) 현재 중형 운반, 유인 달착륙, 재사용 우주운반

시스템 등 중요 프로젝트 및 시연/평가 프로젝트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달탐사 

4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향후 달기지 건설도 가능하다. 우주왕복분야는 두 번의 화성탐사와 

핵추진 방식을 모색하여 2020년쯤에 창정(長征)5호 운반로켓으로 화성탐사기 1개를 발사해 

“선회, 착륙, 순시” 등 3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우주관광산업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명/의료분야에선 2018년 중국 생명과학분야 10대 성과를 보고하였다. (1) 자연면역 응답 및 

염증반응에 대한 새로운 조절 메커니즘, (2) 세계 첫 인공 단일염색체 진핵세포, (3) 세계 첫 

체세포 복제 원숭이 탄생, (4) 모계 인자 Huluwa 유도에 의한 척추동물 배아축 형성, (5) 중국 



피자식물군의 진화 역사 연구, (6) 뇌의 글루탐산 합성 경로의 학습 기억개선 작용 메커니즘 

규명, (7) 새로운 유전 코딩 신경전달물질 형광탐침 개발, (8) 영장류 동물 발육 및 수명 조절 

핵심 경로 규명, (9) 포진 바이러스의 조립 및 발병 메커니즘, (10) 다차원 유전체학 빅데이터 

지원에 의한 속발성 교모세포종 정밀치료 구현 등을 볼 때, 관련 연구인력을 흡수유인하고 미래 

국가의 고령화를 위한 준비차원에서도 꾸준히 생명/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성과는 세계적인 이정표

를 남길 것이다. 다만, 생명과학분야에선 뚜렷한 성과를 얻었으나 세계과학기술 강국의 발전에 

비해 중국이 향상시켜야 할 공간이 여전히 매우 크다.

ICT/융합 분야로 이미 중국은 물리학의 기초과학을 토대로 선도적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륙간 

양자통신과 양자 메모리, 양자 암호키 분배를 구현하였으며 동시에 광전자 및 직접화로 구현한 

통신분야에 적용 및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5G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 ICT 분야를 미래 

청년창업 및 관련 산업분야에 응용하여 시범사업을 지역별로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ICT 

주도권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에너지/환경분야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정에너지와 해양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원 개발 확대와 효율을 갖는 태양광을 통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적인 문제는 통제의 한계가 있어서 이 분야에선 지엽적이기보단 전사적으로 정책과 

전문가집단과 개별연구지원을 면밀하게 조율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기계/재료 분야는 ICT를 접목한 로봇과 인공지능 기계 분야와 철도 관련 고속철 산업과 

국지 심해 및 해양장비, 무기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중국제조 2025”의 

꾸준한 실행과 연결하여 해양 및 반도체, 로봇, 정밀기계, 고속철도의 발전으로 심해채광 장비 

및 드론 개발로 성과를 얻고 있으며 강유전체로 초고밀도 정보 저장을 실현하여 반도체 굴기를 

위한 기초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과학기술(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선보이는 

결과들을 보면서 한국도 지속 가능을 위한 멀리 있는 방향을 위한 가시적인 미래과학기술 정책타워 

컨트롤을 준비하여 실행에 옮기면서 점검과 보완을 통한 방향성을 갖고 집중 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 분야별로 2018년 중국의 과학기술 주요 동향을 선정·정리하였다.







목 차

제1장  기초과학(11건) ·································································1

1. 분당 600억 회에 달하는 세계 최고속 회전자 개발 ·····································1

2. 구이저우, FAST를 선도로 천문과학연구 클러스터 구축·································3

3. 최초로 블록 초전도체에서 마요라나 애니온 발견··········································5

4. 세계 최대 구경 단량체 탄화규소 반사경 개발 ··············································6

5. 신형 자성 Weyl 반금속 및 거대 이상 홀효과 발견 ······································8

6. 중국 파쇄중성자원 본격적 운영에 돌입 ······················································10

7. 첫 3차원 칩 기반 광양자 컴퓨팅 시스템 개발 ············································12

8. “인공태양” EAST장치 최초로 1억℃ 플라스마 운전 구현 ··························13

9. 화학반응에서 “기하 위상” 효과의 물리적 본질 규명 ···································15

10. 푸단대, 바일 궤도 기반 3차원 양자홀효과 발견 ·······································17

11. 중국과기대, 최초로 양자얽힘 상태의 자가검사 구현 ··································18

제2장  우주항공(12건) ······························································19

12. 중국, 대형 수륙양용 항공기 AG600 첫 비행 성공 ·································19

13. 중국 첫 “친환경” 마이크로나노 위성 발사 성공 ·······································21

14. 세계 최대 개구합성 전파망원경의 첫 안테나 출하 ··································23

15. 중국의 우주 분야 슈퍼계획 ···································································24

16. 대기오염물질 탐지 가능한 가오펀 5호 위성 발사 성공·····························26

17. 창어 4호 중계위성 발사 성공·································································28

18. 세계 첫 전문 야광원격탐지위성 “뤄자 1호” 발사 성공 ······························30



ii

19. 중국 첫 120t추력 2단 로켓엔진의 첫 연소시험 성공 ·······························31

20. 우주정거장 실험실 추진 시스템 첫 시운전 성공·······································32

21. 위성 중력측정 데이터 처리·분석 관련 핵심기술 확보 ································33

22. 창어 4호 관련 8가지 하이라이트 ····························································34

제3장  원자력(8건) ·····································································36

23. “화룽1호” 1호기 압력용기 설치 성공······················································36

24. 中, 세계에서 가장 강한 중수소-삼중수소 중성자원 개발···························38

25. 中, “인조태양” 핵심 제어 기술에서의 새로운 성과···································41

26. 세계 최초의 AP1000 초기임계 완료·······················································43

27. 세계 첫 3세대 AP1000 원전장치 계통연계형 발전 성공 ··························44

28. 중국 첨단 연구용 원자로, 연속 운행 신기록 확보····································45

29. 원전에 자체 개발 복사저항 음향방출 센서 사용·······································46

30. 원전시스템 냉각제 기술 개발··································································47

제4장  생명의료(12건) ······························································48

31. 中, 전전두엽 발달의 단일세포 지도 완성 ·················································48

32. 中, 단일염색체 진핵세포 인공합성 개발···················································50

33. 폴리시스틴-1과 2가 형성한 초복잡성 단백질 구조 해석 ···························53

34. 최초로 신생 조혈모세포의 생체 내 귀소 전과정 규명 ·······························55

35.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암 유전 위험 지도 작성 ········································57

36. 中,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인 유전체 시퀀싱 완성····································58

37. 퉁지대학, 인간 자가 폐 줄기세포 이식 재생 구현····································59

38. 中, 신경 시냅스 “블랙박스” 규명 ····························································61



iii

39. 폐암 등 재생세포를 100% 사멸시키는 새로운 항암 약물 개발··················63

40. 중국산 알츠하이머병 치료약, 3상 임상시험 완료······································65

41. 중국이 자체로 개발한 항암약 프루퀸티닙 곧 출시····································67

42. 중국산 항에이즈 신약 세계 최초로 출시 ··················································68

제5장  ICT/융합(13건) ·····························································71

43. 중국, 세계 첫 대륙 간 양자통신 성공 ·····················································71

44. 세계 최초 적은 펄스수로 안전거리가 가장 먼 양자암호키 분배 구현··········74

45. 中, 세계 최초로 3 큐비트 논리게이트 구현 ·············································76

46. 칭화대학, 양자 인터페이스 얽힘수 세계기록 확보 ·····································77

47. 광발산·광수신을 동시에 구현한 자외선 동질성 집적 광전자 칩 개발 ··········78

48. 중국과기대, 18개 큐비트 얽힘 세계기록 확보 ··········································80

49. 5G보다 10배 빠른 세계 첫 가시광통신 칩 발표······································81

50. 다자유도 병렬 멀티플렉싱 기반 고체 양자메모리 개발······························82

51. “톈허 2호”, 양자패권 표준 컴퓨팅 구현 ··················································84

52. 세계 최초로 장치 독립성 양자 난수 구현················································85

53. 세계 첫 초해상도 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에 성공 ····························87

54. 양자효율이 100%에 근접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 개발 ·····························88

55. 세계 첫 궤도각운동량 도파로 광자칩 개발 ···············································89

제6장  에너지/환경(14건) ························································90

56. 세계 첫 태양광발전 노면 고속도로에서 차량 개통····································90

57. 중국, 최초로 남극에서 해양 PM2.5 발견 ················································91

58. 열변색성 지능형 태양광 유리 개발 ··························································92



iv

59. 비오는 날씨에도 발전할 수 있는 신형 태양전지 개발 ·······························94

60.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명세서 최초 공개 ·························95

61. 최신 연간 PM2.5 배출원 분석 결과 발표···············································97

62. 상하이 대기오염 입자 형성의 화학적 메커니즘 규명·································99

63. 난카이대학, 유기태양전지 전환율 신기록 확보········································102

64. 세계 최대 설비용량의 타워식 광열발전소 계통연계 성공·························103

65. 해수에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 ·····················································104

66. 中, 펄스 평정 자기장 강도 세계 신기록 갱신········································105

67. 건축용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유사한 배터리 개발·································106

68. 中, 세계 첫 유연성변전소 상업운영에 투입 ············································108

69. 중국 최초 100MW급 용융염타워식 태양열발전소 구축 ···························109

제7장  기계(16건) ···································································110

70. 세계 선두를 지킨 중국의 철도 관련 3대 종합 기술체계 ··························110

71. 탄광지하 근수평 방향성 시추 깊이 2,311m 세계기록 갱신 ·····················112

72. 2018년에 주목해야 할 중국의 심해장비 ··············································115

73. 남극에서 해저 열수액과 냉천의 공존현상 최초 발견 ·····························117

74. 세계 최고속 지하철 칭다오에서 개통 ···················································118

75. “하이옌” 수중 글라이더, 8,213m 깊이 잠수 세계기록 갱신 ····················119

76. 중국이 과시하고 있는 대국의 상징물 ·····················································120

77. 세계 첫 스마트궤도 쾌속수송 시스템 주저우에서 시운전·························122

78. “하이옌”, 최장 거리 수중 글라이딩 기록 세워·······································123

79. 7,018m의 시추 깊이로 아시아 대륙과학시추 신기록 ······························124

80. 4t 물체를 들어 올리는 세계 최대 마력의 무인잠수정 개발······················126



v

81. 중국 첫 극지 쇄빙선 “쉐룽 2호” 진수···················································127

82. 세계 첫 5축 구동 소형 수중로봇 개발 ··················································128

83. 세계 최대 경간 추력 아치교 개통 ·························································129

84. 최초로 유리 광학소자 제조 가공 장비 개발···········································130

85. 세계 최장 경간철도교, 6.5개 에펠탑 철재량에 맞먹는 아치 구조물 ··········131

제8장  재료(15건) ···································································132 

86. 中, 초저 열전도율을 보유한 열전재료 개발 ············································132

87. 영하 70℃에서 사용이 가능한 리튬배터리 개발······································134

88. 중국과기대, 1,300℃ 고온에 견디는 단열 방화재료 개발························135

89. 세계 첫 유연성 무기반도체 재료 개발 ·················································136

90. “스펀지 세라믹” 성공적 개발 ································································137

91. 새로운 화재 자동경보 내화성 벽지 개발 ················································138

92. 칭화대학, 초장 탄소나노튜브 다발 제조·················································139

93. 세계 첫 그래핀 개질 아스팔트로 노면 준공···········································140

94. 소재게놈 방법으로 신형 둔감 고에너지 폭약 분자 제조 ··························141

95. 세계 첫 무금속 페로브스카이트형 강유전체 개발 ····································142

96. 인체신호 탐지 가능한 “전자피부” 개발 ··················································143

97. 투명발광 잉크 개발 ·············································································144

98. 페로브스카이트 LED의 외부양자효율 20.7% 달성, 세계기록 경신 ···········145

99. 세계 최대 비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양극재료 개발 ······························146

100. 이산화탄소(CO2) 포집이 간단한 다공성 신소재 개발 ····························147





제 1 장 기초과학 1

제1장
기초과학

1.� 분당 600억 회에 달하는 세계 최고속 회전자 개발

최근, 중국암흑물질실험(CDEX) 협력팀은 세계 최초의 

고순도 게르마늄 탐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암흑물질 직접 검출 감도를 현 시점에서의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암흑물질 탐사 방법은 대체로 “우주탐사”, “지

하탐사” 및 “인조암흑물질” 등 3개 유형으로 나눈다. 

CDEX 협력팀은 중국의 진핑(錦屏)지하실험실에서 암흑물질 직접 탐사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지하탐사”에 속하며 실험과정에서 우주선(Cosmic 

rays) 간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액체질소 직접 침지냉

각 기반 진공 패키징 점전극 고순도 게르마늄 탐사기를 이용하여 4~5GeV 범

위에서 스핀 무관성 암흑물질 직접 탐사 감도를 현 시점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

인 8×10-42cm2로 향상시켰다.

우주에 분포되어 있는 암흑물질 입자는 우연하게 게르마늄 원자와 충돌한 

후 게르마늄핵의 되튐(Recoil)을 유발함과 아울러 이온화 과정을 통하여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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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에 에너지가 증착된다. 연구팀이 수행한 점전극 고순도 게르마늄 탐사 실

험은 되튐 핵의 되튐 에너지, 암흑물질 입자와 게르마늄 원자의 충돌 발생률 

및 그 변화 등 파라미터를 통하여 암흑물질 입자 무게, 표적 핵과의 상호 작용 

단면, 암흑물질 분포 등 성질을 연구하였다.

2016년에 수행한 2단계 CDEX-10 실험에서 10Kg급 고순도 게르마늄 어

레이를 이용하여 암흑물질 입자를 탐사하였다. CDEX 연구팀이 거둔 연구성과

는 향후 더욱 큰 규모 실험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07.26.http://digitalpaper.stdai ly.com/http_www.kjrb.com/kjrb/html/
2018-06/14/content_396859.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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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이저우,� FAST를 선도로 천문과학연구 클러스터 구축

2018년 7월 24일까지 구이저우성(貴州省)에 위치한 직

경 500m구면전파망원경(Five-hundred-meter 

Aperture Spherical radio Telescope, FAST)으로 이미 

44개 펄서를 발견하였고 그중 18개는 국제인증을 획득하

였다. 19빔 L-밴드 피드 수신기(feed receiver)가 본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FAST는 구이저우에 있는 중국과학원 중점실험실과 과학데이터센터 그리고 전

파천문데이터처리관련 실험실과 센터 및 대학 등 과학연구 기관을 효과적으로 

융합하였고 구이저우 천문과학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혁신 자

원을 한층 더 융합시켰고 전파천문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 선진 수준의 독창성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전파천문 연구의 획기적 발전을 추진하였다.

FAST는 1년 이상 디버깅(Debugging)을 거친 후 추적, 드리프트 스캔

(Drift scan) 등 다중 관측 모드를 구현하였으며 업그레이드를 완성한 FAST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19빔 L-밴드 피드 수신기를 사용하였으며 순항

속도가 5~6배로 향상되어 더욱 많은 과학관측 데이터를 획득할 전망이다.  

FAST의 저장 및 슈퍼컴퓨팅 능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FAST초기과학데이터센

터의 용량을 확장하고 또한 구이안신구(貴安新區)과학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

하고 있다.

FAST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페르미 감마선 천문 위성(Fermi 

Gamma-ray Space Telescope)과의 협력을 통하여 최초로 밀리세컨드 펄서 

J0318+0253(주기 5.19 밀리초)를 발견함과 아울러 국제인증에 통과되었는데 

이는 중국-미국 과학장치로 최초로 지상 및 우주, 전파 및 고에너지 밴드 영역

에서 협력하여 완성한 천문학적 발견일 뿐만 아니라 FAST로 펄서를 발견한 후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다. 19빔 L-밴드 수신기의 본격적인 사용은 FAS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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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원이 더욱 정확한 위치결정 이미지를 획득하고 더욱 많은 펄서를 발견하

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FAST 초기과학데이터센터는 주로 천문 데이터 저장, 공유, 병행 컴퓨팅 및 

고성능 컴퓨팅 등 과학연구를 수행함과 아울러 실시간 전송 FAST 초대량 데이

터에 대한 저장, 컴퓨팅 및 선별검사를 수행하여 FAST의 데이터 관리, 데이터 

종합 분석 및 응용에 중요한 보장을 제공한다. 

2018.07.2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7/41590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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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로 블록 초전도체에서 마요라나 애니온 발견

최근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가오훙쥔(高鴻鈞)/딩훙(丁洪) 공동

연구팀이 최초로 블록 초전도체에서 마요라나 애니온(majorana 

anyon) 즉 마요라나 제로 에너지 모드를 관측하였는데 이는 향후 고

도로 안정적인 양자컴퓨터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연구 

성과는 2018년 8월 17일 국제 저명학술지 “Scienc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양자컴퓨터가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통적 양자비트는 

외부 간섭에 취약해 “결잃음(Decoherence)”(양자상태 간 상호간섭 성질을 잃어

버리는 현상)을 발생하며 나아가 계산 실패를 초래한다. 마요라나 애니온은 위상

학적 큐비트(topological qubit) 구축에 이용 가능하기에 오랫동안 난제이었던 

“결잃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고안정성, 높은 고장허용한계 및 확

장 가능한 양자컴퓨터를 구축하는데 가능성을 제공한다.

연구팀은 극저온-강자기장-주사탐침현미시스템을 사용하여 마요라나 애니온을 

발견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순도와 온도가 높고 구조가 간단한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마요라나 애니온 편성 조작이 보다 쉽다. 추가 실험에서 해당 마요라나 애

니온은 6T 이하 자기장 및 4K 이하 온도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존재하였다.

해당 성과는 최초로 단일 블록 초전도재료에서 고순도 마요라나 애니온을 발견

한 사례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구현이 가능하고 기타 준입자의 간섭을 쉽

게 받지 않는다. 이는 기타 다중 에너지 밴드 고온 초전도체에도 마요라나 애니온

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바 마요라나 물리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1937년에 이론물리학자인 마요라나가 일종의 스스로 자신의 반입자를 겸하는 미

지의 입자－마요라나 페르미온을 예언한 후 관련된 연구는 줄곧 물리학 분야의 선도

과제였다. 최근에 수행된 이론 연구에 따르면 응집상태 물질에도 마요라나 성질을 따

르는 준입자의 존재가 가능하며 이러한 준입자를 우주 중 실제 입자의 고체속 그림자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상기 독특한 물리적 성질 조종·이용에 커다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2018.08.22.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8/41667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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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최대 구경 단량체 탄화규소 반사경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창춘(长春)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에서 

담당한 국가중대과학연구장비개발 프로젝트 “4m급 고정밀

도 SiC 비구면 반사경 통합제조시스템”이 검수에 통과했다. 

이는 세계 최대 구경 탄화규소 단량체 반사경으로서 중국 

광학시스템 제조능력이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대구경 고정밀도 비구면 광학반사경은 고해상도 공대지 관측, 심우주탐사 

및 천문관측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해당 반사경 제조기술 수준은 그 나라의 

고성능 광학시스템 개발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서 국방안전, 국민경제건

설, 기초과학연구능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학분야에 사용되는 “대형거울” 제조는 쉽지 않다. 구경이 4m를 초과할 경

우 광학재료와 광학가공은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 가시광 대역을 관측할 때, 

표면 정밀도 즉 거울면의 평탄도가 2nm 이내야 하는데 4m 반사경일 경우에 

베이징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토지를 평평하게 고르는데 지면의 고도차가 

1mm 이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는 대구경 반사

경 소재 제조 및 반사경 가공기술을 보유하였지만 중국은 4m급 대구경 반사경 

제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연구팀은 9년 동안 탄화규소 소재 제조, 비구면 가공 검측, 탄화규소 표면 

개질 코팅을 위한 제조설비 개발 및 제조공법 연구를 수행하여 끝내 자체적 지

식재산권을 보유한 4m급 고정밀도 탄화규소 비구면 통합제조 플랫폼을 구축

함과 아울러 4m급 고정밀도 탄화규소 비구면 제품 개발을 완성하였다.

연구팀은 4m급 탄화규소 비구면 고정밀도 가공정밀도를 16nm 이상에 도

달시키는 등 고정밀도 가공 및 검측기술의 자체적 통제를 전면적으로 달성하

였다. 고성능 개질코팅에서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SiC 반사경 개질 및 반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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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통합설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연구팀은 최초로 마그네트론 스퍼터

링 기술을 응용하여 4m급 탄화규소 표면 개질을 완성함으로써 고품질 광학표

면 폴리싱 요구를 만족시켰다. 또한 4m 탄화규소 반사경 표면의 고반사율 박

막 코팅을 성공시켜 가시광에서 장파적외선까지 전부 대역의 반사율을 95% 

이상에 도달시켰다.

2018.08.24. http://tech.gmw.cn/2018-08/23/content_3071796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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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형 자성 Weyl� 반금속 및 거대 이상 홀효과 발견

최근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연구팀은 Shandite 화합물 

패밀리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성 Weyl 반금속 Co3Sn2S2을 

발견하였고 또한 내재성 큰 이상 홀 전도도(anomalous 

Hall conductivity) 및 거대 이상 홀각(hall angle)을 측정하였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베이징응집상태물리국가연구센터 자기학국가중점실

험실 M05과제팀은 줄곧 자성기능신재료 분야를 연구했다. 연구팀의 일원인 

류언커(刘恩克) 부연구원은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기금 지원을 

받아 독일 막스플랑크 고체화학물리연구소(드레스덴)에서 자성 토폴로지 재료 

및 자기/전자 수송을 연구하였다. 류언커는 계속하여 셀프 용제 등 방법으로 

고품질 단결정 샘플을 성장시켰다. 150K 넓은 온도범위에서 큰 이상 홀 전도

도(~1130Ω-1cm-1) 및 거대 이상 홀각(~20%)을 관측하였는데 모두 일반 자

성재료에 비해 1개 수량급 높았다. 전자수송 측정 결과 Co3Sn2S2는 비포화 

양의 자기저항 및 낮은 캐리어 농도를 보유하는 등 보상형 반금속 특성을 나타

냈다. 또한 이상 홀 전도도는 온도 및 종방향 전도와 의존적 관계가 없다. 해당 

시스템은 이상 홀효과 통합모델에서 고유의 “베리 위상(Berry phase)” 영역에 

자리하였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이상 홀효과가 운동량 공간의 베리곡률에서 

유래함을 설명한다. 넓은 온도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베리곡률 및 낮은 

캐리어 농도 반금속 특성은 Co3Sn2S2에 거대 이상 홀각을 부여하였다.

막스플랑크 고체화학물리연구소에서 이론계산에 종사하는 쑨옌(孙岩)과 공

동으로 Weyl 위상을 연구한 결과, 시스템은 에너지밴드 역전에 의해 유도된 

마디선(nodal line)루프 위에 작은 에너지갭을 타개하였고 그 부근에 3쌍 키

랄이 상반된 Weyl 노드를 형성하였다. 해당 노드는 페르미 에너지준위와 불과 

~60 meV 거리에 떨어져 있기에 Weyl 관련 전자수송 거동을 쉽게 관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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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베리곡률 계산에 기반한 내재성 이상 홀 전도도(~1100Ω-1cm-1)는 실

험에서 측정한 높이와 일치하였다. 심층 실험에서 강자기장 조건에서 자기저항

의 Shubnikov-de Haas 양자진동 및 키랄 이상(chiral anomaly)에 의해 유

도된 음의 자기저항 현상을 관측하였다. 

2018.09.01. http://www.stcsm.gov.cn/xwpt/kjdt/54847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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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파쇄중성자원 본격적 운영에 돌입

2018년 8월 23일, 국가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인 중국 파

쇄중성자원 프로젝트가 광둥(广东)둥관(东莞)에서 국가검

수를 통과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국 파쇄중성자원

(Spallation Neutron Source)의 각항 지표는 전부 검수

기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였다. 해당 장치는 총체설계가 선진적이고 설비 제조

품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타겟스테이션 최고 중성자 효율 및 3개 분광장치

의 종합성능은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하였다.

6년 6개월에 거쳐 건설된 중국 파쇄중성자원은 국내 펄스중성자원 및 응용 

영역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또한 물질과학, 생명과학, 자원환경, 신에

너지 등 다양한 분야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개발에 강유력한 연구플랫폼을 제

공하였다. 해당 장치의 본격적 운영은 중국 선도 과학문제 탐구, 산업 핵심기

술 파악, 병목문제 해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파쇄중성자원 장치는 2018년 3월에 시운행을 시작하여서부터 안정적

이고도 신뢰성 있게 작동하였다. 1기공사 3개 분광장치는 도합 10개 기관 16

개 연구팀의 21개 샘플 실험을 수행해 첫 번째 주요 과학성과를 획득하였다. 

국가중점발전분야를 대상한 상기 실험에서 해당 장치는 중성자 산란의 특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데 이는 중요한 과학적 대표적 의미를 갖는다. 상기 실험은 

리튬이온 전지재료, 희토류 자성, 신형 고온 초전도, 기능성 박막 등 에너지, 

물리, 재료, 공학 등 다수 선도 교차 및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망라한

다.

중국 파쇄중성자원은 마치 “슈퍼 현미경”과도 같이 물질재료 미세구조를 연

구하는 이상적 탐침이다. 해당 장치를 사용하여 대형 금속부품의 잔류 응력을 

연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고속철도 핵심부품과 항공엔진 부품의 성능 및 원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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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운행성능 향상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외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성

재료, 화학반응 촉매 원위치 연구 등에도 응용 가능하다. 향후 중국 파쇄중성

자원은 장치의 고효율성, 안정성, 운행 신뢰성을 보장하고 국내외 개방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이미 구축된 파쇄중성자원 장치는 도합 4개인데 

각각 중국의 파쇄중성자원, 영국의 ISIS, 미국의 SNS, 일본의 J-PARC 등이다.

2018.09.01. http://www.nsfc.gov.cn/publish/portal0/tab434/info743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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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첫 3차원 칩 기반 광양자 컴퓨팅 시스템 개발

최근, 상하이교통대학 진셴민(金賢敏) 연구팀은 광자 집적 

칩 기반 물리 시스템 확장 가능한 전용 광양자 컴퓨팅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여 최초로 “신속 도달” 문제의 양자 가속 알고

리즘을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해당 연구는 양자 시스템의 

차원 및 척도를 새로운 자원으로 이용하여 전용 광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로드

맵을 개척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 Photonics”에 게재되었다.

전용 양자 컴퓨팅으로 직접 양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범용컴퓨터

의 “걸림돌”-복잡한 양자오류정정이 필요 없기에 양자 시스템 구축이 더욱 간단

하다. 만약 양자 시스템을 제작·통제하여 새로운 척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특정

된 문제에서 클래식 컴퓨터의 컴퓨팅 능력을 훨씬 초월할 수 있다.

양자걸음(Quantum walk)은 전용 양자 컴퓨팅의 주요한 커널(Kernel)로서 

뚜렷한 양자 가속 효과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이미 예측하였다. 그 중

에서 집합 트리 구조에서의 신속 도달 문제에 대한 양자걸음의 우위는 아주 뚜

렷하다. 그러나 일반 2진 집합 트리의 노드 수는 차원수 증가에 따라 지수급으

로 증가되어 기하학적 제작 공간을 신속하게 소모하기에 확장이 불가능하다.

연구팀은 충분한 확장 가능성을 보유한 육각형 접합 트리 구조를 제안함과 아울러 

펨토초 레이저 직접 가공 기술을 통하여 3차원 광양자 집적 칩 중에 성공적으로 매

핑했으며 따라서 양자의 쾌속 알고리즘 커널 도달을 구현하여 클래식 상황에 비하여 

제곱급의 가속을 구현함과 아울러 최적 효율을 1개 수량급으로 향상시켰다.

해당 3차원 광자 집적 칩 기반 대규모 양자 진화 시스템은 각종 물리 시스템 

확장 가능한 전용 광양자 컴퓨팅 프로토타입의 개발에 가능성을 제공하여 향후 

양자 컴퓨터의 실제 응용을 대폭 추진시킴과 아울러 많은 다학제간 과학문제 해

결 및 관련 새로운 연구 분야에 응용될 전망이다.

2018.11.06.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1/02/content
_407074.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1/02/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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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공태양”� EAST장치 최초로 1억℃�플라스마 운전 구현

최근 중국 “인공태양”—EAST장치가 4개월 동안 물리실

험 끝에 전자온도 1억℃ 플라스마 운전을 구현하여 고집속, 

고밀도, 높은 비압력의 완전 비유도 첨단 안정상태 운행모

드를 실현하였다. 해당 실험성과는 미래 핵융합로의 실험적 

운영을 향한 중요한 성과이다.

EAST는 중국과학원 플라스마물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완

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기밀폐 핵융합 실험장치일 뿐만 아니라 세계 첫 

비원형단면 완전초전도 토카막장치이기도 하다. EAST는 미래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과학문제와 관련한 고성능, 안정상태, 롱

펄스 플라스마 연구에서 다수 독창적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에 EAST는 101.2초 동안 고자기밀폐 모드 플라스마 운전이란 세계 

기록을 창조하였다. EAST연구팀은 미래 핵융합로 첨단 안정상태 운행모드 개

발 및 롱펄스 작동 조건에서의 핵심 과학기술 문제 해결을 2018년도 물리실험 

과제로 정하고 고출력 가열 조건에서의 노심 물리 메커니즘 연구와 관련한 일

련의 실험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실험은 안정상태 고주파(RF파) 등 다양한 가열기술 최적화를 통해 가

열출력을 10메가와트(MW) 이상에 도달시켰고 플라스마 저장에너지를 300킬

로줄(KJ)로 증가시켰다. 또한 전자회전 및 저잡음 협동 가열을 구현해 플라스

마 중심의 전자온도를 1억℃에 도달시킴과 아울러 핵융합로 고성능 플라스마 

안정상태 고밀폐 모드에 적용되는 운행구간을 효과적으로 확장시켰다. 뿐만 아

니라 롱펄스 안정상태 고파라미터 운행의 핵심 문제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

을 사용해 미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와 유사한 운행 조건에서의 경계 로컬

모드 및 텅스텐 이물질 제어 방법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로써 텅스텐 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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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tor) 고밀폐 모드 플라스마의 안정상태 열부하에 대한 능동적 피드백 제

어를 달성하였다.

이번 실험파라미터 획득은 미래 ITER 운영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국핵융합공정실험로(CFETR)의 공정·물리 설계에 중요한 실험적 근거 및 과

학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2018.11.15. https://wxn.qq.com/cmsid/WXN20181113003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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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학반응에서 “기하 위상”� 효과의 물리적 본질 규명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왕싱안(王興安) 교수와 중국과학원 

다롄(大連)화학물리연구소 쑨즈강(孫志剛) 연구원이 공동 개발

한 세계 최고 각해상도 교차분자빔 이온이미징 장치로 H+HD 

반응에서 “기하 위상(geometric phase)” 효과의 물리적 본질

을 규명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Science”에 온라인으로 게

재되었다.

“기하 위상” 효과가 화학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물리화학 분야에서 오

랜 시간동안 주목받은 주요 과학문제이다. 하지만 실험 및 이론적으로 어려움

에 부딪쳐 지금까지 설득할만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보른-오펜하이머 근사

(born-oppenheimer approximation)는 분자 등 양자 시스템 연구에서 가

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약 50년 전에 과학계는 보른-오펜하이머 근

사 또는 단열 근사(adiabatic approximation) 조건에서 반드시 “기하 위상”

을 도입해야만 해당 시스템의 양자역학적 거동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하 위상” 효과는 양자홀효과와 같이 주요 물리시스템에 널리 

존재한다.

연구팀은 먼저 임계값 레이저 이온화기술과 이온 속도영상 기술을 독특하게 

결합시킨 교차분자빔 반응동역학 연구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동 장치를 사용하여 H+HD→H2+D 반응의 완전 양자상태 해상력 산물 속도

영상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회전상태 해상력의 H2 산물 

전향 각분포 쾌속 진동구조를 관측하였다. 연구팀은 정밀 양자역학 분석을 통

해 “기하 위상”효과를 도입한 이론적 계산만이 실험에서 관측한 전향 산란 진

동구조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당 연구는 화학반응에서 “기하 위상”의 독특한 작용 및 “기하 위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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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 본질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원뿔형 교차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양

자 시스템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반응시스템이 고에너

지 반응시 참신한 반응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검증하였는데 이는 동 시스템의 

고에너지 반응 동역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8.12.19.http://digitalpaper.stdai ly.com/http_www.kjrb.com/kjrb/html/
2018-12/18/content_410581.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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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푸단대,� 바일 궤도 기반 3차원 양자홀효과 발견

최근, 푸단(復旦)대학 물리학부 슈파셴(修發賢) 프로젝트팀

은 토포로지컬반금속(Topological semimetals) 비소화카드

뮴 나노시트(Nanosheets)에서 바일 궤도(Weyl orbits)로 형

성된 새로운 3차원 양자홀효과의 직접적 근거를 관측하였다. 

이로써 2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관건적 한걸음을 내디디었다. 해당 연구성과는 

“비소화카드뮴에서 바일궤도기반 양자홀효과(Quantum Hall effect based on 

Weyl orbits in Cd3As2)”라는 제목으로 “Natur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프로젝트팀은 3차원 양자홀효과 실험에 착수하였다. 해당 실험은 머리카락 굵

기의 1,00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실험재료, 번개처럼 빠른 전자 운동 속도 조

건에서 수행해야 한다. 프로젝트팀은 쐐기모양 샘플을 이용하여 제어 가능한 두

께 변화를 구현하였다. 다음 양자홀 플랫폼에 나타나는 자기장을 측정한 후 공식

을 이용하여 양자홀 차원을 추산하였다. 실험 결과, 전자의 운동 궤도 에너지는 

샘플 두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는 샘플 두께의 변화에 따라 전자의 운동 

시간도 변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자는 샘플 두께와 관련된 수직방향 운동

을 하며 따라서 전자의 터널링(Tunneling) 현상을 입증하였다.

전자는 상부 표면에서 4분의 1 라운드 회전한 후 하부 표면으로 이동하여 

4분의 1 라운드 회전하며 또 다시 상부 표면으로 이동하여 2분의 1의 폐루프

를 형성하는데 해당 터널링 과정에서 소산(Dissipative)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전자가 전체 회선운동 과정에서 양자화임을 보증할 수 있다. 해

당 전체 궤도는 3차원 “바일 궤도”이며 비소화카드뮴 나노 구조에서 양자홀효

과의 근원이다. 이로써 3차원 양자홀효과의 비밀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성과를 통하여 비소화카드뮴의 물리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해당 연구는 향후 과학연구 탐색에 실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응용 분야

에서 비소화카드뮴은 아주 높은 천이율을 보유하였기에 전자의 전송 및 응답이 아

주 빠르므로 적외선 탐측, 전자스핀 분야의 프로토타입 소자에 이용될 수 있다.

2018.12.21. http://www.cnr.cn/shanghai/tt/20181218/t20181218_52445359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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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과기대,� 최초로 양자얽힘 상태의 자가검사 구현

최근, 중국과기대학 궈광찬 연구팀의 리촨펑(李傳鋒), 천

겅(陳耕) 등은 측정 장비의 비신뢰성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

하여 미지의 양자얽힘 상태 신뢰성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세계 최초로 양자얽힘 상태의 자가검사를 구현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되었다.

양자얽힘은 양자정보 분야의 중요한 자원이다. 과학계는 일반적으로 양자상

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양자얽힘 상태를 측정하는데 해당 방법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CT 스캔과 유사하다. 양자상태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얽힘 상태 형식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얽힘 상태의 신뢰도 등 중요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상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은 측정 설

비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의존하기에 안전성 요구를 보유한 양자정보 임무에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양자통신 검사 설비가 도청자에 의하여 통제되면 

양자통신의 비밀성에 위험을 초래한다.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벨부등

식 위반” 등 다양한 얽힘 측정 기반의 검사 설비 비의존성 신뢰적 양자얽힘 자

가검사방법을 제안하였다. 국제 학술계에서는 해당 방법에 대한 대량의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관련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리촨펑, 천겅(陳耕) 등은 독창적인 설계 및 실험으로 2비트 및 3비트 양자얽

힘 상태 자가검사를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형식의 양자 얽힘 상태에 대하여 측

정 설비 비신뢰성 조건에서 미지 양자얽힘 상태의 신뢰성 정보를 획득함과 아

울러 전통적인 양자 상태 크로마토그래피 결과와 비교하여 자가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 첫 “고신뢰성, 항간섭” 특성을 보유한 양자 상태 가가검사 

실험으로서 자가검사를 다양한 양자정보 과정에 보급·응용하고 양자통신 및 

양자 컴퓨터 연구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12.25.http://digitalpaper.stdai ly.com/http_www.kjrb.com/kjrb/html/
2018-12/24/content_411135.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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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 대형 수륙양용 항공기 AG600� 첫 비행 성공

2017년 12월 24일, 중국 최초의 대형 화재 진압/수상 

인명구조 수륙양용 항공기 “쿤룽(鯤龍)” AG600이 광둥(廣
東) 주하이(珠海) 진완(金灣) 비행장에서 첫 비행에 성공하

였다.

24일 오전 9시 39분에 AG600은 이륙하여 주하이 비행장 서남쪽 3,000m 

고도의 규정된 공역에서 약 60분간 순항 비행 과정을 통하여 항공기 각 시스

템 및 기본 조종 특성 일차 검사 등 시험비행 항목을 완성한 후 오전 10시 43

분에 안전하게 착륙하였다.

AG600은 삼림 화재 진압 및 수상 인명구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한 

대형 특수용 민간항공기로서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에 시급히 요구되는 중대 

항공 장비이다. 또한 “수륙양용, 다중형, 시리즈 발전” 설계 아이디어에 근거하

여 AG600을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보호 등에 영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

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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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600는 캔틸레버식 상부 단일 날개, 앞의 3개 점 접힘 가능한 착륙장치, 

단일 선체 수륙양용 항공기 배치 형식을 사용하였고 중국에서 제조한 4대 터

보프롭-6 엔진을 장착하였다. 최대 이륙중량은 53.5t이고 적재량이 크며 비행 

거리와 체공시간이 길다. AG600은 육지에서 이착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

면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수원(Source of water)과 화재 현장을 여러 번 

왕복하면서 소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20초 내에 1차적으로 물을 12t 흡

입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기상 조건에서 응급구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착륙 과정에서 2m 이상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고 해상 구조작업에서 한번에 

50명의 인원을 구조할 수 있다.

중국에서 자체로 개발한 AG600은 주로 중국에서 제조한 설비를 사용하였

으며 5만여 개 구조 및 시스템 부품에서 98%가 중국산이고 또한 항공기에 탑

재된 95% 이상의 완제품이 중국산이다.

중국산 3대의 “대형 항공기”에서 하나인 AG600은 2009년 6월에 입안하였

고 2016년 7월에 최종 조립을 완성하였으며 2016년 12월 7일에 첫 비행 허

가증을 취득하였다. AG600의 첫 비행 성공은 해당 타입 항공기 개발이 시험 

제조에서 시험 비행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여 향후 항공기 개발 시험 비

행 및 해당 타입 항공기 합격 심사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01.04.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7/12/39805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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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국 첫 “친환경”� 마이크로나노 위성 발사 성공

 

2018년 1월 19일 12시 12분, 중국은 주취안(酒泉)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11호 고체운반로켓으로 중국 최초

의 “친환경” 마이크로나노 위성－”화이안(淮安)호” 언라이

(恩來) 위성을 발사하였다. 당일 14시 20분에 신장(新彊) 

카스(喀什) 기지는 제1궤도 신호를 수신하였다. 위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궤도상 테스트 단계에 돌입하였다.

동 위성은 화이안시 정부가 2016년 말에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원한 프로젝트로서 난징(南京)이공대학과 난징숴

얼(索爾)항천과기유한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난징이공대학교가 위성의 

총체적 설계, 부품 개발, 완성품 조립, 전반적 테스트 등 작업을 담당하였고 이 

과정에 우주공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실천을 병합하여 추진하였다.

무게가 2.4kg인 “화이안호” 언라이 위성은 능동 궤도이탈 제동장치를 응용

하였고 2개 유닛 구조를 채택하였다. 위성의 구조, 전원, 통신 등 서브시스템

은 난징이공대학 랴오원허(廖文和) 부총장이 이끄는 마이크로나노 위성 연구

팀이 개발한 자체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큐브위성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해당 

큐브위성은 중국 최초의 “친환경” 위성으로서 고해상도 지구 이미징, 음성 전

송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동돛(制動帆) 기술에 기반한 능

동 궤도이탈 실험도 수행할 예정이다. 제동돛은 위성이 궤도비행 과정에서 받

는 대기 저항 증가를 통해 위성의 궤도이탈을 가속화함으로써 우주쓰레기가 

되는 것을 회피한다. 해당 장치는 작동 과정에서 위성의 능동 제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가 저장한 역학에너지로 펼쳐질 수 있다. 동 시스템은 무게가 가볍고 

구조가 간단하며 원가가 낮은 등 장점이 있어 빠른 대응과 짧은 임무 주기의 

저궤도 큐브위성에 적합하다.

“화이안호” 언라이 위성의 성공적 발사로 궤도이탈 등 신기술을 궤도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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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수 있는 외에 장쑤(江蘇)성에서 최초로 청소년이 제작·발사에 참여한 과

학보급위성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학생에

게 궤도상 위성 자원을 이용해 각종 우주 실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등 우주과학 보급 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18.01.3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1/40063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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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계 최대 개구합성 전파망원경의 첫 안테나 출하

2018년 2월 6일, 제곱킬로미터배열(SKA) 거대 전파망원

경의 첫 안테나 프로토타입이 출하되었다. 해당 프로토타입

의 성공적 개발은 SKA 프로젝트 추진에서 거둔 중요 성과

이다. 또한 중국의 지혜를 과시함과 아울러 국제 거대과학 

프로젝트에 계속하여 참여하고자는 중국의 의지를 드러냈다.

SKA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인 우주의 여명 및 생명의 요람 등 과학의 수수

께끼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세계 최대 개구합성 전파망원경인 SKA는 10여 개 

국가의 공동 참여로 추진 중인 국제 거대과학 장치이다. 중국은 SKA의 창시국

이며 공식 회원국이다.

2018년은 해당 망원경의 관건적 설계·심사 단계이며 2018년 말에 최종 설

계를 끝낼 예정이다. 2023년에 약 133개 안테나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세워 

프로젝트의 제1단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SKA의 민감도는 현재 최대 전파망원경인 EVLA에 비해 약 50배 높고 스카

이 서베이(Sky Survey) 속도는 1만 배 빠르다. SKA는 2,500개 반사면 안테나

와 250세트 중/저 주파수 개구 배열로 구성되며 분포 범위가 3,000km를 넘

는 나선팔 배열 망원경을 형성하게 된다.

중국전자과기그룹이 제안한 설계 방안은 SKA 반사면 안테나 개발에서 유일

한 설계 방안으로 선정되었다. 중국전자과기그룹 54연구소와 국가천문대가 공

동 설립한 전파천문기술 공동실험실은 국제공동연구팀을 이끌고 5년 동안 연

구한 끝에 기술적 차원에서 SKA의 모든 기술지표를 만족시키는 첫 안테나 프

로토콜을 개발하였다. 또한 안테나 무게를 기존 동일 유형 안테나의 3분의 2로 

줄였으며 안테나 가설 원가를 낮추어 프로젝트 구축 효율을 향상시켰다.

2018.02.12.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2/07/content_634714.shtml



24 2018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15.� 중국의 우주 분야 슈퍼계획

최근 진행 중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에 참가한 우주 분야 대표위원들이 중국의 향후 

수십 년간 “슈퍼계획”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1) 유인 달착륙: 우선은 왕복문제, 다음은 거주문제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 트

럼프 정부가 다시 달착륙 계획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항천과기그룹(CASC) 과학기술위원회 바오웨이민(包爲民) 주임에 따르

면 CASC는 현재 중형 운반, 유인 달착륙, 재사용 우주운반시스템 등 중요 프

로젝트 및 시연/평가 프로젝트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인 달착륙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운반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중형로켓에 장착할 3가지 모델의 액체엔진 핵심기술 파악 및 방안 심층 

논증을 진행하고 있고 2030년쯤에 중형로켓을 최초로 발사할 계획이다.

중국우주기술연구원(CAST) 장보난(張柏楠) 유인우주선 시스템 수석설계사

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선진 기술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유인우주선 연구를 가

동하였다. 동 우주선은 유인 달착륙에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 및 다용도 등 특

성을 보유할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달탐사 4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향후 달기지 건설도 가능하다.

(2) 우주왕복: 두 번의 화성탐사, 핵추진 방식 모색

중국의 화성탐사 프로젝트는 이미 가동되었고 2020년쯤에 창정(長征)5호 

운반로켓으로 화성탐사기 1개를 발사해 “선회, 착륙, 순시” 등 3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할 예정이다.

CASC 제11연구원 저우웨이장(周偉江) 연구원에 따르면 화성탐사기 공력 

외형, 공력힘과 공력열 설계는 완료되었고 현재 테스트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CAST의 양멍페이(楊孟飛) 창어(嫦娥)5호 탐사기 총지휘 겸 수석설계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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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향후 후속 제2차 화성탐사 임무를 계획하고 추진해 화성 표면 샘플링 

및 귀환을 실현할 예정이다. 2045년(중국 탄생 100주년)쯤에 중국의 심우주 

탐사는 100AU(1AU는 지구와 태양 간 평균 거리, 약 1.5억km) 수준에 도달

할 전망이다.

CASC 제6연구원 류즈랑(劉志讓) 원장에 따르면 우주왕복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중국 핵추진 관련 연구·설계기관과 공동으로 우주 핵추진 방

안 논증 및 핵심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 핵열, 원자력전기 등 다양한 

방안을 형성할 전망이다.

핵열 로켓엔진은 일반적으로 수소를 추진제로 이용하며 100MW급 이상의 

원자로를 사용해 수소를 초고온으로 가열하는데 이론적 추진력은 100t급에 달

한다. 중국은 2040년쯤에 핵추진 우주 왕복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3) 우주관광: 기술 혁신, 원가 절감

“우주왕복선” 개념이 나온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고 미국은 우주왕복선 부분

적 회수를 실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재사용 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

하지 못했다.

중국항천과공그룹(CASIC) 제3연구원 장훙원(張紅文) 원장에 따르면 

CASIC는 현재 우주발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

는 차세대 우주왕복선을 개발하고 있다.

일반 대중은 1천만 달러(한화로 약 106억 7,800만 원)에 달하는 우주관광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관광 

프로젝트”는 재사용이 가능한 운반기 개발과 비행궤도를 낮추는 등 방식을 통

해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가상의 우주관광은 항공기와 흡사한 운반기로 1회에 5명에서 20명 승객을 

싣고 지구에서 100km 떨어진 아궤도에 진입해 10여분 동안 머물다 관성에 

힘입어 지구로 귀환하여 수평으로 착륙하는 광경이다. 전반 과정은 약 30분간 

소요되며 완전 자동비행으로 실현된다.

2018.03.15. http://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02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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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기오염물질 탐지 가능한 가오펀 5호 위성 발사 성공

2018년 5월 9일 2시 28분, 중국은 타이위안(太原)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4호 병(丙) 운반로켓으로 가오펀

(高分) 5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가오펀 5호 위

성은 대기와 육지를 종합 관측할 수 있는 세계 첫 풀스펙트

럼(Full spectrum) 고분광 위성이며 중국 가오펀 프로젝트(고해상도 육지관측 

시스템 중대 프로젝트)의 주요 과학연구 위성이다. 

6개의 새로 개발한 관측 장치를 탑재한 가오펀 5호 위성은 대기오염 기체, 

온실가스, 에어로졸 등 물리적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중국의 대기오

염 상황을 동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또한 내륙 수체, 육지 표면 생태환경, 변

질 광물, 암석 광물 유형을 탐측할 수 있으므로 환경 모니터링, 자원탐사, 재해 

방지 감소 등 업계에 고품질의 고분광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 광학적 이미징을 이용한 물질의 형태, 크기 등 정보만 관측할 수 있는 

기존의 가오펀 위성과는 달리 가오펀 5호 위성은 중국에서 스펙트럼 해상도가 

가장 높은 원격탐사 위성이며 또한 스펙트럼 이미징 기술을 보유하였기에 물

질의 구체적인 성분을 탐측할 수 있다. 해당 위성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원적외

선 스펙트럼 구간의 풀스펙트럼 구간 관측을 구현할 수 있고 탐측 모드가 26

종에 달하며 위성에 탑재한 장치의 스펙트럼 측정 정밀도는 0.008 파수에 달

한다. 가오펀 5호 위성의 설계수명은 8년이다.

가오펀 5호 위성 공정은 중국국방과학기술공업국에서 주관하고 위성 및 운

반로켓은 중국우주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 상하이우주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하였

으며 중국위성발사관측제어시스템부에서 발사 및 관측제어 임무를 담당하였

다. 중국자원위성응용센터, 중국과학원원격탐사·디지털지구연구소에서 공동으

로 지상 시스템 데이터 수신 및 처리 관련 임무를 담당하였고 생태환경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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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원부, 중국기상국 등 기관에서 응용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응용을 담당하였

다. 이번 발사 임무는 창정 시리즈 운반로켓의 제 274차 발사이다.

2010년에 가오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 후 선후로 가오펀 1호, 2호, 3호, 

4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2018년에 가오펀 6호 위성을 발사할 예정

이다.

2018.05.11.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5/411738.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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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어 4호 중계위성 발사 성공

2018년 5월 21일 5시 28분, 중국은 시창(西昌)위성발사

센터에서 창정(長征) 4호 병(丙) 운반로켓으로 달탐사 공정 

창어4호 임무 “췌차오(鵲橋)”호 중계위성을 성공적으로 발

사하였다. 해당 위성은 세계 첫 지구-달 사이 라그랑주 L2 

포인트(“L2 포인트”로 약칭)에서 운행하는 통신위성으로서 2018년 말 뒷면에 

연착륙하여 달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될 “창어 4호”에 지구-달 사이 중계통신

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창정 4호 병 운반로켓은 25분 비행한 후 “췌차오” 위성은 로켓에서 분리되

어 직접 근지점 200Km, 원지점 40만 Km인 예정된 지구-달 전이 궤도에 진

입하였다. 위성의 태양전지판 및 중계통신 안테나는 정상적으로 펼쳐졌다. “췌

차오”는 계속하여 중도 보정, 달 접근 제동 및 달 인력을 통하여 L2 포인트 전

이궤도에 진입한 다음 3차의 포착 제어 및 보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L2 포

인트 운행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L2 포인트는 위성이 지구 및 달과 상대적

인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포인트이다.

달의 뒷면은 항상 지구와 등지고 있기에 창어 4호가 달 뒷면에 연착륙하여 

순찰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달의 차단을 받아 직접 지구와 계측제어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없다.“췌차오”는 창어 4호와 지구 사이에 설

치한 “통신중계소”에 해당된다. “췌차오”는 또한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저주파 

무선탐지기를 탑재하였기에 향후 궤도상 과학 탐측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발사 임무를 수행한 창정 4호 병 운반로켓은 창정 4호 시리즈 운반로

켓이 최초로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담당한 발사 임무이며 창정 시리즈 운반로

켓의 제275차 발사이다. 이번 발사에서 창정4호 병 운반로켓은 “룽장(龍江) 1

호”, “룽장 2호” 달궤도 편대 초장파 천문관측 소형위성도 탑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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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탐사 공정 중대 프로젝트는 중국국방과학기술공업국에서 주관하였다. 중

계위성 임무의 전체 프로젝트는 중국국방과학기술공업국 달탐사·우주공학센터

에서 담당하였고 위성 및 운반로켓은 중국항공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 중국우주

기술연구원 및 상하이항공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였으며 발사 및 계측제어 임

무는 중국위성발사계측제어시스템부에서 주관하였고 지상 응용 시스템은 중국

과학원 국가천문대에서 담당하였다.

2018.05.23.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5/41276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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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계�첫 전문 야광원격탐지위성 “뤄자 1호”� 발사 성공

2018년 6월 2일 12시 13분, 중국은 주취안(酒泉)위성발

사센터에서 창정(長征) 2호 정(丁) 운반로켓으로 “뤄자(珞
珈) 1호” 과학실험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예정궤도에 

진입시켰다.

“뤄자 1호”는 창광(長光)위성기술유한회사가 우한(武漢)대학의 주문을 받아 

개발한 첫 상업화 주문 위성이며 세계 최초의 전문 야광원격탐지 위성으로서 

주로 야광원격탐지 및 항법 보강 기술 검증에 사용된다. “지린(吉林) 1호” 위

성의 기술 토대를 충분히 계승한 “뤄자 1호”는 통합화 아키텍처 설계를 도입하

여 기능을 고도로 통합하였다. 또한 높은 신호대 잡음비 HDR 이미징, 대규모 

충격 격리, 태양전지판 자동 잠금·전개 등 혁신기술을 대량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정밀도 이중 위성 센서연합 자세결정 등 주류를 이루는 원격탐지위

성 옵션을 갖추어 고품질 위성탐지 데이터 획득을 지원할 수 있다.

“뤄자 1호” 위성의 전체 무게는 20kg 밖에 안 되며 또한 위성에 탑재된 광

시야각 고민감도 야광원격탐지 카메라는 130m 해상도와 260km 폭의 야광이

미징 성능을 보유하므로 야광원격탐지 기반의 거시적 경제분석 등 연구에 데

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 항법보강 과학실험 장치를 탑재하여 베이더우

(北斗) 항법시스템의 위치결정 정밀도 향상 등 실험 수행도 가능하다.

앞으로 창광위성기술유한회사는 우한대학과 협력하여 위성 궤도상 테스트를 

진행하는 한편 중국 전 지역 야광원격탐지형 “지도” 작성 및 베이더우 항법 보

강 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 회사는 성숙된 위성 개발 기술을 대학 학과 우

위와 충분히 통합시켜 과학연구 문제 해결 및 기술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

정이다.

2018.06.10.http://digitalpaper.stdai ly.com/http_www.kjrb.com/kjrb/html/
2018-06/04/content_395986.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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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국 첫 120t 추력 2 단 로켓엔진의 첫 연소시험 성공

최근 중국항천과기그룹 제6연구원이 개발한 중국 첫 대

추력 고성능 액체산소/케로신 고고도 엔진이 첫 완제품 연

소시험에 성공하였다. 해당 대추력 고성능 액체산소/케로

신 고고도 엔진의 추력은 120t에 달하며 운반로켓 2단 엔

진으로 사용된다. 향후 강력한 운반능력을 갖춘 신형 로켓모델 개발에서 기존 

75t급 액체산소/케로신 엔진을 대체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다수 혁신기술을 적용해 엔진의 성능 및 고유 신뢰성을 뚜렷하게 

향상시켰다. 연구팀이 설계한 고공 펌프 백스윙 엔진의 펌프 백스윙 기술은 스

윙장치를 뒤로 배치해 부분적 스윙을 달성함으로써 기존 엔진의 전체적 스윙

에 비해 엔진의 부피를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공간에 더 많은 엔진을 병렬로 장착할 수 있기에 더 큰 추력을 얻을 수 

있다.

연구팀은 1개월간 동 엔진시스템 방안을 논증하였고 반년 내에 다수 핵심기

술 논증을 차례로 완성하였다. 잇따라 핵심기술 방안 검증시험을 진행하여 첫 

연소시험에 성공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해 연구팀은 해당 모델 엔진 방안의 정

확성과 기술적 실행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시험 성공은 중국 대추력 고성능 액

체산소/케로신 엔진 기술이 고고도 엔진 분야에서 중요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

미한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운반로켓의 운반능력 향상과 로켓 계열 확장에 중

요한 의미가 있다.

2018.07.22. http://www.chinaequip.cn/2018-07/18/c_137332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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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주정거장 실험실 추진 시스템 첫 시운전 성공

2018년 7월 31일, 중국 우주정거장 실험실 추진 시스템

이 첫 시운전에 성공하였다.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 제6연

구원 801연구소(이하 801연구소)가 상하이 서쪽 교외에서 

진행한 2시간 테스트 과정에서 8개 시운전 프로그램의 전

체 엔진과 시스템 부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아무런 고장도 발생

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진 시스템 설계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한다. 이번 

테스트에서 추진 시스템의 주요 부품은 우주발사 모델에 근거하여 배치하였다.

801연구소는 주로 선저우(神舟) 유인 우주선, 톈궁(天宮) 1호, 톈궁 2호, 톈

저우(天舟) 화물 우주선 등에 사용되는 엔진을 비롯한 우주선 동력 시스템 개

발을 담당한다. 로켓엔진은 일반적으로 수십 분 작동하여 위성을 예정궤도에 

진입시키면 임무를 완성하지만 우주정거장 실험실 엔진은 적어도 15년 작동한

다. 작동 수명 외에도 우주정거장 실험실의 36개 엔진은 무게에 대한 요구도 

아주 높다. 설계 과정에서 1개 엔진의 최초 설계 무게는 16Kg이지만 임무 요

구를 만족시키려면 무게를 10Kg으로 감소해야 한다. 연구팀은 여러 차례 테스

트를 거쳐 요구에 적합한 엔진을 개발하였고 또한 후속 테스트 검증에 통과되

었다.

2019년, 중국 우주정거장 실험실은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해당 추진 시스템은 현재의 설계 방안에 따라 설계할 계획이다. 중국 유인우주

비행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전후로 우주정거장 핵심모듈을 발사하

고 2022년에 우주정거장 실험실을 발사할 예정이다. 현재 궤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은 가장 늦어서 2028년에 퇴역한다. 그때가 되면 중국 우

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을 대체하여 세계를 향해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2018.08.17.http://digitalpaper.stdai ly.com/http_www.kjrb.com/kjrb/html/
2018-08/14/content_401535.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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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성 중력측정 데이터 처리·분석 관련 핵심기술 확보

최근 중국과학원 측량·지구물리연구소 연구팀은 위성 중력측

정 데이터 처리·분석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파악하여 중력위성 데

이터 처리 및 응용 분야에서 독자적 측정능력을 달성하였다.

위성 중력측정이란 지구의 질량 분포 및 이동에 의해 발

생하는 중력장과 그 변화를 위성으로 측정하는 기술로서 지하수 모니터링 등 

영역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동 연구소 대지측량·지구동역학 국가중점실험실 

“대지측량 정밀탐측 새이론 및 새기술” 혁신팀과 “위성 대지측량 및 글로벌 변

화” 연구팀은 고정밀도 시변 중력장(time-variable gravity field) 제품 개발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면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고정밀도 시변 중력장 계열 제품의 정밀도는 미국 텍사스대학 공간연

구센터, 미국 제트추진연구소,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의 동종 제품과 맞먹는 

수준이다.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중력장 역추정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위성 중력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였고 관련 소

프트웨어 저작권도 획득하였다.

상기 연구 성과는 중력 위성데이터 처리 및 응용에서의 독자적 측정능력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차세대 중력위성계획의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지역 수자원 

관리 이용, 관련 지구동역학 연구 등에 중요한 참고적 가치가 있다.

위성 중력측정은 지구 표면에서 약 400km 떨어진 2개 위성을 통해 구현한

다. 2개 위성은 소형자동차 크기와 엇비슷하며 서로 200km 떨어져있고 측정 

오차는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백분의 일밖에 안 된다. 지표의 질량 이동(mass 

transfer)은 지구 중력장의 변화를 유발하고 지구 중력장 변화는 2개 중력위성 

간 거리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2개 중력위성 간 거리 변화 측정을 통해 지

구 중력장 변화 및 지표의 질량 이동을 역추정할 수 있다. 연구팀은 위성 중력

측정을 이용하여 중국 화베이(华北), 둥베이(东北) 지역의 지하수를 모니터링

하여 일련의 중요한 발견 성과를 거두었다.

2018.09.12.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9/417420.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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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어 4호 관련 8가지 하이라이트

2018년 12월 8일 2시 23분, 중국은 시창(西昌)위성발사

센터에서 창정 3호 을(長征三號乙) 운반로켓으로 창어(嫦
娥) 4호 탐사기를 발사하였다. 이번 창어 4호 발사와 관련

한 8가지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1) 3대 과학임무

이번에 발사한 창어 4호 탐사기의 주요 과학임무는 ① 달뒷면 저주파전파 

천문관측 연구 ② 달뒷면 순시지역의 지형, 광물성분 및 천부층 구조 탐사연구 

③ 달뒷면 중성자 방사량, 중성원자 등 달환경 시험적 탐사연구를 포함한다.

(2) 인류 최초의 달뒷면 연착륙 및 탐사

창어 4호 탐사기는 인류 최초로 달뒷면 연착륙 및 탐사의 장을 연다. 지금까

지 달뒷면에 도착한 탐사기가 없었기에 이번에 창어 4호가 확보하게 될 달뒷

면 지형 및 토양 성분 데이터는 유일한 자료이다. 달은 항상 한쪽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어 지구에서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다. 달뒷면의 상황에 대해 창어 

4호가 직접 풀어줄 것이다.

(3) “후보선수”의 첫선

이번에 발사한 창어 4호는 창어 3호 탐사기의 스페어이다. 창어4호는 새로

운 역할 즉, 사상 최초의 달뒷면 연착륙 및 순시탐사를 맡는는데 이를 위해 창

어 4호에 대해 새롭게 설계하고 개발했다.

(4) “제로 윈도우” 발사 성공시킨 시창위성발사센터

창어 4호가 “제로 윈도우” 발사에 성공해 예정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시창위

성발사센터는 창어 1, 2, 3, 4호 “제로 윈도우” 발사를 전부 달성하였다. 이외, 

동 센터는 연속 81회 발사 전부 성공, 100일에 7차 우주발사를 성공시키는 고

밀도 발사 신기록을 달성하였다(그림 참조). “제로 윈도우” 발사란 계획한 발사

시간에 오차 없이 로켓에 점화한다는 뜻이다. “제로 윈도우” 발사시 위성은 도

중에 궤도를 수정할 필요 없이 예정궤도에 진입할 수 있고 또한 궤도변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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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연료를 절약해 여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5) 창어 “전용열차”－창정 3호 갑 계열 운반로켓

이번의 창정 3호 을 운반로켓 발사는 창정 3호 갑 계열 운반로켓의 95번째 

발사이자 2018년 제13번째 발사이다. 또한 이번 발사는 달탐사 프로젝트 임

무의 5번째 발사이다. 앞서 창정 3호 갑 계열 운반로켓은 창어 1, 2, 3호와 달

탐사 프로젝트 3기의 재진입 귀환비행 시험선을 발사하였다. 창정 3호 갑 계열 

운반로켓은 창정 3호 갑, 창정 3호 을, 창정 3호 병 등 3종 대형 저온 액체로

켓을 포함하는데 현재 고궤도 발사 횟수가 가장 많고 성공률이 가장 높은 등 

기록을 갱신하였다.

(6) 창어4호 착륙지는?

창어 4호의 목적지는 달뒷면 남극에 근접한 폰 카르만 분화구(Von 

Kármán crater)이다. 폰 카르만 분화구는 창어 3호가 착륙했던 달정면의 무

지개만에 비해 면적이 엄청 작다. 창어 4호 착륙기는 울퉁불퉁한 지역에 연착

륙하므로 창어 3호에 비해 착륙 정확도 요구가 더 높다.

(7) 지구와의 통신은?

달뒷면은 지구와 등진 관계로 창어 3호처럼 직접적으로 지구와 통신할 수 

없다. 창어 4호는 앞서 지구-달 라그랑주L2점에 발사한 췌차오(鵲橋) 중계위

성을 통해 지구와 “릴레이식”으로 통신을 주고받는다.

(8) 달뒷면에 왜 가나?

달뒷면은 전자기파 간섭이 적어 지구에서 탐측이 불가능한 미약한 우주신호

를 탐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주 방사 탐측, 우주 기원 탐구 등 과학연구에 

이로운 점이 많다. 그리고 달뒷면 지질조건 연구는 달토양 성분, 소행성 활동 

심지어 달의 형성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보조적 의미가 있다. 이외, 달뒷면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행성을 탐사하고 또한 우주선을 쏘아올리기 쉬운 등 달

뒷면을 미래 우주탐험용 중간환승기지로 삼을 수 있다.

2018. 12 . 16 . h t t ps : / /mp. we i x i n . qq . com/ s/wk6u85LYK862Ar gFr 4k4E
w?tdsourcetag=s_pcqq_aiomsg



36 2018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제3장
원자력

23.� “화룽1호”� 1호기 압력용기�설치 성공

 

2018년 1월 28일 17시, 중국핵공업그룹 푸칭(福清) 원

전 5호기－”화룽(華龍)1호”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가 순조

롭게 설치되었다. 동 설비는 중국이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

권을 보유한 첫 번째 3세대 원전공사 압력용기이다. 이번 

압력용기의 순조로운 설치는 “화룽1호” 후속 설치작업 추진을 위해 좋은 여건

을 마련하였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핵반응이 일어나는 핵심 설비이다. 이번에 설치한 압력

용기는 랴오닝(遼寧) 다롄(大連)에서 출발해 2018년 1월 중순에 푸젠(福建) 

푸칭에 도착한 뒤 푸칭 5호기 원자로 건물 내 16.5m 플랫폼에 순조롭게 인입

되었다. 2018년 1월 28월에 압력용기를 제자리에 안착시킨 후 압력용기 노즐 

보온 설치 및 측면부 받침판 측량 가공 작업이 진행되며 그 다음 원자로 주관

로 용접 작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된다.

2세대 개량형 원전장치에 비해 “화룽1호” 시범공사 압력용기는 업그레이드

된 RCCM-2007 제조표준에 근거하였고 참신한 177다발 노심 구조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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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으며 설계수명은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심, 

원자로 상부헤드의 일부 설계를 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주요 혁신을 통

해 장치의 안전성과 수명을 향상시켰다.

이번에 설치한 압력용기는 중국원자력연구설계원이 자체적으로 설계하였고 

중국 제1중형기계주식유한회사가 제조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4년간 시간을 들

여 제조를 마무리하였다. 압력용기의 순조로운 설치는 중국 원전설비 설계·제

조 기술이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2018.02.05.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1/401426.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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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中,� 세계에서 가장 강한 중수소-삼중수소 중성자원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원자력안전기술연구소 FDS펑린(鳳麟)

원자력연구팀은 중성자수송 물리학 및 기술 연구에서 획기

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고속 중수소-삼중

수소 중성자원 실험 장치 HINEG의 중성자원 강도가 동종 

장치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원자력은 20세기 인류가 거둔 위대한 성과이다. 중성자는 원자력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원자로 중에서 핵반응을 유발하는 입자 및 에너지 운반체일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열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사성을 유발하는 근원이다. 중성자원은 

중성자의 생성, 연구, 이용 과정에서의 필수적인 과학 장치이며 또한 중성자 

물리 및 복사 안전, 첨단 원자력 시스템의 핵심 기술 및 핵기술 교차적 응용 

등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실험 플랫폼이다.

중성자 표적은 HINEG의 핵심 시스템으로서 고속 이온 가속기에서 생성된 

고출력 중수소 이온빔으로 삼중수소를 함유한 중성자 표적을 충격하면 표적에

서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성자가 생성된다. 고속 중성

자빔을 생성하기 위해 표적은 고출력 이온빔의 충격에 견뎌야 한다. 해당 과정

에서 표적에서 고강도 열류(Heat flow) 발산 문제가 발생한다.

HINEG 중성자 표적이 견디는 열류 밀도는 태양표면 열류 밀도의 3배이다. 

만약 열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표적의 온도가 신속히 상승하여 표적에 

함유된 삼중수소가 빠른 속도로 방출되기에 중성자의 지속적인 안정 생성을 

구현할 수 없다. 또한 표적 온도가 신속히 상승되면 표적이 용융되어 파손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중성자 표적의 고효율 열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어레이식 제

트류 결합 강전단장(Strong shear field)에 의한 고효율 열발산 기술을 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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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반복적인 검증 테스트를 통하여 고효율 열발산을 구현하여 표적의 온

도를 200℃이내로 제어하였다.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된 14MeV의 단일 에너지 중성자가 

생성된다. 첨단 원자력 시스템의 복잡한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환경을 시뮬

레이션으로 재현하기 위해, 생성된 단일 에너지 중성자에 대한 정밀 조절을 진

행하여 각종 실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하나의 어

려운 문제점이다.

전자, 양성자, 대전입자를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지만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기에 전자기장으로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중성자와 

특정된 재료 중 원자핵의 반응 과정을 통하여 중성자를 제어할 수 있는데 이를 

구현하려면 정밀한 이론 방법 및 실험 기술이 요구된다. 연구팀은 중성자 수송 

이론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중성자 수송 정밀 제어 핵심 기술을 발명하여 첨단 

원자력 시스템의 복잡한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환경에서 정확한 재현을 구

현하였는데 이는 첨단 원자력 시스템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원자로에 비하여 첨단 원자력 시스템으로 자원 이용률을 대폭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HINEG로 다

양한 유형 첨단 원자력 시스템의 복잡한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환경을 진실

하게 재현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론 및 프로그램 검증, 핵데이터 측정 및 검증, 

원자로 부품의 핵특성 검증 등 실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중성자 촬영은 물질 내부의 미세구조를 검사하는 “미세구조 관찰” 기술로서 

중성자가 다양한 물질 중에서 관통 능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체 내부 구조를 

관찰하며 수소 함유 재료, 중금속 부품 구조, 방사성 재료 검측 분야에서 X선 

등 기타 비파괴 검사 기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HINEG에서 생성된 고속 

중성자빔은 고정밀도 비파괴 검사에 이용될 수 있기에 항공우주 등 분야의 쾌

속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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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에 의한 암치료는 현재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암치료 방법으로서 

안전성을 보유한 생물학적 방향성 방사선 치료 방식이며 환자의 정상적인 조

직에 대한 손상이 적고 효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새로운 경로이다. 종양 치료 분야에서 20세기는 X선 치료 시

대이고 21세기는 중성자 치료 시대이다. HINEG는 중성자에 의한 암치료 기

술 연구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어 중성자에 의한 암치료 분야의 발전을 추진

할 전망이다.

2018.02.12. http://www.zgc.gov.cn/zgc/yw/kjqy72/16443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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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中,� “인조태양”� 핵심 제어 기술에서의 새로운 성과

최근,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학연구원 플라스마

물리연구소 EAST(완전 초전도 토카막 실험장치)팀의 쑨유

원(孫有文) 연구팀은 EAST에서 3차원 회전 자기간섭장을 

이용한 디버터(Divertor) 표적판 열부하 제어 연구에서 새

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관련된 성과는 최근 “Nuclear Fusion” 저널에 게재되

었다. 또한 미국 General Atomics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해당 성과를 미국의 

DIII-D 장치에서 회전 플러스 혼합 간섭 모드의 자기간섭장 연구로 확장하였

다. 관련된 성과는 최근 “Physics of Plasmas”에 게재되었고 제59회 미국물

리학회 플라스마컨퍼런스의 초청보고서로 선정되었다.

디버터 표적판 열부하 제어는 국제열핵융합로계획(ITER)과 같은 미래 자기

밀폐 핵융합로 장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외부 자기간섭장은 경계

면 불안정 현상(Edge-Localized Mode, 이하 ELM)을 약화 또는 억제시킬 수 

있기에 ELM에 의해 초래되는 디버터 표적판에 대한 순간 강력 열부하의 충격

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3차원 필드에서 비롯되는 토로

이달 비대칭 국지 표적판 열류 축적 효과를 어떻게 감소할 지에 관한 연구는 

해당 영역의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다.

연구팀은 EAST에서 토로이달 회전 외부 자기간섭장을 이용한 ELM 제어 실

험 연구 통해 자기간섭 동안 표적판 위의 입자흐름 분포는 토로이달 비대칭 분

열 구조를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회전하고 있는 자기간섭장이 

표적판 원주방향을 따라 동기 회전한다. 이로써 상기 제어 수단의 유효성을 입

증하였다. 연구팀은 자기간섭 스펙트럼 패턴 분석을 통해 억제 효과를 유지하

는 상황에서 분열 구조의 국지적 입자흐름 분포를 표적판 원주방향에 따라 대

폭 이동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당 실험 결과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간섭장은 입자흐름/열류의 전체 표적판 위에서의 균질화를 도와 표적판의 국



42 2018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지적 과열을 방지함을 입증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미국 DIII-D 연구팀과 협력하여 DIII-D 장치에서 저

충돌률 혼합 토로이달 계수 n 회전 자기간섭장 제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설험

을 통해 정적 간섭 성분을 이용하여 ELM 억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회전 성분을 

이용하여 표적판 위 열류/입자흐름의 균질화 제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미래 자기밀폐 핵융합 장치에서 3차원 자기간섭을 이용한 

표적판 순간 열부하 제어 관련 기술의 발전 및 물리적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2018.04.05.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4/02/content_65421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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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계 최초의 AP1000� 초기임계 완료

최근, 세계 AP1000 원자력발전 기술을 대표하는 산둥(山
東) 하이양(海陽) 1호기 및 저장(浙江) 싼먼(三門)) 1호기는 

중대한 성과를 확보하였다.

성과 1: 세계 최초의 AP1000-싼먼(三門) 1호기 초기임계 완료

2018년 6월 21일 새벽 2시 09분, 3세대 원전 자주화 프로젝트 AP1000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싼먼 1호기가 초기임계를 완료하였다.

성과 2: 중국의 두 번째 AP1000-산둥 하이양 1호기가 연료주입 허가

2018년 6월 21일 오후, 하이양 1호기는 중국국가핵안전국에서 발급한 “하이

양 원자력발전소 1호기 최초 연료주입 허가서”를 획득한 후 6월 21일 저녁에 연

료를 주입하였는데 이는 중국에서 연료주입 허가를 획득한 두 번째 AP1000 원

자로이다. 하이양 원전 1호기 최초의 연료 주입은 전력 공급을 구현하는데 핵심

적인 한걸음을 내디디었다.

하이양 원전 프로젝트는 중국국가원자력발전기술회사에서 투자·건설·운영을 담당

하고 미국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에서 도입한 AP1000 원자력발전 기

술을 이용한 중국의 3세대 원자력발전 자주화 위탁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09년 9월에 가동된 후 “안전제일, 품질제일”의 원칙을 견지하였고 설비 개발 및 구

축 과정에서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공사의 실질적인 발전을 확보하였다. 

하이양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구축은 3세대 원자력발전의 중대한 성과이다.

프로젝트 구축 과정에서 중국국가핵안전국은 하이양 원전 1호기에 대한 전과정 독립

적 감독, 최종 안전 분석 보고에 대한 핵안전 심사를 수행하였으며 원전 현장에 대한 전

과정 현장 감독을 수행하였다. 심사 및 핵안전 감독 결과, AP1000 원자력발전 기술은 

중국 핵안전 법규 표준 요구에 도달하며 하이양 원자력발전 1호기 구축 품질은 설계 안

전 목표에 도달하였다. AP1000 원자로의 설계, 설비, 안전, 테스트, 생산 가동 등 작업

은 요구를 만족하며 최초의 연료 주입 조건을 구비하였다.

2018.06.30. http://www.heneng.net.cn/index.php?mod=news&action=show&article_id=50804

http://www.heneng.net.cn/index.php?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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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계 첫 3세대 AP1000� 원전장치 계통연계형 발전 성공

2018년 6월 30일 4시 48분, 3세대 AP1000 원전기술로 

건설된 세계 첫 원전장치—싼먼(三門)원전 1호기가 처음으

로 계통연계(combined to the grid)에 성공하였다. 각 기

술지표는 설계요구를 만족시켰고 원전장치에 대한 제어는 

양호하였다. 이는 원전건설이 본격적 계통연계 성능시험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향후 출력별 플랫폼 과도상태 시험 및 예정된 상업운영 개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 4월에 착공한 싼먼원전 AP1000 자주화 의존 프로젝트는 “대형 첨단 

가압수형원자로 및 고온가스냉각형원자로발전소” 국가과학기술 주요 특별프로

젝트 가압수형원자로 분야의 주요 건설임무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웨스팅

하우스회사로부터 도입한 AP1000 원전기술을 적용하였고 국가원전기술회사

(SNPTC)가 기술 도입, 소화·흡수, 재혁신 및 일차계통 총도급을 맡았다.

싼먼원전 1호기는 2018년 4월 25일에 처음으로 핵연료를 장전하기 시작하

였고 2018년 6월 21일에 최초로 원자로를 임계상태에 도달시켰으며 2018년 

6월 27일에 처음으로 핵증기를 사용해 증기터빈을 정격속도로 돌리는데 성공

하였다. 뒤이어 증기터빈장치 시험 및 발전기 계통연계를 위한 각항 예비시험

도 순조롭게 완성되었다. 계통연계 완료 후 싼먼원전 1호기는 부하시운전 상태

에 돌입할 예정인데 부하시험, 과도상태 시험 등 관련 시험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예정된 상업운영 개시를 보장한다.

AP1000은 기존에 운영 중인 “2세대” 또는 “2세대+” 원전장치에 비해 안전

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AP1000은 선진적인 “비능동” 설계 이념을 도입하였기

에 사고 발생시 중력, 대류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현상에 의존하여 원자로

를 냉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원자로 건물은 대형 상용항공기의 직접적인 충격

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2018.07.06. https://mp.weixin.qq.com/s/Oejwvg8iSfs5lJw_ddie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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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국 첨단 연구용 원자로,� 연속 운행 신기록 확보

2018년 7월 25일~8월 7일, 중국핵공업그룹 중국원자력

과학연구원에서 자체로 개발·설계·구축한 세계 선진 수준

의 중국 첨단 연구용 원자로(China Advanced Research 

Reactor, CARR)가 14일 동안 고출력으로 안전하게 연속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 운행출력이 30MW에 달하여 제1단계 복사

(Radiation) 임무를 원만하게 완성하였으며 또한 CARR 구축 후 고출력 연속 

운전 신기록을 확보하였다.

CARR의 원자로형 선택부터 반응로 설계, 테스트 및 구축 과정은 모두 중국

원자력과학연구원에서 담당하였으며 중국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체 혁신 기술성과도 확보하였다. 반응로 주요 장비의 개발도 중

국원자력과학연구원과 중국 내 관련 업계에서 공동으로 완성하였고 장비 국산

화율은 90%에 달한다. 그 중에서 연료 소자, 원자로 본체(reactor proper) 및 

원자로 노심 용기, 제어봉 구동장치, 전디지털화 통제 및 보호 시스템, 반응로 

밀봉 조작실, 연료장전기 등 기술은 중국 최초로 개발하여 응용하였다. CARR

의 연속적 안전 운전 신기록은 CARR 시스템 및 장비의 고온 고습도 조건에서 

운전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하였다.

2018.08.17. http://www.sastind.gov.cn/n112/n117/c6802567/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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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원전에 자체 개발 복사저항 음향방출 센서 사용

최근,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전체공정연구소가 자체로 개

발한 원전용 고온 복사저항 가속도 센서에 이어 복사저항 

음향방출 센서도 검수에 통과하였다. 해당 장비는 중국핵동

력연구설계원의 누설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동으로 “화룽

(華龍) 1호” 푸칭(福清) 5호 및 6호 원전에 사용하였다. 해당 시리즈 제품의 

개발은 중국이 자체 원전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의미한다.

원전용 센서는 원전운행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소자이다. 원전 센

서는 사용 환경이 열악한바 장기적으로 고온·고복사 환경에서 작동하기에 일

반 센서 및 그 제작 공법은 원전용 센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센서 전체의 

복사저항을 구현하려면 센서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모두 복사저항 특성을 

보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1억 rad 복사(원자로 60년 운행 복사선량에 해당)

의 피복 후에도 성능 변화가 발생하면 안 된다. 또한 센서의 감응성 소재, 본체 

소재부터 커넥터(Connector), 고온 케이블용 금속, 비금속 소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테스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고온 또한 센서에 대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일반 센서는 수백 섭씨온도(℃) 조건에서 열적 파괴가 발생하여 신호

를 생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원전용 센서는 고온에서도 안정하게 작동하여 발

생하는 고장을 전부 검출해야 한다.

연구팀은 4년간 연구를 거쳐 자체로 원전용 고온 복사저항 가속도 센서 및 

복사저항 음향방출 센서를 개발하였다. 2015년 8월 해당 연구소에서 개발한 

파키스탄차스마원전의 고온 복사저항 가속도 센서가 검수에 통과했고 2017년 

10월 파키스탄카라치원전에 사용하는 복사저항 음향방출 센서도 검수에 통과

했으며 2018년 7월 복사저항 음향방출 센서는 검수에 통과하여 “화룽 1호” 중

국 첫 시범 프로젝트 푸젠(福建)성의 푸칭 5호 및 6호 원전 누설 모니터링 시

스템에 사용되었다.

2018.08.31.http://digitalpaper.stdai ly.com/http_www.kjrb.com/kjrb/html
/2018-08/28/content_402508.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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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전시스템 냉각제 기술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학연구원 원자력안

전기술연구소 프로젝트팀이 개발한 액체금속 리튬 실험 회

로는 중국 최초로 1,500K(1,227℃에 해당) 초고온에서 

1,000시간 동안 안정 운행을 구현하였다. 이는 중국이 선

진 원전 시스템 액체금속 냉각제 핵심 기술 연구에서 새로운 성과를 확보하였

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초고온 액체리튬 작업물질(Working substance) 환경에서 장치의 

구조 응력 조화, 액침식 측정 및 유동 안정성 제어 등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해

당 회로로 고온 난용성 합금 계열에 대한 1,400K~1,500K 온도구간에서 유동 

리튬 환경에서 항부식 성능 연구 실험을 수행한 결과, 고온 운행 성능이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초고온 액체리튬 및 구조재료의 상용성 등 연

구에 중요한 실험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액체리튬 또는 리튬합금은 핵융합반응로의 냉각제로 사용하여 반응로에서 

생성된 열량을 방출시킬 수 있다. 또한 작동 온도가 높고 열전도성이 양호하며 

밀도가 작은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액체리튬은 비등점이 높기에 시스템은 

정상적인 압력 조건에서 운행될 수 있다. 리튬 등 냉각제를 사용하면 반응로 

시스템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구현할 수 있기에 대출력 공간 반응로 및 향후 

핵융합반응로의 주요 선택 냉각제 재료로 될 전망이다.

2018.10.17. http://scitech.people.com.cn/n1/2018/1015/c1057-303408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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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中,� 전전두엽 발달의 단일세포 지도 완성

최근 중국과학원 바이오물리연구소 왕샤오췬(王曉群) 연

구팀은 최초로 인간 뇌 전전두엽(prefrontal lobe) 발달의 

단일세포 지도를 완성하였고 또한 신경줄기세포의 중요한 

역할을 규명하였다. 973계획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해당 

연구 성과는 최근 Nature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전전두엽 피질은 인간의 뇌 고급 기능과 관련된 핵심 구성 부분으로서 기억

의 형성, 단기적 저장 및 추출 기능, 언어 기능, 정서 조절 등 기능에 관여한다. 

전전두엽 피질의 세포 구성은 전전두엽 피질이 신경망을 형성하고 풍부한 기

능을 수행하는 생물학적 기초이다. 하지만 전전두엽 피질이 어떤 세포로 구성

되며 또한 이러한 세포가 배아 발생 과정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관한 핵심

적 과학문제 연구는 적었다.

연구팀은 협력자들과 공동으로 단일세포 전사체 시퀀싱 방법을 사용하여 인

간의 뇌 전전두엽 배아 발생 과정의 단일세포 전사체 지도를 완성하였다. 연구

팀은 인간 배아 대뇌 전전두엽 발달의 세포 유형 다양성 및 다양한 세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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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발달관계를 해석함과 아울러 신경줄기세포 기반 뉴런 생성 및 루프 형성의 

분자 제어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핵심적 세포 유형에 대한 체계

적인 기능 연구를 통해 최종 완전한 인간 뇌세포 지도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연구는 전전두엽 피질이 어떻게 “사고와 사상의 형성”

에 관여하는지와 같은 핵심문제 연구를 위해 고정밀도 세포 지도를 제공하였

는데 이는 전전두엽 피질 발달 연구 영역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이다.

2018.04.18. http://www.most.gov.cn/gnwkjdt/201804/t20180412_1391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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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中,� 단일염색체 진핵세포 인공합성 개발

1965년, 중국 과학자는 세계 최초로 천연분자와 화학구

조가 같고 완전한 바이오활성을 보유한 단백질—결정화 소 

인슐린(crystallized bovine insulin)의 인공합성에 성공

하여 단백질인공합성의 서막을 열었다. 50년 후, 중국 과학

자는 바이오활성을 보유한 단일염색체 진핵세포의 인공합성을 최초로 성공하

여 합성생물학 연구의 새시대를 열었다. 해당 성과는 2018년 8월 2일 국제 학

술지 “Nature”에 게재되었다.

(1) 생명 창조를 향한 획기적 성과

기존의 단일 염색체 또는 1가닥 긴사슬 DNA에 대한 소규모 편집/합성에 

비해 이번 성과는 1개 생물종 염색체 수효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개

조를 실현하였다. 이로써 천연 복잡계 생물체에 대한 인공적 간소화 개조가 가

능하며 최종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생명을 “인공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2) 염색체수 “16 in 1″의 목적

2013년 5월 8일, 탄중쥔은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양자 사이의 벽은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진핵세포도 1개 선

형 심지어 환상 염색체를 보유하도록 개조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유전물질을 담

지시킴과 함께 정상 세포 기능을 완성할 수 있다.

천연 효모염색체의 유전자는 거듭되는 반복서열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는 세포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돌연변이 또는 변이를 쉽게 유발한다. 하지

만 연구팀이 창조한 참신한 효모세포는 이러한 반복서열을 제거함으로써 간소

화를 달성하였다.

효모의 16개 염색체를 1개 염색체로 통합시키는 최종 목적은 자연계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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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이면에 감추어진 핵심법칙을 밝혀내 최종 인류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함

이다. 세포의 정상 생존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염색체 수효를 많이 간소화할수

록 생명체 유전정보에서 개조 가능한 정보와 개조 불가능한 정보를 더 쉽고 정

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3) 단일염색체 진핵세포의 현재와 미래

현재 생명 유전체 유전정보의 작동 메커니즘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분자

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어 단일 유전자에 대한 이해는 조금 깊어졌지만 그들 사

이에 어떻게 협력하며 또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잘 모른다. 지금까지 인류의 

수준은 자연을 간단하게 모방하는 정도일 뿐 자연을 벗어난 창조는 아직 불가

능하다.

효모 유전자의 3분의 1은 인류와 동일하다. 인공 단일염색체 진핵효모세포 

합성은 인간 염색체이상 질환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였다. 염색체 

말단 보호구조인 말단소립(telomere)의 길이는 조기 노쇠, 유전자 돌연변이, 

종양 등 질병의 발병과 연관된다. 단일염색체 진핵효모 세포는 2개 말단소립만 

보유하기에 상기 질병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 

연구팀은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인류 염색체결함 또는 염색체배가 관련 질병 

치유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외, 인공 단일염색체 진핵효모세포는 염색체 복제, 재조합, 분리를 포함한 

생물학 기본개념 연구를 위한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합성생물학의 현재와 미래

2017년 3월에 국제학술지 “Science”는 미국, 중국, 영국 등 다국적 연구기

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인공합성 효모염색체 프로젝트”의 일부 성과를 표지논

문으로 게재하였다. 공동연구팀이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한 총 5개 효모염색체

에서 중국 과학자가 4개를 합성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인간게놈프로젝트” 유

전자염기서열분석에서 1%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훨씬 향상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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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과는 중국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완성했는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효모의 전부 16개 염색체에 대한 대규모 편집을 통해 최종 1개 염색체를 합성

하는 등 2017년에 거둔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향상된 성과라는데 의미가 있

다.

중국 과학자는 “인공합성 효모염색체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

고 이번 “단일염색체 진핵효모세포” 합성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국제 동종

업계의 인정을 받았다.

향후 중국이 합성생물학 영역에서 또 다른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화 공학적 접근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정관념을 깨고 독창적인 아

이디어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이외, 합성생물학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국제적 이론 세미

나를 추진하고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며 감독·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

음 단계 작업으로 합성생물학은 생물 종류, 생명 유전자 개조 관련 “레드라인”

을 구축하고 기존 생태계 파괴 및 생물안전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2018.08.09.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8/02/c_11232157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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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폴리시스틴-1 과 2가�형성한 초복잡성 단백질 구조 해석

최근, 스이궁(施一公) 연구팀은 최초로 인간 유래 폴리시

스틴-1(PKD1) 및 폴리시스틴-2(PKD2)가 형성한 복합물

의 구조를 해석하였는데 해상도는 3.6Å(1옹스트롬

=10-10m)에 달한다.(2018년 8월 “Science”에 온라인으

로 게재)

인체 내 폴리시스틴의 돌연변이는 다낭성 신장질환을 유발하며 발병률이 

1,000명당 약 1~2.5명에 달하는 일반질환이다. 2003년에 발표된 “상염색체

(autosomes) 우성(dominance) 유전성 다낭성 신장질환 연구 핵심 문제”라

는 논문에서 해당 질환의 연구 핵심은 병원성 유전자 발현 생성물 폴리시스틴

-1 및 폴리시스틴-2의 구조와 기능, 준세포 위치확정 등이며 또한 해당 경로

만이 다낭성 신장질환의 분자생물학적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고 임상

에서의 철저한 치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신 연구결과에 의하면, 

폴리시스틴-1은 11차의 막관통 나선을 포함하여 4,302개 아미노산을 보유한 

초복잡성 단백질이며 또한 폴리시스틴-1은 폴리시스틴-2와 결합될 수 있기에 

구조가 아주 복잡하다.

단백질 구조 해석의 첫 절차는 충분한 양의 균일한 성질의 단백질 획득이다. 

연구팀은 단백질 획득 준비 작업에만 5년 시간을 들였다. 해당 단백질은 인간 

유래 단백질이기에 직접 인체 조직에서 농축시켜 추출할 수 없다. 연구팀은 이

미 알려진 유전자 시퀀스를 통하여 유전자를 원핵생물(예를 들면 대장균)에서 

클론하여 대량의 복제 유전자를 획득하였다. 다음 바이러스 감염 방법을 통하

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세포에 전환시켜 발현하는 것을 통하여 표적 단

백질을 농축시켰다. 외래유전자를 “새환경”에서 발현시키기 위해 연구팀은 대

량의 반복 테스트를 수행하여 표적 유전자(PKD1와 PKD2)의 최적 발현 시스

템을 확정하였다. 상술한 과정에서 표적 단백질은 세포에 함유되어 있기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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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단백질을 복잡한 세포에서 “추출”해야 한다. 대량의 추출 조건 선택 연구를 

거쳐 최종으로 50L의 세포에서 약 100μg의 단백질을 추출하였는데 해당 단백

질로 3~5차의 전자현미경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전자현미경 실험 데

이터 수집 요구에 적합한 샘플은 오직 1~2개 밖에 되지 않는다.

2018.08.17.  https://mp.weixin.qq.com/s/Oejwvg8iSfs5lJw_ddie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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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초로 신생 조혈모세포의 생체 내 귀소 전과정 규명

최근 중국과학원 상하이영양·건강연구원 판웨이쥔(潘巍
峻)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체내 조혈모세포 귀소(homing)

의 완전한 동적 과정을 고해상도로 규명하였다. 조혈모세포

가 나름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 바로 “귀소

성”이다. 조혈모세포는 순환계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최적의 미세환경, 즉 “집”

을 찾는데 이 과정을 “귀소”라고 한다. 조혈모세포는 귀소해야 자가갱신 및 분

화가 가능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조혈모세포 귀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연구

팀은 지난 6년간 생체 영상 기술을 최적화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생체면역형광

표지, 유전자 조절 및 그래픽 재구성 컴퓨팅 등 방법을 더한층 통합시켜 최초

로 체내 조혈모세포 귀소의 전과정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참신한 연구시

스템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컬러가변 형광단백질을 이용해 조혈모세포 표지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고해상도 공초점 형광현미경을 사용해 조혈모세포 장시

간 생체 관찰·추적 방안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거시/미시적 차원에서 신생 조

혈모세포 귀소의 전과정을 생동하게 구현하였다. 중국과학자가 독자적으로 완

성한 해당 독창성 과학발견은 국제 조혈모세포 분야에서의 생체 내 장시간 고

해상도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

연구팀은 대규모 장시간 생체영상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생체 내에 조

혈모세포 귀소의 “핫 존”이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그중 일부 독특한 미세혈관 

구조가 조혈모세포의 “집”임을 밝혀냈다. 상기 미세혈관은 마치 고속도로 주변

의 주유소 또는 정류장과도 같이 공간이 협소하였는데 거의 조혈모세포 크기

에 해당하였다. 조혈모세포는 미세혈관에 들어간 후 더 심층적인 증식·분화 등 

생리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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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도우미가 필요하다. 연구팀은 의외로 완전 

새로운 미세환경세포를 발견하고 이를 “선도세포”라 명명하였다. “선도세포”는 

귀소 “핫 존” 부근에서 순찰하면서 경유하는 조혈모세포를 발견해 특정 혈관구

조에 끌어들임으로써 조혈모세포의 귀소를 구현하였다.

이번 성과에 힘입어 향후 조혈모세포 귀소 미세환경에 대한 정밀제어가 가

능해 이식에 필요한 조혈모세포수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의료원가를 절약한다.

2018.11.27.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11/42016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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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암 유전 위험 지도 작성

최근, 시안(西安)교통대학 컴퓨터과학·기술학부, 산시성

(陝西省)의료건강빅데이터공정연구센터 교수 왕자인(王嘉
寅) 연구팀은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학(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등 13개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약 3년간 연구를 거쳐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암 유전 위험 지도를 작

성하였다. 관련 연구성과는 최근 “Cell”에 게재되었다.

본 연구는 33종 일반암 유형, 총 1만 여명 환자의 멀티 오믹스

(Multi-Omics)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현재 가장 선진적인 생물정보학적 

분석 및 실험 수단을 전면적으로 응용하여 멀티오믹스 지향의 데이터 처리 프

로세스를 최적화 설계하였으며 14.6억 개 이상의 후보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하여 최초로 871개 희귀/유사 감수성 변이 및 복제수 변이를 체

계적으로 연구함과 아울러 해당 변이가 유전자 발현 이상, 이질성 상실 등 체

세포 돌연변이의 결합에 비교적 큰 비율로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해당 결과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연구 특히 유전변이 분류 및 검출에 기반을 마련하

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암 유형의 일부분 병례는 공통한 

또는 유사한 암 유전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핵심 증거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공통성 패턴 및 그 체세포 돌연변이와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암의 공통성 치료

에 임상 보조적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하였다.

현대 종양학 연구에 의하면 종양의 발생, 발전은 종양환자의 내인(Intrinsic 

factor)과 외인(Extrinsic factor)의 결합 작용 결과이며 내인은 주로 암 유전 

위험이다. 멀티오믹스 빅데이터 기반의 암 유전 위험성 연구는 종양 연구의 프

런티어분야 및 핫이슈방향일 뿐만 아니라 종양 위험 선별, 종양 분자 조기경

보, 종양 정밀 신체검사 및 조기진단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암 유전 위험 지도 작성은 암 유전 리스크 지도 연구의 핫이슈 및 어려

움이며 위험 지도는 임상 보조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수단이다.

2018.04.16.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4/408700.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4/408700.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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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中,�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인 유전체 시퀀싱 완성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인 유전체 시퀀싱 및 

이에 대한 분석을 완성하였다. 선전(深圳)화다유전자연구원

은 “비침습 산전 유전자검사” 기술로 14만 명 이상 중국 임

신부의 부분 유전체 샘플을 수집하여 유전자와 출산의 연관

성 및 중국 인구 유전체 구조 규명에 기반을 제공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미

국 “Cell”에 게재되었다.

“비침습 산전 유전자검사”는 임신부의 소량 유리 DNA(free DNA)에 대한 

시퀀싱으로 염색체 이상을 검사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의 시퀀싱 대상은 중국 

총 인구의 1만분의 1을 차지하며 그중 한족 외에 36개 소수민족이 포함된다. 

연구를 통하여 키(Height), 체질량지수(BMI) 등 표현형과 관련된 새로운 유전

자좌(Gene locus)를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전체의 독특한 바이러

스 DNA 분포를 발견하였다. 시퀀싱 결과, 중국인은 인도인, 동남아인 및 고대 

실크로드 주변 유럽인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전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NRG1의 유전자변이 상황은 임신부의 쌍둥이 출산 확률과 관련 

되고 1개 유전자의 변이는 임신부 혈중 헤르페스바이러스 6형 농도와 높은 관

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후자는 영아 “장미진” 을 유발하는 일반 원인이다.

“비침습 산전 유전자검사”는 낮은 처리량 시퀀싱이지만 본 연구에서 시퀀싱 

대상 기수(Cardinal number)가 크기에 상기 데이터는 중국 인구 유전자 구조

를 전면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며 해당 대량 표집에 의한 유전자변이와 

인류 특징 사이의 연관성 규명은 아주 큰 성과이다.

2018.10.10. http://tech.huanqiu.com/techchina/2018-10/131879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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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퉁지대학,� 인간 자가 폐 줄기세포 이식 재생 구현

최근, 퉁지(同濟)대학 의학학원 교수 쭤웨이(左為) 연구

팀은 성인 폐 줄기세포 이식 기술로 임상에서 인간 폐 재생

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단백질·세포

(Protein & Cell)” 앞표지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환자의 기관지에서 수십 개 세포를 쇄모법으로 채취하여 체외에서 

수천만 배 증폭 배양한 후 폐 병소 부위에 이식하였다. 3~6개월 동안의 증식, 

전이 및 분화를 거친 후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폐포 및 기관지 구조가 점차적으

로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환자의 폐 부위 손상 조직에 대한 회복 대체를 구현하

였다.

폐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폐병 환자의 폐 줄기세

포에서 배양한 폐 줄기세포를 생쥐의 손상된 폐에 이식한 후 3주 동안 관찰한 

결과, 생쥐 폐내 섬유화 손상 영역은 새롭게 생성된 인체 폐포로 대체되었고 

생쥐의 폐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연구팀은 일찍 세포 생산 제조 공법 프로세스 검증 및 동물시험 데이터에 대

한 관찰과 의학학술 및 윤리전문가위원회의 심의 수정을 거친 후 2016년 초에 

퉁지대학 부속둥팡(東方)병원과 충칭(重慶)시난(西南)병원에서 공동으로 줄기

세포 기반의 폐 재생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2017년 3월, 쭤웨이 연구팀 및 퉁지대학 부속둥팡병원 호흡기과 런타오(任
濤)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간 자가 기관지 기저층 세포(폐 줄기세포) 이

식 치료 간질성 폐병 임상연구” 프로젝트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된 줄기세포 임산연구 프로젝트에 입선되었다.

퉁지대학 부속둥팡병원에서 이미 여러 명의 폐병 환자가 자가 폐 줄기세포 

이식 치료를 받았다. 3~6개월 동안의 증식, 전이 및 분화를 거친 후 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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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로운 폐포 및 기관지 구조가 점차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환자의 폐 부위 

손상 조직에 대한 회복 대체를 구현하였다. 또한 환자의 폐환기 능력, 6분간 

보행거리 등 지표가 개선되었다. 폐 부위 CT 영상에서도 줄기세포가 폐 부위 

병변 조직에 대한 회복 대체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미 80명이 넘는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간질성 

폐질환 등 질환 관련 환자에 대한 임상 폐 줄기세포 이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폐확산 기능에 대한 회복 효과가 비교적 뚜렷하였다.

2018.03.02. http://www.stcsm.gov.cn/xwpt/kjdt/5465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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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中,� 신경 시냅스 “블랙박스”� 규명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허페이(合肥)미규모물질과학국가연

구센터/생명과학대학대학 교수 비궈창(畢國強), 류베이밍(劉
北明), 저우정훙(周正洪) 등은 공동으로 시냅스 “브랙박스”의 

암호를 해독하여 저온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신경 시냅스 초미

세 구조 해석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시냅스는 대뇌 행위, 의식, 학습 및 기억 등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및 

기능 단위이며 또한 다양한 뇌질환 발생의 기원이다. 시냅스의 분자 조직 구조 

및 그 신경 활동 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뇌의 비밀을 밝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신경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연

구 작업이다. 그러나 연구 수단의 제한으로 시냅스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복잡한 기관을 구성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에 대하여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였다.

연구팀은 최근에 개발된 저온전자 단층 3차원 재구성 기술(cryoET)과 자체

로 개발한 저온 광전자 관련 현미경 이미징 기술을 결합하여 중추신경계의 2

종 가장 주요한 시냅스에 대한 정량화 분석을 구현하였다. 연구팀은 큰쥐의 해

마 뉴런을 저온전자현미경의 전문 그리드(Grid)에 배양하여 생리학적 상태와 

유사한 조건에서의 일련의 손상되지 않은 시냅스 3차원 구조를 획득하였다. 그

리고 정량 분석 수단을 결합하여 최초로 억제성 시냅스의 균일 박편형 시냅스 

후 치밀 영역 구조를 보고함과 아울러 2종 시냅스 중에 모두 타원형 시냅스소

포가 존재함을 발견하여 2종 시냅스소포 및 시냅스 후 치밀 영역 형태의 정밀 

구조를 규명하였다. 연구팀은 계속하여 분자 수준에서의 시냅스 정밀 조직 구

조를 획득하여 시냅스 원위치에서 단일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단백질 복합물 

및 그 스캐폴드 단백질의 상호 작용 관찰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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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저온전자현미경 기술을 이용한 완벽한 시냅스에 대

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이다. 해당 연구는 시냅스 초미세 구조 및 기능의 “블랙

박스”에 대한 암호 해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온전자현미경 기술로 복

잡한 세포계에서 생물 대분자 복합물의 조직 구조를 원위치 해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03.02.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2/402806.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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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폐암 등재생세포를 100%�사멸시키는새로운항암약물개발

최근, 화중(華中)과학기술대학 교수 왕닝(汪寧) 연구팀은 

중국과학원 상하이유기화학연구소 위뱌오(俞飆) 연구팀과 

공동으로 악성종양 재생세포 증식 및 전이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효과를 보유한 새로운 정밀 분자 표적약물을 합성하고 

선별하였다. 해당 약물은 유방암, 폐암 등 재생세포를 100% 살상할 수 있기에 

향후 암 치료율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연구성과는 최근 

세계 권위적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암세포의 전이 및 확산은 암환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이다. 이에 앞서 연구팀

은 암전이 주요요인인 악성종양 재생세포(종양 줄기세포)를 선별할 수 있는 새

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2012년 세계 권위적 학술지 

“Nature Materials”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높은 전이성 암세포는 아주 강한 약물내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

존의 암치료 약물로는 해당 악성종양 재생세포를 사멸시킬 수 없음을 발견하

였다. 2014년부터 왕닝 연구팀은 위뱌오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악성종양 재생세포 증식 및 전이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효과를 보유한 새로운 

정밀 분자 표적약물을 합성하고 선별하였다.

연구팀은 WYC-209는 저농도 조건에서 폐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등 

악성종양 재생세포를 100% 사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악성종양 줄

기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생쥐 실험 결과, 해당 약물

은 이미 전이된 암세포를 사멸시킴과 아울러 암전이를 억제시킬 수 있으며 유

효율이 90%에 접근하였다. WYC-209는 중국 내외의 화학요법 및 암치료 표

적 약물에 비하여 효과가 뚜렷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체외실험 및 동물실험을 

수행한 결과, WYC-209는 독성 부작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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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유기화학연구소 및 화중과학기술대학에서는 공동으로 중국특허 및 국

제특허를 출원하였다. WYC-209가 임상시험에 통과되면 악성종양 전이 치료

율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전망이다

2018.04.29.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4/409879.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4/409879.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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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국산�알츠하이머병 치료약,� 3 상 임상시험 완료

2018년 7월 17일, 중국과학원 상하이약물연구소 겅메이

위(耿美玉) 연구팀이 21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자체로 

개발한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 치료 신약 “GV-971″은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가장 핵심적인 단계를 완성하였

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인지기능 진행성 상실 증상이다. 전 세계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약 4,800만 명에 달하며 현재 해당 질병치료 약물은 없다. 중국해양대

학, 중국과학원 상하이약물연구소, 상하이뤼구(綠穀)제약유한회사에서 공동으

로 개발한 GV-971는 노인성 치매 발병 메커니즘으로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

다.

GV-971의 3상 임상시험은 36주간 중국에서 수행된 무작위 이중맹검, 플라

세보 대조 기반의 연구로서 GV-971에 의한 경증 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

(간이정신상태검사 척도 평점 11~26) 치료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시험이다. 

임상연구 기간에 환자는 450mg/회의 약제량으로 하루에 2차 경구투약하였

다. 주요 치료효과 종점 지표는 약물사용 36주 후의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인지 부분의 변화 상황이다. 연구 결과, GV-971의 인지기능 개선 주요 치료

효과 지표는 기대치에 도달하였으며 뚜렷한 통계학적 의미 및 임상 의미를 보

유하고 있다. 부작용 사건 발생률은 플라세보와 아주 유사하였으며 특히 항체

의약품에 흔히 나타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관련 영상검사 이상 독성 부작용

이 없었다. 일부분 환자는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던 데서 글자인식, 글씨쓰기가 

가능하였다.

GV-971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해양 올리고당류 분자로서 전통적인 표적 항

체약물과 다르며 다중 위치, 다중 단편, 다중 상태적으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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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Aβ)을 포획하여 Aβ 피브릴의 형성을 억제함과 아울러 이미 형성된 피브릴

을 무독성 단량체로 분해시킨다. 최근 연구 결과, GV-971는 장내세균군 불평

형, 생체면역 안정상태 재건을 통하여 뇌내 신경염증을 감소시키고 알츠하이머

병의 악화를 방지한다.

GV-971의 새로운 작용 형식 및 독특한 다중 표적 작용 특성은 알츠하이머

병 약물 개발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였고 또한 당류 약물 개발을 이끌 전망이

며 중국이 혁신약물 연구에서의 세계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

다.

2018.07.22. http://www.stcsm.gov.cn/xwpt/kjdt/5478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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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국이 자체로 개발한 항암약 프루퀸티닙 곧 출시

최근, 국제 저명 의학저널인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는 최초로 중국

의 항종양 신약 임상연구 성과를 게재하였다. 상하이시 둥

팡(东方)병원 종양의학부 주임 리진(李进) 교수와 중국인민

해방군 제81병원 부원장 친수쿠이(秦叔逵) 교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구복 혈관

내피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프루퀸티닙(fruquintinib)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3기 치료에 관한 핵심적 임상연구(FRESCO) 완전버전이 “JAMA”에 게재되었

다. 해당 연구에 의하면 최소 두 가지 화학요법 방안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

이 꾸준히 진행되어 전이성 결장직장암으로 번진 환자에 대해서도 프루퀸티닙

은 생존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해당 성과는 중국의 항종양 신약 임상 연구가 국제 권위적 학술지에 게재된 

첫 사례이다. 이 또한 중국인이 독립적으로 발명하고 중국의사가 연구하였으며 

중국기업이 개발해낸 최초의 성과이다.

현재 중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결장직장암 병례는 37.6만 건에 달하며 대부

분 환자는 결장직장암 중기/말기로 진단받는다. FRESCO 임상시험에서 프루

퀸티닙은 결장직장암에 강력하게 작용하였고 독성이 낮았으며 내성이 좋은 등 

장점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현단계 국제 동일 분야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장 

생존연장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외, 허지황푸(和记黄埔)의약회사가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에 제출한 말기 결장직장암 치료 프루퀸티닙 신약 출시 신청은 “뚜

렷한 임상가치”를 인정받아 “최우선 심사” 자격을 얻었다.

신약개발은 많은 투입, 큰 위험부담, 긴 주기(10년에서 15년)에 완성되는 사

업으로서 충족한 인력, 재력, 설비 투입을 필요로 한다.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항암신약 프루퀸티닙은 프로젝트 입안부터 출시 전까지 12년 시간을 

경과하였다. 프루퀸티닙의 후속적 출시는 항암신약 창제시스템 구축을 촉진하

고 중국 의약기업이 항암약물 모방에서 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2018.07.05. http://www.stcsm.gov.cn/xwpt/kjdt/547807.htm

http://www.stcsm.gov.cn/xwpt/kjdt/5478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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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국산�항에이즈 신약 세계 최초로 출시

최근 쳰옌(前沿)바이오약업(南京)주식유한회사가 개발한 

세계 첫 HIV-1 융합억제제 아이커닝(艾可寧,Albuvirtide)

이 출시되었다. 16년에 거쳐 개발된 해당 약물은 에이즈 의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 고지능적 HIV의 위용

HIV(후천성면역결핍증)는 바늘 끝의 크기에 16,000개 바이러스입자를 수용

할 정도로 미세하지만 구조는 아주 복잡한 바 온 몸속에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리벳모양의 GP120단백질과 GP41 단백질 수상돌기로 가득 찼다. HIV는 보호

조치가 없는 성적 행위나 오염된 주사기 정맥주사 등 경로를 통해 인체에 침입

한 후 주로 보조T림프구(T helper lymphocytes)를 공격한다. HIV 막표면 

GP120에는 당분자가 분포되어 있는데 외래정보를 식별하는 면역세포마저도 

이에 현혹되어 인체의 정상세포로 착각해 결국 면역계 제거를 피해간다. 면역

세포에서 최강 “킬러”인 CD4+T세포는 항원단백질을 식별할 수 있는 CD4단

백질을 보유하는데 HIV는 곧바로 CD4단백질을 이용하여 HIV 막표면의 

GP120과 CD4와의 결합을 통하여 이를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 유입구로 이용

한다. GP120은 CD4와 결합한 후 본래 모습을 드러낸다. T세포에 침입 후 

HIV의 RNA는 “역전사”를 거쳐 바이러스 DNA로 전환되어 면역세포 DNA에 

입력된다. 면역세포는 이렇게 HIV “제조공장”으로 바뀌며 그 후 끊임없이 새 

HIV를 복제한다. 2017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약 3,67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

되었다.

(2) “칵테일 요법”으로 약물내성 최대한 감소

20세기 90년대에 항역전사바이러스 요법이 발견된 후 에이즈는 약물로 통

제 가능한 만성병으로 바뀌었고 사망자수도 대폭 감소되었다. “칵테일 요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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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는 항역전사바이러스 요법은 3종 또는 3종 이상의 항바이러스 약물을 

결합·사용하여 에이즈를 치료한다. 즉,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른 약물을 결합·사

용함으로써 바이러스 “도피율”을 낮추어 단일 약물사용에 따른 약물내성을 최

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 “칵테일 요법”은 인체순환계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는 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성하는 감염된 면역세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이다. 또한 HIV의 RNA가 DNA로 역전사할 때 “오류 정정” 기전이 결여된 탓

에 쉽게 “돌연변이”되는 원인으로 약물내성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

법인 백신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 원인은 첫째, HIV

가 인체면역계를 공격하기에 보호성 면역반응으로 완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둘째,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없으며 셋째, HIV가 쉽게 변이되기에 막

을 수 없다.

최근 2년 동안 항체약 분야의 성과에서 3BNC117, VRC01 항체 발견은 과

학계의 관심을 자아냈다. 실험에서 3BNC117은 일반 에이즈약물과 마찬가지

로 바이러스의 감염과정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면역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 그 결과 인체는 더 많은 항체를 생성해 바이러스 및 감염된 세포를 대처

할 수 있는바 치료를 받은 환자 체내의 바이러스는 단시간 내에 반발할 수 없

었다. 3BNC117는 현재 세계에서 치료효과가 가장 좋고 임상 진척이 가장 빠

른 광역 중화 HIV항체로서 기존에 단순 항바이러스 약물로 에이즈를 치료하던 

전통요법을 뒤집을 전망이다.

(3) 향후 목표는 약물사용 빈도를 줄이는 것

2018년 5월에 셰둥(謝東) 연구팀이 개발한 아이커닝 항에이즈 신약이 공식 

출시 허가를 획득하였다. 해당 약물은 중국 독창적 장기효과 항에이즈 신약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활성이 가장 강한 광역 항에이즈 신약이기도 하다. 아이

커닝은 일종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융합억제제로서 GP41을 표적으

로 한다. 아이커닝은 HIV 표면 막단백질과 T세포 간 통로를 잠금으로써 인체 



내 HIV 복제 및 전파를 억제한다.

아이커닝은 HIV 특정 단백질의 완전 새로운 영역을 표적으로 하며 또한 약

물내성 바이러스를 포함한 절대다수 HIV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갖추었다.

아이커닝은 한주에 한번만 주사하면 되기에 기존의 매일 정시에 약물을 복

용해야만 하던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고 치료순응성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아이커닝은 인체 혈중 반감기가 2~3주인 알부민과의 결합을 통해 약

물의 반감기를 2시간에서 12일로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장기효과를 구현하였

다. 뿐만 아니라 전통 항에이즈 약물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 폴

리펩타이드류 약물인 아이커닝의 분자량은 4,666인데 이는 기타 경구복용약

의 10배에 이른다. 폴리펩타이드는 인체에서 아미노산으로 대사되고 대사산물

이 인체세포를 공격하지 않기에 안전성이 높다.

2017년에 쳰옌바이오약업(南京)주식유한회사는 미국 록펠러대학교로부터 

광역 중화 HIV항체3BNC117의 세계범위 사용허가를 획득하고 임상시험을 앞

두고 있다. 

2018.10.12. http://www.stdaily.com/guoji/luntan/2018-10/09/content_71862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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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국,� 세계 첫 대륙 간 양자통신 성공

2017년, 중국과학기술대학 판젠웨이(潘建偉) 연구팀은 

세계 첫 양자통신 실험 위성 목표 완성, 세계 첫 양자암호

통신 “베이징-상하이 간선” 개통, 세계 첫 대륙 간 양자통

신 성공 등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1월 19일, 중국과학기술대학은 “모쯔호(墨子號)”의 중계를 통하여 

상호 거리가 7,600Km인 중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양자암호통신을 구현하

였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비엔나에 크기가 5.34kB인 1장의 “모쯔호”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비엔나는 베이징에 크기가 4.9kB인 1장의 슈뢰딩거 사진을 전

송하였는데 해당 과정에 80kbit의 양자암호키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암호화

하였다. 이번의 양자암호통신은 판젠웨이의 박사연구생 지도교수이자 오스트

리아과학원 교수 Anton Zeilinger과 공동으로 완성하였다. “모쯔호”는 베이

징 부근의 싱룽(興隆)기지국과 비엔나 부근의 그라츠(Graz)기지국에 대하여 

양자 얽힘 분배를 진행하여 2개 기지국 사이에 각자의 암호키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기지국의 지령에 따라 “모쯔호”는 2개 구간의 암호키에 대한 비트별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진행한 후 해당 결과를 그 중의 1개 기지국에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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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7,600Km인 중국-오스트리아 사이에서 비밀번호를 형성하였다.

중국과학원은 또한 오스트리아과학원과 대륙 간 양자암호 영상회의를 진행

하였는데 해당 회의에서 128비트(Bit) 고급 암호화 표준[1초에 128비트의 시

드 키테이블(Seed-Key table) 업그레이드]을 이용하였다. 75분 동안 진행된 

영상회의에서 약 2GB 데이터를 전송하였고 중국-오스트리아 양측은 560kbit

의 양자암호키를 교환하였다.

기존의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특정 수학 함수의 난이도 계산을 기반으로 하

였기에 이론적으로 해킹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양자암호키 분배는 현재까지 

유일한 무조건 안전한 암호화 방식이다. 통신자는 양자 중첩 상태를 이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며 양자 복제 불가능 원리에 의하면 어떠한 도청 행위는 모두 

전체 통신 시스템에 간섭을 조성한다. 판젠웨이 연구팀은 10년이 넘는 실험 탐

색을 거쳐 양자 얽힘 분배 거리를 수십 Km에서 404Km로 확장하였으며 세계

에서 가장 먼거리의 지점과 지점 사이 광섬유 암호키 분배를 구현하여 도시 간 

양자통신의 요구를 만족하였다. 그러나 광섬유 또는 지표면 자유 공간에서 전

송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비교적 크기에 양자통신 거리는 수백 Km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임의의 2개 지점 사이 양자 통신을 구현하기 위

해 “우주-지상 연결”을 이용한 방안을 선택하였다. 광자가 지표면과 위성 사이

에서 전송되는 과정에서 경과하는 거리가 대부분 진공이기에 생성되는 소모 

및 결잃음(Decoherence) 정도를 무시할 수 있다.

2016년 8월, 판젠웨이 연구팀은 세계 첫 양자통신실험위성 “모쯔호”를 

500Km 높이의 지구 근접 궤도에 발사하였으며 또한 “모쯔호”를 협력하여 실

험을 진행할 허베이(河北) 싱룽, 신장(新疆)난산(南山), 칭하이(青海)더링하(德
令哈), 윈난(雲南)리장(麗江) 및 시짱(西藏)아리(阿裡)에 위치한 5개 기지국도 

잇따라 건설하였다.

2017년 “모쯔호”는 1년 내에 1,200Km를 초과하는 위성-지구 간 미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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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Decoy state) 양자암호키 분배, 1,200Km 거리에서의 위성-지구 간 양자 

얽힘 분배 및 벨 상태(Bell States) 측정, 지구-위성 간 양자 원격전송

(Quantum teleportation) 등 3대 과학 목표를 완성하였다. 해당 3종 획기적 

실험은 글로벌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토대이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1,200Km의 양자암호키 분배를 통하여 위성 링크(Satellite link) 효율은 광섬

유에 비하여 20개 이상의 수량급이 증가되었다.

현재 “베이징-상하이 간선”과 “모쯔호”의 위성-지구 간 연결을 완성하였다. 

2017년 9월말, 세계 첫 양자암호통신 간선인 “베이징-상하이 간선”이 정식으

로 개통되었는데 전체 길이는 2,000Km이고 지난(濟南)과 허페이(合肥)를 경

과한다. 또한 싱룽기지국은 광섬유를 통하여 베이징의 많은 양자통신 네트워크 

지역과 연결되었다. 정부기관, 은행 및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응용을 통하여 양

자 통신 주요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고 있다.

2018.01.3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1/400638.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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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계 최초 적은 펄스수로 안전거리가 가장 먼 양자암호키

분배 구현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교 궈광찬(郭光燦) 원사가 이끄

는 중국과학원 양자정보중점실험실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패킷 펄스수가 가장 적고 안전거리가 가장 먼 RRDPS 프로

토콜을 구현함으로써 실제 통신채널 조건에서 동 프로토콜

에 존재하던 패킷 펄스수가 너무 많고 효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해당 

성과는 최근 세계적으로 권위적인 “Nature Communications” 학술지에 게

재되었다.

RRDPS는 일본과 미국의 과학자가 2014년에 제안한 신형 양자 암호키 분

배 프로토콜이다. 해당 프로토콜은 신호 교란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기에 즉시 도청자 정보량에 대한 추정을 달성할 수 있다. 실제 응용 과정에

서 불필요한 채널 교란 모니터링이 가져다주는 시스템 간소화 및 높은 부호오

류율 허용 등 장점은 학술계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해당 프로토콜은 

안전성 인증을 위한 계산이 명확하지 않기에 도청자 공격 행위, 시스템 부호오

류율, 정보 누설의 내재적 관계를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없다. 또한 실험을 통

한 효과적 측정 장치가 복잡하기에 해당 프로토콜의 실용화는 제한을 받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팀은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RRDPS 프로토콜의 

안전성 증명을 보완하였다. 도청자의 일반적 collective 공격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코딩상태의 각개 펄스에서 랜덤 위상(Random Phase)이 도청자 보조상

태에 미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였고 이를 통해 

도청자가 암호키 정보에 대한 빈틈없는 경계를 형성하였다. 상기 참신한 안전

성 인증은 물리적 차원에서 RRDPS 프로토콜의 안전성 메커니즘을 정리하였

을 뿐만 아니라 RRDPS 성능도 뚜렷이 향상시켰다. 아울러 기타 고차원 Q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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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의 안전성 증명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시뮬레이션 계

산 결과 RRDPS 프로토콜의 암호키 형성률, 안전거리 등 핵심지표는 모두 뚜

렷하게 향상되었고 이에 필요한 펄스 패킷수 L도 원시 프로토콜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실험을 통해 30km 광섬유 통신채널에서 오류 검출이 필요하지 

않는 암호키 분배를 구현하였다. 만약 통신채널 교란 파라미터를 결합할 경우 

안전거리를 140km에 도달시킬 수 있다.

2018.02.09.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4/408519.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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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中,� 세계 최초로 3� 큐비트 논리게이트 구현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교 궈광찬(郭光燦) 원사가 이끄

는 연구팀은 반도체 6양자점(quantum dot) 칩을 혁신적

으로 제조하여 세계 최초로 반도체 시스템의 3 큐비트

(quantum bit) 논리게이트 제어를 구현함으로써 향후의 

통합화 반도체 양자칩 개발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해당 성과는 최근 국

제 응용물리 권위학술지 “Physical Review Applied”에 게재되었다.

현대 반도체 공정과 겸용되는 반도체 완전 전자제어 양자칩의 개발은 현재 

양자컴퓨터 연구의 주요 방향이다. 연구팀장인 궈궈핑(郭國平) 교수는 오랜 시

간 동안 반도체 양자칩 개발에 힘써 최근 몇 년 동안에 선후하여 반도체 단일 

전하 큐비트 범용 논리게이트, 2전하 큐비트 제어 NOT 게이트 등 성과를 거

두었다.

최근에 궈궈핑/샤오밍(肖明) 교수, 리하이어우(李海歐)/차오강(曹剛) 연구원 

등은 공동으로 이론 계산 분석을 통해 T형 전극 개구식 6양자점 구조를 혁신

적으로 설계하였다. 해당 구조는 제어비트와 목표비트를 보다 강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또한 2개 목표비트 간 결합이 낮기에 2개 제어비트가 목표비트 피제

어 NOT 게이트에 대한 제어 달성 요구를 만족시킨다. 연구팀은 최적화 설계

를 거친 고주파 펄스 양자계측회로를 사용하여 세계 최초로 반도체 양자점 시

스템 기반의 3전하 큐비트 논리게이트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아울러 양자 

컴퓨팅 효율을 더한층 높였다. 이로써 확장 및 통합이 가능한 반도체 양자칩 

개발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해당 연구는 “Physical Review Applied” 원고 심사위원으로부터 반도체 

양자점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거둔 중요한 진전이고 또한 높은 수준의 실험기

술을 상세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학계의 높은 학구

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2018.03.02. http://www.cas.cn/cm/201802/t20180222_463635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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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칭화대학,� 양자 인터페이스 얽힘수 세계기록 확보

최근, 칭화대학 교차정보연구원 돤루밍(段路明) 연구팀

은 최초로 25개 양자 인터페이스 사이의 양자 얽힘을 구현

하여 양자 인터페이스 얽힘수의 세계기록을 갱신하였다. 해

당 성과는 “Science Advances”에 게재되었다.

양자 인터페이스는 양자 정보가 광자와 메모리 입자(일반적으로 원자를 의미) 

사이에서 상호 전환을 구현하는데 이용되며 양자 메모리 또는 양자 컴퓨팅 유닛

과 광양자 통신 경로 사이의 중요한 인터페이스이다. 양자 네트워크를 볼 때, 양

자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며 양자 인터페이스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양자 장비를 양자 네트워크에 접속시킬 수 있다. 양자 정보 연구의 

최종 목적은 양자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양자 인터페이스는 양자 인터넷

의 기본 요소로서 상호 얽힘 인터페이스가 많을수록 더욱 좋다.

양자 인터페이스는 이처럼 중요하지만 그러나 얽힘수를 증가시키기는 쉽지 않다. 2010

년 유명한 양자정보 및 양자광학 전문가 Kimble 연구팀이 4개 양자 인터페이스 사이의 얽

힘을 구현한 후 몇 년간 얽힘 인터페이스수 증가 연구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연구팀은 자체로 개발한 새로운 2차원 양자 인터페이스 어레이로 관련 기술

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여러 개의 양자 인터페이스 사이의 얽힘을 간단하게 구

현하였다. 연구팀은 빔 서브디비전(Subdivision) 기술을 통하여 자체적 어드

레싱(Addressing) 및 5×5 양자 인터페이스 어레이에 대한 코히렌트 조절을 

구현함과 아울러 다물체 양자 얽힘 상태를 제작하였다. 25개 양자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얽힘 판단 기준을 이용한 실험에서 적어도 22개 이상의 실제 얽힘이 

존재함이 고신뢰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세계기록을 갱신한 얽힘수이며 또한 

첫 양자 네트워크 구축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2018.05.03.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5/02/content_66535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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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광발산·광수신을 동시에 구현한�자외선 동질성 집적 광전자

칩 개발

최근, 난징(南京)우전대학 교수 왕융진(王永進) 연구팀은 

양자우물(quantum well) 다이오드 발광과 검출 특성이 공

존하는 물리적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세

계 최초로 다양한 동질성 집적 광전자 칩을 개발하였다. 이

로써 1개 칩에서 광발산 및 광수신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연

구성과는 “Semiconductor Today”에 게재되었다.

“동질성 통합”은 아주 어렵다. 기존에 광 발산/전달/변조/수신 소자 등은 동

일한 연구 영역이 아니기에 해당 소자를 결합한 연구 사례는 없다. 만약 광섬

유 탐침과 광원을 통합시킬 수 있다면 위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고통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왕융진 연구팀은 양자우물 다이오드의 발광 스펙트럼과 검출 응답 스펙트럼

에 중첩 영역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양자우물 다이오드 소자를 발광소

자와 검출소자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소자는 발산, 수신

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양방향 송수신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팀은 전이중(Full duplex) 가시광선 통신 칩, 광인터커

넥션(Optical interconnection) 칩, 대뇌 유사 칩, 대뇌기능 칩, 사물인터넷 

칩 등 다양한 종류의 칩을 개발하여 양자우물 다이오드의 광발산 및 광검출 특

성이 공존함을 입증하였다.

왕융진 연구팀은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아마노 히로시 교수와 공동

으로 자외선 주파수대의 동질성 집적 광자 칩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실리

콘 기판 기반의 질화물 웨이퍼에 양자우물 다이오드 소자를 동일한 칩에 제조

함과 아울러 도파관 연결로 형성된 칩 내부 통신 시스템 및 기계적 박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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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최초로 직경이 0.8mm이고 두께가 2μm인 전이 가능한 자외선 

동질성 집적 광전자 칩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소형 자외선 전자 칩으로 물정화 

소독, 검출, 통신 등 일련의 복잡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18.05.17.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5/11/
content_394318.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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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중국과기대,� 18 개 큐비트 얽힘 세계기록 확보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교수 판젠웨이(潘建偉) 연구팀

은 6개 광자의 편극, 경로 및 궤도각운동량 등 3개 자유도

에 대한 조절을 통하여 세계 최초로 18개 큐비트 얽힘을 구

현하여 전체 물리시스템에서 최대 얽힘 상태 생성 세계기록

을 확보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세계 권위적 학술지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되었다.

다중 큐비트의 코히렌트 조종 및 얽힘 상태 생성은 확장 가능한 양자정보기

술의 발전 특히 양자컴퓨팅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다. 양자컴퓨팅의 속도는 

조종 가능한 얽힘 비트수의 증가에 따라 지수급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다중 큐

비트의 얽힘을 구현하려면 고정밀도, 고효율의 양자 상태 생성 및 독립 큐비트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밀 조절이 요구된다. 또한 큐비트수가 증가됨에 따

라 조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음, 크로스토크 및 오류도 따라서 증가된다. 이

는 양자시스템의 설계, 가공 및 조절에 아주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따

라서 양자 얽힘 및 양자컴퓨팅 발전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번 연구에 앞서 판젠웨이 연구팀은 양자 얽힘수 세계기록을 여러 번 확보

하였다. 본 연구성과는 대규모, 고효율 양자정보기술에 이용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다물체 양자 얽힘 연구에서 계속하여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8.07.05.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7/415032.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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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G 보다 10 배 빠른 세계 첫 가시광통신 칩 발표

최근 충칭(重慶)에서 열린 중국국제스마트산업박람회에

서 초당 기가비트(GB)급 고속 전송을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첫 상품급 초광대역 가시광통신 칩셋이 선을 보였다. 이는 

중국 가시광통신산업이 초광대역 칩 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가시광통신은 단거리 초광대역 무선화 정보교환 및 녹색통신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가상현실(VR)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위해 10Gbps급 초광대역 홈정보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G 모바일 통신망의 실내 딥 커버

리지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유비쿼터스 접속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칩셋은 초당 기가비트급 고속 전송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요 중고속 접속 프로토콜 표준과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었기에 실내 및 가정

의 친환경 초광대역 정보네트워크, 가상현실 기반 홈스마트서비스, 고속 무선 

데이터 전송, 수중 고속 무선 정보 전송, 특수 지역 모바일통신 등 영역의 가시

광통신 응용에 칩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충칭시 고신기술개발구는 가시광통신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한데 이어 충칭량장(兩江)신구와 정저우(鄭州)시 고신기

술개발구도 규모화 스마트 홈/상용빌딩 시범 응용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2년 

내 3만 가구 이상이 해당 기술을 체험할 전망이다.

가시광통신 상품급 칩셋이 대량생산에 들어갈 경우 가시광통신 산업 및 응

용시장의 장기침체 탈출, 실내 “최종 10m” 단거리 초광대역 무선 광인터커넥

션 기술병목 문제 해결, 가상현실 기반 스마트홈 신형 서비스 개척 등 면에서 

획기적 의미를 지닌다.

2018.08.31. http://www.sohu.com/a/250030756_2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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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자유도 병렬 멀티플렉싱 기반 고체 양자메모리 개발

최근, 중국과기대 원사 궈광찬(郭光燦) 연구팀의 리촨펑

(李傳鋒), 저우쭝취안(周宗權) 등은 다자유도 병렬 멀티플

렉싱 기반 고체 양자메모리를 개발하여 세계 첫 3자유도 멀

티플렉싱 양자 메모리를 구현함과 아울러 시간 및 주파수 

자유도 기반 임의적 광자 펄스 조작 기능을 전시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현재 극복할 수 없는 광섬유 채널 손실로 인해 지상 안전 양자통신 거리는 

100Km급 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양자메모리 기반 양자 리피터 방안은 채널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에 양자통신 거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

러므로 양자메모리는 미래 장거리 양자통신 및 양자 네트워크의 핵심 소자이

다. 양자 메모리는 양자 결맞음을 보유하고 있기에 그중 1개 메모리 유닛을 이

용하여 1차적으로 대량의 큐비트(Qubit)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멀

티플렉싱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양자메모리의 각종 자유도에 대하여 모두 멀티

플렉싱을 수행할 수 있다.

양자 메모리의 멀티플렉싱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팀은 다자

유도 병렬 멀티플렉싱 기반 저장 방안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자유

도에 M개 저장 모드, 두 번째 자유도에 N개 저장 모드, 세 번째 자유도에 P개 

저장 모드가 있다면 양자 메모리의 총 멀티플렉싱 모드수는 각종 자유도 모드

수의 곱셈 즉 M×N×P이다. 연구팀은 광자의 시간, 공간 및 주파수 자유도를 

선택하여 병렬 멀티플렉싱하였는데 이는 세계 첫 3자유도 기반 멀티플렉싱 양

자 메모리이다. 실험 과정에서 2개 시간 모드, 2개 주파수 모드, 3개 공간 모

드를 이용하여 총 모드수를 2×2×3=12개에 도달시켰다. 실험 결과, 다자유도 

병렬 멀티플렉싱 기반 양자 메모리는 실행 가능하였다.



제 5 장 ICT/융합 83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메모리가 시간 및 주파수 자유도 조건에서 임의적 펄

스조작 구현 가능성을 한층 더 입증하기 위해 펄스 배열, 빔 분리, 주파수 분

리, 차주파수 광자 빔합성 및 협대역 필터링 등을 포함한 조작 실험을 수행하

였다. 결과, 상술한 조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광자의 3차원 공간 양자 상태는 

모두 약 89%의 신뢰도를 유지하였다. 해당 성과는 선형 광학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응용될 전망을 보인다.

2018.09.04.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8/30/content_70537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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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톈허 2호”,� 양자패권 표준 컴퓨팅 구현

최근,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우쥔제(吳俊傑) 연구팀 및 

상하이교통대학 진셴민(金賢敏)은 세계 최초로 양자패권

(quantum hegemony) 연구를 수행하여 중요한 성과를 

공동으로 확보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ional 

Science Review”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양자물리장치 기술 수준의 쾌속

적인 발전과 더불어 양자패권 구현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양자패권 표준 또

한 양자 컴퓨팅 분야의 중요한 과학 문제로 되고 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의 모든 컴퓨터를 초월하는 컴퓨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

기에 양자패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제 물리실험 과정에

서 양자패권을 구현한 양자장치는 하나도 없다. 양자패권의 구현은 기존을 초

월하는 양자 컴퓨팅 능력이 이론단계에서 실험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또한 

새로운 컴퓨팅 능력의 도약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보손 샘플링 문제는 광자(보손) 시스템의 양자패권 테스트 사례이다. 이론적

으로 기존 컴퓨터가 보손 샘플링을 계산하는데 지수 수량급의 컴퓨팅 시간이 요

구되지만 양자 컴퓨팅은 다항식 수량급의 컴퓨팅 시간이면 충분하다. 또한 일반 

양자 컴퓨팅에 비하여 보손 샘플링을 구현하기 더욱 쉽다. 연구팀은 “톈허(天河) 

2호” 슈퍼컴퓨터에서 보손 샘플링 문제의 핵심 문제점-퍼머넌트(Permanent)의 

답을 구하였다. 실제 테스트한 문제 규모는 48개 광자에 도달하였는데 이로부터 

“톈허 2호”가 50개 광자의 보손 샘플링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0분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실제 양자 물리장치가 각 그룹 

샘플에서 100분 내에 50개 광자의 보손 샘플링을 구현한다면 답을 구하는 문제

에서 “톈허 2호”를 초과하여 양자패권을 구현함을 의미한다.

양자패권을 전시하는 문제는 임의적 실제 용도 보유를 요구하지 않기에 실

제 양자컴퓨터에서의 양자패권 구현은 매우 어렵다. 다양한 양자패권 표준의 

연구 성과도 현재 양자패권의 구현 및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다.

2018.09.14.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9/41755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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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계 최초로 장치 독립성 양자 난수 구현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판젠웨(潘建偉) 교수팀은 중국과

학원 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정보기술연구소/일본 NTT기

초과학실험실과 공동으로 고품질 얽힘광원 및 고효율 단일

광자 검출장치를 발전시킨 토대에서 양자얽힘의 내재적 임

의성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장치 독립성 양자 난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

다. 관련 연구 성과는 2018년 9월 20일 “Nature” 학술지에 온라인으로 게재

되었다. 상기 획기적 성과는 수치 시뮬레이션, 암호학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예정이며 또한 새로운 난수 국제표준을 형성할 전망이다.

장치 독립성 양자 난수 발생기를 구현하려면 실험적 차원에서 엄청난 기술

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난수 발생장치가 고효율적으로 

얽힘광자 발생, 전송, 변조, 검출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다양한 부품 간 공간

거리를 적절하게 설정해 공간간격(spacelike interval)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만 비로소 최고의 안전성으로 어떠한 도청자의 내부통신을 통한 벨 부등식

(Bell’s inequality) 테스트 결과 위조 불능을 보장할 수 있다.

연구팀은 3년간 노력을 거쳐 고성능 얽힘광원을 발전시켜 얽힘광자 수집, 

전송, 변조 효율을 최적화한 후 중국과학원 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정보기술연

구소가 개발한 고효율 초전도 단일광자 검출기를 사용하여 고성능 얽힘광원에 

대한 고효율적 탐측을 구현하였다. 그 다음 쾌속 변조 설계 및 적절한 공간 격

리 설계를 통해 장치의 독립성 양자 난수 발생장치에 필요한 공간간격 요구를 

만족시켰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장치 독립성 양자 난수 발생기를 구현하였다.

향후 연구팀은 고속 안정적인 장치 독립성 양자 난수 발생장치를 구축할 예

정이다. 뿐만 아니라 양자얽힘의 내재적 임의성과 고안전성에 기반한 난수 제

공을 통해 차세대 국제난수표준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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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는 날씨예보, 신약설계, 재료설계, 산업설계, 게임, 인공지능, 통신안전, 

현대암호학 등 과학연구와 일상생활에 널리 응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소프트웨

어 알고리즘 또는 고전적 열잡음에 기반해 구현한 난수는 자체적 결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장치 무관 양자 난수 발생기 개발은 세계적으로 앞 다투어 추진

하는 연구과제로 되고 있다.

2018.09.22.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9/417853.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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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세계 첫 초해상도 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 개발에 성공

최근 중국과학원 광전기술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최고 해

상도의 자외선 초해상도 리소그래피 장비를 개발하여 완전 

자체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로운 나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로드맵을 형성하였다.

7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해당 장비는 365nm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였고 1회 

노광 최대 선폭 해상도는 22nm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중 노광 기술을 결

합시키면 10나노급 칩 제조도 가능하다.

동 프로젝트는 원리적인 차원에서 해상도 회절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고해

상도 대면적 나노 포토리소그래피 장비 개발의 새 노선을 개척함으로써 국외 

관련 지식재산권의 규제를 해소하였다. 칩 제조의 핵심 장비인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는 사진인화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해 대형 회로설계도를 작은 칩에 축소·

인쇄한다. 포토리소그래피 정밀도가 높을수록 칩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광파의 회절 효과로 인해 포토리소그래피 정밀도는 

한계에 부딪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파를 줄이거나 이미징 시스템의 개구

수(numerical aperture)를 높이는 등 기술적 경로를 통해 포토리소그래피 장

비를 개선하고 있지만 원가가 높고 효율이 낮은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번에 검수에 통과한 표면 플라스몬 초해상도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는 기존 

로드맵에서 벗어나 완전 자체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로운 나노 포토리소그

래피 기술 노선을 형성하였다. 해당 기술 로드맵은 메타소재/메타표면, 3세대 

광학소자, 일반화 칩 등 변혁성 분야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제조도구를 제공하

였다.

2018.12.03. https://mp.weixin.qq.com/s/gboD44jOVWNWkLFAkoic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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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양자효율이 100%에 근접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 개발�

최근 지린(吉林)대학 화학부 초분자구조·재료국가중점실

험실 리펑(李峰) 교수팀은 유기발광 자유기 재료로 유기발

광다이오드를 제조해 100%에 근접하는 양자효율을 구현함

으로써 기존 형광발광재료의 발광효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

하였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게재되었다.

발광장치는 디스플레이 및 조명 분야의 핵심 소자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는 

재래식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명암비가 높고 매우 얇으며 굽힐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어 높은 시장가치와 응용전망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발광효율은 이론적으로 25%에 그친

다. 나머지 대부분 에너지를 어떻게 빛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지

난 30년 동안 학계의 관심사였다.

연구팀은 독특한 단일 전자구조를 보유한 유기발광 자유기 재료에 전기를 

통과시키면 이중항 상태(doublet-state) 엑시톤만 발생하며 또한 해당 엑시톤

은 이론상 100%로 발광에 이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기발광 자유기 재료

로 제조한 유기발광다이오드는 기존의 유기발광다이오드의 발광효율이 높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구팀은 재료 및 장치 구조에 대한 심층 개선을 

통해 높은 발광효율의 자유기 발광재료 및 발광장치를 개발하였다.

2018.12.03.https://mp.weixin.qq.com/s/5MkytMS4Xg2Ito3ZQ1yd4w?tdsou 
rcetag=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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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계 첫 궤도각운동량 도파로 광자칩 개발

최근 상하이교통대학 진셴민(金賢敏) 연구팀은 세계 첫 

궤도각운동량(Orbital Angular Momentum, OAM) 도파

로 광자칩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최초로 광칩에서 광자

OAM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는 광도파로를 구축함과 아울

러 도파로에서 광자OAM의 고효율 고충실도 전송을 구현하였다. 해당 성과는 

광통신 및 양자컴퓨팅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될 전망이다. 해당 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특집기사로 발표되었다.

최근에 “도넛” 모양으로 분포된 강도 구조, 나선형 파면의 위상구조 및 

OAM의 독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꼬임광선(twisted light)은 광학조작, 광학집

게(optical tweezer)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AM

은 빛의 스핀각운동량과 달리 무수한 위상학적 전하(topological charge) 및 

내재적 직교성을 보유하기에 통신시스템의 채널 용량 긴축 문제 해결에도 이

용할 수 있다. 이외 양자정보 등 분야에서 광자 OAM은 고차원 양자상태 분배 

및 고차원 양자컴퓨터 구축에 응용 가능하다. 하지만 대규모 OAM 응용에 앞

서 전송, 발생, 조작 등을 통합시켜야 하는데 기존 연구는 칩에서 OAM을 구현

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펨토초 레이저 직접묘화 기술을 통해 최초로 도파로 횡단면이 “도넛” 

모양인 3차원 집적 OAM 도파로 광자칩을 개발하였다. 연구팀은 칩에서 나온 꼬

임광선과 기준 광의 간섭 측정, 칩 전/후 상태에 대한 투영 측정을 통해 도파로가 

저차(low order) OAM 모드를 고효율 고충실도 전송하며 전송효율은 전반적으

로 60%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고차 모드를 저차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실

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2비트 “큐비트(qubit)” 상태를 초과한 

3비트 “큐트릿(qutrit)” 상태를 고충실도 전송할 수 있어 해당 도파로가 고차원 

양자상태 전송 및 제어에 이용 잠재력이 있음을 설명한다.

2018.12.16.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2/13/
content_410349.htm?div=-1&tdsourcetag=s_pcqq_aiomsg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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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세계 첫 태양광발전 노면 고속도로에서 차량 개통

2017년 12월 28일,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세계 첫 고속도로 태양광발전 노면 테스트 구간이 지난(濟
南)에서 본격적으로 개통되었다. 전체 길이가 1Km인 “태

양광발전 고속도로”는 마치 거대한 “충전 배터리”와도 같이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적설을 용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력을 전력망에 수송시킬 수 있다. 또한 노면에 

전자기 유도 코일을 미리 설치하였기에 향후 전기자동차가 주행 과정에서 충

전할 수 있다. 이는 통행 요구가 가장 엄격한 고속도로에 내하중식 태양광발전 

노면을 응용한 세계 첫 사례이다.

내하중식 태양광발전 노면 기술은 차량 통행 조건에 부합되는 태양광발전 장

치를 직접 도로 노면에 포장하여 태양에너지 발전 및 기타 관련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해당 고속도로의 가장 윗층은 불투명유리(ground glass)와 유사한 반

투명 신소재를 사용하여 마찰계수가 전통적인 아스팔트 노면보다 높기에 타이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광 투과율을 보유하도록 하여 

태양광을 투과시킬 수 있으므로 아래층의 태양에너지 배터리가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킴과 아울러 실시간으로 전력망에 전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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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해당 프로젝트를 가동한 이래 치루(齊魯)교통발전그룹유한회

사는 퉁지(同濟)대학, 산둥광스(山東光實)에너지유한회사와 공동으로 주로 태

양광발전 노면 기술 심층화 및 공학적 응용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여 기

본 체제 설계, 산업 장치 생산, 파생상품 개발 등 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

악함으로써 도로교통 기능, 발전 기능을 성공적으로 신형 태양광발전 노면에 

통합시켰으며 또한 “태양광 투과 콘크리트+태양광발전 소자+절연 보호” 3층 

구조를 사용하였기에 설계 수명, 역학적 파라미터, 도로 사용 성능 등 각항 지

표가 모두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노면에 비하여 뛰어나다.

2018.01.08.http://digitalpaper.stdai ly.com/http_www.kjrb.com/kjrb/html/
2017-12/29/content_385202.htm?div=-1

57.� 중국,� 최초로 남극에서 해양 PM2.5� 발견

최근, 남극 과학고찰에 나선 중국 제34차 남극 고찰팀은 

최초로 남극 해역의 해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를 발견

하였다. 인적이 드문 극지 해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발견

은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가 광범위함을 의미한다. 해양 환

경의 새로운 오염물질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세계 환경보호 분야의 핫이

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mm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이며 현재 플라스틱은 

해양 쓰레기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세계에서 1년에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3억 

t을 초과하는데 그중 약 10%의 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입된다. 해당 플라스틱은 

화학적 성질이 안정하여 분해되기 어렵기에 해양에서 수백 년 이상 존재한다.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크럽 입자를 보유한 치약, 크린징 로션, 가루비누

는 모두 해수 미세 플라스틱의 직접적 근원으로서 해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

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미생물, 해양 생태 파괴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

로 인간에게 위험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환경보호 의식을 증강하여 플라스틱

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018.01.15.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1/399640.shtm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1/399640.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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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열변색성 지능형 태양광 유리 개발

최근, 상하이(上海)전력대학 린자(林佳) 연구팀은 태양광

발전 및 열변색성 특성을 결합시킨 세계 첫 “열변색성 태양

전지” 소자를 개발에 성공하여 지능형 태양광 유리의 응용 

가능성을 구현하였다. 관련 연구성과는 “Nature Materials”

에 게재되었다.

지능형 태양광 유리는 태양광 유리를 기반으로 개발한 광범위한 응용 전망

을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과학기술이다. 해당 유리는 외부 환경 태양광 세기에 

대한 감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색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절 가능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구현함과 아울러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실내의 부하(Load)에 공급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팀은 재료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재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태양전지 재료-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Halide perovskite)에 순수

한 무기물 페로브스카이트 재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안정한 가역 구조

의 상변화를 구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팀은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으

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격자의 공격자점(Vacancy) 보조적 상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해당 상변화는 결정체 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유발하여 무기물 페

로브스카이트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상태를 보유하도록 하는데 그중 한 개 상

태는 아주 높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보유고 있어 대부분 가시광선의 투과를 확

보하기에 일반 광선 투과 유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상태는 아주 강한 

광흡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광투과율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태양광 유리로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 적합한 소자 구조 및 전극 재료 선택

을 통하여 전체 소자가 반복되는 상변화 순환 과정에서의 환경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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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태양광 유리는 미래 지능형 건축물의 광선 투과율을 제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재료일 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

료이기에 건축물의 유리, 지붕 그리고 이동통신설비, 디스플레이 소자, 자동차 

유리, 자동차 천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18.02.12.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2/40241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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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비오는 날씨에도 발전할 수 있는 신형 태양전지 개발

최근 쑤저우(蘇州)대학 기능성나노·연성물질연구원 쑨쉬

후이(孫旭輝)/쑨바오(孫寶) 연구팀이 태양전지에 투명한 나

노발전기를 장착하여 비오는 날 빗방울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상기 혼합장치는 재래식 실리콘계 

태양전지와 “마찰나노발전기”로 구성되는데 후자는 떨어지는 빗방울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해당 성과는 최근호 “ACS Nano” 

저널에 게재되었다.

“마찰나노발전기”는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왕중린(王中林) 교수팀이 가장 먼

저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설비는 한 가닥의 외

부 연결선으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연구팀의 새로운 설계는 공동전극을 사

용해 태양전지와 “마찰나노발전기”를 하나로 통합시켰다. 더욱 간단해진 이번 

설계는 출력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연구팀은 전기전도율이 매우 높은 고분자 폴리머 수용액을 사용하여 상기 

장치의 공동전극 박막을 제조하였다. 마찰층에 해당하는 “마찰나노발전기”는 

떨어지는 빗방울과 마찰하여 대전하고, 전하 센서층에 해당하는 공동전극 박막

은 전하를 유도하여 출력한다.

뿐만 아니라 마찰층은 투명하여 태양광 입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

로 태양전지 자체의 정상적 작동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외, 빗물이 흘러 

떨어지는 운동에너지도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수집 범위를 넓혔다. 해당 장치

는 실리콘계 태양전지가 대량으로 응용되는 응용전망이 밝다.

2018.03.1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3/405099.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3/405099.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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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명세서 최초 공개

2018년 5월 4일,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 심층적 대기오염 제어 중장기 계획 연구 프로

젝트 성과가 베이징에서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최초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7개 성(구,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명세

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7종 오염물질 및 7종 오염원이 포함된다.

7개 성(구, 시)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內蒙古), 산둥

(山東), 허난(河南)을 의미하며 7종 오염물질은 PM10, PM2.5, 이산화황, 질

소산화물, 휘발성 유기물질, 암모니아, 일산화탄소이고 7종 오염원은 연소 소

스(Source), 산업 소스, 이동 소스, 먼지 소스, 생활 소스, 농업 소스, 천연식물 

소스이다.

본 연구는 배출 명세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물

질 배출 특성, 전달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공동 협력

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킨 결과 해당 지역의 대기질은 개선되었지만 오

염물질 배출 총량은 아직도 비교적 높고 퇴치 형세가 심각하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공동 협력으로 더욱 심층적인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강화해야 한

다.

2013년 1월 1일, 베이징시는 최초로 “환경 대기질 표준(GB3095-2012)”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이산화항, 이산화질소, PM10 및 새로 

증가된 PM2.5, 오존,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6종 오염물질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가운데서 PM2.5는 세계보건기구의 제1

단계 목표값 35μg/m3를 적용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기 국가표준을 구현하려면 징진지 3개 지역의 강철 생산

량을 2억 톤 이내로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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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40%~80%로 감소시켜야 하는데 강철, 시멘트, 석유화학 업계의 오염

물질 배출 감소 잠재력이 가장 크다.

연구팀은 지역을 나누어 대기환경을 관리하며 차별화 에너지 정책을 통하여 

석탄 소비 총량을 감소시키고 지역 기준 통합, 기술 개선을 추진하여 고정된 

오염원 퇴치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으로 “차량 오일관로 표준제고 관리”를 

이행함과 아울러 지역 교통 배치를 최적화하고 녹색 교통체계를 구축할 데 관

한 건의를 제안하였다.

2018.05.0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5/411326.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5/411326.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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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최신 연간 PM2.5� 배출원 분석 결과 발표

최근 베이징시가 발표한 최신 미세먼지(PM2.5) 원인 분

석 결과에 따르면 베이징의 연간 PM2.5 주요 배출원에서 

현지 배출이 3분의 2, 타지역 유입이 나머지 3분의 1을 차

지하였다. 오염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타지역 유입이 증가

하였고 심각한 오염이 발생한 날에 타지역 유입의 비중은 55%에서 75%에 달

하였다. 이외 베이징 현지 PM2.5 원인에서 이동오염원이 45% 비중을 차지하

였다.

베이징시환경보호국은 2017년에 베이징시환경보호감시센터, 칭화대, 중국

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베이징대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베이징시 2017년 

대기 PM2.5 정밀화 배출원 분석” 연구를 진행하여 최신 PM2.5 주요 배출원 

결론 및 다음단계 사업 건의를 도출하였다.

베이징시 연간 PM2.5 주요 배출원에서 현지 배출이 3분의 2를 차지하였는

데 그중 이동오염원, 먼지유발원, 산업오염원, 생활오염원과 석탄연소오염원이 

각각 45%, 16%, 12%, 12%, 3%를 차지하였고 농업과 자연 오염원을 포함한 

기타 오염원이 12%를 차지하였다. 이동오염원에서 베이징 기동디젤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먼지유발원에서 건축시공과 도로먼지가 반반을 차지하

였다. 산업오염원에서 석유화학공업, 자동차산업, 인쇄 등 휘발성 유기물질 배

출 업종이 특출하였고 생활오염원에서 생활용제 사용이 약 40% 비중을 차지

하였다.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오랫동안 입자물질 모니터링, 연구 및 배출원 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일찍 2014년에 PM2.5 배출원 분석 데이터를 발표

하였다. 4년이 지난 지금 현지 배출원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였는데 특히 유의

해야 할 점은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45%를 차지하여 뚜렷하게 상승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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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오염원은 1년간 모든 시간대와 공간범위에서 현지 PM2.5의 주원인이 되

었다. 이는 2014년에 발표한 분석 결과의 1.4배에 달한다.

해당 연구에 의하면 타지역 유입이 베이징 PM2.5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

느 정도 증가하였는데 연간 평균 타지역 유입이 베이징 PM2.5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8%에 달해 2014년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다.

2018.07.21.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8-07/16/content_30311.htm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8-07/16/content_303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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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하이 대기오염 입자 형성의 화학적 메커니즘 규명

최근 푸단(復旦)대학 환경과학·공학부 왕린(王琳)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4년간 준비, 3년 반 실험 및 데이터 분석, 

2년간 지속적 관측을 통해 최초로 중국 전형적 도시인 상하

이 대기에서 황산-디메틸아민-물의 삼성분 핵형성 현상을 

발견하고 입증하였다. 또한 상하이 대기오염의 원인인 나노 미세입자 형성－대

기 새입자 형성의 화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중국 대기 입자상물질 오

염 방제 정책 제정을 위해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도시 대기오염의 원인인 대기 새입자 형성 사건의 화학·물리적 메커니즘은 

그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연구팀의 해당 발견은 지구인구 133배 규모

의 공기 분자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2개 분자를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황산 분자와 디메틸아민 분자를 선별해냈고 이 두 분자가 서로 만나 대기 

새입자 형성 사건을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기 PM2.5 오염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의제이다. 일반적

으로 공장/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같이 인류활동 또는 자연활동을 통해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PM2.5 오염의 주원인으로 간주하며 이를 “1차배

출”이라 부른다. 이외 대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입자상물질의 “2차형성”이 존재

한다.

“2차형성” 과정은 “1차배출”에 비해 더 복잡한데 대체적으로 2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 과정은 대기에서 휘발성 기체가 화학반응을 거쳐 포화증기압이 낮

은 반응산물을 생성하고 나아가 기존 미세먼지 표면에 응결되어 질량농도를 

증대시키는 과정이다. 둘째는 입자상물질의 수농도(number concentrat ion)

를 대폭 증가시키는 과정인데 대기에서 부분적 기체 분자가 임의로 충돌하면

서 분자 간 작용력 또는 화학결합을 통해 분자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이러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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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클러스터가 더한층 성장하여 나노 미세입자－대기 새입자를 형성한다. 이 과

정에서 기체로부터 응집상태로의 상변화가 일어난다. 상기 나노 미세입자의 지

속적 성장은 대기 PM2.5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2차형성”은 대기 입

자상물질의 무게 증대 및 개수 증가 효과를 초래한다. 연구팀은 개수 증가 과

정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 공기에서 대기 새입자 형성을 연구하였다.

최근 몇 년간 상대적 청정 공기에서의 대기 새입자 형성 사건과 관련한 대기

화학적 메커니즘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대기 성분은 복

잡하고 다양하기에 도시 대기에서의 새입자 형성 사건은 특성상 청정 대기에

서의 해당 사건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기 새입자 형성 과정 연구

에서 1나노 이하 기체상태 전구체 분자, 1~2나노 크기 분자클러스터, 몇 나노 

크기의 미세입자 등 주요 연구 입자의 무게·입경이 매우 작고 또한 대기 혼합

비마저 1조분의 1 이하 수준이어서 원위치 실시간적 측정 실험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3나노 이하 입자상물질 농도 측정을 통해 대기 새입자 형성 사건의 발생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해당 과정과 관련된 기체상태 전구체 및 분

자클러스터의 화학성분을 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중 어떤 분자와 분자클

러스터가 해당 사건과 직결되는 지를 식별해야 한다. 이처럼 측정－식별－형성 

메커니즘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 연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도시 대기 새입자 형성 사건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 규명은 대기화학연구 분

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연구팀은 3년 반 동안 상하이 도시 대기에서 1에서 700나노 구간의 대기 입

자상물질 입경 분포 농도를 측정하였고 또한 대기 새입자 형성/성장 속도를 획

득하였다. 또한 대기 상압 계면－비행시간 질량분석 및 질산기 시약 이온화학

전리－비행시간 질량분석 기술을 응용하여 대기 새입자 형성 사건 동안의 중성

/대전 분자클러스터 화학성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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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중국 전형적 도시 상하이 대기 새입자 형성 과정에서 1개 기체 

황산 분자와 1개 디메틸아민 분자가 임의로 충돌하면서 수소결합을 거쳐 안정

적인 분자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해당 분자클러스터는 기타 황산분자, 디메틸아

민 분자 또는 기타 황산－디메틸아민 클러스터와 충돌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한

다. 이렇게 일정 크기로 성장한 후, 기타 물질 종류(매우 낮은 휘발성 유기화합

물 등)도 해당 과정에 참여하면서 최종 대기 새입자를 형성한다.

이외 세계 각지에서의 대기 현장 관측을 통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황산 이합

체 질량스펙트럼 신호를 관측하였고 또한 여러 개 핵심적 황산－디메틸아민 분

자클러스터를 식별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한 상하이 대기 새입자 형성 속도

는 실험실에서 진행한 황산－디메틸아민－물의 삼성분 핵형성 시뮬레이션 실

험 결과와 일치성을 보유한다. 이는 최초의 현장 관측을 통한 황산－디메틸아

민－물의 삼성분 핵형성 메커니즘 발견 및 입증 사례로서 중국 전형적 도시 대

기 새입자 형성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2018.07.2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7/415788.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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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난카이대학,� 유기태양전지 전환율 신기록 확보

최근, 난카이(南開)대학 교수 천융성(陳永勝) 연구팀은 

고효율, 광대역 스펙트럼 흡수 특성을 보유한 적층 유기태

양전지 재료 및 소자를 개발하여 유기태양전지 전환율을 

17.3%에 도달시켜 유기/고분자 태양전지 광전변환효율 세

계기록을 갱신하였다.  연구성과는 세계 최고 학술지 “Science”에 게재되었

다.

유기태양전지는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효과적 경로이다. 또한 

경량성, 유연성, 반투명성, 친환경 등 면에서 기존의 태양전지에 비해 훨씬 우

수하기에 주요 산업 전망을 보유한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기술로 인정받았다. 

태양에너지의 고효율적 전기에너지 전환은 유기태양전지 연구의 핵심이자 유

기태양전지의 산업화 구현을 결정하는 직접적 요인이다.

최근 몇 년간, 유기태양전지의 전환율은 14%~15%에 달하였지만 무기재료

(예를 들면 규소) 기반 태양전지에 배해 전환율이 훨씬 낮다. 그 주요 원인은 

유기고분자재료 자체의 비교적 낮은 전하운반체 이동률이 활성층 두께를 제한

하기에 태양광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적층형 태양전지는 상

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 및 성질 면에서 고분자재료의 

양호한 조절 가능한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에 적층전지 내에서 활성재

료의 상호보완적 광흡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

러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구현할 수 있다.

연구팀은 반경험적 모델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유기태양전지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효율 및 이상적 활성층 재료 파라미터 요구를 예측하였다. 이를 기

반으로 적합한 활성층 재료를 선택하여 원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산업화 생산

과 겸용할 수 있는 용액 가공 방법을 이용하여 고효율 유기 태양에너지 기저층 

소자를 제작함과 아울러 17.3%의 전환율을 구현하였다. 향후 개선을 통하여 

유기태양전지의 전환율을 무기재료 기반 태양전지 전환율에 도달시켜 유기태

양전지의 산업화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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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태양전지의 수명에 대한 일차적 테스트 결과, 166일간의 실험과정에서 

효율은 4% 감소하였다. 향후 에너지 전환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킴과 아울러 

유기태양전지 수명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유기태양전지의 산업

화 응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08.15.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8/13/content_699335.shtml

64.� 세계 최대 설비용량의 타워식 광열발전소 계통연계 성공

최근 중국전력건설그룹 산하 산둥(山东)전력건설제3회사

가 담당한 모로코 누르와르자자트 3기 프로젝트 발전장치

의 첫 계통연계가 일차적으로 성공하였다. 이로써 세계 최

대 설비용량을 보유한 150MW 타워식 광열발전소 프로젝

트가 계통연계를 순리롭게 마무리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단기 용량(unit capacity)이 가장 큰 광열발전소

이다. 프로젝트는 2기 200MW 탱크식 광열발전소와 3기 150MW 타워식 광

열발전소를 포함하며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광열발전기술을 도입하였다. 현

재 2기 프로젝트는 운영 중이다. 3기는 타워식 광열기술을 채택하였고 세계 최

초로 시멘트와 철골구조 혼합식 집열탑을 건설하였다. 해당 집열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열발전 집열탑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모로코의 에너지 

난국을 더한층 해소시켜 전력공급의 부족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프로젝트는 현

지 취업, 기술 제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는바 현재 6,000

여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모로코 기업을 위해 전력설비 재료제조 및 전

력공사 건설 분야의 인재를 대량 양성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중국기업이 세계 

선진 광열기술을 파악하고 국내 광열발전소 건설을 촉진하는 면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가 있다.

2018.09.02. http://www.chinaequip.cn/2018-08/28/c_137425135.htm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8/13/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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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해수에서�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물리화학기술연구소 왕거샤(王格俠) 

연구팀은 해수에서 분해 가능한 폴리에스테르 복합재료를 

개발하였다. 수용성(Water soluble) 및 분해성을 결합한 

해당 복합재료는 일정한 환경내성을 보유하고 있고 폐기 후 

며칠 또는 수백일 내에 해수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저분자로 분해하

면서 소실된다.

현재 거의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발견되고 있다. 플라스틱 미립자는 

해수에 부유하거나 해저에 퇴적되어 수십 년 더 나아가 수백 년 후에도 분해되지 않

아 전체 해양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다. 폐기된 플라스틱을 직접 바다에 버리

거나 또는 육지에서 하천, 바람을 통하여 바다에 유입될 경우 해수에서 빛, 해수풍

화 및 해류, 생물군의 작용으로 5mm이하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알바트로스(Albatross), 바다거북 등 일부분 해양생물은 플라스틱 봉지를 

잘못 섭식하면 위장질환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식이를 섭식할 수 없게 되어 굶

어 죽게 된다. 과학 데이터에 의하면 죽은 바다새(Sea birds)에서 90%가 플라

스틱 봉지를 잘못 섭식하고 죽었다.

해양의 특수한 수환경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분산된 쓰레기를 

집중수집·처리하기 어렵다.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를 자가 분해시키는 방법이다. 육지에서 신속 분해 가능한 생분해성 재

료는 해수에서 오랜 시간 경과해도 분해되기 어렵기에 해당 방법으로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과학원 물리화학기술연구소 플라스틱분해·공정플라스틱 연구팀은 중국 

최초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부분 에

스테르결합을 함유한 고분자재료이며 분자결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에 자연

계의 많은 미생물에 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한다. 여러 차례 반복실험

을 거쳐 연구팀은 비효소 가수분해 과정과 수용성 과정을 생분해 과정과 결합

시켜 해수에서의 신속 분해를 구현하였다. 연구팀은 재료에 대한 설계,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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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질 및 가공을 통하여 다양한 응용 요구에 따라 분해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였고 연간 총생산능력은 7.5만 톤으로 전세계 총생산량의 절반

이다.

2018.09.08.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9/05/content_706768.shtml

66.� 中,� 펄스 평정 자기장 강도 세계 신기록 갱신

 

최근 화중(华中)과기대학 국가펄스강자기장과학센터가 

64T 펄스 평정(flat-topped) 자기장 강도를 성공적으로 구

현해 해당 자기장 강도의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다. 이번 

64T 펄스 평정 자기장 실험에서 자성체 무게, 전원 에너지

는 국제 동일유형 자기장 시스템의 10분의 1 미만이지만 자기장 강도는 기존 

미국 국가강자기장실험실이 창조한 60T를 단번에 초과했다. 

펄스강자기장이 과학연구의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높은 자기장 강도, 높은 평

정 안정도, 높은 반복 주파수 등 특성을 구비해야 한다. 세계 여타 펄스강자기장

실험실은 예외 없이 다양한 자성체 개발을 통해 상기 3종의 자기장을 각각 구현

하였지만 중국은 전원과 자성체의 협동 제어를 통해 동일 실험실의 동일 자성체

로부터 고강도, 고안정도, 높은 반복 주파수의 펄스 자기장을 발생시켰다. 이번

에 64T 평정 자기장을 구현한 자성체는 45T/50Hz의 초고 반복 주파수 자기장

도 발생해 국제 동일유형 자기장의 반복 주파수를 2개 수량급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파형 및 주파수를 모두 쉽게 조절할 수 있다.

펄스 평정 자기장은 안정상태 및 펄스 두 가지 자기장의 장점을 모두 보유하

기에 더 높은 강도를 구현할 수 있을 뿐더러 일정 시간동안 매우 높은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에 64T 평정 자기장을 실험한 외, 중페르미온(heavy 

fermion) 재료 CeRhIn5에 대한 비열 측정도 수행하였다. 이는 기존에 안정상

태 자기장에서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핵자기공명, 비열, 라만 스펙트럼 등 연

구를 더 높은 자기장 강도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입증한다.

2018.12.03.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1/23/
content_408952.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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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건축용�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유사한 배터리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칭다오(青島)바이오에너지·과정연구소 

첨단에너지저장재료·기술연구팀은 리그닌 섬유를 리튬-황 

전지 양극재료의 골조로 하고 탄소나노튜브, 그래핀을 결합

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유사한 리튬-황 양극 재료를 

구축하였다. 해당 양극 재료는 비교적 강한 유연성으로 임의적으로 접히고 굽

힐 수 있다.

리튬-황 전지는 단량체 황을 양극으로 하고 금속 리튬을 음극으로 하는 새

로운 전지로서 이론 용량이 리튬이온전지의 5배 이상에 달한다. 황 원재료는 

풍부한 원료와 저렴한 가격과 저독성 무공해여서 가장 큰 잠재력을 보유한 차

세대 고에너지 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충방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폴리황화물은 전해액에 용해됨과 아울러 

전해액을 통하여 음극으로 이동하여 음극과 반응하는 셔틀 효과(Shuttle 

effect)가 발생한다. 해당 현상으로 인하여 리튬-황 전지는 충방전 과정에서 

외부 방전을 초래하며 따라서 내부 “전기소모”도 동시에 발생하기에 리튬-황 

전지의 수명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하여 짧다. 리그닌은 세계에서 2번째로 풍부

한 천연유기물로서 식물의 목질부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리그닌 분자 내부에는 대량의 하이드록시기(-OH))가 함유되어 있기에 리튬

-황 전지 양극 중간 생성물의 Li+와 수소결합(-HO…H)과 유사한 리튬결합 상

호작용(-HO…Li)을 생성한다. 해당 상호작용으로 리그닌 섬유는 전해액에 유

리되어 있는 황화물을 아주 잘 포획할 수 있으며 황화물을 양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리그닌 섬유를 양극 구조의 “철근”으로 대체하면 양극

의 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 반응에서 생성된 황화물을 효과

적으로 흡착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전자가 더욱 신속하게 리튬-황 전지의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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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 해당 유연성 전극 밑부분에 1층의 그래핀 박막을 증가

시켜 리튬-황 전지의 쾌속 충방전 목적을 구현하였다.

연구팀은 상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고성능 리튬-황 전지를 제조하였는데 

500라운드 순환 후에도 86.5%의 용량을 유지하였다. 9.2 mg/cm2의 높은 황

담지량 조건에서도 해당 유연성 전극은 이중층 중첩 방식을 통하여 리튬-황 전

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뛰어난 순환 안정성을 유지하게 한다.

2018.12.13. https://mp.weixin.qq.com/s/AWYSQP28N1CJssVoPjZ-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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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中,� 세계 첫 유연성변전소 상업운영에 투입

2018년 12월 26일, 세계 첫 유연성변전소(Flexible 

substation) 기반 교류/직류 배전망이 장베이현(張北縣) 

샤오얼타이촌(小二台村) 알리바바(Alibaba) 데이터 포트

(data port)에서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전력전자기술 

분야에서 최초로 중국이 개념을 제안하고 구현한 것으로서 미래의 배전망 발

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연성변전소는 다양한 형식의 전압과 전류를 

고효율적으로 변화시킴과 아울러 원활하고 통제 가능한 플러그 앤드 플레이

(Plug and play) 방식으로 전기에너지를 접수하고 분배할 수 있다.

“유연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서 구현된다. 1) 전원 및 부하 접속이 유

연하여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 다양한 포트(Port) 사이의 출력 조절이 평활하고 지속적이며 1개 회로 전원

이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1개 회로 전원이 자동적으로 전부 부하를 담당하기

에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전원과 부하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만 전력 품질 문제(고조파, 무출력, 순간 전압강하)와는 상호 격리된다. 이는 

“방화벽”과 유사한바 전력망의 고조파 오염이 사용자측 진입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로 사용자측의 고조파 오염이 전력망측을 진입하는 것

을 방지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변전소의 조절은 오직 2개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는 배타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교류와 직류를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며 모든 

문제점은 전력망과 사용자 사이에 상호 전달된다. 전통적인 변전소 조건에서 

사용자가 신에너지를 직접 1개 회로전원으로 사용하면 간헐성 원인으로 필연

적으로 번잡한 전원 전환 과정을 경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전원의 단

기적 중단이 발생한다. 유연성변전소는 해당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

다.

장베이 유연성변전소 및 교류/직류 배전망 시범 프로젝트는 장베이현 더성

촌(德勝村)에 2.5MW 태양광발전 빈곤구제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알리바바 데

이터포트의 친환경에너지 사용요구를 만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

한 고품질 전력 공급을 보장하였다. 초보적인 추산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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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승압을 이용하기에 태양전지 시스템 효율을 약 2%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데

이터서버에 직류 전력공급을 사용하여 1만 대 서버당 투자액을 약 60만 위안

(한화 약 9783만) 절약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모를 약 10%~20% 

감소시킬 수 있다.

2018.12.2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2/27/
content_411432.htm?div=-1

69.� 중국 최초 100MW급 용융염타워식 태양열발전소 구축

2018년 12월 27일, 중국 최초의 100MW급 용융염타워

식 태양열발전소가 간쑤(甘肅) 둔황(敦煌)에 세워졌다. 해

당 발전소는 세계에서 집광 규모가 가장 크고 흡열탑 높이

가 가장 높으며 열저장 탱크가 가장 크고 24시간 지속발전

이 가능한 100MW급 용융염타워식 태양열 발전소이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에

서 100MW급 태양열발전소 기술을 파악한 소수국가로 되었다.

둔황 100MW급 용융염타워식 태양열발전소는 2016년에 중국 국가에너지

국의 “첫 번째 태양열발전 시범프로젝트”에 입선되었고 “슈퍼미러(Super 

mirror)발전소”로 불린다. 해당 발전소는 베이징서우항아이치웨이(首航艾啟
威)에너지절약기술주식유한회사에서 자체로 개발하고 30억 위안(한화 약 

4870억)을 투자·건설한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발전소이다.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3.9억 Kw·h에 달하고 1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5만 t 저감할 수 있는데 이는 666.67만 ㎡ 삼림의 환경보호 효과에 해당되며 

또한 3~4억 위안(한화 약 487~649억)의 경제효익을 산출할 수 있다.

2018.12.30.http://news.sina.com.cn/o/2018-12-28/doc-ihqhqcis1080237.shtml?tdsourcetag
=s_pcqq_aiomsg&qq-pf-to=pcqq.c2c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2/27/
http://news.sina.com.cn/o/2018-12-28/doc-ihqhqcis1080237.shtml?tdsource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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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세계 선두를 지킨 중국의 철도 관련 3대 종합 기술체계

최근 중국철도총공사(CRC)에 따르면 2017년에 CRC는 

고속철 공사 건설, 장비 제조, 운영 관리 등 3대 영역의 종

합 기술체계를 더한층 보완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그 중 “푸싱호(复兴号)”는 시속 350km 

상업운영을 달성하여 세계 고속철도 건설·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였다. 

2020년에 이르러 “푸싱호” 고속열차 보유량은 900대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철도기술 표준과 장비 수준은 자체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대량 기술 혁신 성과가 형성되었다. “푸싱호” 고속열차가 뚜렷한 성과

를 거둔 외, 철도 건설 분야에서 험난한 산간지역에서의 복잡 토목지질학적 어

려움을 해결하였다. 란위(兰渝)철도, 시청(西成)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운영에 

돌입하면서 “수다오난[蜀道难, 蜀은 현재 창안(長安, 현재 시안)에서 출발하여 

청두(成都)에 가는 길을 가리킴]”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그리고 징장(京张) 고

속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복잡하고 험난한 지질 조건에서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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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 주요 공사기술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철도 운영거리는 12.7만 km에 도달하였고 그 

중 고속철도가 2.5만 km에 달해 세계 고속철의 66.3%를 차지하였다. 현재 운

영 중인 고속열차는 2,522대로서 2013년에 비해 149% 증가하였다. 중국의 

고속철도, 기존 노선 속도 올리기, 고원 철도, 고냉지역 철도 등 기술은 전부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였다.

중국 철도의 정보화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2306와 95306 웹사

이트 기능도 업그레이드되었다. 철도 여객수송 전자결재 거래액과 화물수송 

POS단말기 결재 거래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28.2%와 159.7% 증가하였

다.

현재 CRC는 철도 정보화 총체 계획과 빅데이터 응용 실행 방안을 발표하였

고 빅데이터센터는 구축 중에 있다.

2020년에 고속철 운영거리는 약 3만 km에 달해 80% 이상의 대도시를 커

버하며 표준화 편성 고속열차 보유 대수는 약 3,800대에 이를 전망이다.

2018.01.08.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1/03/content_616548.shtml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1/03/content_61654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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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탄광지하 근수평 방향성 시추 깊이 2,311m�세계기록 갱신

최근, 중국석탄과공그룹(CCTEG) 시안(西安)연구원유한

회사(아래 시안연구원)가 담당한 국가과학기술 중대 특별프

로젝트 “대출력 방향성 시추 기술 및 장비” 성과에 힘입어 

중국은 선둥(神东) 바오더(保德)탄광에서 메인 시추공 깊이

가 2,311m에 달하는 석탄층에 따른 초장 방향성 시추에 성공하였다. 이는 시

안연구원이 2014년에 진메이(晋煤)그룹 쓰허(寺河)탄광에서 기록한 1,881m 

방향성 시추 깊이를 갱신하였고 현재 호주의 회사가 Metropolitan광에서 창

조한 시추 깊이 2,151m 세계기록을 깼다. 이는 중국 탄광지하 방향성 시추 기

술 및 장비가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탄광 생산기술 및 장비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탄광 안전과 

고효율적 생산을 위한 탄광 CBM 구역 탐사, CBM 정밀 관리, CBM 청정 이

용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하지만 CBM 채집 천공 시공에서 기존의 재래

식 회전 굴진 공법 기술은 낮은 시공 정밀도, 느린 시공 속도, 시추공 궤적 제

어 불가, 석탄층 상·하부 암반의 기복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외, 무효 

굴진깊이가 길고 시추공 이용률이 낮으며 단일 시추공의 CBM 채집량이 적은 

등 문제점이 존재해 실제 생산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2002년에 중국 석탄기업은 외국으로부터 탄광지하 방향성 시추 기술 및 장

비를 수입하여 석탄층을 따라 CBM을 채집하는 방향성 시추 시공을 시작하였

다. 

하지만 선진적인 시추중 측정(measurement while drilling, MWD) 방향

성 시추 기술 및 장비는 국외 기업이 독점한 상태이고 설비 구매와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등 원인으로 CBM 관리 원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해 시안연구원은 2005년부터 시리즈화 탄광지하 방향성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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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였다. 시안연구원이 혁신적으로 개발한 12,000Nm 대

출력 방향성 시추장비는 지하 초장 방향성 시추공 시공장비의 성능 부족 문제

를 해결하였다. 또한 탄광지하 방폭형 무선 MWD 시스템을 발명하여 측량신

호 “유선” 전송을 “무선” 전송으로 바꾸었고 신호 전송거리를 2,000m 이상에 

도달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하 깊은 시추공 고효율적 방향성 시추 및 천공 사

고 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굴진 효율을 40% 향상시켰다. 해당 

성과의 전반적 수준은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하였고 국가과학기술진보 2등상 1

개와 산시(陕西)성과학기술진보 2등상 1개, 중국석탄공업협회 1등상 2개 등 

영예를 안았다.

현재 시안연구원이 개발한 탄광지하 방향성 시추 기술 및 장비는 국내 20여 

개 광구에 성공적으로 보급·용용되어 탄광 지역 CBM 고효율적 채집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탄광지하 방향성 시추 기술 및 장비가 날따라 보완됨에 따라 탄광지하 방향

성 시추 깊이 기록도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다. 2008년에 산시(陕西) 팅난(亭
南)광에서 1,046m，2010년에 산시(山西) 쓰허탄광에서 1,059m，2011년에 

선둥 바오더탄광과 산시(陕西) 다포쓰(大佛寺)탄광에서 각각 1,111.6m와 

1,212m를 기록하였고 2014년에 산시 쓰허탄광에서 1,881m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선둥 바오더탄광에서 기록한 메인 시추공 깊이 2,311m는 현재 세계 

최고 기록이다.

이번 시추탐사 시공은 시안연구원과 선둥석탄그룹 바오더탄광이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시안연구원은 바오더탄광 초장 작업면 CBM구역 관리의 현장 수

요로부터 출발하여 ZDY12000LD 대출력 방향성 시추 장비를 바오더탄광 얼

판(二盘)구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능동적 정점 검출+옆면 시추공 분지 굴착” 

기술과 복합 방향성 시추 공법 기술을 각각 사용하여 초장 방향성 시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전구간을 석탄층에서 굴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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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존 슬라이딩 방향성 시추 공법에 존재하던 천공 시스템의 압력 파라미터

가 시추공 깊이 증가에 따라 빠르게 상승하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굴진성능

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작업대상 

석탄층에서 메인 시추공 깊이가 2,311m에 달하는 초장 방향성 시추공을 굴착

하였다. 시추 과정에 정점 검출 분지 굴착을 15회 수행하였고 총 굴진깊이 

3,094m, 시추공 구경 120mm, 평균 일일 굴진깊이가 200m를 초과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특히 시추공 깊이가 2,000m를 초과한 상황에서도 단일 작업

반 굴진깊이 90m의 고효율적 방향성 시추를 달성하였다.

2018.01.1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1/11/content_
385878.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1/11/content_385878.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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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8 년에 주목해야 할 중국의 심해장비

최근 중국대양협회에 따르면 2018년에 대양협회는 계속

하여”쟈오룽(蛟龙)”호 유인잠수정, “하이룽(海龙)”호 무인 

케이블 잠수정, “첸룽(潜龙)”호 무인 무케이블 잠수정 등 

“삼룡(三龙)” 대형 장비 시스템과 11,000m 원격조종 잠수

정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개조, 시험, 응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

로 “쟈오룽”호의 업무화 작업을 가동하고 “첸룽2호”에 대한 기술 업그레이드 

및 응용을 추진하며 “하이룽3호”와 “첸룽3호”의 해상시험을 완성한다.

2018년에 대양협회는 “쟈오룽 해양탐사” 프로젝트를 풀가동함과 아울러 

“삼룡”을 토대로 “선룽(深龙)”－심해 시추, “쿤룽(鲲龙)”－심해 개발, “윈룽(云
龙)”－해양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룽궁(龙宫)”－해수면 지원 등을 추가한 

“칠룡(七龙)”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대양 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한층 촉

진한다.

또한 국가 심해기지 난팡(南方)센터, 대양 견본관, 심해 종합관측 업무화 시

범 시스템 등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심해 대양 탐사선 분야에서 유인 잠수정 

지원 모선 및 대양 종합 자원탐사선 선체 건조를 2018년에 완료하여 2019년 

초에 인계한다.

뿐만 아니라 1,000m급/4,500m급 심해 환경관측 글라이더 해상시험·응용, 

다금속단괴 채집 시스템의 500m 해상시험 및 고코발트 망간각 규모화 샘플러 

해상시험, 1,000급 다금속단괴 채광 시험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한다.

심해 대양탐사 분야에서 심해환경, 자원, 안전, 오염 등의 관련 수요를 총괄

적으로 계획하고 해상 탐사의 종합화·업무화 수준과 해상 작업 효율을 높인다. 

2018년에 모두 6항차, 약 650일 해상 종합 업무탐사를 수행한다.

유인 잠수정 분야에서 “쟈오룽”호 외, 이미 검수를 통과한 4,500m급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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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정 “선하이융스(深海勇士)”호가 2018년에 심해 과학연구에 투입된다. 또

한 중국선박중공업그룹 702연구소의 예충(叶聪) 연구팀과 상하이해양대학교 

추이웨이청(崔维成) 연구팀이 개발중인 11,000m급 전해심 유인 잠수정이 

2020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그 때가 되면 인류는 해저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해 

심해 대양의 미지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된다.

2018.01.3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1/400942.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1/400942.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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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남극에서 해저 열수액과 냉천의 공존현상 최초 발견

2017년 12월 30일, “샹양훙 01호” 과학탐사선은 첫 출항에서 제

34차 남극고찰을 수행하였다. 46일 동안의 해양 고찰 과정에서 과학

고찰팀은 대서양섹터(Atlantic sector)에 대한 물리해양 및 기후, 해

양지질, 해양지구물리, 해저지형 및 매핑(Mapping), 해양화학 및 생

물생태, 해양환경 열점 등 6대 학과 분야 탐사에서 중대한 과학고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세계 최초로 해저 열수액과 냉천의 공존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의 형성이 해저 열수액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직접적인 지질 및 지구물리학적 근

거를 얻었다.

과학고찰팀은 남극 해역에서 해저지진, 천부지층 단면, 텔레비전 중계 등 장비를 기반으

로 다양한 지질 유닛의 해저 퇴적물에 대한 지정위치 채집을 수행하여 15개 위치에 대한 

상자형코어러 샘플링 및 8개 위치에 대한 피스톤코어러 샘플링을 완성하였으며 열수액 활동 

및 냉천 활동 생성물을 채집하였다. 해당 2종 샘플의 채집 거리는 약 200m이고 또한 지질 

구조가 같았는데 이는 해당 위치에 열수액과 냉천이 공존하는 시스템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관점은 냉천의 형성은 생물 및 열형성 등 다양한 형성 유형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는데 이번의 조사 성과는 해저 냉천 열형성 원인 관련성에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샹양훙 01호” 과학탐사선으로 남극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또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하

였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해양환경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10대 

시급한 환경문제의 하나로 확정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3,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

양에 진입하는데 크기가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과학고찰팀은 남극 파월해에서 과학탐사선에 탑재한 펌프로 500L의 표층 해수를 채취하

여 해수 여과를 거쳐 여과막을 형성하였다. 현미경으로 여과막을 관찰한 결과, 5~6개의 

0.3mm보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하였고 예측결과 섬유상 플라스틱 로프로 추정된다.

2018.03.2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3/406380.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3/406380.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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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세계 최고속 지하철 칭다오에서 개통

2018년 4월 23일, 칭다오(青島) 지하철 11호선이 본격

적으로 개통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전구간 길이가 

58.35km이고 최대 설계시속이 120km에 달하는 11호선

은 1시간 미만이면 전구간을 달릴 수 있다. 11호선은 총 

22개 역에서 지하역은 4개뿐이고 나머지 18개 역은 전부 지상의 고가역이다.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로 불리는 11호선은 라오산(嶗山), 타오화구(桃花穀), 

스위안후이(世園會) 등 풍경구를 경유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설계시속이 120km이상인 지하철은 11호선뿐이다. 시공

을 담당한 중국철도건설투자그룹은 시공 과정에서 고속철 시공에서 사용하는 

측량방법을 도입해 궤도 정밀도 요구를 만족시켰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인

근 구간에 최초로 조합유닛형 구조로 설계된 패널식 흡음방음기를 사용해 기

존의 진주암 솜재료 흡음판을 대체함으로써 주변 주민을 괴롭히는 잡음 영향

을 최소화하였다.

11호선은 산둥(山东)대학, 중국해양대학, 칭다오과학기술대학 등을 경유하

는데 이는 과학연구자원의 연계에 편리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 시가지 구역과 

블루 실리콘 밸리 구역을 연결시켜 도시 중심구역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장과 

칭다오시의 인재 유치 및 산업 클러스터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2013년에 가동된 칭다오 지하철 11호선 프로젝트는 “투자융자+설계시공 

일식도급(general contract)+수익”이란 BT모델을 도입하였고 총 195억 위안

(한화로 약 3조 3,331억 원)을 투자하여 5년 만에 완공되었다.

2018.04.2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4/26/
content_393165.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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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하이옌”�수중 글라이더,� 8,213m�깊이 잠수 세계기록 갱신

최근 칭다오(青島)해양과학·기술국가실험실 “샹양훙(向
陽紅)18” 과학탐사선은 완전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하이옌(海燕)-4000″급 및 “하이옌-10000″급 수중 글라

이더 등 설비 31세트를 탑재하고 마리아나해구에 도착하여 

총 18개 단면의 수중 관측을 수행하였다. 그 중 4,000m 이상 깊이에서 관측

한 단면은 3개이고 최대 작업깊이는 8,213m에 달해 기존 6,000m의 잠수깊

이를 초과한 최신 세계기록을 갱신하였다. 이번 탐사에서 대량의 보귀한 심해 

관측 데이터를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 테스트도 순조롭게 통과하였다.

약 1만 m에 이르는 수중 글라이더 개발 성공은 중국이 심해 관측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2018.04.2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4/409963.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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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중국이 과시하고 있는 대국의 상징물

2018년 4월 24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싼샤(三峽) 

댐 지역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싼샤공사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

은 몇 세대 중국인들이 싼샤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꿈이 현

실로 되었음을 의미하며 개혁개방 이후 중국 발전의 중요한 상징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 사회주의 제도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성사시킨 

우월성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중국 인민의 풍부한 지혜 및 창조성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중화민족이 나날이 번영강성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진정한 대국 상징물을 보유

하려면 반드시 핵심 기술, 첨단 기술 등을 자체의 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싼샤공사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수리 중추 공사인 동시에 종합 효익이 가장 광

범위한 수력발전 공사로서 중국 근로자들의 근면한 노력 및 지혜의 상징이다. 싼샤공

사는 중국의 대국 상징물이며 또한 자립자강 및 분발혁신의 결과이다.

중국국가박물관에 전시된 두껍고 무거우며 견고한 청동방정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청동방정은 후모무정(後母戊鼎)으로서 중국 고대의 단일 물체 중량이 

가장 큰 청동기이다. 고대에 이와 같은 “대국 상징물”은 국가 및 권력의 상징이었다. 

현대의 대국 상징물은 고대와는 달리 “넓고”, “크고”, “빠른” 등 첨단기술을 동반하고 

있다. 직경 500미터 구면 전파망원경 “톈옌(天眼)”, 갑판 면적이 3개 축구 경기장에 달

하는 항공모함, 시속 350Km “푸싱호(復興號)” 열차 등이 대국 상징물로 되고 있다.

2015년 9월 “톈옌” 구면 전파망원경이 구이저우(貴州)에 구축되어 137억 광년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 8월 세계 첫 양자 과학실험 위성 “모쯔호(墨子號)”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절대적으로 안전한 정보전송을 구현하였다. 2016년 9월 “톈궁

(天宮)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중국 첫 우주실험실이 구축되었고 2017년 5월 중

국에서 자체로 개발한 제트식 대형 여객기 C919가 비행에 성공하였다.

2018년 새로운 “대국 상징물”이 곧 선보일 예정이다. 2018년 말 “창어(嫦娥) 4호”

가 “달탐사”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연착륙할 예정이고 “란징(藍鯨) 

2호”가 구축되어 더욱 깊은 해역의 청정에너지를 탐색할 계획이며 4,500m 유인잠수

정 “선하이융스호(深海勇士號)”가 심해 과학고찰에 이용되어 중국의 심해 과학연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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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다를 가로지르는 강주아오(港珠澳) 대교의 전체 길이는 55Km

이며 영국 “The Guardian”으로부터 “새로운 세계 7대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세기적 공사” 건설 과정에서 10년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400여 건의 새로

운 특허를 창출하였으며 7개 항목의 “세계 제일”을 확보하였다.

중국은 교량 건설 수준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도로 교량

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강주아오 대교 

건설과정에서 교통운수부를 핵심으로 하는 기술 전문가팀을 구축하여 부두, 도로 교량 

등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재를 대거 집결하였으며 중국의 공사 건설 경험을 전면적으

로 종합하였다.

4월 26일 오전, 시진핑 총서기는 우한(武漢)신신(新芯)집적전기회로제조유한회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비 제조업의 칩은 인간의 심장과도 같기에 칩 제조의 핵심 기술

을 파악하여 반도체 메모리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첨단 수준에 도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7년 12월 24일, 세계에서 가장 큰 수륙양용 항공기 AG600은 광둥(廣東) 주하

이(珠海)에서 첫 비행에 성공하여 중국이 대형 수륙양용 항공기 개발에서 핵심 기술을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 통계에 의하면 해당 항공기는 5만 개가 넘는 구조 및 시스템 

부품, 약 120만 개의 표준 규격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98%의 구조 및 시스템 부품은 

모두 중국 자체로 개발하였다. 해당 대형 시스템은 항공 산업 분야의 통합 혁신 성과이

다.

2018년 4월 23일, 세계 첫 지능형 고속열차가 베이징-장자커우(張家口) 고속철도

에서 세계 최초로 시속 350Km 자율주행을 구현하였고 또한 최초로 중국에서 자체 개

발한 베이더우(北斗)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하였으며 2019년 8월에 본격 운

행될 예정이다. 초고속 열차는 중국의 독창성 능력을 구현하는 상징적 제품이다.

2018.05.04.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8-05/02/content_18515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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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세계 첫�스마트궤도 쾌속수송 시스템 주저우에서 시운전

2018년 5월 8일, 후난성(湖南省) 주저우시(株洲市)에서 

스마트궤도 쾌속수송 A1노선(1기)이 개통되어 시운전에 들

어갔다. 해당 노선은 향후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전문가 

심사에 통과되면 상업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처(中车)

주저우전기기관차연구소유한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궤도 쾌속수송 

시스템은 물리궤도 설치 필요가 없이 도로 코스라인과 동일한 재질의 가상궤

도 라인을 광학유도 표시로 이용하여 궤적 추적식 스마트 주행을 달성하였다.

A1노선을 달리는 열차는 주저우전기기관차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

계 최초의 스마트궤도열차로서 눈에 띄지 않는 열차의 궤도는 동 연구소가 자

체적으로 개발한 “가상 궤도 추적 제어” 기술로 실현시켰다.

동 열차는 차량에 탑재된 센서로 도로면 가상궤도를 식별하고 중앙제어장치

의 명령에 따라 견인, 제동, 방향전환 정확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정된 가상궤적

에 따른 주행을 정밀 제어한다. 

길이가 30여 m에 달하는 해당 열차는 약 3km의 노선에서 시종 도시 도로

면 위에 그려진 흰색 가상 궤도선을 따라 주행하였다.

조종사는 시동버튼만 눌러 열차를 가동시킨 뒤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으

며 열차는 거의 “무인운전”에 가까운 상태로 달린다. 이외 360도 서라운드뷰 

시스템과 차량 레이더 등 보호장비를 설치하여 운행 안전을 확보하였다.

조종사의 운전작업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업강도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덜

기 위해 되도록 많은 인텔리드라이브 기술을 스마트궤도열차에 응용하였다. 향

후 완전한 자율운전이 실현되려면 기술적인 문제 외, 정책법규와 전체적인 사

회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대량수송 공공교통수단으로서 안전 측면에서 

자율운전이 현실화된 후에도 법률적 차원에서 조종사의 감독관리가 요구된다.

스마트궤도열차에 기반한 스마트궤도 쾌속수송 시스템은 일종의 참신한 궤

도교통 모델이다. 해당 시스템은 현대 궤도전차와 공공버스의 장점을 통합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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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도시교통 이용자를 위해 새로운 선택과 체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세

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라질 등 국가의 

방문단은 2017년 6월에 프로젝트를 발표하여서부터 선후로 150번 다녀갔다.

2018.05.11. http://www.chinahightech.com/html/chany/xjzz/2018/0509/465595.html

78.� “하이옌”,� 최장 거리 수중 글라이딩 기록 세워

최근 톈진(天津)대학 해양기술장비연구팀이 자체로 개발

한 장거리 “하이옌(海燕)” 수중 글라이더가 남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중국 수중 글라이더 최장 연속 작업시간, 최다 측

정 단면 수, 최장 항속거리 등 기록을 갱신하였다.

이는 2018년 4월에 “하이옌” 1만 m급 수중 글라이더가 마리아나 해구 부

근 해역에서 작업깊이 8,213m 세계 기록을 세운 후 또 하나의 기술 성과로서 

중국 수중 글라이더의 관측능력을 약 4개월에 도달시켰다.

설계 항속거리가 3,000km급인 “하이옌” 수중 글라이더는 2018년 1월 16

일에 남중국해에 투입되어 2018년 5월 14일에 안전하게 회수되기까지 119일

간 2,272.4km를 항해하면서 862개 단면 탐사를 수행하여 이번 해상시험 검

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였다.

톈진대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이옌” 수중 글라이더는 완전한 자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무인 잠수기이다. 동 글라이더는 부력 구동

(Buoyancy-driven)과 프로펠라 추진 결합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구동을 달

성하였고 장시간 연속적 대규모 해수온도, 염도, 해류, 해양 배경잡음 등 물리

적 파라미터 측정뿐만 아니라 해양 미세구조 특성, 특수 음원 정보도 측정이 

가능하다. 향후 해양환경 탐사, 해양 돌발사건 모니터링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2018.05.21.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5/412440.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5/412440.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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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018m의 시추 깊이로 아시아 대륙과학시추 신기록

2018년 6월 2일, 지린(吉林)대학이 개발을 담당한 “디차

오(地殼) 1호” 1만 m 시추기가 첫 시추에서 최초로 

7,018m 깊이 시추공을 뚫어 아시아 대륙과학시추의 신기

록을 세웠다.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와 독일에 이어 세 번째

로 1만 m 대륙시추계획 전용 장비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디차오 1호” 개발 및 응용은 중국 심층부 탐사계획 관련 자체 능력 향상에

서 거둔 중요한 성과일 뿐만 아니라 중국 지구과학 분야 지구 심층부 탐사의 

“루디(入地)”계획에서 거둔 중대 단계적 성과로서 후속 국가지각탐사프로젝트

의 전면적 추진 및 지구 심층부 비밀을 밝히는데 첨단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였

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쑹랴오(松遼)분지 백악계 국제대륙과학시추 프로젝트

인 깊이 7,018m 쑹커(松科) 2호 시추정은 국제대륙과학시추프로그램(ICDP) 

추진 22년간 가장 깊게 뚫은 시추정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백악기 육지

상 지층을 관통한 과학시추정이다.

쑹커 2호 프로젝트의 필수 장비인 “디차오 1호” 1만 m 시추기는 시추과정

에서 97.5% 무고장률과 286m 하루 최고 굴진 속도를 보이는 등 중국 자체 

개발 시추기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시추 깊이가 깊어질수록 드릴의 온도가 상승하기에 시추액 기술에 대한 요

구가 높다. 쑹커 2호 시추시 100m씩 뚫고 들어갈 때마다 온도가 ３℃ 내지 

４℃ 상승하며 시추공 바닥의 온도는 240℃를 초과한다. 연구팀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밑바닥 고온에 견디는 신형 시추액 배합방법을 고안하여 중국 시

추액 응용의 최고 온도 기록을 갱신하였다.

쑹커 2호는 중국 최초로 제작한 동일 지름 대구경 코어수집 시추 공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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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해당 공법은 기존 굴진 과정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성을 제거하였고 

대량의 물자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 코어 샘플량을 설계량의 5배로 늘렸

다. 이외, 쑹랴오분지 형성 원인, 과정, 결과를 밝혔고 다칭(大慶)유전의 향후 

50년 생산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였고 중국 에너지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이어서 중국은 15,000m 국산 초심층부 시추장비 시리즈 개발에 박차를 가

하는 한편 중국 1만 m 이상 대륙과학시추프로젝트와 대형 석유가스함유 분지 

과학시추프로젝트의 시추위치 선정 및 실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06.1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6/413625.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6/41362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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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t� 물체를 들어 올리는 세계 최대 마력의 무인잠수정 개발

2018년7월 17일, 주저우(株洲)전기기관차연구소 산하 

중처(中車)스다이(時代)전기 상하이중처아이썬디(艾森迪)

해양장비유한회사에서 생산한 세계 최대 마력원격조종 무

인잠수정이 상하이에서 출시되었다. 이는 중국중처주식유

한회사에서 영국 Specialist Machine Developments(SMD)를 인수합병한 

후 중국에서 개발한 첫 심해 장비이다. 해당 무인잠수정은 수천 미터 심해에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 몇 t에 달하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원격조종 무인잠수정은 주로 2가지 종류로 나눈다. 그중 하나는 관측급인데 

주로 해양과학고찰 등에 이용되며 출력이 비교적 작다. 다른 하나는 작업급인

데 주로 해양구조, 해저시공 작업 등에 이용되며 출력이 비교적 크지만 일반적

으로 150마력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번 새로 개발한 원격조정 무인잠수정은 

주로 심해 침몰선박 또는 침몰물에 대한 응급구조, 수색 및 인양 등 작업 및 

심해 공사 보조 작업 등 분야에 이용될 전망이다. 체형이 크지 않고 무게가 5t

밖에 되지 않지만 시스템 출력은 250마력에 달하는데 이는 1대 BMW X6 차

량의 출력에 해당된다. 3,000m 해저에 진입하여 4t되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해당 원격조종 무인잠수정의 개발 성공은 중국이 해양구조, 해저시공 등 

분야의 심해 작업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전망이다.

http://www.wanfangdata.com.cn/informationController/getDetails.do?type=conference&id=0d97
75f69bf84c638509ea32bf08a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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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중국 첫 극지 쇄빙선 “쉐룽 2호”� 진수

2018년 9월 10일 오후, 중국 자체로 제조한 “쉐룽(雪龍) 2호” 

극지 과학고찰 쇄빙선이 상하이에서 진수하였다. 이는 중국이 극지 

과학고찰 현장 보장 및 지원 능력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

음을 의미한다.

“쉐룽 2호” 극지 과학고찰 쇄빙선의 길이는 122.5m이고 너비는 22.3m이며 흘수는 

7.85m이고 배수량은 약 13,990t이다. 항속은 12~15해리/h이며 항속력은 2만 해리이

고 선박 자체 내구력은 60일로 90명을 탑재할 수 있다. 또한 2~3해리/h 항속으로 얼음 

두께+눈 두께가 1.5m+0.2m인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쇄빙하면서 항행할 수 있다. “쉐룽 

2호”는 무제한 항행이 가능하기에 극지 해양을 포함한 전세계 대양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세계 선진 수준의 극지 과학고찰 쇄빙선이다. 해당 쇄빙선은 세계 차세대 고찰선 

기술, 기능 요구 및 녹색 환경보호 이념을 융합하였고 세계 선진적 앞뒤 양방향 쇄빙이 

가능한 설계를 사용함과 아울러 완전 회전식 전력추진 기능 및 충돌쇄빙 능력을 보유하

였기에 극지에서 원위치 360° 자유 회전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지의 20m 높

이 빙산을 분쇄할 수 있으며 또한 선박의 기동능력은 대폭 향상되었다.

“쉐룽 2호”는 세계 선진 해양 조사 및 관측 설비를 탑재하였고 과학고찰 시스템의 고

수준 통합화 및 자가 일관성을 구현하였으며 중국이 극지 해양환경 및 자원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 플랫폼이다.  또한 극지 해양, 해빙, 대기 등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인 종합 조사 관측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 종합 관측 샘

플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극지 얼음지역 해양에서 해저지형, 생물자원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20일에 제조하기 시작한 “쉐룽 2호”는 이번 진수 후 시운전 및 내부 장

식 등을 수행하며 제조 계획에 따라 2019년 상반년에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쉐룽 2호” 극지 과학고찰 쇄빙선 제조 프로젝트는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극지연

구센터에서 담당하였으며 중국선박공업그룹유한회사 제708연구소에서 설계하였고 장난

(江南)조선(그룹)유한회사에서 제조를 담당하였다.

2018.09.11.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9/417468.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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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세계 첫 5축 구동 소형 수중로봇 개발

2018년 9월 19일, 선전(深圳)잠수주행혁신유한회사는 

항저우(杭州)에서 수중 100m까지 심해 잠수하여 실시간 

촬영을 수행함과 아울러 이미지를 휴대전화에 전송할 수 있

는 “모델선박”-세계 첫 5축 구동 소형 수중로봇 “자오(鮫) 

GLADIUS MINI”를 선보였다.

“자오 GLADIUS MINI”는 2세대 수중로봇으로서 1세대 수중로봇 

“GLADIUS PRO”에 탑재한 4K 초고해상도 카메라, 100m 심해잠수 가능성 

등 기능을 보류한 동시에 외관 설계를 더욱 최적화하였고 중량이 2.5Kg을 최

과하지 않기에 배낭에 넣고 휴대할 수 있으므로 휴대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또

한 수직 깊이 확정 모드 및 ±45° 조절 가능한 부앙각 수평이동 촬영 모드를 

증가하였기에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한 각도로 양질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

수중로봇은 기존에 주로 수산양식, 선체 부두 순찰, 저수지 댐 순찰 및 도시 

관로 순찰 등 분야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수중로봇은 수중촬영, 유람선 

낚시, 바다섬 관광 등 오락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유럽 및 아메

리카의 많은 잠수 애호가들은 수중촬영을 선호하고 있다. 수중로봇은 자유로운 

조종 및 민첩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새로운 타입의 수

중로봇은 세계 20여 개 국가/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중국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중국의 무인 잠수장치 시장 규모는 800억 

위안(한화 약 13조)급에 달할 예정이다. 그중 개인소유 “잠수 동반자” 유형의 

무인 잠수장치의 시장 공간은 60억 위안(한화 약 1조)에 달할 전망이다.

2018.09.2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9/20/
content_404291.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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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계 최대 경간 추력 아치교 개통

2018년 11월 27일, 광시(廣西) 류저우시(柳州市) 관탕

(官塘)대교가 개통되었다. 해당 대교는 전체 리프팅

(Lifting) 높이, 전체 리프팅 무게, 리프팅 아치리브 경간 등 

3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다. 류저우시 관탕대

교는 전체 대교 간선 길이가 1,155.5m인 세계 최대 경간 추력의 바스켓핸들

형식(Basket Handle) 아치교이다. 길이가 462m인 교면은 148가닥 슬링

(Sling)과 상부의 2가닥 아치리브로 연결되었으며 전체 대교의 외관은 채소바

구니 손잡이와 비슷하다.

중간 아치 구간 리프팅은 관탕대교 시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관탕대

교는 강(River)을 가로지르는 대교이고 경간이 457m이며 수중에 교각이 없기

에 교량의 무게 지탱은 전부 양안의 교대(Abutment)에 집중되었다. 설계 요구

에 근거하여 1개 교대는 17,500t에 달하는 수평 추력을 지탱하여야 하는데 이

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 로켓 발사에 요구되는 이륙추력의 약 5배이다. 프로젝

트팀은 전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 및 모델 시뮬레이션 리프팅 테스트를 결합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중간 아치 구간의 역학적 거동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실제 대교와의 비례가 1:10인 모델을 설계하여 10여 차례의 중간 아

치 구간 전체적 리프팅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대교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논증하였으며 이론적 계산 편차를 보상하였

다. 동시에 “위험 대규모 공사 정보 모니터링 지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사

물인터넷”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여 중간 아치 구간에 90여 개 센서를 설치하

였으며 또한 16개 다양한 직책 기술팀을 배치하여 호이스팅(Hoisting) 과정에

서 중간 아치 구간에 대하여 실시간 전방위적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최종적으

로 대교 건설 어려움을 순리롭게 해결하였다.

이외에 관탕대교 중간 아치 구간 리프팅 시공 과정에서 전체 리프링 높이가 67.27m, 아

치리브경간이 262m, 전체 중량이 5,885t 등 3개 분야 지표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18.12.05. https://mp.weixin.qq.com/s/Ee4T1cW4yxAxTe8c45U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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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최초로 유리 광학소자 제조 가공 장비 개발

최근, 베이징이공대학 저우톈펑(周天豐) 연구팀은 6년간 

연구를 거쳐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전체 모터 

서보 구동 정밀 금형압출 성형기”를 개발하였다. 해당 연구

성과는 광학유리 제조 기술, 장비 및 공법을 외국에 의존하

던 국면을 개변시킬 전망이다.

광전기 분야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유리 광학 소자의 응용 및 요구는 갈수

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기존에 해당 기술을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유리 광학 

소자 제조 기업은 거의 모두 외국의 가공 설비에 의뢰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가공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6년간 연구를 거쳐 전체 모터 서보 구동 정밀 금형압출 성형기 설

계 아이디어를 제안함과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원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유리 금형압출 가공 공법을 

형성하여 가시광선 유리 재료와 적외선 유리 재료로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

의 미세구조 어레이 및 자유 곡면 유리 소자 가공을 구현하였다. 해당 설비에 

사용한 산업 제어 시스템은 국외 동종설비에 사용한 해당 장비는 국외의 동종 

제품인 프로그램가능로직제어기(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비하여 

제어 시스템에 대한 리라이팅(Rewriting)과 조절 및 공법 데이터에 대한 보존

과 도출에 더욱 이롭다. 동시에 전기실린더를 금형압출기 구동 소자로 사용하

였기에 국외 동종 설비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기체 실린더에 비하여 금형

압출 속도 및 금형압출 위치에 대한 정밀 제어에 더욱 이롭다. 또한 설비의 가

열 모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최적화 하였기에 국외 동종 설비에 비하여 더욱 

높은 가열 온도 범위를 보유하고 있다.

2018.12.1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2/11/
content_410214.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2/11/content_41021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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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세계 최장 경간철도교,� 6.5 개 에펠탑 철재량에 맞먹는

아치 구조물

2018년 12월 10일 10시 58분, 양쪽 무게가 각각 20t에 

달하는 마지막 2개 트러스구조재 맞춤연결 작업을 완료로 

누장(怒江) 4차선 특대형 철도교의 철재 트러스아치 구조물

이 완공되었다. 이는 다루이(大瑞)철도노선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핵심 공사로 꼽히는 세계 최장 경간 아치형 철도교 시공이 단계적 성과

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윈난(云南)성 바오산(保山)시 스뎬(施甸)현과 룽링(龙陵)현의 경계에 위치한 

누장 4차선 특대형 철도교는 전장 1,024m, 강면과 교량면 고도차 230m, 교

량면 너비 24.9m이다. 4차선 철길에 기차역까지 들어설 해당 철도교에 소요

되는 철재량은 4.6만 t에 달하는데 이는 6.5개 에펠탑에 소요되는 철재량과 맞

먹는다. 교량의 한쪽은 가오리궁산(高黎贡山)터널과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진

강위안(金刚园)터널과 연결된다. 대교는 주경간 490m의 철재 트러스아치 구

조를 채택해 험준한 협곡과 누장강을 가로탔다. 세계 동일유형 철도교에서 최

장 경간을 자랑하는 누장 철도교 공사로 중국은 복잡 환경에 따른 신형 교량구

조 설계, 과학연구, 시공에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환경/지형적 제한으로 부득이 교량 위에 건설될 누장기차역으로 인해 대교

의 폭과 하중은 일반 철도교를 훨씬 초과한다. 대경간, 4차선, 기차역을 두루 

보유한 누장 4차선 특대형 철도교는 세계 철도교 역사상 유일무이하다.

2018.12.14. https://baijiahao.baidu.com/s?id=1619453102286432690&wfr=spider&for=
pc&tdsourcetag=s_pctim_aiomsg&qq-pf-to=pcqq.c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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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료

86.� 中,� 초저 열전도율을 보유한 열전재료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학연구원 고체연구

소 물질계산과학연구실의 장융성(张永胜) 연구팀은 열전재

료의 낮은 열전도율과 관련한 연구에서 비공유 전자쌍

(lone pair electron)과 원자진동의 협동 효과가 음향양자

(phonon) 비조화성(anharmonicity)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

였다. 관련 연구 성과는 최근 국제저명학술지 “Physical Review B”에 게재되

었다.

열전재료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 간 상호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 열전재

료의 전환효율은 무차원 성능지수 ZT값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ZT값이 클수록 

열전 전환효율이 높다. 기존에 보고된 열전재료 전환효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낮은 열전도율을 보유한 재료를 찾는 것은 열전재료의 전환효율을 향상시키는 

주요 방법이다. 매우 낮은 열전도율을 보유한 광석재료는 가격이 저렴하여 광

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두 가지 동종동형 광석재료 CuBiS2와 

CuSbS2의 실험적 열전도율 측정값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실온에서 CuBiS2

의 열전도율은 CuSbS2의 1/3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재료의 낮은 열전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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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신소재 설계 및 탐색에 중요

한 의미가 있다.

연구팀은 밀도 범함수 이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CuBiS2가 CuSbS2에 비해 

낮은 열전도율을 갖는 물리적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CuBiS2와 

CuSbS2에서 Bi와 Sb 원자 모두 비공유 전자쌍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비공유 

전자쌍은 재료의 강한 비조화성을 유발하여 상기 두 가지 재료가 모두 낮은 열

전도율을 보유한다. 이러한 비공유 전자쌍과 원자진동의 협동작용에 의해 

CuBiS2는 CuSbS2에 비해 더 낮은 열전도율을 보유한다. 관련 연구는 비공유 

전자쌍과 원자진동의 협동 효과가 음향양자 비조화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나타낸다.

2018.01.30. http://www.stcsm.gov.cn/xwpt/kjdt/5463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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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영하 70℃에서 사용이 가능한 리튬배터리 개발

최근, 푸단(復旦)대학 샤융야오(夏永姚) 연구팀은 영하 

70℃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 리튬배터리를 개발하여 충전

배터리가 향후 지구의 극한지역 더 나아가 우주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할 전망을 보인다. 해당 성과는 미국 에너지 학술

지 “Joule”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리튬배터리는 응고점이 낮고 극히 낮은 온도 조건에서도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아세트산에틸을 전해액으로, 두 가지 종류의 유기화합

물 PTPAn과 PNTCDA을 각각 음극과 양극으로 사용하였다.

전해액은 이온을 2개 전극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화학 매질이다. 그러나 저

온 조건에서 전해액과 전극 결합 위치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이 유지되기 어렵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 기존 리튬배터리와 다른 전극을 사

용하였다. 해당 전극에서 사용한 유기화합물은 “삽입 과정”에 의존하지 않기에 

리튬 이온이 전극의 분자격자에 삽입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저온 조

건에서 삽입 과정이 느려지는 현상을 피면하였다. 또한 아세트산에틸 전해액과 

유기고분자 전극의 사용으로 충전 가능한 배터리가 영하 70℃ 극저온 조건에

서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리튬배터리는 영하 20℃ 일 경우 성능이 최적 수준의 50%이고 영

하 40℃일 경우 성능은 최적 수준의 12% 밖에 안 된다. 러시아, 캐나다 등 극

한지역의 최저 온도는 영하 50℃에 달하며 우주의 온도는 영하 157℃까지 내

려간다.

새로운 배터리 재료는 전통적인 배터리 전극재료에 비하여 얻기 쉽고 저렴

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며 원가가 전통적인 배터리의 1/3 밖에 안 된다. 그

러나 해당 리튬배터리의 상품화를 구현하려면 단위 질량의 에너지가 이미 상

업화된 리튬배터리에 비하여 낮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또한 생산 과정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2018.03.14.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3/404146.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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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중국과기대,� 1,300℃� 고온에 견디는 단열 방화재료 개발

최근, 중국과기대 교수 위수훙(俞書宏) 연구팀은 1,30

0℃ 고온을 약 300℃로 “단열” 시킬 수 있는 이중망상구조 

페놀알데히드 수지/이산화규소 복합 에어로겔 재료를 개발

하여 건축물 안전 향상 및 에너지절약 등 분야에서 응용 전

망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연구성과는 세계 학술지 “독일응용화학회지”에 게재되

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350℃ 이상의 열을 받을 경우 강도가 신속히 떨어

지면서 붕괴를 초래한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중 망상구조 복합 에어로겔은 수지상 마이크로 다공성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섬유 크기는 20nm 이하이다. 또한 2종 구성성분은 각

자 연속된 망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유기, 무기 성분이 나노 규모에서의 균일 

분산을 형성하였다. 해당 에어로겔은 60%의 압축에도 파괴되지 않고 뛰어난 

기계적 강도 및 가공성을 보유하고 있다. 2종 구성성분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강한 상호 작용은 다공성을 협동하면서 뛰어난 보온단열 효과를 생성한다. 그 

효과는 전통적인 발포폴리스티렌, 광물면 등 재료에 비하여 우수하다.

연구팀은 1,300℃의 프로판-부탄가스 토치램프 화염으로 해당 에어로겔의 

방화성능을 검사하고 적외선열화상기로 샘플 뒷면의 온도 변화를 기록하였다. 

30분 동안의 테스트 결과, 샘플 뒷면의 온도는 약 300℃로 안정되었으며 또한 

유기물 성분이 연소함에 따라 이산화규소 망상 구조가 노출됨과 아울러 에어

로겔 표면에 부착되어 이탈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열량 차단 작용을 발휘하

였다.

해당 새로운 재료의 뛰어난 방화 연소방지 및 화염침입 방지 기능은 건축물 

하중 지지 구조의 파괴를 방지하여 인간 대피에 보귀한 시간을 쟁취할 수 있

다. 또한 단열 재료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률을 향상하고 에너지 소

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2018.04.05.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4/407735.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4/40773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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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세계 첫 유연성 무기반도체�재료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상하이규산염연구소 스쉰(史迅), 천리

둥(陳立東)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MPI)와 공동으로 실온 조건에서 금속처럼 우수

한 연전성을 보유한 반도체 재료 황화제일은(Argentous 

sulfide)을 발견하였다. 황화제일은 재료는 전형적인 반도체 재료이지만 이례

적으로 금속과 유사한 역학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연전성과 

가요성(Flexibility)은 스마트 의류, 가요성 태양전지판 등 유연성 전자 분야에

서 광범위한 응용 전망이 있다. 관련 연구성과는 2018년 4월 9일 “Nature 

Materials”에 게재되었다.

금속은 세라믹/반도체와 완전히 다른 역학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

면 금속은 우수한 연전성, 가소성(Plasticity) 및 가공하기 쉬운 등 특성을 보

유하고 있지만 세라믹/반도체는 실온 조건에서 취성이 강하고 가소성이 차하

며 가공이 어려운 등 특성을 나타낸다. 해당 역학적 성질의 차이로 금속과 세

라믹/반도체의 응용 분야는 완전히 상반된다. 특수한 형태 또한 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금속과 유기재료가 적합하지만 세라믹/반도체는 취

성이 강한 원인으로 해당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연구팀은 연구방향을 바꾸어 황화제일은 반도체 재료의 연신성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4년간 실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황화제일은 반도체의 가요성 성

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연구팀은 황화제일은 재료를 유연성 전자에 응용하기 위해 황화제일은 박막

을 제조하였는데 해당 박막은 덩어리 상태 황화제일은 재료에 비하여 더욱 뛰

어난 변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황화제일은을 변형시킨 후 전기학적 성질을 

연구한 결과, 수십 차, 수백 차의 중복되는 굽힘 변형을 수행한 후에도 전기적 

성능은 변화되지 않거나 아주 작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황화제일은 반도체는 굽힘 및 변형 조건에서 재료의 일체성 및 전기학적 성

능을 유지하며 광범위 조절 가능한 전기적 성능, 적합한 대역폭, 뛰어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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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유연성 전자 분야에서 광범위한 응용 전망이 있

다. 향후 연구팀은 기타 금속과 유사한 역학적 성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재료

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04.16. http://www.stcsm.gov.cn/xwpt/kjdt/546968.htm

90.� “스펀지 세라믹”� 성공적 개발

최근 중국과학자는 스펀지와 같은 유연성과 탄성을 지닌 

초경량 신형 세라믹재료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해당 신

소재는 고온에 견디고 단열성능이 뛰어난 등 기존 세라믹재

료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우주, 전자정보 등 영역에 

응용될 전망이다. 관련 논문은 2018년 4월 17일에 미국 “Science” 자매지 

“Science Advances”에 게재되었다. 논문의 제1저자는 캘리포니아대학 데이

비스캠퍼스 박사후 연구원 쓰양(斯阳)이고 교신저자는 중국둥화(东华)대학 방

직재료학 연구원 딩빈(丁彬)이다.

해당 신소재는 기존 세라믹 에어로젤의 비드체인형 나노입자 구조와 달리 

섬유 냉동성형 기술에 힘입어 독특한 섬유상 중공벽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섬

유상 중공벽은 100나노에서 1미크론 크기의 그물구멍을 포함하며 그 중에 세

라믹 섬유가 촘촘하게 달라붙어 있기에 외력의 작용에 의해 빠르게 변형되고 

복원될 수 있다.

섬유상 세라믹 구조에서 섬유의 지름은 200나노미터이고 1,100℃에서도 압

축 및 리바운딩이 가능하며 500차 압축 후의 소성변형은 12% 밖에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무게도 뚜렷하게 감소되었고 최저밀도는 0.15mg/cm²에 달한다. 

아울러 초고 공극률 및 구불구불한 그물구멍 통로를 보유하기에 열대류 효과

를 줄일 수 있고 단열성능이 뛰어나다.

신형 세라믹은 향후 전자기 차폐재료, 유연성 전자부품, 생물조직공학 지지

대 및 고성능 촉매담체 등의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

2018.05.03.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4/410771.shtm

http://www.stcsm.gov.cn/xwpt/kjdt/546968.htm


138 2018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91.� 새로운 화재 자동경보 내화성 벽지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상하이규산염연구소 주잉제(朱英傑) 

연구팀은 화재 발생시 쾌속 응답(몇 초 내) 및 지속적 경보

(5분 이상)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화재 자동경보 내화성 벽

지”를 개발하여 벽지의 가연성으로 인한 안전위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성과는 세계 유명 학술지 “ACS Nano, 2018″에 게재되었

다.

해당 벽지는 수산화인회석 초장 나노와이어를 원료로 제조한 내화지와 산화

그래핀 온도 민감성 센서 등 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화재 경보 시스템을 

내장시켰기에 신속하게 화재 경보를 낼 수 있다. 그 원인은 산화그래핀은 실온

에서 전기를 전도하지 못하지만 화재가 발생시 화염으로 인한 고온으로 산화

그래핀의 산소 함유 원자단이 제거되어 전기를 전도하며 따라서 경보 장치가 

작동되어 화재 발생 즉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릴 수 있다.

새로운 화재 자동경보 내화성 벽지는 뛰어난 내고온 및 내화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1,000℃ 이상의 고온에 견딜 수 있고 일발적인 화염으로 긴 시간 가열

하여도 연소되지 않는다. 또한 그 주요 성분인 수산화인회석 초장 나노와이어

는 전형적인 바이오소재이기에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인체 뼈손상 복구에 이용

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인체와 접촉하여도 된다. 또한 유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할 수 있

다.

2018.05.0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5/411313.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5/411313.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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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칭화대학,� 초장 탄소나노튜브 다발 제조

최근, 중국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나노과학기술” 특별 

프로젝트의 지원에 의해 칭화대학 교수 웨이페이(魏飛) 연

구팀은 리시더(李喜德) 연구팀과 공동으로 초강도 탄소나

노튜브 섬유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단일 가닥 탄소나노튜브의 이론강도에 접근하는 초장 탄소나노튜

브 다발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초장 탄소나노튜브로 초강도 섬유 제조가 가능

하게 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초강도 섬유 개발에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관련된 연구성과는 2018년 5월 14일 “Nature Nanotechnology”에 온라인

으로 게재되었다.

탄소나노튜브는 현재 강도가 가장 높은 소재로서 영률(Young’s modulus)

은 1TPa이상, 인장강도는 100GPa 이상에 달하고 비강도(Specific strength)

는 62.5GPa/(g/cm3)에 달하여 T1000 탄소섬유 강도의 10배 이상을 초과한

다. 이론 계산 결과, 탄소나노튜브는 현재 유일한 우주 엘리베이터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소재이다. 단일 가닥 탄소나노튜브를 조립한 후 계속하여 단일 가

닥 탄소나노튜브의 뛰어난 역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것은 초강도 나노섬유 제

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기존의 탄소나노튜브 섬유의 강도는 

0.5~8.8GPa로서 탄소나노튜브 이론강도(>100GPa)에 비하여 훨씬 낮다. 그 

주요 원인은 섬유를 형성하는 탄소나노튜브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단위체 사

이는 반데르발스 힘으로 상호 결합되었기에 인장력 작용에 의해 상호 미끄럼 

운동이 발생하여 탄소나노튜브의 고유적인 고강도 특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 탄소나노튜브 내부의 구조 결함, 무질서한 방향성 등

은 모두 섬유 강도 감소를 유발한다. 이와 반대로 초장 탄소나노튜브는 cm 나

아가 dm 이상의 길이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구조, 일치한 방향

성 및 이론적 한계에 접근하는 역학적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에 초강도 섬유 제

작 분야에서 뛰어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8.05.30. http://www.most.gov.cn/gnwkjdt/201805/t20180525_13967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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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세계 첫 그래핀 개질 아스팔트로 노면 준공

최근, 세계 첫 그래핀 첨가 합성고무 개질 아스팔트 포장 

노면이 광시(廣西) 난닝대교에서 완공되어 그래핀이 노면에

서 상업화 응용을 구현하였고 또한 그래핀 산업이 대량 제

조에서 규모화 응용에로의 산업사슬을 마련하여 그래핀의 

산업화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였다.

2009년에 준공된 스틸박스 거더 구조의 난닝대교는 광시의 랜드마크(Land 

mark)이다. 스틸박스 거더교는 유연성이 크고 온도 감수성이 높으며 강판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층의 접착이 어려운 등 원인으로 대규모 교통량 및 대형, 초

대형 차량의 작용으로 교량 노면에서 굽힙, 인장, 전단 및 온도 응력이 생성되

며 따라서 균열, 바퀴자국, 변형, 층분리 등 파괴 현상이 발생하므로 노면 포장

에 큰 어려움이 있다.

준공 10년 후 난닝대교를 대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로 구조 설계를 보

류함과 아울러 광시대학 교수 선페이캉(沈培康) 연구팀과 광시정루(正路)기계

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그래핀 첨가 합성고무 개질 아스팔트

를 포장하였다. 그래핀 첨가로 기존의 고무 개질 아스팔트 노면의 각항 지표는 

대폭 향상되었다. 노면 온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노면의 고온 동적 안정성, 

저온 균열 내성, 노면 접착 강도, 내노화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로써 스틸박

스 거더교 노면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해당 재료

의 각종 기술 지표는 기존의 노면 기술 규범 지표에 비하여 대폭 향상되어 도

로 수명이 낮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전망이다.

2018.06.01. http://www.chinahightech.com/html/chany/xcl/2018/0530/469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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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소재게놈 방법으로 신형 둔감 고에너지 폭약 분자 제조

최근 중국공정물리연구원 화공재료연구소 에너지소재게

놈연구센터 에너지분자개발팀은 최초로 소재게놈 방법으로 

신형 둔감 고에너지 폭약 분자의 신속 설계 및 선별을 달성

하였으며 또한 2단계법으로 신형 둔감 고에너지 폭약 분자

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는 소재게놈 아이디어를 최초로 폭약 개발 분야

에 활용한 성공 사례이다. 해당 연구 성과는 최근 “Nature 

Communication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둔감/고에너지는 각각 폭약의 안전성과 파괴 성능을 대표하며 한 쌍의 역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성능지표이다. 둔감 고에너지 폭약(IHE)으로 현대 무기시

스템의 고파괴력과 고안전성 실현이 가능하므로 세계 군사강국은 IHE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시행착오적 제조 로드맵은 위험성이 크

고 원가가 높으며 효율이 낮은 등 문제가 존재하기에 둔감/고에너지 간 최적 

평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 최근에 고에너지 밀도 소재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소재게놈”은 원소주기표 원소를 선별해 새로운 소재 미시적 구조를 

조합해낼 수 있어 신소재 개발의 선진적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구팀은 소재게놈공학 아이디어를 신형 IHE 개발에 창조적으로 도입하였

다. 또한 에너지소재 데이터베이스 분석, 컴퓨터 보조 대량신속 설계·선별을 

통해 신형 둔감 고에너지 단일 기질 폭약(일련번호 ICM-102, 즉 2,4,6-트리

아미노-5-니트로피리미딘-1,3-이산화물)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실온 측정 밀도 1.95g/cm3，계산 폭발속도 9,000m/s인 해당 폭약 분자는 

충격, 마찰, 정전기 등 외부 자극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열안정성이 높고 원가

가 낮으며 규모화 합성이 쉬운 등 장점을 보유하는 등 잠재력이 풍부한 IHE이

다.해당 연구는 세계 최초로 “고에너지 소재게놈 과학” 연구개발 새모델을 개

척하였고 신형 고성능 단일 기질 폭약 개발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미래 에

너지소재학과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2018.06.3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6/28/
content_397923.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06/28/content_39792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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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세계 첫 무금속 페로브스카이트형 강유전체�개발

최근, 둥난(東南)대학 슝런건(熊仁根) 연구팀과 유위멍(游雨
蒙) 프로젝트팀은 최초로 무금속 페로브스카이트형 강유전체를 

발견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재료 패밀리에 새로운 구성원을 증가

시켰다. 해당 발견은 피부처럼 유연한 광전자 소자, 마이크로 나

노로봇 등 환상적인 기술 실현에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2018년 8

월 12일 “Science”에 게재되었다.

흔히 볼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재료는 주로 무기 페로브스카이트와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2종이다. 해당 재료는 라이터와 같은 일상용품 뿐만 아

니라 우주비행선 등 선진 설비에도 모두 이용된다. 그러나 모두 금속 원소가 함유되

어 있기에 가공, 제조가 어려우며 더 나아가 일부분 금속 원소(예를 들면 납)는 심각

한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비추어 과학자들은 페로브스카이트 패밀리에 속하는 

3번째 종류-전유기 페로브스카이트 재료 즉 무금속 페로브스카이트 개발에 진력하

였다. 둥난대학 분자 강유전 재료 연구팀은 다년간 연구를 거쳐 대전 분자단으로 무

기 이온을 치환하여 23종의 전유기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재료를 성공적으로 개발

하였다.

무금속 페로브스카이트 재료는 금속 원소를 함유하지 않았기에 유연성, 쉬운 가공

성, 저에너지소모, 저오염 등 특성을 보유함과 아울러 내재적인 유기적 구성은 해당 

재료에 더욱 광범위한 응용 전망을 가져다준다.

연구팀은  4종 재료의 왼손 거울상 이성질체, 오른손 거울상 이성질체 및 라세미 

화합물을 합성함과 아울러 그들의 강유전성을 입증하였다. 기존에 왼손성, 오른손성 

및 키랄성 화합물이 동시에 강유전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보고된바 없다. 해당 재

료는 데이터 저장, 광양자 통신 등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한 응용 전망을 보이고 있다.

2018.07.22. http://www.stdaily.com/index/h1t18/2018-07/16/content_69038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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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인체신호 탐지 가능한� “전자피부”� 개발

최근, 칭화대학 나노전자학부 런톈링(任天令) 연구팀은 

다층 그래핀 표피 “전자피부”를 개발했다. 아주 높은 민감

도를 보유한 해당 소자는 직접 피부 표면에 장착하여 호흡, 

심박수, 발성 등을 탐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 모니터링, 수면 모니터링, 바이오의료 등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응용 전망

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연구성과는 나노 분야 저명 학술지 “ACS Nano”에 게재

되었다.

“전자피부”는 중요한 바이오의학적 센서로서 뛰어난 유연성 및 신축성, 고민

감도, 양호한 적합성 및 편안감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핀은 뛰어난 전기전도성 

및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전자피부”의 이상적인 소재이다. 그러나 그래핀

을 더욱 편안하고 미관(aesthetic)적이며 안정하고도 신뢰적으로 피부 표면에 

장착하여 인체의 각종 생리신호를 수집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

다.

연구팀은 레이저 직접 인쇄(Laser direct writing)에 의한 그래핀 미세구조 

분석 연구를 거쳐 그래핀 밴드형 구조 기반 균열이론 모델을 구축하고 응력으

로 인한 전기 저항치 변화과정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하였다. 다층 그래핀 

표피 “전자피부”는 전기 저항치 변화를 통하여 피부 표면의 미세 형태변형 등

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손목, 인후 등 여러 부위에 장착하

여 호흡, 심박수, 언어 등 생리징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전자피부” 장착은 

테스트자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8.08.14.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8/416342.shtm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8/416342.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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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투명발광 잉크 개발

최근, 톈진(天津)대학 재료학부 펑웨이(封偉) 연구팀은 중

국 최초로 불소-질소 이중도핑 탄소양자점(FNCDs)을 제작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가보

호형 초장시간 실온 인광 성능을 보유한 잉크를 개발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발광 투명소재 특히 실온 인광소재는 장기적 발광 수명 및 특이한 단일선 상태

-삼중선 상태 전이 등 우수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아주 뚜렷한 암호화 효과

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광자 암호화 정보의 중요한 운반체로서 정보 안전 분야

에서 광범위한 응용전망을 갖고 있다. 아울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연구 분야

이며 아주 높은 경제가치 및 응용전망을 보유하고 있다. 투명잉크는 발광 투명소

재 플루오로카본류에 속하는 소재이다.

대부분 탄소양자점 기반 실온 인광소재는 탄소양자점을 기질에 삽입해야 실온 

인광 발광 현상이 발생하며 발광 시간은 수십 밀리초 밖에 되지 않는다. 연구팀이 

개발한 실온 인광 탄소양자점은 기질 보조적 산소 격리층을 고려하지 않는 조건

에서도 실온에서 자연발광 인광을 구현할 수 있고 발광 시간이 1.21초에 달한다. 

또한 외부 자극은 직접 노출된 탄소양자점에 작용할 수 있기에 외부 자극 응답성

을 보유한 인광 센서 설계에 적합하다. 실험 과정에서 연구팀은 불소-질소 이중

도핑 탄소양자점 수분산액으로 제작한 잉크를 일반 상업용 잉크젯프린터를 통하

여 미리 설계한 복잡한 패턴, 문자 등 암호화 정보를 여과지에 프린트하였다. 건

조 후 해당 잉크는 자외선등 조건에서 강렬한 고체 남색 형광을 방출하고 자외선

등을 조사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가보호 녹색 인광을 방출하여 시공간 차원에서의 

정보 이중 안전 보안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성과는 정보 기록 판독, 위조방지 및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등 분야에 응용될 전망이다. 또한 해당 이중 원소 복합 도핑 기술은 실온 인광 투명

소재의 설계 및 응용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2018.08.23.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8/22/content_702778.shtml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8-08/22/content_70277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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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페로브스카이트 LED의 외부양자효율 20.7%� 달성,� 세계

기록 경신

최근 중국과학원 황웨이(黄维) 원사와 난징(南京)공업대

학 왕젠푸(王建浦) 교수팀은 공동으로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발광다이오드(LED)의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을 국제 동종업계 수준의 약 1.5배

인 20.7%에 도달시켰다. 해당 성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Nature”에 게재되었

다.

기존 평면구조 LED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발광 효율이 낮다. 출

광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광추출 기술을 사용하는데 동 기술은 원가가 

높고 제조공법이 복잡하다. 또한 LED의 발광 스펙트럼 및 출광 방향을 변화시

킬 수 있어 발광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발전뿐만 아니라 발광도 할 수 있는 재료로서 제조원가가 

낮고 형광양자효율 및 색순도가 높으며 색깔 조절이 가능한 등 특성을 보유한

다. 평평하고 피복율이 높으며 뚜렷한 공동이 존재하지 않는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제조하는 것은 고효율 발광장치를 구현하는 핵심이다. 연구팀은 저온 

용액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층을 설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였

다.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용액에 일종의 아미노산 첨가제를 넣는 방

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층을 자발적으로 형성시켰다. 동 유형의 첨가제는 

기저층 기질과 결합하여 한 층의 유기절연층을 형성하는 한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유도하여 저결함 밀도의 고품질 결정을 형성함으로써 고효율 발광을 

구현할 수 있다.

해당 방법으로 제조한 신형 페로브스카이트 LED의 다수 핵심지표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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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대역을 보유한 OLED에 비해 우수하다. 또한 에너지소모가 적고 밝음도가 

높으며 초대면적 장치 제조가 쉬운 등 무기 LED와 OLED의 장점을 모두 갖추

어 텔레비전, 스마트폰, 대형 옥외 디스플레이어, 자동차 및 주택 조명 등 영역

에 광범위한 응용전망이 있다.

2018.10.17.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8/10/418624.shtm

99.� 세계 최대�비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양극재료 개발

최근 베이징대학 샤딩궈(夏定国) 연구팀이 세계 최대 비

에너지밀도를 보유한 리튬이온전지의 망간 기반 과리튬 양

극재료를 개발하여 신형 높은 비에너지 리튬이온전지 양극

재료 설계에 새로운 아디이어를 제공하였다.

연구팀은 신형 고비에너지 망간 기반 양극재료 연구에서 도핑, 코팅, 나노토

포그래피 등 기존 개질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LiMO2상과 단일층 Li2MnO3

상을 복합시킨 O2구성의 망간 기반 과리튬 동력전지 양극재료를 제조하였다. 

동 재료의 방전비용량은 400mAh/g 이상이고 비에너지밀도는 1,380Wh/kg 

이상에 달해 500Wh/kg 이상 비에너지밀도 신형 리튬이온전지 개발에 가능성

을 제공하였다.

해당 연구는 층상 망간 기반 과리튬 재료 연구에서 국외 특허(O3구성)에 의

존성을 탈피하였으며 이는 중국 리튬이온 동력전지 산업의 다방면적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당 연구 성과는 “A High-Capacity O2-Type 

Li-Rich Cathode Material with a Single-Layer Li2MnO3 

Superstructure(단일층 Li2MnO3 초구조체 대용량 O2구성의 과리튬 재료)”

란 제목으로 2018년 3월에 “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되었다.

2018.11.29. http://www.most.gov.cn/gnwkjdt/201811/t20181122_142864.htm?tdsourcetag
=s_pctim_aiomsg

http://www.most.gov.cn/gnwkjdt/201811/t20181122_142864.htm?tdsource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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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산화탄소(CO2)� 포집이 간단한 다공성 신소재 개발

최근, 톈진(天津)대학 화공학원 왕즈(王志) 연구팀은 세

계 최초로 다공성 소재 박막에 의한 초박막 대면적 제조에 

성공하여 이산화탄소 분리 및 포집이 더욱 간단하게 되었

다. 해당 연구는 온실효과 가스배출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체 분리 기술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였다. 해당 성과는 2018년 11

월 19일(영국 런던 시간) “Nature Material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이산화탄소의 분리 및 포집은 산업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

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체 분리 과정에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MOFs” 재료의 탄소 포집 효과가 이상적이지 못하다. 산업 생산 특히 전

력 업계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수증기가 함유되어 있다. 

“MOFs” 재료는 습한 조건에서 구조가 쉽게 파괴될 뿐만 아니라 분리 여과막

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MOFs” 재료는 다른 1종의 중합체와 혼합한 후 고분자 

기저막에 피복되어 “혼합상(Mixed phase)” 박막을 형성한다. 그러나 “MOFs”

와 박막의 중합체 사이에 화학적 다리걸침(Bridging) 작용이 없기에 해당 여과

막은 균열 및 불균일 등 결함이 존재하여 실제 사용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팀은 최초로 규칙적인 미세공 구조를 보유한 금속 유도 규칙적 미세공 

중합체(MMPs)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여 이산화탄소와 질소기체의 고효율 분리

에 이용하였다. 해당 구조는 구리 또는 아연 금속이온, 유기 커플링 분자 및 짧

은사슬 고분자 중합체를 구조 유닛으로 한다. “MMPs”를 제품의 기저막에 피

복하면 “MOFs” 공극 구조 특성을 보유함과 아울러 “MOFs” 박막의 단점을 해

결할 수 있으며 또한 양호한 막형성성, 뛰어난 안정성을 보유하게 한다. 동시

에 해당 구조는 중합체 유닛과 양호한 친화성을 보유한 이산화탄소를 투과시

키고 친화성이 비교적 나쁜 질소기체를 차단하여 기체 분리를 구현한다.

2018.12.05.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1/22/
content_408851.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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