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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정리한 2019년도 분야별 중국 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입니다.



중국은 공산당과 국무원 등의 하향식(top-down)체제 속에서 전문 분야별 과학기술위원

회와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서 추진하

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규획,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과학기술혁신 제13차 5개년(2016~2020) 규획 등 거시계획인 규획(規劃)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정부기관 등이 지원주체로 지원을 하면서 중앙정부 지원 연구자금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구체적 계획 아래에서 지원, 운영, 평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자연과학

기금, 국가과학기술 중대특정프로젝트,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기술혁신 유도계획, 연구거

점과 인재계획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G2로서 위상에 맞추어 미국 다음으로 연구개발비(2016년 기준 세계 2위)와 연구인력

(2016년 기준 세계 1위), 연구개발 발표 논문수(2017년 기준 세계 2위)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4차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특별한 영역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하여 

중국의 우주 및 항공, 전자통신 및 자동화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인센티브 제도로 연구원들을 격려하여 성과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연구지원기반 정비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중요 분야 연구개발 시설(국가나노과학센터, 

슈퍼컴퓨터, 양자전문연구센터 등)을 설립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여러 

기관 소유의 시설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연구개발전문장비의 공용화를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필요한 곳에 혁신을 하되 불필요한 곳에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절제된 

연구개발 국가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NRF R&D Brief 2019-37호에서 요약정리)

○ 환경과 에너지 : 에너지발전 제13차5개년계획, 국가환경보호 제13차5개년계획  

  - 석탄의 친환경․고효율 이용 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시화 관련 기술 등

○ 생명과학 : 국가혁신주도형발전전략 요강, 과학기술혁신 제13차5개년계획 등

  - 선진 바이오 기술, 농업생물 유전적 개량, 의학면역학, 단백질 복합체와 생명노화 

제어, 줄기세포 연구 및 임상화, 게놈 편집 등이 핵심 분야로 주목

○ 정보과학 : 과학기술혁신 제13차5개년계획, 중국제조2025, AI20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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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통신․양자 컴퓨터, 국가사이버보안, 스마트 제조,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등

○ 나노재료 : 과학기술혁신 제13차5개년계획, 중국제조2025 등 

  - 중점적 신소재 연구개발과 응용, 양자통신․컴퓨터, 스마트 제조와 로봇, 항공엔진과 

가스터빈, 신소재기술, 신소재 설계 및 제조공정 등

그리고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동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2019년도 분야별(기초과학, 원자력

/우주환경, 생명/의료, ICT/융합, 에너지/환경, 기계/재료과학) 중국 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을 아래와 같이 정리·요약하였다. 

2019년도 중국의 기초과학 키워드는 미시적인 쿼크와 중성자 단위까지 구현이다. 이미 

양자컴퓨팅에 응용하여 미래 암호화기술의 기초를 차분히 다지고 있다. 이 분야에 과감한 

국가적인 지원과 인력양성에 힘쓰는 과정을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주항공분야에서는 “창어 4호”를 발사하여 인류 최초로 달뒷면을 연착륙하고 “췌차오

(鵲橋)” 중계위성을 통해 세계 처음으로 근거리 촬영하여 달뒷면 사진을 전송하였다. 동시

에 달에서 인류사상 최초로 목화씨 발아에 성공하고 우주정거장과의 영상통화를 구현하고 

우주항공을 넘어선 환경에서 적응성 검사를 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넓은 

공간을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연결시키려고 태양광 드론 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천문대를 중심으로 우주은하계 영역까지 확장하여 거대원반 항성계가 어떻게 형성되

어 변화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이해하는데 핵심적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위성발사기술에서

는 더 강력하고 가성비 높은 동력을 제공하는 연구를 위하여 최대 추력 고체로켓엔진 

시운전에 성공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2018년 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력관련 융합통합적용기술을 개발하였고, 2019년엔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원자력의 표준설계기술을 해외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공태양”실험은 기본적으로 안정상태로 운행 중에 있다. ITER 첫 대형 

초전도마그넷 코일 개발을 통하여 생산설비의 전체적인 중국화를 달성함과 아울러 초전도

마그넷 제조 표준 및 관련 규범을 발전 및 준비했다. 또한 관련 10여 항목의 특별프로젝트 

표준을 개발하여 향후 핵융합로 표준 구축에 유익한 참조적 가치를 제공함과 아울러 중국-

유럽의 핵융합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심층화 및 폭넓은 확산에 따른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생명/의료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난카이대학, 숙주세

포의 바이러스 감염 저항 새 경로 발견)과 인간의 보건 및 의료 기술성과를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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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베이징대학은 화학 소분자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간세포 기능을 장기간 유지하

는 성과를 얻었고 생세포 단백질에 “제어 스위치”를 장착하고 동시에 인간배아 착상 과정을 

최초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경제성장과 함께 필수적으로 인간의 보건의료 관련하여 간암과 

뇌과학관련 연구 및 신경줄기세포의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간의 배아구조 탐색과 

재프로그래밍 및 DNA분자의 미세구조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다,

ICT는 모든 영역에 융합할 수 있는 분야로서 2019년도 주요 키워드로 “인공+양자+시스

템”이다. 양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활용한 양자컴퓨팅과 최초로 새로운 원거리 양자암

호키분배 프로토콜을 제안하였고 광양자로 중계하는 것을 구현하며 다중 노드 양자 스토리

지 네트워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초전도 양자 큐비트와 양자순간이동을 연구하여 발표하

였으며 광전송도 최초로 Pbit/s급으로 선을 보였으며 중국의 궤도교통도 4G를 넘어 5G시

대로 연결하였다. 

에너지/환경분야는 미세입자와 온난화를 대비한 협력연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12년간 SO2의 시공간적 변화 패턴 및 형성 원인 

규명을 통해서 2009~2013년 남부지역의 SO2 농도 상승은 적은 강수량, 풍속(Wind 

speed) 감소 및 정적 힘(Static force) 안정성 증가 등을 포함한 불리한 기상 요인이며 

기상 조건의 역할이 배출감소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커서 2009~2013년 SO2의 상승을 

유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태양전지의 수명연장을 위한 소자개발 및 전지의 촉매개발

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는 연구개발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정책법규에 따른 

대기, 수질, 고체폐기물에 대한 "국민생태환경행동규범"을 교육하면서 현장 실시를 확대하

여 친환경 경제건설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대기오염 저감 성과 가시화로 인하여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 74개 중요 도시의 입방미터당 PM2.5 평균농도는 25% 

감소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배출감소 프로젝트, 에너지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은 각각 

입방미터당 10μg, 6.8μg, 4.2μg을 기여한 40%, 27%, 17%를 차지했다. 그 중 석탄연

소보일러 관리, 산업기준 고도화 개조, 발전소 초저배출 개선, 비산먼지 종합관리 등은 

PM2.5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기계/재료 분야는 중국제조 2025계획의 “스마트”,“지능화”,“나노복합화”등의 키워드를 

갖고 세계 최초 시속 350km 자율주행 고속열차인 푸싱호를 선보였고, 후난창더 하이테크

개발구에서 세계 최대 규모 타워크레인 스마트공장을 오픈하였다. 세계 최고급 해양 계선쇄 

강을 개발하고 세계 첫 지능 초대형 유조선 VLCC 조립을 완료하였다. 서북공업대학에선 

자율변형 글라이딩+날개짓 생체모방 유연체 잠수정을 개발하고 첫 중국산 크루즈선 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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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하였다. 그래핀, 나노, 로봇 분야에서도 세계 첫 지능화 자기부상궤광 생산라인을 

가동하였으며 톈진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단층 그래핀 나노리본을 제조하였다. 샤먼대학에

선 세계 첫 원자수준 정밀도의 풀카본 전자소자를 개발하는 등의 유인잠수기용 티타늄합금 

유인캡슐을 개발하고 세계 첫 액체상태 완전 유연성 지능로봇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들 중국의 과학기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

보면서, 한국은 보다 강력한 기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중국의 과학기술과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계획과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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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기초과학 1

제1장
기초과학

1.� 최초�초저온 조건에서 원자와 분자 사이 충돌 공진관측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판젠웨이(潘建偉)/자

오보(趙博) 연구팀은 최초로 초저온 조건에서 원

자와 분자 3체 시스템 사이의 충돌 공진을 성공

적으로 관측하여 기존에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던 

원자-분자 상호작용의 양자 본질을 규명함과 아

울러 초저온 양자화학 연구 분야에서 10여 년간 지속된 난제를 해결하였다. 해

당 연구성과는 “Science”에 게재되었다.

우주의 모든 원자, 분자는 모두 끊임없이 운동하며 그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충돌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물리학에서 계속 규명하려고 노력한 중요한 규칙이

다. 일반 실험에서 저속 촬영 기술을 통하여 탄알이 수박, 유리 등을 관통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원자와 분자의 만남, 충돌하는 각종 세부적 과정

을 다양한 장면으로 전시할 수 있는 “3D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면 양자 차원

에서 화학반응의 미시적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샘플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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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계산을 결합시켜 모델을 구축하여 분자와 원자의 상호작용을 역추정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역할”에 대한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다면 양자역학을 이

용하여 원자, 분자 세계의 진실한 운행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초저온 상태에서의 이원자 분자(Diatomic molecule)는 이미 세계 다수 실

험실에서 제작하였지만 다원자 분자(Polyatomic molecule) 시스템은 복잡계

가 대폭 증가되어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최근 10 년간 초저온 

분자의 충돌 공진 관측은 해당 분야 실험에서의 중대한 연구과제로 되었다. 분

자의 체적이 크고 질량이 무거운 입자는 초저온 상황에서 뚜렷한 양자 특성을 

나타낸다. 해당 조건에서 분자의 이동 속도는 아주 늦기에 전기장 또는 자기장

을 통하여 연구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조 및 운동을 제

어할 수 있는 충족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연구팀은 초저온 원자 혼합 중에서 온도가 수백 나노 켈빈온도(k)인 초저온 

분자를 제작하였으며 칼륨 40 원자와 나트륨 23, 칼륨 40 분자를 혼합하여 기

저 상태의 다양한 초정밀 에너지급 상태를 제작하였다. 해당 칼륨-나트륨-칼

륨 3체 시스템에서 자기장 조절 기반 정밀 조절을 이용하여 충돌 공진을 찾았

으며 최종적으로 11개 공진을 “촬영”하였다. 연구팀은 다음 단계에 더욱 많은 

공진을 측정함과 아울러 이론학자와 협력하여 정확한 예측 모델을 찾아내어 

초저온 조건에서의 원자-분자 충돌을 파악·예측할 예정이다. 이는 초저온 분자 

충돌을 연구하는 최종 목표이다.

2019.01.25. http://www.cas.cn/cm/201901/t20190122_467774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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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기대,� 고차원 양자상태 생성 및 측정 달성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궈광찬(郭光燦)/한정

푸(韓正甫) 연구팀은 양자상태의 상이한 자유도

간 매핑방법을 이용해 충실도와 안정성이 뛰어

난 고차원 양자암호키 분배 방안을 설계하여 실

험적으로 검증했다. 해당 연구성과는 “Physical Review Applied”에 게재되

었다.

고차원 양자암호키 분배는 고차원 양자상태 코딩을 이용해 단일 양자상태에

서 1비트 이상의 고전적인 정보를 탑재할 수 있기에 보안암호키 생성률을 효

과적으로 향상시킨다. 또한 보다 높은 시스템 오차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조작

능력이 더 강하다. 뿐만 아니라 BB84 프로토콜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차원 

양자상태 부호화/복호화 기술에 비해 광자 궤도각운동량 등 고차원 양자상태

의 고충실도, 고속 부호화/복호화 구현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이런 원인으로 

기존의 고차원 양자암호키 분배 기술은 아직도 원리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기술의 실용화 발전을 제한하는 핵심문제는 고차원 양자상태 생성과 전

송 그리고 측정이다.

연구팀은 광자의 편광과 궤도각운동량 상호연관성에 기반해 편광/궤도각운

동량 2자유도 간 상태 매핑방법 및 구현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차원 양자

상태 고정밀도 생성 및 측정을 구현했다. 해당 방안은 광자 편광 상태를 제어

함과 동시에 매핑장치를 통해 광자의 궤도각운동량 양자상태를 고정밀도로 제

어할 수 있다. 이로써 고충실도 정보 탑재 및 추출을 구현한다. 기존 기술에 비

해, 해당 방안의 최대 장점은 부호화/복호화 과정에 광자상태 간섭 제어가 필

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우 낮은 백그라운드 오류율과 뛰어난 안정성을 보

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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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법에 기반해 달성한 고차원 QKD 시스템의 평균 오류율은 

0.6%±0.06% 밖에 안 된다. 또한 상관성이 낮은 광원을 이용해 1.849비트/펄

스(이론적 한계 2비트/펄스)의 고수준 선별 후 보안암호키 전송률을 달성했다. 

동 시스템은 광자의 편광 상태 제어만 이용하기에 2차원 양자암호키 분배 시

스템과 동일한 높은 작동효율을 달성할 수 있어 응용전망이 밝다. 해당 연구는 

고차원 양자암호키 분배와 관련한 상태 생성 및 상태 측정의 2가지 어려움 해

결에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고차원 양자암호키 분배 기

술의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2019.03.12. https://mp.weixin.qq.com/s/AHljPaDhw2gm1nl29NX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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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첫 10m�해상도 지구 지표면 커버리지맵 작성

최근, 칭화대학 지구시스템과학부 궁펑(宮鵬) 

연구팀은 국내외 연구자와 공동으로 세계 첫 

10m급 해상도 지구 지표면 커버리지맵을 작성

하였다. 해당 지도 제작법 및 결과는 “Chinese 

Science Bulletin”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현재 세계화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화, 농지파괴, 자원의 과도개발 등 

일련의 환경 문제가 존재한다. 고해상도 토지 피복 정보 등은 토지환경 모니터

링 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정보이다. 2011년, 연구팀은 세계 첫 30m 지표면 커

버리지맵(FROM-GLC)을 작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0m 해상도 지구 토지 

피복도 제품 FROM-GLC10을 개발하였다. 해당 제품은 연구팀이 2011년 이

후 FROM-GLC로 획득한 경험 및 샘플 라이브러리 구축 과정에서 축적한 경

험 외에 10m 해상도 Sentinel-2로 촬영한 안정적인 지구영상 무료 제공 그리

고 Google Earth Engine(GEE) 플랫폼의 강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의 도

움으로 제작되었다.

FROM-GLC10은 FROM-GLC에 비하여 더욱 정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으며 FROM-GLC으로 구분할 수 없는 소규모 주거지, 작은 연못, 논밭 및 일

부분 노면도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량 및 컴퓨팅 요구도 약 10배 향상되었다.

FROM-GLC10은 전세계 약 9.3만 개 샘플 위치의 30여만 개 서로 다른 계

절에서의 훈련 샘플로 훈련한 분류기를 기반으로, 샘플수 및 오차에 대한 심층

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지표면 커버리지 제한 샘플의 안정적 분류” 

이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 비교를 통하여 FROM- GLC10의 샘플 이전 실

행가능성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지구 지도 작성에 주요한 지침적 역할을 일으

킬 전망이다. 이번의 검증 샘플은 훈련 샘플과 연관성이 없고 지구 지표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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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균일하게 임의로 분포되었으며 또한 해당 분포점 위치 유형은 일정한 수

준에서 지구의 지표면 커버리지 상황 및 각종 유형의 비율과 대응되기에 검증 

정밀도의 객관성을 보장하였다.

FROM-GLC10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정밀한 지표면 커버리지 데이터이

며 세계 임의적 지역의 농업, 임업, 수면(Water level) 등 상황에 대한 쾌속 

매핑(Mapping) 및 모니터링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이미 전세

계에 공개하였다.

2019.03.15.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3/42385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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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칭화대학,� 제3종 펜타쿼크 입자 발견

최근 칭화대학 대형강입자충돌기(LHC) LHCb

팀은 제3종 “펜타쿼크(pentaquarks)” 입자를 발

견해 쿼크 이론의 신비를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에 LHCb팀이 첫 “펜타쿼크” 입자를 발견

하기 이전에 펜타쿼크상태 물질의 존재는 이론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얼마 

전에 연구팀은 해당 펜타쿼크 입자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입자가 2개로 나뉘어

졌음을 발견했다. 이는 초기에 발견한 펜타쿼크가 실제로 2개의 독립적 펜타쿼

크(제1종, 제2종 펜타쿼크로 칭함)였고 더구나 둘의 질량이 근사해 마치 하나

의 입자처럼 보였던 것이다.

연구팀은 현재 2015년에 비해 10배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해 보다 세밀한 

구조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발견된 제3종 펜타쿼크의 질량은 제1종, 제2

종 펜타쿼크에 비해 조금 작지만 셋 모두 1개 보텀(bottom), 2개 톱(top), 1

개 참(Charm), 1개 참반쿼크로 구성되었다.

쿼크 이론은 입자물리학 표준모델의 핵심 구성부분이다. 동 이론에 의하면 

쿼크에는 업(up), 다운(down), 참, 스트레인지(strange), 보텀, 톱 등 6가지 

종류가 있고 그들 모두 자신의 반물질을 보유한다. 뿐만 아니라 쿼크와 반쿼크

가 결합하여 “강입자”를 형성할 수도 있다. 강입자는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3개 쿼크로 구성된 “중입자(양성자와 중성자 포함)”이고 다른 한 가

지는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된 “중간자(meson)”이다.

이외, 과학계는 기타 특별한 쿼크 조합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면 2개 쿼크와 

2개 반쿼크로 구성된 테트라쿼크(tetraquarks) 입자 그리고 4개 쿼크와 1개 

반쿼크로 구성된 펜타쿼크 입자이다.

이미 발견된 3가지 종류 “펜타쿼크”의 내부 구성 차원에서 펜타쿼크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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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크로 균일하게 혼합된 것인지 아니면 1개 중입자와 1개 중간자가 붙어서 형

성된 느슨한 “분자”인지에 대해 연구팀은 후자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발견은 펜타쿼크 상태를 이해하는데 한 발짝 다가섰다. 아직까지 펜타

쿼크 내부 구조에 대한 직접적 측정이 어렵기에 이론학자와 실험학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팀은 상기 3개 펜타쿼크 입자의 성질(예를 들어 스

핀 등)을 더 많이 밝혀냄으로써 “같은 유형” 탐색 및 물질구성의 질서를 밝히

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2019.04.0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4/03/content_41858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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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초로 마그네타가 쌍중성자별 합병 생성물임을 입증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천문학부 쉐융취안(薛永泉) 

연구팀은 쌍중성자별(Binary neutron stars) 합병 생

성물은 마그네타(Magnetar)임을 입증하였다. 해당 연

구성과는 “Natur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중성자별은 우주의 가장 신기한 천체로서 거의 전부

가 중성자로 구성되며 초고밀도, 초강력 자기장 등 극

한 물리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본 물리 규칙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 천

연 실험실이다. 기존에 쌍중성자별 합병 생성물은 블랙홀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팀은 약 7시간 지속된 X선 방사 신호를 발견하였는데 해당 신호는 약 

66억 광년 떨어진 외계에서 유래된다. 다양한 핵심 관측 데이터 및 이론 분석 

결과, 해당 신호는 쌍중성자별 합병 후 생성된 마그네타에서 유래된다. 마그네

타는 자기장이 특별히 강한 별로서 그 표면 자기장은 현재 실험실에서 제조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자기장에 비하여 수억 배 강하며 또한 1초에 수백에서 수천 

라운드 자전할 수 있는 초고속 자전속도를 보유하면서 갖는 해당 원심력은 마

그네타가 자체로 생성하는 강한 인력을 단기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블랙홀로 붕괴되지 않는다. 해당 발견은 쌍중성자별 합병 직접 생성물은 대질

량 밀리세컨드 마그네타임을 입증함으로써 일련의 핵물질 모델을 배제하였으

며 향후 중력파 탐측 및 중성자별 연구에 새 방향을 제공하였다.

2019.04.16. http://www.cas.cn/cm/201904/t20190412_468862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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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암세포의 nm급 초고해상도 영상 획득

최근, 중국과기대 두장펑(杜江峰) 연구팀은 중

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쉬타오(徐濤) 연구팀과 

공동으로 세포 원위치 페리틴 분자에서 철이온의 

자성 스핀 이미징을 구현함으로써 원위치 단백질 

자기공명영상 해상도를 10nm 이하로 향상시켰

다. 해당 연구성과는 “Science Advances”에 게재되었다.

전통적인 자기공명 기술의 공간 해상도는 마이크로미터(μm)급 이상이지만 

세포 내 생물 분자 크기는 nm급이며 생성된 자기신호(Magnetic signal)가 미

약하여 코일 센서(Coil sensor)가 감지할 수 없기에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분자 구조를 볼 수 없다. 세포 원위치에서 생물 분자의 

nm급 자기공명영상 및 구조 해석 구현은 생물학 연구 분야의 최대 어려움으

로 되고 있다.

연구팀이 자체로 개발한 세포 원위치 nm급 자기공명영상 실험 플랫폼의 핵

심 소자는 “다이아몬드 센서(Diamond sensor)”인데 이는 1개의 단일전자 스

핀 큐비트와 동일하다. “다이아몬드 센서”는 샘플의 미약한 자기 신호를 감응·

접수함과 아울러 접수한 세포 분자의 자기 신호를 광신호로 전환시킬 수 있기

에 광자 탐지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간력현미

경과 결합하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nm급 자기공명영상 실험 플랫폼은 원자간력현미경과 유사하며 해당 플랫폼

에 세포 샘플을 탑재하여 정확하게 “다이아몬드 센서”에 접근시킬 수 있다. 

“다이아몬드 센서”의 자기 신호 수집 편리를 위해 세포 샘플은 캔틸레버의 유

도에 의해 원자간력현미경의 스캐닝 방법과 결합된다. 공간에서 다이아몬드 센

서는 nm수준의 변위로 전체 세포 단면을 “누비면서” 최종적으로 세포내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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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징을 구현한다.

원자간력현미경은 건강검진용 침대와 유사한 바 처리한 후의 세포 샘플을 

탑재시켜 자기공명영상 플랫폼에서 스캐닝하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최종

적으로 연구팀은 세포소기관에 존재하는 페리틴을 관측하였는데 해상도는 

10nm에 달한다. 해당 연구성과는 향후 세포 원위치 단백질 자기공명영상을 

구현하는데 양호한 기술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포 원위치 분자 규

모의 자기공명 분광학적 연구에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2019.04.2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4/24/content_41990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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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자 랜덤워크에서의 초전도 양자컴퓨팅 성과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판젠웨이(潘建偉)/주

샤오보(朱曉波)/펑청즈(彭承志) 연구팀은 중국과

학원 물리연구소 판헝(範桁)연구팀과 공동으로 

초전도 큐비트를 양자 랜덤워크(Random Walk) 

연구에 창의적으로 응용했다. 해당 연구는 향후 

다물체 물리현상 시뮬레이션 및 양자 랜덤워크를 

이용한 범용 양자컴퓨팅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당 연구성과는 

“Scienc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양자 랜덤워크는 고전 랜덤워크가 양자역학에서의 확장으로서 고전 랜덤워

크와 구별된다. 양자 랜덤워크는 양자중첩상태 특성을 이용한다. 격자점에서 

입자 이동 특성은 양자역학의 파동함수 통계법칙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양

자 랜덤워크 자체가 다물체 물리시스템의 양자 거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또한 이론상 최종적으로 범용 양자컴퓨팅에 이용 가능하다.

양자컴퓨팅에서 가장 전망 있는 방안인 초전도 양자컴퓨팅은 각국 정부의 

관심은 물론 Google, IBM, Intel, 텐센트, 알리바바 등 회사를 포함한 대기업

이 직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분야이다. 고체상태 양자컴퓨팅 방안으로서의 초

전도 양자컴퓨팅의 내재적 비교우위는 공법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호한 

확장가능성이다. 더 많은 큐비트를 끊임없이 통합함과 동시에 모든 큐비트의 

품질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최근 2년래 IBM, Google 등 회사의 초전도 양자컴퓨팅 연구팀이 각각 50

비트, 72비트 초전도 양자프로세서를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지금까지 프

로세서 품질을 입증할만한 완전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중 큐비트 컴퓨팅시스템의 핵심 평가지표인 최대 얽힘 비트 수효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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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 판젠웨이 연구팀은 고품질 12비트 1차원 체인

(one-dimensional chain) 초전도 비트프로세서 설계·가공을 통해 12개 초

전도 큐비트 다물체 실제 얽힘상태 “클러스터 상태(cluster state)” 구축을 구

현했다. 이로써 중국과기대/저장대/물리연구소 공동연구팀이 앞서 창조한 10

개 초전도 큐비트 얽힘 구현 기록을 경신했다. 중요한 것은 공동연구팀의 얽힘 

생성 방식은 기존의 집단 공명결합(resonant coupling)과 달리 표준 큐비트 

게이트로 구축하여 근본적으로 더 양호한 확장가능성을 보유한다. 해당 기록은 

현재로 고체상태 양자시스템에서 실현한 최대 다물체 실제 얽힘 비트 수효이

다. 해당 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편집자의 추천논문으로 게재

되었다.

연구팀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품질 초전도 양자컴퓨팅시스템에 기반해 최

초로 고체상태 양자컴퓨팅시스템에서 강상관 얽힘시스템의 양자 랜덤워크를 

실험적으로 시연했다. 연구팀은 단일 입자 및 이중 입자 여기조건에서 1차원 

단거리 결합의 양자 랜덤워크 연구를 통해 고충실도 상태, 얽힘도 및 상관함수

가 시공간 광원뿔(light cone)에서의 시간 의존적 변화를 관측했다. 이외 실험

적으로 최초로 경계반사 및 파동함수 간섭으로 인해 형성된 이차(secondary) 

얽힘 파면의 전파 거동을 관측했다. 이중 입자 여기를 도입한 상황에서 시간 

의존적 장거리 반상호 강상관 광자로 형성된 페르미온화 거동을 실험적으로 

관측함과 아울러 광자의 반집군(anti-bunching) 거동을 구현했다. 해당 연구

는 최초로 인공 큐비트를 사용해 광자의 반집군 거동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향후 양자 랜덤워크를 이용한 다물체 물리현상 시뮬레이션 및 범용 양자컴퓨

팅 연구에 기반을 마련했다.

2019.05.08. https://mp.weixin.qq.com/s/Cu0G07033-RZSLpDd2At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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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산소 함량 변화가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을 유발한 요인

최근, 중국/영국/러시아 공동연구팀은 산소 함

량 변화가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을 유발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 Geoscienc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5.4억 년 전에 발생한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

은 지구 생물 진화사에서의 이정표이며 현생동물의 절대다수 종류가 아주 짧

은 시간에 “갑자기” 나타났다.

2006년, 주마오옌(朱茂炎) 연구팀은 단계적 복사 및 멸종을 유발한 캄브리

아기 대폭발 과정 모델을 제안함과 아울러 동물의 초기 진화를 유발한 단계적 

복사 및 멸종 과정은 해수에서 탄소동위원소의 비정상적 변화와 관련됨을 발

견하였다. 그러나 해당 관련성 사이의 구체적인 원인 및 메커니즘은 규명하지 

못하였다.

주마오옌 연구팀은 2008년 시베리아에서 진귀한 캄브리아기 초기 탄산염암 

지층 샘플을 수집하였다. 그 후 공동연구팀은 체계적인 탄소, 황 동위원소 실

험분석 및 수학모델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 해당 지역 해수에서 탄소, 

황 동위원소는 캄브리아기 초기인 5.24~5.14억 년 전 사이에 5라운드의 동기

화 변화가 발생되었으며 그 변화폭은 대기와 천해(Shallow sea)에서의 산소 

함량 변화폭을 의미한다. 5.14억 년 전 이후 탄소, 황 동위원소의 비동기화 변

화는 해수에서 산소가 보편적으로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생물 지층 자료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결과, 캄브리아기 초기인 5.24~5.14억 

년 전 사이의 1,000만 년 시간 내 즉 캄브리아기 대폭발 피크기(Peak period)

에 해수에서 탄소 및 황 동위원소 값이 발생한 동기화 변동 횟수 및 폭은 동물 

화석의 다양성 변화 횟수 및 폭과 시간적으로 아주 일치하다. 지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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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억 년 전 이후의 약 200만 년 동안에 탄소와 황 동위원소 사이의 변화는 

비동기화로 나타났으며 탄소 동위원소는 뚜렷한 네거티브 비정상(Negative 

anomaly)을 유지하였고 황 동위원소는 빈번한 변동이 발생하였다. 우연하게

도 바로 해당 시기에 전지구적 캄브리아기 동물군 대멸종이 발생하였다.

동 연구는 최초로 정량적 모델을 이용하여 캄브리아기 대폭발 사건은 대기 

및 해양의 산소 함량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받았으며 약 5.14억 년 전 캄브리

아기 동물군 대멸종 사건은 해수에서 산소 부족으로 유발되었음을 입증하였다.

2019.05.0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5/07/content_420542.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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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과기대,� 최초로 3차원 양자홀효과 실험적 검증

최근 중국과기대 차오전화(喬振華) 연구팀은 

난팡(南方)과기대학 장리위안(張立源) 연구팀과 

공동으로 5년간 연구 끝에 최초로 mm급 텔루륨

화지르코늄 재료에서 3차원 양자홀효과를 관측했

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에 게재되었다.

3차원 층상구조 신소재인 텔루륨화지르코늄은 특수한 열전성질 및 비정상적

인 전기저항 대 온도 의존적 관계를 보유하고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다. 최근 

전세계 여러 실험실은 각자 텔루륨화지르코늄을 제조함과 아울러 다양한 방법

을 사용해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난팡과기대 장리위안 연구팀은 2014년부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실험적 연

구를 시작해 위상적 성질 획득을 시도하다가 의외로 텔루륨화지르코늄도 3차

원 시스템 연구의 이상적 재료임을 발견했다. 2017년 초에 같은 방향의 이론 

연구를 수행하는 중국과기대 차오전화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많은 국내외 저명 

연구기관의 견본을 분석했고 최종 해당 3차원 거시소재에서 양자홀효과를 관

측했다.

과학계는 1980년에 양자홀효과를 발견해서부터 2차원 시스템에 집중했다. 

이번에 검증된 mm급 거시규모 3차원 양자홀효과는 홀효과 패밀리에 또 하나

의 주요한 퍼즐을 제공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3차원 시스템은 향후 더욱 많

은 학자들을 신형 3차원 양자물질 상태 및 상변화 분야 연구에 끌어들일 것으

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3차원 시스템은 홀효과 패밀리 연구에 참신한 영역 

및 시각을 제공했다.

2019.05.16.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5/15/content_42116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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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물리 분야에서 30년간 세계 선도해

중국 베이징 전자-양전자 충돌기(BEPC)는 

배드민턴채 모양이며 동 BEPC는 길이가 

202m인 직선가속기 1대, 총길이가 200m인 

빔트랜스퍼라인(beam transfer line) 1세트, 둘레길이가 240m인 저장링가속

기 1대, 높이가 6m, 무게가 700t인 대형 검출기 “베이징 스펙트로미터

(Beijing spectrometer, BES)” 하나, 싱크로트론 방사 실험장치 14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계 최고 권위 입자 데이터 테이블에서 베이징 스펙트로미터로 측정한 데

이터가 1,000개를 초과한다. 여기서 1개당 데이터는 하나의 성과를 대표한다. 

특히 참물리(charm physics) 분야의 대부분 정밀 측정은 베이징 스펙트로미

터 협력팀이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BEPC는 참물리 분야에

서 30년간 세계를 선도해왔다. BEPC는 두 가지 과학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고

에너지 물리실험 즉, 베이징 스펙트로미터 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싱크로트론 

방사 응용연구 즉, 충돌시 발생하는 싱크로트론 방사광을 이용한 여러 학과분

야 연구이다. BEPC는 매년 약 500차례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계는 입자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입자를 쪼개여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탐구해 왔다. 충돌속도가 빠를수록 더 작은 쪼각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새 발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초고에너지 연구시 반드시 2개 빔을 충돌시켜야 

하지만 충분히 높은 충돌밝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입자, 작은 단면적, 높은 

빈도수를 갖춘 빔을 충돌시켜야 하기에 어려움이 더 크다. BEPC는 1988년 

10월 16일에 충돌실험에 성공했다. 2004년 개선 전의 충돌기는 한 쌍의 빔다

발로 초당 100만 회 충돌시켰지만 2008년에 이중 링 구조로 개선 후 약 100

개 빔다발에 초당 1억 회 충돌 능력을 갖추었다. 아울러 기타 성능도 제고되어 

밝기가 전에 비해 100배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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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물리 분야의 고에너지, 고강도, 우주학 등 3개 선도 영역에서 BEPC는 

고강도 영역에 속하고 나머지 2개 선도 영역은 각각 대형강입자충돌기(LHC), 

국제선형충돌기(ILC), 미래원형충돌기(CEPC와 FCC) 등과 고산우주선, 우주

탐사기, 망원경 등이 담당한다. 최근 베이징 스펙트로미터Ⅲ(Beijing 

Spectrometer III, BESIII) 협력팀은 전자-양전자 충돌에서 람다 하이퍼론

(lambda hyperon)의 가로편극(transverse polarization)을 발견했다. 협력

팀은 2009년과 2012년에 수집한 13억 차모니움(charmonium) 데이터를 이

용해 순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42만 개 사례를 선별했다. 해당 사례에서 발생

된 람다 하이퍼론의 25%에 가로편극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해당 성과는 

“Nature Physics”에 게재되었다.

전세계 14개 국가 64개 연구기관의 400여 명 과학자들은 매일 세계 각지에

서 BEPC의 양전자 흐름 세기를 표시하는 빨강선과 음전자 흐름 세기를 표시

하는 파랑선을 통해 BEPC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다. 베이징 스펙트로미터 협력팀은 1989년에 실험을 시작해서 30여 년간 중

국 주도의 협력규범을 제정하는 등 소중한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후속 연

구자들에게 사례를 보여주었다. BEPC는 향후 10년 이상 강세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된다. 향후 가벼운 강입자(light hadron) 스펙트럼 및 새 하드론상태

(hadron state) 등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실험 결과에 근거해 

성능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 원형 전자-양성자 충돌기(CEPC) 구축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

운데 2018년 말에 “CEPC개념설계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고강도 선도 영역뿐

만 아니라 고에너지 선도 영역에도 하루빨리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과학

계의 주장이다.

2019.05.2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5/22/content_42176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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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비트 고성능 초전도 양자프로세서 개발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판젠웨이(潘建偉) 연구

팀과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판헝(範桁) 연구팀

은 공동으로 24개 비트를 포함하는 고성능 초전

도 양자프로세서를 개발함과 아울러 최초로 고체

상태 양자컴퓨팅시스템에서 20비트 이상의 고정

밀도 양자결맞음 제어를 구현함으로써 양자컴퓨터 개발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

었다. 해당 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되었다.

20세기 80년대에 노벨상 수상자 Richard Phillips Feynman 등은 양자중

첩 및 양자얽힘 등 2개 기이한 양자특성에 기반한 “양자컴퓨팅” 구축을 제안했

다. 제어 가능한 큐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자컴퓨팅의 연산능력은 기하급

수적으로 상승하면서 전통적인 전자컴퓨터를 훨씬 초과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학계는 다양한 기술로드맵으로 양자컴퓨팅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 초

전도 양자컴퓨팅은 실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다. 중국과기대 판젠웨

이, 주샤오보(朱曉波), 펑청즈(彭承志) 등 학자는 초전도 양자컴퓨팅 연구에서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2019년만 기존에 달성한 10개 초전도 큐비트 

얽힘 기록을 갱신함과 아울러 “양자 랜덤워크(random walk)”도 획기적으로 

구현했다.

최근 판젠웨이 연구팀은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판헝 연구팀과 공동으로 시

스템 연결성, 판독 효율, 크로스토크 조절 및 정밀도 등 문제와 관련해 반복적

인 실험을 통해 칩 구조를 1차원에서 준2차원으로 확장시키는데 성공했다. 또

한 24개 비트를 포함하는 고성능 초전도 양자프로세서를 개발함과 아울러 고

체상태 양자컴퓨팅시스템에서 “Bose-Hubbard” 사다리 모델 다체 양자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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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20비트 이상의 고정밀도 양자

결맞음 제어도 구현했다.

해당 연구는 초전도 양자칩을 양자시뮬레이션플랫폼으로 선정함에 있어 강

한 응용잠재력을 보여주었고, 다중 큐비트시스템을 이용한 다체 물리시스템 연

구에 기반을 마련했다.

2019.08.0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8/429076.shtm?tdsourcetag=s_pcqq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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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체 금속성 수소�합성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학연구원 고체

물리연구소 극한환경양자물질센터 연구팀은 극한 

고온고압 조건에서 수소와 중수소의 금속상태를 

성공적으로 획득했다. 해당 성과는 “Advanced 

Science”에 게재됐다. 이는 연구팀이 유체 금속

성 질소(Metallic nitrogen)를 성공적으로 합성한 후 가벼운 원소 고압 연구

에서 달성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다.

2015년과 2018년에 미국의 2개 실험실은 수소와 중수소의 유체 금속상태

를 관찰했다. 해당 성과는 2015년과 2018년에 “Science”에 게재됐다. 하지만 

해당 2가지 연구결과는 온도 및 압력 곡선 차이가 매우 크기에 유체 금속성 수

소의 존재 영역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

연구팀은 전단계 연구를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앤빌셀(Diamond anvil cell)

을 기반으로 하고 펄스 레이저 가열 기술을 결합하여 실험실에서 지구핵을 시

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극한 온도압력 조건을 구축함과 아울러 기체상태 수소와 

중수소를 유체 금속상태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다. 뿐만 아니라 초쾌속 브로드

밴드 초연속 스펙트럼을 이용해 샘플의 광학적 흡수, 반사 특성을 탐측함으로

써 유체 금속성 수소와 중수소의 광, 전기 등 물리적 특성을 규명했다. 해당 연

구는 유체 금속성 수소 및 중수소의 존재 영역을 확정함과 아울러 해당 금속상

태는 매우 넓은 고온고압 반금속 영역을 경과해야만 획득할 수 있음을 심층적

으로 입증했다.

2019.12.0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2/02/content_43592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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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어 4호”,� 인류 최초로 달뒷면 착륙

2018년 1월 3일 10시 56분, 중국의 “창어(嫦
娥) 4호” 달탐사선은 달 뒷면에 연착륙하여 “췌차

오(鵲橋)” 중계위성을 통해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근거리 촬영하여 달뒷면 사진을 전송했다. 이로

써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뒷면 연착륙을 구현함

과 아울러 달 뒷면과 지구와의 중계통신을 최초로 구현했다.

10시 26분, “창어 4호” 탐사선은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South 

Pole-Aitken basin) 내 폰 카르만 충돌분지(Von Kármán crater)에 착륙했

다. 달 뒷면 착륙과정에서 착륙카메라로 착륙 지역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다. 

“창어 4호” 탐사선은 달 뒷면에 착륙한 후 지상 통제조건에서 “췌차오” 중계위

성의 중계통신망을 통하여 태양 어레이(Solar array)와 지향성 안테나

(Directional antenna)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향성 안테나 

고코드 속도망(high-code-rate link)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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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착륙기는 처음으로 근거리 촬영 달뒷면 사진을 지면에 전송했

다. 사진에 순찰기가 곧 착륙기에서 분리되어 달 뒷면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을 담았다.

다음 단계에 “창어 4호” 탐사선은 “췌차오” 중계위성의 중계통신망을 통하

여 지상 통제조건에서 장비 작동 모델 조절 등 작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착륙기와 순찰기 분리를 실행할 예정이다.

2019.01.04. https://mp.weixin.qq.com/s/A_DFe4MxJSVqNIcv9iHt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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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훙옌”� 성좌 첫 번째 위성 발사

2018년 12월 29일, 중국항천과기그룹(CASC) 

산하 중국우주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글로벌 저궤

도 위성 모바일통신 및 우주 인터넷시스템[“훙옌

(鴻雁)”성좌]의 첫 번째 위성이 주취안(酒泉)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 2호 정(長征二號丁) 운반로켓

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예정 궤도에 진입하였다. 이는 해당 시스템 구축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훙옌” 성좌의 첫 번째 위성은 “훙옌” 성좌 시험위성이다. L 및 Ka 대역 통

신하중을 탑재한 동 위성은 향후 궤도상 모바일통신, 사물인터넷, 핫이슈 정보 

방송, 내비게이션 모니터링 수신, 내비게이션 증강, 항공 감시 등 성능을 시험·

검증할 예정으로 후속 “훙옌” 성좌의 본격적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전망

이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5년에 처음으로 50%를 초과하였다. 전 세계 인

터넷 보급률은 2018년에 50%를 초과하였지만 고산, 사막 등 편벽한 지역은 

아직 보급이 어렵다.

“훙옌” 성좌가 구축되면 전천후 24시간 복잡지형 조건에서의 실시간 글로벌 

양방향 통신능력을 보유함으로 해양, 남북극, 오지마을, 산간지역, 해외 사용자

를 위한 통신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정보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사물 간 연결, 전 세계 전방향 연계를 달성할 전망이다.

2019.01.04. https://mp.weixin.qq.com/s/cE4UGckTLOrlNj3Uf216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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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일광자 초전도 어레이 탐측기로 우주 잔해물 자전주기 측정

최근, 중국 최초로 달 레이저 거리측정을 구현

한 윈난(雲南)천문대 응용천문학 연구팀은 독창

적으로 단일광자 초전도 어레이 탐측기를 우주 

잔해물 레이저 거리측정 분야에 응용하여 우주 

잔해물 모니터링 수단을 다양화하였다. 해당 성

과는 “Optics Express”에 게재되었다.

우주 잔해물 레이저 거리측정은 레이저 발사 망원경을 통하여 우주 잔해물

을 향하여 레이저빔을 발사한 후 탐측기로 표적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

저 에코(Laser echo)를 접수함과 아울러 시간측정기로 레이저빔이 발사되어

서부터 접수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관측자로부터 표적까지의 거리를 계

산하는 방법이다. 해당 기술은 지구와 해양 조석의 변화 규칙 확정, 우주 잔해

물 모니터링 등 분야에서 중요한 이용 가치가 있다.

연구팀은 중국과학원 광전자연구원, 난징(南京)대학 등 기관과 공동으로 

2017년 초에 초전도 어레이 탐측기에 의한 우주 잔해물 레이저 거리측정 시스

템을 구축함과 아울러 광전자연구원에서 개발한 대출력 레이저장치와 난징대

학에서 개발한 2×2 어레이 초전도 탐측기를 사용하여 해당 시스템이 아주 강

한 거리측정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초전도 어레이 탐측기는 양자 효율이 

높고 암소음(Dark noise)이 낮으며 회복 시간이 짧은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

다. 또한 거리측정 테스트 과정에서 거리 게이트(Range gate)가 존재하지 않

고 자유 탐측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에 레이저 에코 광자를 탐측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표적에서 반사되는 태양광도 탐측할 수 있다.

연구팀은 초전도 어레이 탐측기의 양자 효율이 높고 암소음이 낮은 특성을 

이용하여 배경광(Background radiation) 소음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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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표적의 높은 시간해상도 광도곡선을 획득하였으며 부분 표적의 

광도곡선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표적의 자전 정보를 획득하였다. 연구팀은 또

한 1,064nm 레이저빔을 기반으로 지표면과 약 2,000Km 떨어진 비교적 작은 

우주 잔해물을 탐측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광자 초전도 탐측기의 응용 범위를 확장함과 아울러 새로운 

방법으로 부분 우주 잔해물 레이저 거리측정 및 변광(Light variation)에 대한 

동기화 측정을 구현하였다.

2019.01.1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1/10/content_41226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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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창어 4호,� 달에서 인류사상 최초로 목화씨 발아성공

2019년 1월 15일, 중국은 창어 4호가 달표면

에서 인류사상 최초로 목화씨를 발아시키는데 성

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과학보급용 생물시험하

중은 지름이 173mm이고 높이가 198.3mm인 

고도로 밀봉된 원통형의 내압용기이다. 고성능 

알루미늄합금에 방부식 처리된 생물시험용기는 구조 모듈, 열제어 모듈, 컨트

롤 모듈, 광선유도 모듈, 생물 모듈 등으로 구성되었고 내부에 감자, 애기장대, 

유채, 목화, 초파리, 효모 등 6종 생물 외에 물 18ml, 토양, 공기, 열원 및 2개 

감시카메라를 탑재하였다. 생물시험용기의 총무게는 2.608kg이고 생물성장 

공간은 약 1리터에 달한다.

생물시험용기는 창어 4호가 달에 착륙한 첫날인 2019년 1월 3일 23시 18

분에 전기작동을 시작해 생물성장발육 모드에 진입하였고 1월 12일 20시에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을 전송한 뒤 1월 12일 20시 03분 34초에 지상의 명령에 

따라 작동을 멈추었다. 생물시험용기 내부 사진에서 목화씨의 새싹은 자람새가 

좋았다. 작동 중지와 더불어 생물시험용기 내부의 6종 생물은 이번 과학보급용 

시험 임무를 완료하고 -52℃의 달의 밤온도 환경에서 냉동상태에 들어간다.

가동되어서부터 작동중지까지 누계 212.75시간에 생물시험용기는 종자를 

순조롭게 발아시켜 설계지표를 달성하였고 일부 지표는 설계 기대치를 초과하

였다. 고도의 진공, 높은 온도차, 강한 복사 등 열악한 달 환경에서 첫 그루의 

식물 새싹을 재배한 것은 인류 최초의 달표면 생물배양시험 성공을 의미한다.

창어 4호에 탑재된 6종 생물은 달표면의 저중력, 강한 복사, 높은 온도차 등 

극한 조건을 대비해 선택된 내고온, 내동성(freezing resistance), 복사 저항, 

간섭 방지(anti-interference) 등 특성을 지닌 동식물이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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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대표적인 생물을 선별하였다. 최종 시험결과, 

내고온 목화씨는 발아에 성공하였지만 나머지 내저온 종자는 발아에 실패하였

다.

이번 시험은 생물 휴면, 운반도중 요동침, 급수 관리, 밀봉 관리, 월면 채광 

등 5대 난제를 극복하였다. 연구팀은 구조 분석, 밀봉재료 성능 최적화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장기적 -57℃ 저온에서의 미세한 공기 누출 현상을 해결하

였다. 또한 -60℃에서 -80℃ 온도범위에서 과학보급용 하중이 생물생존에 적

합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20여 차례의 열방안 설계 및 

최적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반도체냉각기, 전기가열기, 방열판 및 단열 조치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채택해 내부 지능화 온도제어를 달성하였다.

달에서의 광합성작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용기에 구멍을 뚫고 광선유도관

으로 태양광을 끌어들이는 기법으로 용기 내 생물이 빛을 받게 하였다. 연구팀

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유도관의 방위와 각도를 특수하게 설계함으로써 달

표면 분진에 의한 유도관 막힘을 회피하였다.

급수시간을 정확하게 통제하기 위해 물저장실에 18ml 생물전용 물을 담은 

물주머니와 전자펌프를 비치하고 물호스 입구를 신형 용제로 막음으로써 달에

서만 물이 생물보관실 표면으로 방출되어 생물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

도록 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해 연구팀은 대량의 고귀한 원시데이터를 획득하였다. 

2019.01.1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1/16/content_41305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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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톈궁 2호,� 감마선폭발 최적 편광 관측 결과 획득

2019년 1월 15일 중국유인우주공정판공실

(CMSEO)에 의하면, 톈궁(天宮) 2호 우주실험실

에 탑재된 감마선 폭발 편광 탐측기는 감마선 폭

발 순간 복사의 고정밀도 편광 탐측을 성공적으

로 완성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 

Astronomy”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이번에 발표한 성과는 20세기 60년대 감마선 폭발을 발견한 후 획득한 최적 

편광 관측 결과로서 블랙홀 형성 및 초상대론적 제트(Jet) 생성 등 기본 천체물

리 과정을 더욱 잘 파악하여 우주의 극한 물리적 환경 및 조건에서 기초 과학 

문제를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16년에 발사된 톈궁 2호는 14개 항목의 국제과학 프런티어 및 첨단기술 

발전 방향의 우주과학 및 응용 임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중 중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 첫 대면적, 대시야 필드, 고정밀도 감마선 폭발 편광 탐

측기가 포함되는데 이는 중국 유인우주선공정의 전형적인 국제 협력 프로젝트

이다.

궤도상 운행 기간에 감마선 폭발 편광 탐측기는 양호한 성능, 정확한 보정으

로 전부의 궤도상 관측 임무를 완성하였다. 해당 탐측기는 모두 55개 감마선 

폭발을 탐측하였으며 그중 5개 감마선 폭발에 대하여 고정밀도 편광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정밀도 감마선 폭발 편광 측정 

샘플이다. 또한 감마선 폭발 기간 평균 편광도가 약 10%로 비교적 낮았고 감

마선 폭발 단일 펄스 내 편광각 진화 현상도 발견하였다. 해당 관측 결과는 감

마선을 생성하는 초상대론적 제트 내부 진화가 편광각의 쾌속적인 변화를 유

발하기에 관측된 감마선의 평균 편광도도 비교적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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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견은 새로운 과학문제를 제안하였다. 스위스, 독일, 폴란드 등 국가

에서는 이미 감마선 폭발 편광 탐측기 후속 국제 협력팀을 구축하였으며 스웨

덴, 일본 등 국가에서도 협력 의향 및 기여 방식을 제안하였다. 국제 협력팀은 

이미 중국 우주정거장 후속 실험 “감마선 폭발 편광 탐측기 2호” 제안서를 제

출하였다. 이는 블랙홀 형성 및 초상대론적 제트 생성 등 중대 과학문제를 해

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전망이다.

2019.01.1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1/16/content_41304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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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은하계에서 원반의 S자 형태로 뒤틀린 구조 최초 발견

최근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 천샤오톈(陳孝
鈿)/덩리차이(鄧李才)/류차오(劉超) 연구팀, 호

주 맥쿼리대학 Richard de Grijs 연구팀, 베이

징대학 왕수(王舒) 연구팀으로 구성된 국제협력

팀은 세계 최초로 은하계 별들로 구성된 원반(Stellar disk)의 외곽이 뒤틀린

(warping) 구조임을 발견하였다. 해당 논문은 “Nature Astronomy”에 온라

인으로 게재되었다.

항성계 원반은 생각처럼 매우 평평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를 취한다. 

거대한 항성계 원반은 외곽에서 점차적으로 위 또는 아래로 말리면서 전체적

으로 감자칩과 같은 구부러진 형태를 형성하는데 천문계에서는 이를 “뒤틀림”

이라 부른다. 대량 관측을 통해 약 3분의 1의 은하 외곽 항성계 모두가 어느 

정도로 뒤틀린 형태를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전파 관측을 통해 은하

계의 가스 원반(gas disk)이 수많은 은하 외곽 항성계와 같은 뒤틀린 구조임을 

발견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은하원반 외곽에 대한 거리 측정은 매우 어렵지만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야

만 외곽 형태를 입증할 수 있다. 세페이드변광성은 중간 질량의 젊은 맥동변광

성으로서 태양보다 3~20배 무겁고 밝기는 태양의 약 수만 배에 달한다. 맥동

변광성의 맥동주기와 밝기는 엄밀한 상관성을 가지므로 이에 근거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 오차는 3~5%밖에 안 된다. 천샤오톈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첫 적외선 전천(all-sky) 변광성 성표(star catalogue)는 천

여 개 은하계 세페이드 변광성을 담았다. 이는 은하계의 젊은 별들로 구성된 

원반의 형태를 밝히는데 최적의 추적체(tracer)를 제공하였다.

은하원반에 늘어선 항성 간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최대 어려움은 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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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소광이지만 적외선 멀티윈도(multiwindow) 연구를 통해 상기 어려움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연구팀은 1,339개 세페이드변광성 삼차원 분포도를 통해 은하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세페이드변광성은 은하원반 평면에서 더 심하게 이탈해 전반적으

로 S자 형태를 나타낸다. 은하 중심을 마주하고 은하 북극을 위로 향할 경우 

왼손편의 은하원반은 위(북쪽)로 휘며, 오른손편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이뿐

만 아니라 은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의 뒤틀림은 복잡한 프리세션

(precession) 현상을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구성된 원반 

구조는 은하계의 가스 원반 구조와 매우 일치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뒤틀린 

S자 형태는 점차적으로 비틀어지는 나선 형식으로 존재하였다.

뒤틀림 현상이 은하 외곽 항성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떻게 형성되는

지에 대한 일치된 결론이 없다. 그중 가능성 있는 해석은 원반 외곽이 일종의 

회전모멘트 작용을 받아 형성된다는 가설이다. 회전모멘트 가설로 복잡한 뒤틀

림 프리세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연구팀의 관측 결과는 원반 외곽의 형성

이 거대한 원반 내곽의 회전모멘트에 의해 주도된다.

해당 발견은 은하계 형태에 대한 인식을 업데이트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반 

외곽의 기원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관측 증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은하계와 

같은 거대원반 항성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변화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이해하는

데 핵심적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2019.02.14. https://mp.weixin.qq.com/s/CMMJwME8IUfLOplVeqkX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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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국 최대 추력 고체로켓엔진 시운전 성공

최근 중국항천과기그룹 제4연구원이 새로 개

발한 200t 추력의 고체 로켓엔진이 지상 열시운

전에 성공했다. 해당 엔진은 미래의 개선형 창정 

11호 고체운반로켓에 응용될 전망이다.

상업 우주발사시장의 수요에 따라 개발한 동 

엔진은 현재 중국 최대 장약량, 최대 추력의 일체형 고체엔진이다. 또한 고성

능 필라멘트 와인딩 복합소재 케이스를 적용하였으며 지름이 2.65m이고 장전

탄약량은 71t이다.

로켓케이스는 비금속재료를 와인딩 방식으로 성형시켜 기존 모델에 사용되

는 금속케이스에 비해 고강도로 엔진의 비추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중국은 2009년에 지름이 2m이고 장전탄약량이 35t이며 그 당시 최대 추력

인 120t 추력의 일체형 고체로켓엔진을 개발했다. 해당 엔진의 성공적 개발은 

중국 첫 완전 고체로켓 창정11호 프로젝트로서 이는 중국 우주용 고체동력 엔

진의 우주수송 영역에로의 확장에 있어 하나의 사건이다.

새로 개발한 엔진의 장전탄약량은 기존의 35t보다 1배 증가된 71t이다. 이

는 단순 양적인 덧셈식 증가가 아니라 공법, 장비, 조작방법 등에서의 다수 혁

신 그리고 파라미터, 상태, 화약배합 등에서의 조정도 포함한다.

다수 신기술의 도입으로 미래의 고체운반로켓에 더 강력하고 가성비 높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700km 떨어진 태양동기궤도로의 수송능력에서 개선

형 창정 11호 로켓은 기존의 420kg에서 약 1.5t으로 증가시켰다. 

2019.03.0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3/06/content_416456.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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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태양광 드론에 의한 공중 근거리통신망 구축

최근, 중국항천과학공업그룹(CASIC) 제3연구원

은 근공간 태양광 드론 기반 공중 근거리 통신망 

구축 페이윈(飛雲)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해당 프

로젝트를 통하여 지상 및 해상 사용자에 대한 광대

역 장시간 통신 보장을 구현할 수 있다. 현재까지 

페이윈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자율비행 검증을 완료하였고 공간 플랫폼 기반 

통신 응용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단계적 성과를 확보하였다.

근공간 태양광 드론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비행 과정에서 자율적

으로 외계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며 지속적으로 며칠 또는 몇 개월 동안 비행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비행 고도는 근공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비행 

고도가 높고 항속 시간이 아주 길며 사용 유지보수가 간단한 등 특성을 보유하

고 있다. 태양광 드론은 일정한 의미에서 “준위성”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

재 전세계 연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3연구원이 개발한 태양광 드론은 높은 양항비 공력 성능을 구현함과 아울

러 드론의 비행 제어 어려움을 감소시켰다. 또한 초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동체 

구조를 사용하여 드론의 내풍능력 및 환경 적응성을 향상시켰으며 고효율 에

너지 동력 시스템을 사용하여 드론의 장시간 비행 임무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

켰다. 각 서브시스템의 매칭 조화 설계를 통하여 태양광 드론은 비상 통신 보

장, 원격탐사 매핑, 기상 탐측 등 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전망이다.

페이윈 프로젝트는 태양광 드론에 탑재된 공중 근거리 통신망 설비를 이용

하여 지상국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범위 초월 및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 “동반

식”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사용자 정보 상호연결 및 전송

을 구현함과 아울러 사용자의 IP 데이터, 언어, 비디오 등 업무 데이터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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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효과적인 통신 네트

워크 커버리지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 

통신시설 피해 조건에서 신속하게 재해지역의 통신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2019.03.2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3/19/content_417382.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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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톈롄 2호 01위성,� 우주정거장과의 영상통화 구현

2019년 3월 31일 23시 51분, 중국은 시창(西
昌)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3호 을(乙) 운반

로켓으로 톈롄(天鏈) 2호 01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톈롄 2호 01위성은 중국 2세대 지구

정지궤도 데이터 중계위성의 첫 번째 위성으로서 

발사 성공 후 데이터 중계위성 시스템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전망이다.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 제5연구원 통신위성사업부에서 총 연구개발

을 담당한 해당 위성은 둥팡훙(東方紅) 4호 위성 공용 플랫폼을 이용하였고 주

로 우주선, 우주기술실험실, 우주정거장 등 유인 우주선에 대한 데이터 중계 

및 관측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저 궤도 원격탐사, 측량 매핑, 기상 

등 위성에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주선 발사에 관측제어를 제공할 전

망이다.

중국의 데이터 중계위성 능력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톈롄 1호 시

스템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저궤도 우주선에 대한 글로벌 커버리지 능력을 

보유한 중계위성 시스템이다. 높은 커버리지, 실시간성, 전송속도 및 고가성비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톈롄 1호 시스템은 일찍 톈궁(天宮) 1호와 선저우(神
舟) 시리즈 우주선의 몇 차례 성공적 랑데부 도킹 과정에서 데이터 중계 및 관

측제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구축 등 중대 요구에 따라 중국은 톈롄 2호 위성 

시스템 연구 개발을 가동하였다. 둥팡훙 4호 위성 플랫폼을 사용한 톈롄 2호 

01위성은 둥팡훙 3호 위성 플랫폼 기반 톈롄 1호 위성에 비하여 성능이 더욱 

뛰어나고 탑재량이 더욱 많으며 서비스 수명이 더욱 길다. 또한 여러 대의 신

형 안테나를 장착하여 데이터 전송 능력을 톈롄 1호 위성에 비하여 1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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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이외에 톈롄 2호 01위성의 자율능력의 강화와 더불어 다목적 임무 스

케줄링 기능도 증가되어 다목적 임무를 자율적으로 접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율적으로 배열하여 완성할 수 있다.

연구팀은 3년간 100여 개 항목의 테스트 검증을 통하여 열제어, 구조, 컨트

롤(Control), 전자, 안테나 및 재료공법 등 분야의 핵심기술을 파악하였다.

톈롄 2호 위성 시스템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02 위성, 03 위성 연구개발을 

가동하여 네트워킹 운행을 구현함으로써 우주 관측제어 및 정보 전송 분야에

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 예정이다.

2019.04.01. https://mp.weixin.qq.com/s/BmiNKQsvoVPxfUzOz6I8Lg



38 2019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22.� 궁수자리�성류 정밀 3차원 궤도 공간 분포 최초 묘사

최근 중미 공동연구팀은 LAMOST DR4 데이

터로 관측한 M거성을 Gaia DR2의 정밀 고유운

동과 결합해 궁수자리 성류(star stream)의 정밀 

3차원 공간 궤도 분포를 최초로 묘사했다. 해당 

연구성과는 “Astronomical Journal”에 게재되었다.

M거성은 적색거성의 정단에 위치한 가장 밝은 항성이다. 이러한 항성은 생

명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내부의 대부분 수소를 거의 소진한 상

태이다. M거성 외부는 거대한 수소피복층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반지름은 1천

문단위(약 215 태양반경)에 달한다. 거대한 반지름으로 인해 M거성의 광도는 

매우 높으며 먼거리에서도 쉽게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M거성은 은하계 “외

부 헤일로(Outer Halo)” 성질 및 구조 연구의 훌륭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량 측광 전천(all sky)탐사 데이터로 해당 성류를 구성

하는 별을 관측했지만 속도 정보와 관련한 대표적인 모본 데이터가 부족했다. 

LAMOST는 대량의 시선속도(radial velocity) 정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연구팀은 템플릿 매칭 방법을 통해 LAMOST DR4에서 약 3만 개 M거성 표본

을 선별한 다음 해당 표본을 사용해 궁수자리 성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다음 Gaia DR2의 정밀 고유운동 데이터와 결합해 최초로 3차원 공간에서 

궁수자리 성류의 공간 궤도 분포를 묘사했고 또한 태양과 100kpc 떨어진 거

리에서 해당 성류를 추적했다. 이외, 최초로 에너지각운동량 공간에서 해당 성

류를 분석함과 아울러 성류 유도팔(guide arm)과 끌팔(trailing arm)의 에너

지 각운동량 차이를 규명했다.

궁수자리 성류는 궁수자리 왜소은하가 은하계의 강한 조석력의 영향으로 붕

괴된 후 남겨진 흔적이다. 상기 조석 붕괴 사건은 최근 수십억 년에 금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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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그 구조는 매우 또렷하다. 마치 하늘을 날아예는 적룡과도 같이 남

쪽에서 북쪽으로 은하계를 가로 지나는 모습이다. 궁수자리 성류의 상세한 3차

원 공간 궤도 분포 획득은 은하계 및 왜성의 강착·병합 역사를 효과적으로 환

원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은하계 중력포텐셜 및 항성의 형성 역사를 

연구하는데 유력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은하계 형성 및 진화 모델을 보

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019.05.22. https://mp.weixin.qq.com/s/L1gCcnn35IT1e8LNNhf4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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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액체산소메탄 로켓엔진 전체 시스템 시운전 성공

2019년 5월 17일, 베이징란젠(藍箭)우주과학

기술유한회사(란젠항천으로 약칭)에서 자체로 개

발한 중국 첫 80t 액체산소메탄 엔진 “톈췌(天
鵲)”(TQ-12)가 20초의 시운전에 성공했다.

“톈췌”는 미국 SpaceX의 랩터(Raptor) 엔진, 블루오리진(Blue Origin)의 

BE-4엔진 후 세계 3번째 전체 시스템 시운전 심사에 통과된 대추력 액체산소

메탄 로켓엔진이다. 제4라운드 전체 시스템 시운전 과정에서 “톈췌” 엔진의 구

동 작동/정지는 안정적이고 신속했고 정상 작동 구간 파라미터는 안정했으며 

엔진의 각종 성능은 모두 설계 요구에 도달했다.

“톈췌”는 메탄을 추진제로 하고 액체산소를 조연제로 하기에 안전성이 액체

산소에 비하여 높고 비추력(엔진의 효율 관련 파라미터)이 액체산소등유 엔진

보다 높다. 또한 우주용 연료급 액체 메탄의 제조 어려움은 연료급 등유에 비

하여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탄소침적 코크스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에 재활

용 로켓의 최적 선택이다. 따라서 액체산소메탄 엔진은 고성능, 고안전성, 저

원가, 쉬운 조작, 재사용 가능하다. 액체산소메탄 로켓의 시운전 성공은 중국

이 100t급 액체로켓 엔진 핵심기술을 파악함과 아울러 엔진 연구제조에 요구

되는 보장 능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한다.

란젠항천은 2017년에 “톈췌” 엔진 관련 연구개발을 가동한 후 가스 발생기 

시운전, 짧은 노즐 추력실 시운전, 하프 시스템(Half system) 시운전 등 테스

트를 수행했으며 대추력 엔진의 설계, 연구개발, 제조, 생산, 어셈블링, 테스트

의 완정한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진공 상태에서 “톈췌” 엔진의 추

력은 80t이다. 향후 해당 추진제를 동력으로 하는 “주췌(朱雀) 2호” 로켓의 이

륙 총추력은 268t에 달할 것인바 2대의 대형 SUV 승용차를 동시에 우주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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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최대 추력 더블 저온(Double low temperature) 

액체 로켓엔진이다.

엔진을 유닛으로 형성된 동력 시스템 설계에서 란젠항천은 “80+10” 기반 

로켓 동력 시스템 기술 로드맵을 선택했고 2개 타입 엔진의 병렬 조합을 통하

여 소형에서 중형, 대형에 이르기까지 전부 시리즈 로켓에 적합하게 했다.

2019.05.2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5/20/content_42153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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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개 로켓 7개 위성 탑재”� 첫� 해상발사 성공

2019년 6월 5일 12시 6분, 중국은 황해(黃
海) 해역에서 창정(長征) 11호 해상 발사 운반로

켓으로 기술시험위성 부펑(捕風) 1호 A, B 위성 

및 5개 상업용 위성 등 7개 위성을 “1개 로켓 7

개 위성 탑재” 방식으로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예

정된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해상에서 수행한 운반로켓 발사 

기술 시험이다. 이번 해상 시험에서 사용된 로켓은 창정 11호 해상 발사형 고

체운반로켓(CZ-11 WEY호)이고 선박을 발사 플랫폼으로 하여 해상 발사 관리 

모델을 탐색함과 아울러 해상 발사 능력을 검증했는데 이는 다양한 경사각 기

반 위성 발사 요구에 부합한다. 운반로켓의 해상 발사는 유연성이 강하고 임무 

적응성이 양호하며 발사 경제성이 우수한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발사점 및 낙하지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에 다양한 궤도의 유효 하중 

발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에 더욱 

양호한 항공우주 상업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 산하 중국우주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부펑 

1호 A, B위성은 소위성 편대를 형성하여 해상 바람장을 관측할 수 있기에 전

천후 해상 바람장 관측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의 태풍 모니터링 및 정밀 

기상예보 능력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에서 개발

한 2개 천문 소위성은 중국 첫 Ka 주파수대 위성 간의 회선 기반 2개 위성 

네트워킹 시스템이다. 타오싱즈(陶行知) 교육 1호 위성인 톈치(天啟) 3호 위성

에는 우주 촬영 카메라 및 사물인터넷 통신 장치가 탑재됐다. 샤오샹(瀟湘) 1

호 04위성은 톈이(天儀)연구원에서 개발했고 지린(吉林) 1호 가오펀(高分) 

03A위성은 창광(長光)위성기술유한회사에서 개발했다. 이번 발사는 창정 시리

즈 운반로켓의 제306차 발사이다.

2019.06.06. https://mp.weixin.qq.com/s/HlFPY-I1SCFc_WVvJLS5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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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후이옌”� 위성으로 X선 펄서 항법 궤도상 실험 성공

최근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는 “후이

옌(慧眼)” 위성에 탑재된 X선망원경으로 X선 펄

서 항법실험을 수행했는데 위치결정 정밀도는 

10km(표준편차의 3배) 이내에 도달했다. 뿐만 

아니라 펄서를 이용한 우주선 자율항법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심우주 

실제 응용에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논문은 “Astrophysical Journal 

Supplement Series(ApJS)”에 게재되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우주탐사선이 태양 및 그 7대 행성, 외행성, 소행성, 혜성 

등 태양계 내 천체를 향해 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선은 지구와 멀리 떨어

져 있기에 미국의 GPS 시스템,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 등으로 신뢰

성 있는 항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중국은 2017년 6월 15일에 첫 X선 천문위성 “후이옌”을 성공적으로 발사

했다. 연구팀은 “후이옌”을 이용해 X선 펄서 항법 실험을 수행했고 또한 펄서 

항법의 타당성을 더 한층 검증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중성자별인 펄서는 지구와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펄스 신호의 장기적 시간안정성(Temporal stability)은 지구상의 원자시계

보다 훨씬 뛰어나다. 따라서 우주선은 펄서 관측을 통해 자율항법을 실현할 수 

있다.

2017년 8월 31일부터 2017년 9월 5일 사이에 펄서를 통한 위성의 자율적 

위치결정을 실험하기 위해 “후이옌”은 약 5일 동안 유명한 게성운(crab 

nebula) 펄서를 관측했다. 해당 실험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고에너지물리연구

소 연구팀이 개발한 새 X선 펄서 항법 알고리즘이다. 연구팀은 “후이옌”에 탑

재한 3종 망원경으로 관측한 데이터를 동 알고리즘에 응용했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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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옌”의 자율적 위치결정이 가능했고 정밀도는 10km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는 위치결정 정확도가 3.3km(표준편차의 1배)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동 항법 알고리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추가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충분

한 이론 분석 외에 여러 유형별 펄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했다. 그 

결과, 해당 방법은 기타 항법용 펄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 동 알고

리즘의 실제 응용에 기반을 마련했다.

2019.08.2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8/26/content_42933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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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블랙홀 강착 물리적 이미지의 “마지막 퍼즐 조각”� 완료

최근, 중국과기대학과 중국극지연구센터 공동 연

구팀은 세계 최초로 퀘이사의 중심부가 초중량 블

랙홀 강착원판에 부착 연료를 제공하는 쾌속 유입 

가스를 성공적으로 관측함으로써 블랙홀 강착 물리

적 이미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게재되었다. 

각 은하계의 중심에는 모두 초중량 블랙홀이 존재한다. 이들은 강한 중력으

로 주변의 성간 물질을 고속 탐식하며 일부 물질은 탐식되기 전에 에너지로 전

환되어 방출됨으로써 전체 은하계를 초월하는 밝기를 생성하고 우주 중 가장 

밝은 천체인 퀘이사를 형성한다. 그러나 강착원판이 지속적으로 물질공급을 획

득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속적인 물질공급이 없으면 블랙홀

은 주변 물질을 곧 소진하며 퀘이사는 더 이상 발광하지 못한다. 이러한 공급 

과정은 발광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어 천문망원경으로 관측하기 어렵다. 연구팀

은 8개 퀘이사의 광 스펙트럼에서 수소, 헬륨 원소의 여기상태 흡수선을 관측

하였다. 이 흡수선들은 우주 팽창으로 인한 적색편이 외에 도플러 효과 때문에 

추가의 적색편이가 발생했다. 퀘이사 광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퀘이사와 지구 

사이에 있는 물질에 의해 생성되었다. 흡수선의 도플러 적색편이는 물질이 우

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는 물질이 퀘이사 중심에 가깝

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플러 적색편이 크기에 따라 계산한 물질 유입 속도는 

5,000 km/s에 달했다. 추가 계산을 통해 블랙홀이 이러한 “탐식” 과정을 완성

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동안 퀘이사도 지속적으

로 반짝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최대 혁신은 우주에서 흔히 보는 수소화 헬륨 

원자가 특정 상태에서 생성한 적색편이 흡수선을 이용하고, 또한 물질 운동 속

도 및 물질의 퀘이사까지의 거리 정보를 얻은 것이다.

2019.09.09.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9/06/content_43022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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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자력

27.� 60만 kW�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의 표준 설계 완료

최근, 중국핵공업그룹(CNNC)은 칭화대학과 

공동으로 60만 kW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프로

젝트 수행 업무를 가동함과 아울러 표준 설계 및 

프로젝트 건의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완료하였

으며 현재 공장입지 선정 중이다.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는 중국이 자체로 개발한 고유 안정성을 보유한 4세

대 첨단 원자력 기술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10MW 고온가스냉각형 실험 원자

로를 구축하여 운행하였다. 국가과학기술 중대 특별프로젝트의 지원 하에 현재 

산둥(山東) 룽청(榮成)에 구축 중인 세계 첫 20만 kW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상업적 시범 프로젝트(이하 시범 프로젝트)도 이미 장비 설치 테스트 단계에 

진입하여 2020년에 구축 완료되어 생산에 투입될 예정이다.

60만 kW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프로젝트는 중국 기존의 원자력 발전 장비 

제조 능력, 시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프로젝트는 6개 원자로 모

듈의 설계 방안을 이용하였으며 시범 프로젝트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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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계 및 운전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 가압수형 원자력 발전소 일

차계통 건물 부피 및 부지 면적에 해당된다. 시범 프로젝트 연구개발 및 공사 

실행 경험을 기반으로 60만 kW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한층 더 최적화하여 향상시킬 예정이다.

표준 설계는 구체적인 공장건물 입지를 목표로 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기본

적인 설계를 의미하며 확정된 프로젝트 기술 방안은 프로젝트 구축에 튼튼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는 안전성이 높고 출구

온도가 높은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온고압 특성은 대규모 수소 생산 기

반의 열화학적 순환 수소 생산 기술에 아주 적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원자력 수

소생산 원자로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60만 kW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프로

젝트를 빠른 시일에 가동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원자력 수소생산 및 수소에너

지 야금” 프로젝트를 국가 과학기술 중대 특별프로젝트로 선정할 것을 건의하

였다. 또한 중대 프로젝트로 기술개발을 이끌어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기술의 

지속적 혁신 및 대규모 원자력 수소생산 구현에 신뢰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고 호소하였다.

2019.03.13.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9-03/10/content_75447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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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공태양”� 고성능 안정상태 운행모드 파악

최근 중국과학원 플라스마물리학연구소 EAST

초전도토카막팀은 전단계 연구를 토대로 일종의 

고성능 안정상태 플라스마 운행모드를 개발함과 

아울러 미래 핵융합로 일부 운행조건과의 호환성

을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해당 연구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온

라인으로 게재되었다.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에서 고밀폐 플라스마의 경계영역은 주기적으로 경

계면 불안정 현상(Edge-Localized Mode, 이하 ELM)이라 불리는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대규모 ELM는 태양 플레어 폭발과 유사하게 플라스마 에너지 및 입

자의 순간적 방출을 유발해 강력한 열펄스를 내뿜는다. 이는 장치 내벽 침식 

심지어 재료 융해를 초래할 뿐더러 대량 이물질 입자를 생성해 핵융합로 노심

부 플라스마를 오염시키는 등 핵융합로의 장시간 안정상태 운행을 제한한다.

미래 핵융합로는 ELM에서 비롯되는 순간 열부하를 적어도 20배 감소시켜

야 하는데 이는 국제열핵융합실험로 ITER의 해결과제이다. ELM이 없거나 또

는 소규모 ELM의 고밀폐 운행모드 및 물리적 메커니즘 탐구는 자기밀폐 핵융

합 연구에서의 선도과제이다.

Grassy ELM는 특수한 자발적 고주파수의 소규모 ELM이다. Grassy ELM

에서 비롯되는 순간 열부하는 흔히 일반적인 대규모 ELM의 20분의 1 이하이

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 및 획득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국제 일부 주

류 토카막에서도 해당 운행모드를 안정적으로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 핵

융합로에서 해당 운행모드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획득은 국제 핵융합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EAST팀은 미래 핵융합로와 유사한 금속벽, 저회전, 전자유도가열 등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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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해당 모드를 획득할 수 있는 물리 조건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최초로 Grassy ELM 형식의 내재적 동역학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또한 

매우 강한 이물질 배출능력을 보유하는 등 고성능 플라스마 장시간 안정상태 

운행 구현에 특히 적합함을 발견했다. 동 운행모드는 핵융합로의 순간 열부하 

병목 해소, 핵융합로 안정상태 운행 달성을 위해 일종의 잠재적인 새 방안을 

제공했다.

중국은 현재 1GW 출력의 핵융합공학실험로 CFETR의 통합 공학설계를 추

진하고 있는데 해당 운행모드의 플라스마 관련 정규화 파라미터가 CFETR 설

계 파라미터와 근사해 미래 ITER/CFETR 고성능 안정상태 운행모드로의 응용

에 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

2019.07.0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7/03/content_424892.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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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TER� 첫 대형 초전도마그넷 코일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학연구원 

플라스마물리연구소가 개발한 국제열핵융합실험

로(ITER) 계획의 첫 대형 초전도마그넷 코일-폴

로이달 자기장 6호 코일(PF6 코일)이 조립을 마

치고 해상운송 방식으로 프랑스 ITER 현장에 운송됐다.

PF6 코일은 ITER 실험로 초전도마그넷의 밑부분에 위치하여 있기에 반드

시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대형 코일 부품이다. 해당 코일은 9

개로 감아서 제조한 더블 케익 구조 코일 몸체 및 일련의 지지 부품으로 구성

됐으며 총 무게는 400t에 달한다. 해당 코일을 감아서 만드는데 사용된 나이오

븀-티타늄 초전도체의 길이는 약 13.5 Km이며 코일 본체 외경은 약 11.2m

이고 케익형 구조이며 외형은 중국 고대의 화씨벽과 유사하다.

PF6 코일은 세계 최대 무게, 최고 개발 어려움의 초전도마그넷으로 에너지 

저장량은 중국 EAST 장치 최대 폴로이달 자기장 자성체의 60배에 달한다. 

PF6 코일의 정상적 작동은 플라스마를 “점화”시킴과 아울러 플라즈마의 안정

한 “연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ITER 장치 운전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코일이다.

PF6 프로젝팀은 2년 남짓한 연구를 거쳐 해당 핵심기술을 파악했다. PF6 

코일 제조에 사용한 핵심 제조 공법 및 부품은 1차적으로 ITER 국제팀의 인증

에 통과됐고 더블 케익 구조 코일 제조 합격률은 100%에 달했으며 초전도 연

결기 성능은 ITER 기술 요구를 초과했다.

PF6 코일의 성공적 제조는 선진국에서 해당 기술을 독점하던 국면을 변화시

켜 생산설비의 전체적인 중국화를 달성함과 아울러 초전도마그넷 제조 표준 

및 관련 규범을 발전 및 준비했으며 관련된 10여 항목의 특별 프로젝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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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함으로써 중국이 향후 핵융합로 표준 구축에 유익한 참조적 가치를 제

공함과 아울러 중국-유럽의 핵융합 에너지 분야에서 심층적 협력과 폭넓은 성

공 사례를 제공했다.

2019.09.2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9/23/content_43136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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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납-비스무트 고속 원자로 제로출력 장치-치밍싱 Ⅲ호

중국 첫 납-비스무트 합금 냉각 원자로(이하 

“납-비스무트 고속 원자로”로 약칭) 제로출력 장

치-치밍싱(启明星) Ⅲ호가 첫 임계 달성에 성공

함과 아울러 납-비스무트 노심 핵 특성 물리 실

험이 본격 가동됐다. 이는 중국이 납-비스무트 

원자로 노심 핵심기술에서 거둔 중대한 획기적인 성과이다.

원자로는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분류에 따라 열중성자로, 중간 에너지 중

성자로 및 고속 중성자로로 나눈다. 냉각제 유형에 따라 기체 냉각 고속 원자

로,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 납-비스무트 냉각 고속 원자로로 나눈다.

납-비스무트 고속 원자로는 납-비스무트 공정합금을 냉각제로 하고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와 같은 액상 금속 냉각 고속 원자로에 속하며 4세대 핵에너

지 시스템의 주요 원자로 유형이다.

제로출력 장치는 운행 출력이 극히 낮은(최대 100와트) 원자로이다. 해당 장

치에서 획득한 영출력 실험 데이터는 마치 “표척(標尺)”과 같이 핵심 핵 데이

터, 노심 물리 설계 방법, 원자로 측량 기술 등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위한 “표

준”이 될 수 있다. 신형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해 우선 상응한 영출력 장치를 

개발하여 실험을 통해 원시데이터를 축적하고 노심 핵 매개변수와 노심 물리 

특성을 전면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열기술, 역학, 차폐 등 원자로의 기타 방

면의 설계를 완성해야 한다.

치밍싱 Ⅲ호가 임계 달성에 성공한 후, 일련의 실험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획

득한 노심핵 매개변수 실험 데이터는 중핵그룹(CNNC)의 각 모델의 납-비스무

트 원자로 공학 설계의 기초 핵 데이터의 거시적 검사, 노심 설계와 안전 분석 

방법의 전반적 검증 및 원자로 운행 기술의 혁신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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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비스무트 합금은 융점이 낮고 비등점이 높아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설계

와 공학적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고유 안전성과 중대 사고 방지 능력이 

더 높으며 에너지 밀도가 더 크고 운행 수명이 더 길다. 응용 면에서 백만 천만 

급의 대형 발전소로 설계될 수 있고 메가와트급 소형모듈식 원자력 발전소로 

설계될 수 있으며 심해 공간 정거장, 해양 석유 탐사 플랫폼, 중국 난하이 지역

의 섬 개발, 오지의 에너지 공급 및 빅데이터 센터 등에 응용할 수 있다.

2019.10.1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0/14/content_43256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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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명의료

31.� 세계 최초로 규조의 광합성 막단백질 구조 해석

최근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선젠런(沈建仁)/

쾅팅윈(匡廷云) 연구팀은 규조 광합성 막단백질 

구조를 최초로 해석하여 규조의 광에너지 포획 

및 이용, 광보호(photoprotection) 메커니즘 연

구에 중요한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해당 논

문은 “Science”에 게재되었다. 녹색식물은 광합

성작용을 통해 적색광과 남자색광을 주로 흡수하

는 반면 녹색광 파장 대역의 에너지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이는 녹색식물이 

녹색을 띄는 주원인이다. 하지만 규조는 예외다.

전세계적으로 발견된 규조는 적어도 수만 종에 달한다. 적응력이 매우 강한 

규조는 해양 적조의 주요 생물군으로서 적도에서 남북극까지의 해양에 널리 

분포한다. 심지어 담수, 토양, 공기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규조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글로벌 생태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열대우림의 기여

도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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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조 특유의 광수확 안테나(light harvesting antenna) 단백질인 “갈조소

(fucoxanthin)-엽록소a/c 단백질 복합체”(FCP)는 뛰어난 남녹색광 포획 능

력과 매우 강한 광보호 능력을 보유하는데 이는 규조가 해양에서 번성할 수 있

는 중요한 원인이다. 규조는 깊은 물속의 약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남녹색광

을 포획한다. 따라서 규조 세포는 적갈색을 띈다. FCP에 결합된 갈조소 또는 

다이아디노잔틴(diadinoxanthin) 등 색소는 강한 광보호 메커니즘 형성에 참

여해 과잉 광에너지의 열량으로의 전환을 협조하여 해수 표면의 빠른 광환경 

변화에 적응한다.

연구팀은 샘플 정제 비교우위 및 고해상도 결정체 제조 경험을 토대로 매우 

규칙적인 규조 FCP 결정체를 획득하였다. 구조 해석 결과, 엽록소c는 규조와 

갈조 등 잡색조류에 존재하는 일종의 특수한 엽록소로서 그 분자 구조는 다른 

엽록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소수성 꼬리(hydrophobic tail)가 없었다. 1

개당 엽록소c 분자는 각각 2개 엽록소a 분자와 클러스터를 형성하였고 그중 

1개 엽록소a 분자와 밀접하게 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개 엽록소 클러스터

의 엽록소 간 거리는 모두 약 0.35nm를 유지하기에 에너지를 빠르고도 고효

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2019.02.1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2/11/content_41431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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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학 소분자로 체외에서 간세포 기능을 장기간 유지

최근, 베이징대학 덩훙쿠이(鄧宏魁) 연구팀, 해

방군총병원 루스춘(盧實春) 연구팀 및 푸단(復旦)

대학 위안정훙(袁正宏) 연구팀은 공동으로 최초

로 화학 소분자를 이용한 세포신호 경로 제어를 

통하여 체외에서 기능성 세포의 장기간 유지를 

구현했다. 이는 기능적으로 성숙된 세포 대량 제

조 및 그 이용에 가능성을 제공했다. 해당 연구성과는 “1차 배양 인간 간세포

가 체외에서의 장기간 기능 유지”라는 제목으로 “Science”에 게재되었다.

덩훙쿠이 연구팀은 체외 배양 과정에서 기능이 신속히 상실된 인간 1차 배

양 간세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5종 화학 소분자 조합(5 compounds, 5C)을 

선별함과 아울러 이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간세포 기능의 장기간 유지를 성공

적으로 구현했다. 1개월 이상의 배양 과정에서 5C 조합은 간세포의 탈분화를 

억제했다. 세포 전체 유전자 발현 스펙트럼은 체내의 간세포와 아주 유사할 뿐

만 아니라 장기간 알부민 분비, 요소(Urea) 합성, 약물대사 등 간세포 기능을 

유지했다.

덩훙쿠이 연구팀이 새로 구축한 5C 배양 시스템에서 체외 배양한 간세포는 

체내 수준과 유사한 약물대사효소를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약물

대사 유지 능력을 보유하여 약물대사, 약물상호작용 및 약물독성 등 분야에서

의 응용을 확장시켰다. 덩훙쿠이 연구팀과 위안정훙 연구팀은 공동으로 5C 배

양 조건을 기반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B형 

간염 표면항원, e 항원, B형 간염 바이러스 합성 DNA 등 감염 지표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cccDNA를 장기간 안정하게 생성할 수 있는 

간세포를 지속적으로 고발현시켰다. 해당 모델의 구축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심층적 연구 및 약물 연구개발에 주요한 의미가 있다. 5C 배양 조건에서 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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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고효율 감염에 견딤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cccDNA

를 생성할 수 있기에 이상적인 약물 선별 모델로 되어 B형 간염 치료에 희망을 

가져다준다.

전통적인 유전학적 방법에 비하여 화학 소분자는 다양한 신호경로 표적에 

대한 정밀 제어를 구현할 수 있다. 동 연구에서 덩훙쿠이 연구팀은 화학 소분

자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간세포 기능의 장기간 유지를 구현했다. 해당 연구는 

화학 소분자의 세포의 운명 및 기능 정밀 제어 우월성을 구현하였으며 해당 방

법은 또한 기타 유형 세포의 체외에서 기능 장기간 유지에 새 경로를 제공했

다.

2019.05.02.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4/425732.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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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쥐라기 막질날개를 보유한 “긴팔훈위안룡”� 발견

최근,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고인류연구소 연

구팀은 쥐라기의 스칸소리옵테릭스류를 기반으로 

공룡에서 막질날개(Membranous wings)의 진화

를 규명하였으며 공룡-조류(Birds)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량의 예기치 못한 비행 적응 체험 과정

을 시연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에 앞표지 문장으로 게재되었다.

척추동물의 기나긴 진화사에서 익룡, 조류 및 박쥐 등은 독립적으로 형태가 

판이한 비행 구조로 진화되었다. 익룡과 박쥐의 화석기록은 상대적으로 불완전

하지만 깃털공룡 및 초기 조류화석의 발견으로 조류 비행 기원에 관한 주요 과

학 문제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 스칸소리옵테릭스류의 발견은 조류 

비행 기원 규명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칸소리옵테릭스류는 공룡 패밀리에서 가장 괴이한 종류이며 중말기 쥐라

기에 생활했다. 스칸소리옵테릭스류의 머리뼈는 불룩하게 돌출되고 사지가 가

늘며 세 번째 손가락(가장 외부의 손가락)이 길고 꼬리뼈가 짧은 등 특성으로 

공룡과 조류의 “혼합체”와 유사하기에 조류와 친연관계가 가장 가까운 수각류 

공룡이라고 주장하였다.

2017년 저우중허(周忠和) 연구팀은 랴오닝(遼寧)의 쥐라기 말기 지층 고찰 

과정에서 새 화석 1개를 획득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화석은 새 스칸소리옵테

릭스류 화석이었으며 “긴팔훈위안룡(長臂渾元龍)”이라고 명명하였다.

“훈위안룡”의 체장은 약 32cm이고 체중은 약 306g이다. “훈위안룡”은 원시 

조류와 유사한 미단골을 보유하고 있고 짧은 꼬리뼈는 신체 중심을 앞방향으

로 이동시킬 수 있기에 비행시 안정 유지에 유리하다. 연구팀은 “훈위안룡”에

게서 막대모양의 장골과 익막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막대모양 장골 및 익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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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소리옵테릭스류에 존재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훈위안룡”의 

체내에 위석 및 뼈류와 유사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위 내용물이 보존되어 있

었는데 이는 스칸소리옵테릭스류에서 최초로 발견한 식성과 관련된 증거이다. 

따라서 연구팀은 스칸소리옵테릭스류는 잡식성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미 발견된 스칸소리옵테릭스류는 쥐라기 말기에 생활하였으며 막질날개와 

유사한 날개는 백악기 공룡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날개깃으로 구성된 날개는 

쥐라기 말기로부터 나타났으며 기나긴 진화를 경과한 후 최종적으로 조류의 

날개가 형성되었다.

2019.05.1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5/09/content_420743.htm?div=-1



60 2019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34.� 생세포 단백질에 “제어 스위치”� 장착

베이징대학 화학분자공학학원 천펑(陳鵬) 연구

팀과 베이징대학 합성기능생물분자센터 왕추(王
初) 연구팀은 공동으로 일종의 생체환경 조건에

서 순식간에 단백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화학

생물학 새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성과는 “프록시

멀 디케이징(proximal decaging) 기술 기반 생체 내 단백질 순간적 활성화”

란 제목으로 “Natur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생세포 등 생리적 환경 조건에서 단백질 기능 원위치 연구는 중요한 과학적 

의미가 있다. 천펑 연구팀은 단백질 원위치 활성화 기술 연구에서 생세포 단백

질에 각각 “제어 스위치” 장착을 시도했다. 최근에 왕추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

를 통해 일종의 단백질 “프록시멀 디케이징” 방안을 제안했는데 동 방안은 암

호 유전이 가능한 비천연 아미노산 디케이징 기술 및 컴퓨터 보조설계 선별기

술을 결합시켜 일련의 다양한 종류 단백질에서 시간분해가 높은 원위치 활성

화를 구현했다. 이로써 생세포 및 동물생체 내 단백질 동적 조절 메커니즘 연

구에 일종의 보편성 기술을 제공했다. 연구팀은 CAGE-prox로 명명한 해당 

새 기법을 사용해 “키나아제 직교 활성화 및 신호 전달 조절”, “시간분해 단백

질체학 분석”, “독소 단백질 기반 항종양 단백질 프로드러그(prodrug)” 등 일

련의 독창적 응용과제를 달성하고 또한 검증하여 단백질 동적 기능 연구 및 조

절 분야에서 해당 화학생물학 새 기술의 장점 및 특색을 보여주었다.

천펑 연구팀이 앞서 제안한 “화학디케이징” 방안은 단백질 핵심 잔기에 대한 

화학보호 및 탈보호 반응을 통해 관련 활성에 대한 “온-오프” 제어를 구현할 

수 있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로 라이신, 티로신 등 천연아미노산 곁사슬에서 

생물직교 결합파괴반응 및 화학디케이징을 구현했다. 또한 키나아제 등 단백질

족(protein family)에 대한 특이성 활성화 및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했다.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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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단백질 종류가 많고 활성 제어 메커니즘이 다양한 원인으로 현재 동 방법은 

디케이징에 필요한 아미노산 종류 제한으로 모든 단백질에서의 적용이 어렵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연구팀은 “프록시멀 디케이징”이란 새 전략

을 제안했다. 해당 전략은 단백질 활성중심 부근에 일종의 광보호기를 갖는 비

천연 티로신을 도입함으로써 활성에 대한 원격 간섭 및 억제를 마찬가지로 달

성할 수 있다. 그 다음 “광디케이징” 반응을 통해 보호기를 제거함으로써 활성

을 재차 복원시킨다. 단백질 활성포켓(active pocket) 부근에 비천연 티로신

을 삽입 후 단백질의 안정성에 대한 영향, 기질 결합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단백질 활성을 조절할 수 있기에 해당 전략은 기존의 “활성부위 디케이징”을 

“활성포켓 디케이징”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 그 적용범위를 대폭 확장시켰다.

천펑 연구팀은 가장 먼저 생물직교 결합파괴반응 기반 화학디케이징 전략을 

사용함과 아울러 유전코돈 확장기술을 결합해 단백질 촉매부위에서의 생물직

교 디케이징을 달성함으로써 원위치 기능 활성화를 구현했다. 또한 왕추 연구

팀과 공동으로 “프록시멀 디케이징” 새 방안을 제안함과 아울러 컴퓨터 보조설

계 및 선별을 사용해 단백질 디케이징 기술의 적용범위를 촉매부위로부터 전

체 활성포켓에로 확장시켰다. 이로써 광범위한 적용성을 갖춘 단백질 활성화 

새 방법을 획득했다. 해당 연구는 화학생물학 분야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로서 

생세포 및 동물생체 내에서의 단백질 동적 기능 연구에 핵심적 기술을 제공했

을 뿐만 아니라 생물직교반응의 새 발전방향을 개척했다.

2019.05.13. http://www.cas.cn/kj/201905/t20190510_469154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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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헤르페스바이러스 게놈 패키징 핵심 메커니즘 규명

최근, 중국과기대 허페이(合肥)미세규모물질과학국

가실험센터 류윈타오(劉雲濤)/비궈창(畢國強) 연구팀

은 냉동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인간 헤르페스바이러

스 게놈 패키징의 핵심 메커니즘 및 바이러스의 DNA 

게놈 구조를 해석함으로써 헤르페스바이러스로 인해 

유발된 다양한 질병 예방 및 통제 그리고 헤르페스바

이러스를 개선하여 표적치료에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

었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헤르페스바이러스는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바이러스로서 인체가 감

염되면 대상포진, 선천성 결함, 다양한 면역계질환 및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

병이 유발된다. 헤르페스바이러스에는 낭막, 중간체 단백질층, 뉴클레오캡시드 

및 게놈 등 4개의 층상구조가 포함된다. 그중 뉴클레오캡시드가 정이십면체로 

간주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이러스 게놈이 출입할 수 있는 독특한 DNA 통로

가 존재한다. 바이러스 게놈 및 캡시드 DNA 통로의 고해상도 구조 부족으로 

바이러스 입자의 게놈 패키징 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헤르페스바이러스의 생명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DNA 절단효소를 

캡시드의 독특한 DNA 통로에 집중시켜 이중 사슬 DNA를 식별·패키징·절단하

여 최종적으로 게놈을 함유한 바이러스 입자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바이러스 게

놈이 바이러스 캡시드에 꽉 채워질 경우 어떤 종류의 신호를 보내며 따라서 과

잉 DNA를 절단하여 패키징이 완료된다. 연구팀은 한 가지 특수한 알고리즘을 

구축함과 아울러 냉동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헤르페스바이러스 캡시드 DNA 통

로의 원자 수준 해상도 구조 및 대부분 게놈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를 획득하였

다. 분석 결과, 바이러스 게놈은 왼손 초나선 와인딩 방식 및 하나의 무질서 코

어(Core)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바이러스 게놈 패키징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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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방식 및 게놈이 캡시드 DNA 통로를 통과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동 연구는 헤르페스바이러스의 완정한 비대칭 구조를 규명함과 아울러 최초

로 진핵생물 바이러스의 DNA 통로 원자 수준 모델을 획득했다. 이는 최초로 

발견된 통로에서의 DNA의 꼬임 상태이다. 헤르페스바이러스의 DNA 운반 그

리고 게놈 패키징 신호 획득 및 전달 기본 규칙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1) 헤르

페스바이러스로 유발된 질병을 맞춤형으로 예방 및 통제할 수 있고 2) 헤르페

스바이러스를 개선하여 실용적인 운반체를 획득함으로써 종양 표적치료 또는 

대뇌 신경회로 추적 등에 이용할 수 있다.

2019.06.01. http://www.cas.cn/cm/201905/t20190531_469372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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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간 초기 배아발달�히스톤 재프로그래밍 규칙 발견

최근, 정저우(鄭州)대학 제1부속병원 쑨잉푸

(孫瑩璞)/쉬자웨이(徐家偉) 연구팀, 칭화(清華)대

학 생명과학학원 제웨이(頡偉) 연구팀은 공동으

로 인간 초기 배아발달 히스톤 수식 재프로그래

밍 규칙을 규명했고 인간 초기 배아발달 염색질

의 독특한 모본으로부터 접합자 에피지놈(Epigenome)으로의 전환 형식을 발

견함과 아울러 “에피지놈 재구동” 모델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성과는 

“Science”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쑨잉푸/쉬자웨이 연구팀은 인간 초기 배아발달 및 유전병의 후대 전달 차단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생식의학 및 배아 착상전 유전학적 진단 과

학의 발전을 추진했다. 후성유전학적 수식은 유전자 발현 제어에 참여함과 아

울러 개체 발달을 제어한다. 포유동물 초기 발달 과정에서 난모세포 수정 형성

은 전능성 수정란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세포분열 및 분화 형식을 통해 착상

전 포배를 형성하는데 후자에는 다기능성을 보유한 내세포집단이 포함된다. 발

달 과정에서 후성유전학적 수식(modification)은 강렬한 재프로그래밍을 통

과한다. 인간 난세포와 초기 배아 샘플의 희소성 및 극소량 세포 히스톤 수식 

기술의 결핍으로 인간 초기 배아발달 과정에서 히스톤 수식의 재프로그래밍 

규칙 및 기능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연구성과는 인간 생명 및 보조생식기술에서 배아의 초기 발달 및 제어 

규칙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의미가 있다.

2019.07.1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7/11/content_42546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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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세포핵 속 바이러스 DNA� 식별 분자 발견

최근 난카이대학 차오쉐타오(曹雪濤) 연구팀

은 세포핵에 바이러스 DNA를 특이적으로 식별

할 수 있는 자연면역수용체 분자가 존재하며 해

당 분자가 바이러스에 대한 “강반격”을 작동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성과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형식으로 

“Scienc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해당 새 메커니즘의 핵심은 이질 핵 리보핵산단백질A2B1(hnRNP-A2B1)이

라 불리는 단백질 분자이다. hnRNP-A2B1은 평상시 mRNA 수송을 담당하다

가 바이러스 공격시 단백질 “융합”, 메틸화 등 변화를 통해 세포핵으로부터 세

포질로 이동해 자연면역 신호경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항바이러스 효과를 

작동시킨다.

연구팀은 먼저 핵심 바이러스 DNA 식별 분자를 확실시한 다음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세포경로를 점차적으로 “끄집어”냈다. 연구팀은 비오틴으로 표

지한 바이러스 DNA를 “미끼”로 하여 세포핵추출물에서 DNA 결합단백질을 

“낚아”냈다. 다음 질량분석 및 2차원 전기영동 선별을 통해 세포핵에서 바이러

스 감염 후 세포질로 이동하는 단백질 분자를 더한층 고정화했다. 일련의 세포

기능 및 동물시험을 통해 23개 후보 분자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hnRNP-A2B1

가 핵심적인 핵내 DNA 자연면역 식별 수용체임을 감정했다.

이어서 연구팀은 동 단백질의 평시/전시 역할 승화과정은 이합체화(2개 분자 

중합) 후 226번 부위 아르기닌에서의 탈메틸화 발생에서 비롯됨을 규명했다. 

바이러스 공격에 대비한 식별분자는 세포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해 인터페론 발

현 관련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이외 hnRNP-A2B1은cGAS, IFI16, STING 등 

DNA 식별 수용체 mRNA의m6A 수식 및 핵외로의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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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질의 이미 알려진 상기 자연면역 분자의 효능을 증폭·증강시킴을 발견했다.

해당 발견은 세포핵 속 단백질 분자의 자연면역 식별 관여 및 신호전달의 새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항바이러스 치료 및 염증질환 치료에 새 아이디어와 

잠재적 약물개발 표적을 제공했다.

2019.07.2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7/19/content_426096.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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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간배아 착상�과정 최초로 해석

최근 베이징대학 탕푸처우(湯富酬) 및 

베이징대학 제3병원 차오제(喬傑) 공동연

구팀은 체외 인간배아 착상 시뮬레이션 전

략 및 고정밀도 단세포 시퀀싱 기술을 이

용해 관련 “블랙박스”의 진상을 규명했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게재되었다.

수정란이 영아로 성장하려면 발달 약 7일째 착상해야만 생존이 가능한데 이 

기간의 인간배아세포를 획득할 수 없기에 착상 과정을 해석하기 어렵다. 임상

에서 착상 실패는 조기유산을 초래하는 주요인이다. 자연임신 후 조기착상 후

단계의 인간배아는 현재로 획득이 불가능해 대부분 설치류배아 또는 원숭이배

아 등 모델생물을 대체해 연구하고 있기에 인간의 분자조절 등 메커니즘을 정

확하게 반영할 수가 없다.

연구팀은 인공수정 후의 수정란을 이용해 체외에서 인간배아 착상·성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정밀도 단세포 멀티오믹스(Multi-omics) 시

퀀싱 기술을 사용해 단세포 해상도의 전사체 및 DNA 메틸롬(methylome) 동

적변화 과정을 최초로 재구성해 인간배아 착상 과정을 재현함과 아울러 유전

자 발현 조절 네트워크 및 DNA 메틸화 동적 “파노라마사진”을 작성했다.

배아는 해당 특수단계에 모체-태아 연결의 예비상태를 개시한다. 예를 들면 

외배엽(epiblast)은 다기능성 전환(다기능성세포가 뇌, 심장 등 다양한 기관으

로 분화)을 보이며 영양외배엽(trophectoderm)은 점차적으로 특정 호르몬 관

련 유전자 발현을 시작한다. 다양한 세포계보(cell lineage) 모두 독특한 특성

유전자를 보유하며 또한 게잡이원숭이배아 착상 과정과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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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연구팀은 배아 착상 과정에서 다양한 세포 유형의 DNA 메틸화 수식 

수준은 각자 특유의 증가 추세를 보임을 발견했다. 아마도 배아세포는 DNA 

메틸화와 협동해 조절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유전자 DNA 메틸화 시계열

도 핵심유전자 전사 특이적 조절에 관여함으로써 세포운명을 공동으로 조절·

결정할 수 있다.

2019.08.2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8/22/content_42912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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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숙주세포의 바이러스 감염 저항 새 경로 발견

최근 난카이대학 차오쉐타오(曹雪濤) 연구팀

은 숙주가 자체 RNA 수식 조절 및 세포 대사상

태 재구성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을 협동 저항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논문은 “Scienc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해당 발견은 숙주가 선

천성 면역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저항하는 새 메커니

즘을 제안함으로써 바이러스—숙주 상호작용 과정 및 그 분자 메커니즘을 심층

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바이러스 감염성 질병 중재·치료를 위해 

잠재적 약물 표적을 제공한다.

숙주세포는 다양한 방식·방법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을 저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페론 생성 등 선천성 면역기능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으로 

저항한다. 하지만 숙주세포가 선천성 면역에 의존하지 않는 경로를 통해 바이

러스 감염을 저항할 수 있는지, 만약 저항할 수 있다면 그 작용 메커니즘은 무

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RNA 후성적 수식 그리고 관련 효소가 선천성 면역에 의존하지 않

는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저항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일련의 체외 

기능 선별 및 체내 실험을 통해 RNA m6A 탈메틸화효소 ALKBH5가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 복제를 광범위하게 촉진하는 작용이 있음을 발견했다. 한층 

더 나아가 RNA-seq, m6A-seq, iCLIP-seq, 대사체학적 분석 및 항바이러스 

기능 선별을 통해 ALKBH5가 주로 숙주세포 대사상태 조절을 통해 그 역할을 

발휘함을 검증했다.

이외,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 숙주세포가 ALKBH5 효소 활성 억제를 통해 

표적분자 대사효소 mRNA의 m6A 수식을 증강시켜 그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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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대사상태를 개변시키고 또한 대사물질 이타콘산(Itaconic acid)의 생성

을 저하시켜 최종적으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함을 발견했다.

해당 연구는 선천성 면역에 의존하지 않는 세포 방어 및 침입 바이러스 제거 

과정에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새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숙주세포가 어떻

게 바이러스 감염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지, 어떻게 후성적 수식과 대사 재구

성의 교차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지와 관련해 새 관

점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숙주 상호작용 및 항바이러스 경로에 

대한 미래지향적 연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2019.08.23.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8/42968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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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국인�간암 발병·진행 메커니즘 최초로 규명

최근 푸단대학[중산(中山)병원]간암연구소 판자(樊
嘉) 연구팀은 중국과 서양의 간암 돌연변이스펙트럼

(mutation spectrum) 간 차이점을 최초로 규명함과 

아울러 B형간염 관련 간암에 대한 멀티오믹스

(multi-omics)/다층차/다차원적 체계적 분석을 달성

하였다. 해당 성과는 국제 최고 생명의학저널 “Cell”

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간암은 중국에서 발병률 4위, 사망률 2위의 악성종양이다. 전세계 연간 간

암 신발병 및 사망 병례에서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약 85%의 중

국 간암환자가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 배경을 지니고 있다.

연구팀은 중국인 간암 특성에 근거해 간암환자를 대사 구동형, 미세환경 이

상형, 증식 구동형 등 3가지 아형으로 나누었는데 아형별 임상 예후 및 잠재적 

치료 표적은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해당 연구는 간암 예후 판단, 분자형 판정, 

맞춤형 치료에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전망이다.

 B형간염 관련 간암에 대한 대표본 파노라마 다층차적 분석은 기존에 보고된

바가 없었다. 동 연구소에서 생산된 고품질 빅데이터는 많은 간암 임상/기초 연

구자에게 도움을 줌과 아울러 간암 연구 분야 발전을 유력하게 촉진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연관성 분석(association analysis) 및 생물학 실험을 통해 간암 

분자 특성 및 발병·진행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해석했다. 또한 중국인 간암 

데이터 기반 임상 중개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간암 발병·진행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구 및 맞춤형 간암 정밀진료에 새 희망을 가

져다주었다.

중국의 대부분 B형간염 환자는 중의약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부당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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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용은 간암 발병·진행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35% 간

암 샘플에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유도 유전자 돌연변이 표지성

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아리스토로크산의 간암 유발작용을 감안

해 임상에서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한 중초약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 해당 연구는 간암 발병·진행에서 대사이상(error of metabolism)의 

중요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관련 메커니즘 및 중개경로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

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 적지 않은 환자의 혈액샘플을 채집하였는데 향

후 3가지 아형 분류에 근거해 해당 혈액샘플로부터 다양한 생물표지자를 찾아

내 임상의사의 정밀 진단·치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19.10.1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0/431289.shtm?tdsourcetag=s_pcqq_aiomsg



제 4 장 생명의료 73

41.�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입자의 삼차원 구조 정밀 해석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라오쯔허

(饒子和)/왕샹시(王祥喜) 연구팀은 하

얼빈(哈爾濱)수의연구소 부즈가오(步志
高) 연구팀과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

병 바이러스 입자의 삼차원 구조를 정

밀 분석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성과는 “아프

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구조 및 조립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Science”

에 게재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로 유발된 집돼지, 멧돼지에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고접촉성 동물 전염병으로서 모든 품종 및 연령별 돼

지가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발병률 및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세계동물보

건기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법정보고 동물역병으로 확정했으며 중국도 아프

리카돼지열병을 Ⅰ류 동물 역병으로 확정했다. 2018년 3월, 농업농촌부신문판

공실은 중국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상황을 통보한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신속하게 중국 대부분 지역에 전파됐고 이미 막대한 경적적 손실

을 초래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백신 및 방역 방법 개발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

병 발병 통제 및 예방이 시급하다.

라오쯔허(饒子和)/왕샹시(王祥喜) 연구팀과 부즈가오(步志高) 연구팀은 상

하이과기대, 칭화대학, 중국과학원 미생물연구소, 중국과학원 우한(武漢)바이

러스연구소, 난카이(南開)대학 등 기관과 공동으로 2018년 12월부터 아프리

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입자 및 관련 항원 분자에 대한 기초과학연구에서 임상

검사 및 고효율 백신의 다방면 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연구에서 아프리카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다양한 구조 단백질을 감정했고 주요 외피단백질 p72 등의 

원자모형을 구축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다양한 잠재적 보호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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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핵심 항원결정부위 정보를 규명했고 구조단백질의 복잡한 배열 방식 및 상

호작용 형식을 논술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가능성 조립 메커니

즘을 제안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숙주세포 침입 및 숙주가 

항바이러스 면역에 회피·저항하는 메커니즘 규명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고안전성 신형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하는데 기반을 마

련했다.

2019.10.23. https://mp.weixin.qq.com/s/fBm654h14xbmp62zKjz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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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초로 포유동물 육안 적외선 시각 달성

중국-외국 공동연구팀은 시각 신경 

생물의학과 혁신나노 기술을 결합하여 

최초로 동물 육안의 적외선 감지와 적

외선 이미지 시각 능력을 달성했다. 해

당 성과는 “Cell”에 게재되었다.

자연계의 전자기파 스펙트럼은 범위가 아주 넓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 감마

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무선파 등이 있는데 인간과 

포유동물의 망막은 가시광선(파장 390-700nm)만 감지할 수 있다. 망막의 광

수용기 세포가 적외선을 감지하는 감광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포유동물

은 시각 시스템을 통해 적외선을 감지할 수 없다. 따라서 광전자전환과 광전자

증배관 기반 적외선 야간 시력기를 발명하였지만 착용이 불편하고 전원 공급

이 제한되며 가시광선 환경과 호환되지 않는 등 단점이 있다. 외부도구를 사용

하지 않고 자체적인 적외선 감지력을 확대하면 가시광선 스펙트럼 범위를 초

과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환경에서 시각 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적외선을 흡수하고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나노입자를 안구 내 주사 

방법으로 동물 망막에 주입하여 적외선 시각 감지를 달성했다. 이러한 나노입

자는 광수용기 세포 표면에 단단히 부착되어 은폐되고 외부 에너지 공급이 필

요 없는 “나노 안테나”가 된다. 다양한 신경 시각 생리학적 실험과 다차원의 

시각 행위학적 실험을 통해 “나노 안테나”를 주입한 생쥐는 적외선 감지 능력

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잡한 근적외선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나노 안테나”는 양호한 생물 호환성을 보유하고 장기간 동물 망막에 존재하면

서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망막 및 동물 시각 능력에 뚜렷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적외선 시각을 얻은 생쥐의 가시광선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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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았다.

광수용기세포와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 신형 나노 주입 기술은 동물 시각

의 스펙트럼 범위를 효과적으로 넓혔고 자연계가 동물에 부여한 시각 감지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다. 해당기술은 인간의 시력을 적외선 파장 범위로 확장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 감지스펙트럼 장애와 관련한 질병(예를 들어 

적색망)을 보조 치료할 수도 있다. 또한, 생물 나도 장치 연구에서도 잠재적인 

응용 가치가 있다.

2019.10.31. https://mp.weixin.qq.com/s/rwsB8E_9O2vgFLoxleBl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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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인간 유래�칼륨-염소 공수송 단백질의 고해상도 구조 해석

톈진(天津)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류쓰

(劉斯) 연구팀은 최초로 인간 유래 칼륨-

염소 공수송(Co-transport) 단백질

(KCC1)의 고해상도 구조를 해석함과 아

울러 칼륨-염소 공수송 메커니즘을 제안

함으로써 뇌전증 등 관련 질병 치료 및 약물 개발에 새 관점을 제공했다. 해당 

성과는 “Science”에 게재됐다.

인체 세포내 칼륨, 나트륨, 염소의 이온 농도 불균형은 고혈압, 우울증, 뇌전

증 등 질병을 유발한다. 세포막에 양이온-염소이온 공수송 단백질이 존재하며 

전문적으로 인체 세포 내외의 이온 농도 조절을 담당한다. 기존에 정밀한 구조 

정보 부족으로 해당 종류 막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

적이다. 뇌전증은 대뇌 뉴런의 돌발성 비정상 방전으로 인한 일과성 대뇌 기능 

장애 기반 만성질환이다. 뇌전증은 복잡하고 다양한 바 유전요인, 뇌부질환, 

전신성 및 계통성 질환 등이 포함된다. 그중 유전요인은 뇌전증 특히 특발성 

뇌전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분자유전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부 유

전성 뇌전증의 분자 메커니즘은 세포 이온통로, 관련 분자 구조 및 기능 변화

이다. 생체 세포의 끊임없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위 환경과 물질

을 교환하는데 세포막의 이온통로, 수송 단백질 등 이온 수송 단백질은 해당 

물질교환의 주요 경로이다. 다양한 이온, 당류 등 대부분 생명에 대하여 중요

한 의미를 보유한 물질은 수용성이다. 그들은 세포에 진입해야 하지만 생명활

동 과정에서 생성된 수용성 폐기물은 세포를 떠나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 이온 

수송 단백질이 참여해야 한다. 그중 수송 단백질은 세포막에 위치하여 있기에 

수용성 소분자의 막관통 수송을 유도할 수 있다.

신경교질세포와 말초신경계 뉴런에서 양이온-염소이온 공수송 단백질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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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세포 내외의 이온농도 조절을 전문적으로 담당함과 아울러 세포막 내외 양

측의 칼륨 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여 세포 내 칼륨/염소를 세포외로 공수송

하기에 세포의 이온화 평형을 유지하고 생물 세포 활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

요하다. 유전학적 및 생화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간 신경계에서 KCC1 돌연변

이는 KCC1이 세포외로 염소이온을 수송하는 활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뇌전증 등 질병을 유발한다.

KCC1은 중요한 생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에 임상에서 뇌전증 등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 표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KCC1의 정밀한 구조 정보 연구

는 해당 구조 기반 약물을 개발하여 임상에서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데 정밀한 

데이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KCC1의 단백질 정밀 구조를 해석하려면 해당 

단백질 구조를 “포착”해야 한다. 단일입자 냉동전자현미경 기술은 현재 선진적

인 단백질 구조 해석 기술이다. 해당 기술의 응용 핵심 조작은 샘플 냉동, 냉동 

이미징 및 3차원 재구성이다. KCC1는 분자량이 매주 작을 뿐만 아니라 세포

내 영역 도메인 상태가 비고정적이다. 연구팀은 KCC1 단백질 발현 유전자를 

바큐로바이러스에 피복한 후 포유동물 세포를 이용하여 과발현시켰다. 또한 양

호한 균일성 KCC1를 획득하기 위해 제거제 종류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고순

도의 인간 유래 KCC1 단백질 샘플을 획득했다. KCC1 단백질의 3차원 구조

를 분석하려면 KCC1 단백질이 정상적인 단백질 형태를 보유하게 해야 한다. 

생리 상태에 가장 접근하는 KCC1 단백질을 얻기 위해 연구팀은 KCC1 단백

질을 나노디스크(모의 세포막의 지질 이중 분자층)에 구축했다. 그리고 KCC1 

단백질 용액을 “그물(Net)”에 떨구어 넣은 후 “그물”을 액체 에탄 환경에서 

“쾌속 내동”시켰다. 1개 격자에 수백 개의 중공 공극이 있는데 KCC1 단백질 

입자를 그 중에서 냉동시켰다.

최종적으로 연구팀은 단일입자 냉동전자현미경 기술을 기반으로 3개의 인간 

유래 KCC1의 원자 해상도 구조를 성공적으로 해석했다. 1) KCC1는 이합체 

형식으로 존재한다. 2) KCC1가 1:1의 비율로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칼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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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과 염소이온을 수송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3) KCC1이 칼륨이온과 염소

이온을 공수송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해당 성과는 양이온-염소이온 공수송 단

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뇌전증 치료 약물 개발에 거대한 현실적 의미 및 응용 

가치가 있다.

2019.11.1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1/13/content_434686.htm
?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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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각 전도 이온통로 확정

최근, 푸단(復旦)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옌즈창(閆
致強) 연구팀, 모토유키 하토리(Motoyuki Hatt- 

ori) 연구팀은 도쿄대학 오사무 누렉(Osamu 

Nurek) 연구팀과 공동으로 TMC1/2는 귀 달팽이

관 유모세포 내 청각 전도 이온통로임을 확정함으

로써 청각 연구 분야에서 약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성과는 “Neuron”에 게재됐다.

인간이 소리에 대한 감지는 내이의 코르티기관에서 비롯된다. 코르티기관에

는 16,000개가 넘는 유모세포가 있으며 소리를 기계적 신호로부터 전기적 신

호로 전환시키는 기계적 전달통로는 계단형으로 배열된 유모세포의 부동섬모 

다발에 위치하여 있다. 약 40년 전 청각 유모세포의 청각 전도 전류를 기록했

고 청각 전도를 담당하는 분자에 대한 연구를 다년간 수행했지만 확정하지 못

했다. TMC1/2 유전자를 포함한 청각 전도로의 많은 후보유전자는 모두 청각 

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MC1/2는 최초로 귀머거리 환자에서 발견됐다. 

TMC1/2는 유모세포가 전류를 기계적 전도하는 필수적인 단백질로서 기계적 

전도가 발생하는 부동섬모 첨단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또한 유모세포에서 발현

된다. 기존 연구에서 유전학적 방법을 통해 막관통 통로 유사 단백질을 코딩하

는 TMC1/2 유전자가 생쥐 청력에 대한 중요성을 규명했다. TMC1 돌연변이

는 생쥐의 기계적 민감성 전류 특성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TMC1/2 단백질이 

이온통로인 여부 및 기계적 자극-의존성 통로인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TMC 단백질이 배양한 세포에서 발현될 경우 세포막에 수송되기 

어렵기에 전기 생리학적 특성을 정상적으로 기록하기 어려움을 발견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정제하여 획득한 TMC1/2 단백질을 리포좀과 

재조합시킨 후 체외에서 TMC 단백질이 이온통로 인지의 여부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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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재구성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은 직교 선별(orthogonal screening)

을 이용하고 형광검사 기반 부피 배제 크로마토그라피 열안정성 검사

(FSEC-TS)를 통해 21가지 다양한 종에서 유래된 TMC 단백질을 선별했다. 그 

중에서 푸른바다거북이 유래 TMC1(CmTMC1)과 사랑앵무새 유래 TMC2 

(MuTMC2)는 곤충 세포에서 고순도로 발현된다.

TMC 단백질은 이온통로 활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외부 전압에 의해 단백질 

기공 통로를 자발적으로 개방시켜 전류를 생성할 수 있다. 고속 압력 클램프를 

이용해 재조합 CmTMC1와 MuTMC2 통로에 압력을 가할 경우 CmTMC1과 

MuTMC2 통로는 직접 기계적 힘에 응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류강도 응

답 및 단일 통로 개방 확률은 외부 압력의 증가에 따라 증가된다. 연구팀은 또

한 생쥐 이롱 유발 Tmc1 돌연변이체 단백질로 여러 개의 보수적 아미노산 돌

연변이 기반 CmTMC1 점돌연변이 단백질을 구축했다. 체외 리포좀 재구성 

및 기능성 실험 결과, 해당 돌연변이체 단백질은 이온통로 활성 결함 또는 기

계적 응답 결함을 보유한다. 연구팀은 주로 CmTMC1과 MuTMC2를 연구했

지만 CmTMC1과 MuTMC2는 생쥐의 TMC1/2 단백질과 매우 유사한 진화 

보수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CmTMC1과 MuTMC2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한 연

구결과는 TMC1/2 단백질에 적용된다. 해당 분야에서 생쥐와 인간은 아주 유

사하다. 이는 포유동물의 TMC1/2은 이온통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기계적 힘에 응답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TMC1/2은 인간의 청력 손

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 청각 전도 이온통로를 확정함으로써 청각 손상 치료 메커니

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치료 경험의 축적은 새로운 돌연변

이 발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신생아 청력 유전적 결함 메커니즘 

연구 및 예방, 진단, 치료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9.12.04. http://www.cas.cn/kj/201912/t20191202_472605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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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간 초기배아 염색체 구조 동적 변화 최초로 규명

중국과학원 베이징게놈연구소 류장(劉江) 연구

팀은 산둥대학교 부속생식병원 천쯔장(陳子江) 

연구팀과 공동으로 인간 초기배아 염색체 3차원 

구조의 동적 변화를 최초로 규명함과 아울러 

CTCF 단백질이 초기배아 발육중의 TAD(topologically associating dom- 

ain) 구조에 대한 중요한 조절기능을 발견함으로써 인간 배아발육 메커니즘을 

더한층 이해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게재

되었다.

염색체 3차원 구조는 유전자 발현 조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후성

유전학적 요인으로서 그 동적 변화는 세포기능 발휘, 질병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 정자·난자 수정 후 세포핵 속 염색체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며 어

떤 생물학적 분자가 배아 염색체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해결 과학문제

로 남아있다. 그리고 정자가 형태·기능 분야에서 기타 최종분화(terminal 

differentiation) 세포와 판이하며 염색체가 인간 정자에서 어떻게 압축·접혀

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정자 및 인간 초기배아 발육 과정 중 염색체 구조 동적 변화 상황

을 묘사하였다. 연구 결과, 성숙된 인간 정자 속에 TAD 구조가 없었고 염색질 

조절단백질 CTCF도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생쥐 정자의 상황과 완전히 달랐

다. 수정 후 배아 속 TAD 구조는 분명하지 않았고 후속 배아 발육 과정에서 

염색체는 또렷한 TAD 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생쥐/초파

리 배아와 달리 인간 초기배아에서 접합 유전자 활성화(zygotic genome 

activation, ZGA) 차단을 통해 TAD 구조의 구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CTCF 단백질의 발현량은 ZGA 전에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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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내 ZGA 시기에서는 빠르게 상승함을 발견했다. 배아 중 CTCF 단백질 

녹아웃은 TAD 구조의 유의적 약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ZGA시 CTCF 

단백질 발현은 인간 초기배아의 TAD 구조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설명한

다. 해당 연구는 인간 정자 및 초기배아 염색체 구조의 독특성을 깊이 있게 이

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시험관아기기술 개선 및 우생학 촉진에 이론적 기반

을 마련하였다.

2019.12.0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2/43348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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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불명원인으로 인한 반복적 발열 메커니즘 규명

저장(浙江)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 저우칭(周青) 연구

팀은 1명의 자체 염증성 질환 환아의 발병 분자 메커니

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초로 인간 수용체 상호작용 

프로테인키나이제(RIPK1) 변이가 자체 염증성 질환을 

유발함을 발견했다. 이로써 해당 종류의 자체 염증성 

질환 임상치료에 더욱 정밀한 치료 방법을 제공할 전망이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많은 자체 염증성 질환은 단일 유전자의 유전병이며 이미 약 40종의 발병 

유전자가 발견됐다. 자체 염증성 질환은 주기성, 반복성 발열 외에 발진, 관절

염 등 증상을 동반한다. 중국에도 많은 불명성 발열 병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염으로 인한 유발로 인정하고 유전병과 연관시키지 않으며 주로 항생제류 

약물로 치료하기에 치료효과가 없다. 2018년, 푸단(復旦)대학교 부속소아과병

원에서 접수한 1명의 환아는 감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 주기성 발열 증

상이 발생하여 자체 염증성 질환으로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환아에게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연구 결과, 해당 환아 체

내의 RIPK1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으로 RIPK1 유전자가 코딩하는 RIPK1 단

백질은 프로테아제 Caspase-8의 절단 위치에서 아미노산 변화가 유발되어 

RIPK1가 정상적으로 절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RIPK1의 정상적인 활성

화 모드가 파괴되어 활성화가 증가되고 일정한 수준에서 세포 사멸 및 프로그

램화 사멸을 촉진시킨다. 세포의 “생사(Life or death)” 평형 파괴로 환아 체

내의 염증인자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함과 아울러 발열 등 염증 증상이 자

발적으로 발생했다. 연구팀은 환아의 다양한 종류 세포는 동일한 RIPK1 돌연

변이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 조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인체의 다

양한 조직 및 세포는 동일한 유전자형 조건에서 판이한 표현형을 나타냄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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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해당 발견은 RIPK1이 다양한 종류 세포사멸을 조절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풍부히 했다.

발병 메커니즘 연구 과정에서 연구팀은 환자 체내의 RIPK1 단백질은 아미

노산 돌연변이가 발생함을 발견했다.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으로 RIPK1 단백

질은 프로테아제에 의해 정밀 절단될 수 없기에 RIPK1 단백질은 활성화 상태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세포의 사멸 및 괴사를 유발하며 세포의 사멸 및 괴사

는 염증인자의 방출을 활성화시키고 증가된 염증인자는 세포사멸을 더 촉진시

킨다. 환아의 혈청 및 말초혈단핵세포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팀은 IL-6, TNF 

등 염증인자 함량이 매우 높으며 특히 환아가 발열시 해당 염증인자 함량이 매

우 높음을 발견했다. 생쥐 실험 결과, RIPK1 돌연변이 발생 생쥐 세포도 자극

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염증인자를 방출하는 동시에 세포사멸

을 유도한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팀은 염증인자 IL-6의 환자 체내에서 대량 발현 및 그 

유발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따라서 자체 염증성 질환 치료에서 IL-6 수용체 기

반 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 자체 염증성 질환 치료에 적합한 다양한 염증 반

응 통로에 근거하여 이미 다양한 생물 억제제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또한 피부 

섬유아세포 내 RIPK1, TNFR1 등 단백질 발현 수준의 뚜렷한 하향 조절, 세

포 내 글루타티온(GSH) 함량 증가, 활성산소(ROS) 함량 감소 등 변화는 세포

가 다양한 사멸 형식에 대한 저항성임을 발견했다. 해당 현상은 RIPK1 돌연변

이로 유발된 다양한 자극 고민감성 환아의 섬유아세포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

상 메커니즘을 확정하여 생체 안정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제시한다. 해당 연구

는 최초로 세포괴사, 세포사멸로 인한 자체 염증성 질환을 발견했으며 향후 더

욱 많은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기타 세포사멸로 인한 해당 증상 발병 유전자를 

발견하여 해당 질병의 발병 유전자 가계도를 완벽화할 예정이다.

2019.12.2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2/18/content_437002.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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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뇌 발달과 관련한 신경줄기세포의 작용 메커니즘 발견

최근 푸단대학 뇌과학연구원 의학신경생물학 

국가중점실험실 셰윈리(解雲禮) 연구팀은 배아 

뇌에서 신경줄기세포의 정확한 위치결정이 정상

적인 뇌 발달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Neuron”에 온라

인으로 게재되었다.

인간의 뇌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기관이다. 

포유동물의 대뇌는 1,000만 이상 심지어 100억 개를 초과하는 뉴런을 함유하

고 있다. 뉴런은 신경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 및 기능성 단위이다. 뉴런으

로 구성된 복잡계 신경망은 뇌기능을 완성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놀랍게도 이

렇게 많은 뉴런은 인체 배아 발달시 수적으로 비교적 적은 신경줄기세포에서 

분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신경줄기세포의 공간적 분포 특히 중간전구체

세포(intermediate progenitor cell)의 공간적 분포가 뇌 발달에서 어떠한 작

용을 일으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형질전환 생쥐 동물모델 구축과 세포생물학, 면역화학, 유전학 등 

기술적 수단을 결합하여 배아 뇌 발달 초기에 중간전구체세포가 반드시 배측 

피질 뇌심실영역(sub-ventricular zone)에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만 대뇌의 

정상적 발달을 담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중간전구체세포의 위치결정 장애

는 뇌 발달 이상을 유발해 소두증 증상을 야기한다. 분자 메커니즘 연구 결과, 

중간전구체세포의 위치결정은 후성유전인자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1, 2에 의

해 시간적·공간적으로 정확하게 제어된다. 신경줄기세포의 증식 및 분화는 엄

밀한 제어를 통해야만 특정 시간, 특정 위치에서 특정 수효의 뉴런 생성을 보

장받아 정상적인 대뇌의 발달을 유지한다. 해당 제어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

우 대뇌 발달이 영향 받아 뇌질환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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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는 신경줄기세포의 뇌 발육에서의 새로운 작용 기전을 규명하였고 

발달성 뇌질환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2019.02.02.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42258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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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공 양자 시스템에서 양자 얽힘 새 경로 발견

최근, 저장(浙江)대학 물리학부 양자정보

학제간연구센터 왕다웨이(王大偉) 연구원과 

왕하오화(王浩華) 교수는 국제 여러 연구팀

과 함께 인공 양자 시스템에서 반대칭 스핀 

교환 작용을 최초로 합성하였으며 카이랄 스

핀 상태를 이용하여 양자 얽힘을 제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현하였다. 해당 연

구성과는 “Nature Physics”에 게재되었다.

카이랄성이란 물체가 그의 거울상과 겹쳐질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

면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거울에 대칭이지만 아래위로 겹쳐 놓으면 대칭되지 

않는다. 독일 이론물리학자 프리드리히 훈트(Friedrich Hund)는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좌우 대칭” 형태를 바꿀 수 없기에 분자의 정상상태는 “왼손/오른

손” 분자의 양자 중첩 상태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왼손/오른

손” 분자의 양자 중첩 상태는 아주 불안정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팀은 초전도 큐비트 시스템에서 반대칭 스핀 교환 작용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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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카이랄 스핀 상태의 양자 중첩 및 양자얽힘을 연구할 수 있으며 주기

적 큐비트 주파수 변조 및 다양한 비트에 대한 다양한 변조 위상 이용을 통하여 

캐비티(Cavity)에 의하여 연결된 비트 사이에 반대칭 교환 작용을 합성할 수 있

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다양한 카이랄 상태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를 보유함과 

아울러 스핀 상태의 동역학적 진화과정에서 “왼손/오른손”을 구현하였다.

반대칭 스핀 교환 작용이 양자 얽힘을 생성하는데 이는 양자 중첩 및 스핀의 

카이랄성 진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연구팀은 3개 비트를 각각 1상태, 

0과 1의 중첩 상태 및 0상태에 제작하였다. 결과, 전반적으로 3개 비트는 100

과 110의 중첩 상태인 비얽힘 상태였다. 해당 2종 상태의 카이랄성 진화 방향

은 반대되며 010과 101의 중첩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 2번째 비트를 회전시

켜 000와 111의 중첩 상태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얽힘 

상태이다. 해당 상태에서 그중 1개 비트 에너지값을 측정하면 나머지 2개 비트 

에너지값도 확정할 수 있다.

해당 연구성과는 양자 자성, 다중 입자 얽힘 상태 제작 속도 향상, 카이랄 

스핀 상태를 이용한 양자컴퓨팅 등을 연구하는데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2019.01.2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1/23/content_41350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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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차가운 원자기반 다중노드 양자스토리지 네트워크 발견

최근, 중국과기대 판젠웨이(潘建偉), 바오샤

오후이(包小輝) 등은 다중 광자 간섭을 이용하

여 분리된 3개 차가운 원자 양자 메모리 얽힘

을 구현함으로써 다중 노드, 원거리 양자 네트

워크 구축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연구성

과는 “Nature Photonic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양자 네트워크란 원거리 양자 프로세서 사이의 상호 연결 및 교환을 의미하

며 전통적인 네트워크와 상응한다. 양자 네트워크의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양

자 네트워크를 양자 암호키 네트워크, 양자 스토리지 네트워크, 양자컴퓨팅 네

트워크 등 3개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양자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양자 암호키 

네트워크의 다음 단계이다. 각 노드에서 양자 상태는 양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에 요구에 따라 적시에 판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자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면 더욱 고급적인 양자 상태 텔레포테이션, 분포식 양자컴퓨팅 등 

양자정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한 나라가 세계 강국에 진입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군사 장비 또

는 인간 생활에서 과학기술 수준은 한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직접 결정하며 양

자기술 분야는 결정적 역할을 일으키는 핵심기술이다. 현재 양자 패권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또한 양자 얽힘 상태 기반 통신 보안기술도 한층 더 발전하였다.

양자 네트워크는 아주 중요한 응용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양자 암호키 네트

워크 기술은 비교적 성숙되어 규모화 응용에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중국에서 

구축한 양자 암호키 통신 베이징-상하이 간선 등에 이용되고 있다. 양자 저장 

네트워크 발전 방향에서 현재 주요 목표는 노드수를 확장시키고 노드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델프트공과대학(Del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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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Technology)은 델프트, 암스테르담 등 도시를 연결하는 4개 

노드 양자 네트워크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르곤국립연구소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Fermi lab)는 시카고대학(The 

University of Chicago, UChicago)과 공동으로 양자 네트워크와 유사한 네

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자 저장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자원은 광(Light)과 원자 사이의 양자 얽힘

이다. 해당 양자 얽힘의 광도(Luminous intensity)와 품질은 양자 네트워크의 

척도 및 규모를 직접 결정한다, 양자 얽힘 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팀은 

환상형 캐비티 증강 기술을 이용하여 단일 광자와 원자 앙상블 사이의 결합을 

증강시켰으며 더 나아가 양자 얽힘 제작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양자 

얽힘 품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양자 얽힘원 광도를 기존의 이중 노드 

실험에 비하여 약 10배 이상 향상시켰다.

연구팀은 또한 고광도 광과 원자 사이의 양자 얽힘을 기반으로 많은 쌍의 양

자 얽힘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 광자 간섭을 통하여 3개 원자 앙상블 

양자 메모리 얽힘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실험에서 3개 양자 메모리를 2개 

독립된 실험실에 설치하였고 두 실험실을 18m 단일 모드 광섬유로 연결시켰

다. 향후 연구팀은 이미 구현한 관련 저장 및 양자 얽힘 기술을 결합하여 노드

수를 한층 더 확장할 예정이며 또한 양자 주파수 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원자 

파장을 통신 웨이브 밴드(Wave band)에 전환하여 노드 사이의 거리를 대폭 

확장할 예정이다.

중국은 가장 먼저 양자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나라가 아니지만 양자 기술 분

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의 양자기술은 이

미 초월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양자패

권, 양자통신 보안기술 등 분야를 주요 연구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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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2018년에 중국은 양자기술 분야 연구

에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8년 중국은 양자 통신 분야에서 수중 양자 통신을 포함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이 같은 성과와 관련하여 기술을 공유하자고 

제안한 점이다. “해당 기술은 전인류에 속하는 기술이다. 중국은 마땅히 대국

으로서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미국의 GPS의 공유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해

당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미국인이 주장했었는데 이는 중국이 거둔 성과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2019.01.30. https://wenhui.whb.cn/third/baidu/201901/27/2385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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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최초로 Pbit/s급 광전송 구현

2019년 2월 12일, 중국정보통신과학기술

그룹은 최초로 1.06Pbit/s 초대용량 단일 

모드 멀티 코어 광섬유 광전송 시스템을 구

현하였는데 전송 용량은 기존의 상업용 단일 

모드 광섬유 전송 시스템 최대 용량의 10배

이고 1초 내에 약 130개 1TB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동 실험에서 사용한 핵심 광칩 및 광섬유는 모두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

한 중국산 제품이며 광전송 시스템 기술, 광소자 및 광칩 기술, 광섬유 광케이

블 기술은 중국 내 가장 선진적인 연구성과이다. 이는 중국이 “초대용량, 초장

거리, 초고속” 광통신 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새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국가정보광전자혁신센터, 광섬유통신기술·네트워크국가중점실험실, 광쉰과기

(光迅科技) 및 펑훠(烽火)통신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실리콘광 코히렌트 트랜시

버 칩은 30㎟도 되지 않는 실리콘 칩에 광전송, 변조, 접수 등 60개 능동/수동 

광소자를 집적했을 뿐만 아니라 C+L 주파수대의 동시 작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중국에서 집적도가 가장 높은 상업용 광자 집적 칩이다. 동 공법/기술로 

단일 모드 19 코어 광섬유의 채널 간 크로스토크(Crosstalk) 문제점을 해결하

였으며 인접한 코어(Core)의 격리도가 -40dB보다 우수하고 “채널”과 “채널” 

사이의 간섭 및 영향을 최저로 감소시켰다.

해당 시스템 설비는 C+L 주파수대에서 375개 광반송자(Optical carrier)

를 생성하였고 실리콘광 코히렌트 트랜시버 칩을 기반으로 25GHz 채널의 

178.18Gbit/s DFTs-PDM-16QAM 신호광 트랜시버를 구현하였으며 단일 

모드 19 코어 광섬유에서 광전송 검증을 완성하였고 전송 총용량은 

1.06Pbit/s, 주파수 스펙트럼 순효율은 113bit/s/Hz에 도달하였다.

2019.02.1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2/13/content_41446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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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국 궤도교통,� 세계 최초로 5G�시대 진입

최근, 중처(中車)주저우(株洲)전기기관차연구원 산

하 스다이(時代)전기주식유한회사에서 자체로 개발한 

5G 통신기술 기반 대용량 데이터 덤프(Dump) 시스

템(이하 “5G 덤프 시스템”)이 청두(成都)기관구에서 

열차 탑재 데이터 고속 다운로드를 성공적으로 구현

하였다. 이는 중국 궤도교통이 세계 최초로 5G 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열차 운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모니터링 데이터는 기관구에서 열차의 

운영 유지보수를 연구 분석하는데 제공된다. 열차 장거리 라우팅(Routing), 승

무교대제(Crew shifting system) 시행에 따라 열차 탑재 데이터 특히 열차 탑

재 비디오 데이터가 급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열차 탑재 비디오 데이터는 

승무원이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덤프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기에 

USB 메모리 파괴, 비디오 데이터 분실 또는 인위적 피괴 등 문제가 발생하여 

기관구에서의 운용 안전에 아주 큰 잠재위험을 가져다준다.

열차 탑재 비디오 데이터의 자동 무선 고속 다운로드를 구현하기 위해 중처

주저우전기기관차연구원은 화웨이(華為)회사와 공동으로 궤도교통 응용에 적

합한 5G 덤프 시스템을 개발함과 아울러 2018년 11월, 청두기관구에서 열차 

탑재 응용을 구현하였다. 응용 결과, 해당 시스템은 10분 내에 55GB의 열차 

탑재 데이터 쾌속 덤프를 완료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표준 WLAN 동일한 작

동상태 조건에서 전송 속도의 100배 이상에 달한다. 이로써 기존에 수동 조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손실 및 이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기관차

에 대한 응용 분석에 풍부한 데이터 지원을 제공함과 아울러 기관차 운행 안전

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열차 탑재 데이터 덤프 시스템은 3G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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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G 통신으로 전송하기에 덤프 전송 효율이 비교적 낮다. 5G 덤프 시스템

의 개발 성공은 빅데이터 지능 운영 유지보수 응용 조건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간선 기관차, 고속열차 및 도시철도 열차에 광범

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력, 전기 자동차 등 기타 영역에 응용되

어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구현할 수 있기에 중국이 5G 시대에 국제 궤도교통 

첨단기술 시장을 선점하는데 강력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전망이다.

2019.03.19.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3/15/content_417245.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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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베이더우 3호를�지원할 베이스밴드칩 개발

2019년 5월 20일, 베이징허중쓰좡(合眾思
壯)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는 베이더우(北斗) 3

호 시스템 맞춤형으로 개발한 톈친(天琴) 2세대 

베이스밴드칩(Baseband chip)을 발표함과 아

울러 톈친 2세대 베이스밴드칩 및 톈잉(天鷹) 

무선주파수칩 기반 고정밀도 인쇄회로기판도 발표했다. 톈친 2세대 칩은 세계 

첫 베이더우 3호를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정밀도 베이스밴드칩이며 베

이더우 3호 항법시스템 산업화 응용의 핵심 설비이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중국이 자체로 구축하고 독립적으로 운행하며 세계 기타 

위성항법시스템과의 호환·공용할 수 있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이다. 20세기 

90년대부터 중국은 선후하여 베이더우 1호, 베이더우 2호, 베이더우 3호 시스

템 구축을 가동했다.

2018년 말, 베이더우 3호 기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가

동했다. 현재 50여 개 국가, 30억이 넘는 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8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중국산 베이더우 제품을 수출했다. 2020년, 베이

더우 3호 네트워킹이 완료된 후 글로벌 커버리지를 구현할 전망이다.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톈친 2세대 칩은 베이더우 항법시스템 용

용의 핵심 일환으로서 총 연구개발비는 5,000만 위안(한화 약 86억)을 초과한

다. 해당 칩은 광대역 수신기 처리 기술을 적용했기에 31개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다. 새로운 칩 기술을 적용한 수신기는 더욱 간결하고 소자수가 적지만 

기능이 더욱 강하고 출력 소모가 더욱 적다.

톈친 2세대 칩 및 톈잉 칩을 탑재한 인쇄회로기판은 베이더우 신호를 전면

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mm급 위치결정 및 0.08°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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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확정을 구현할 수 있다. 이로써 내비게이션, 위치결정 및 측정 정밀도를 전

면적으로 향상시켜 정밀농업, 정밀검사, 기계제어, 지진 모니터링, 건축물 모니

터링, 철도 모니터링, 민간항공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발휘할 전망이다.

해당 차세대 인쇄회로기판은 원가가 낮기에 많은 업계에 이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에서 내비게이션 단말장치를 탑재한 농업기계에 베이더우 

항법시스템을 장착하여 자율주행, 자동작업을 구현할 수 있다.

2019.05.22. http://tech.ifeng.com/c/7mpyUveSy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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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최초�새로운 원거리 양자암호키분배 프로토콜 제안

최근, 중국과기대 궈광찬(郭光燦) 연구팀은 

최초로 위상 무관성 후선택(Postselection) 기

반 쌍필드(TF) 양자암호키분배(QKD) 프로토

콜을 이론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무중계

(Without relay) 장거리 도시 간 양자암호키분

배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디었다. 해당 이론 및 실험성과는 

“Applied Physics Reviews” 및 “Physical Review X”에 각각 게재됐다.

QKD는 무조건 보안 비밀통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실제 QKD 시스템

은 채널 소모의 제한으로 암호키 생성률이 채널 길이의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된다. 검증에 의하면 암호키 생성률은 채널 전송 효율의 감소에 따라 선형 

감소된다. 2018년 영국 과학자가 쌍필드 QKD 프로토콜을 제안했다. 해당 프

로토콜을 기반으로 단일 광자 응답을 이용하여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으며 해

당 암호키 생성률은 채널 효율의 제곱근 감소에 따라 감소된다. 장거리 채널 

상황에서 해당 암호키 생성률은 뚜렷한 장점을 지니지만 해당 코딩 모델의 위

상 랜덤화 및 후선택은 시스템 암호키 생성률을 뚜렷하게 감소시키기에 구현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연구팀은 새로운 TF-QKD 프로토콜을 제안함과 아울러 안전성을 입증했다. 

새로운 프로토콜의 코딩 모델은 위상 랜덤화 및 후선택이 필요 없기에 프로토

콜 효율을 뚜렷하게 향상시킴과 아울러 구현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채널 길이 조건에서 선형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암호키 생성률을 

뚜렷하게 향상시켰다. 연구팀은 최초로 광학적 위상 로크 루프(Optical phase 

lock loop) 및 피드백 제어 방안을 파악했고 2세대의 독립 레이저 간 안정성 

1차 간섭을 달성했으며 코히렌트 광필드 제조 기술 어려움을 해결했다. 연구팀

은 또한 원거리 광섬유 채널 쾌속 위상 보상 제어 기술을 설계·구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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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Km의 1차 광학적 간섭을 획득했다. 최종적으로 300Km 광섬유 채널에서 

TF-QKD 원리 검증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암호키 생성률이 2kbps에 달하여 

선형 한계를 극복했다. 해당 암호키 생성률은 선형 한계의 약 3배이다.

동 성과는 무중계 조건에서 원거리, 도시 간 높은 암호키 생성률 전송 및 네

트워킹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양자 중계가 단시일 내에 실용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범위, 원거리 양자 비밀통신 네트워크에 응용될 전망이다.

2019.06.1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6/17/content_423645.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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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최초로 완전 광양자 중계 구현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판젠웨이(潘建偉) 연

구팀은 세계 최초로 완전 광양자 중계기 원리성 

검증을 실험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원거리 광섬

유 양자 네트워크 구축에 새 경로를 개척했다. 해당 성과는 “Nature 

Photonic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원거리 양자통신 과정에서 채널전달의 양자상태는 흔히 통신거리가 증가함

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양자통신의 유효 전송거리를 크게 제

한한다. 따라서 원거리 양자통신 구현은 줄곧 세계적인 연구과제이다. 기존의 

두 가지 주요 해결방법에서 하나는 거의 진공 즉 양자신호 손실이 극히 적은 

우주공간에서 위성으로 양자통신 거리를 늘리는 것인데 중국은 2016년에 세

계 첫 양자과학실험위성 “뭐쯔호(墨子號)”를 발사해 동 방안의 실행가능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다른 하나는 광섬유 네트워크에서 양자중계기를 사용하

는 것인데 장거리 광섬유 채널을 여러 개 단거리 채널로 분할해 거리 증가에 

따른 양자신호의 기하급수적 감쇠를 없앰으로써 양자통신 거리를 늘린다.

양자중계기의 과학·응용 가치를 감안해 세계 각국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기존의 양자중계기는 얽힘교환, 얽힘정제, 양자저장 등 3개 필수불가결한 기술

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양자저장 성능의 한계로 실용화 양자중계기 탄

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완전 광양자 중계방안은 이론적으로 양자저장을 필

요로 하지 않는 양자중계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는 양자중계기를 사용한 원거

리 광섬유 양자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연구팀은 먼저 원시적 완전 광양자 중계방안을 개선함과 아울러 실험적으로 

가능성 있는 방안을 설계했다. 해당 방안에 따라 연구팀은 광자 GHZ상태 및 

후선택 벨측정을 이용해 서로 다른 채널 간 광자쌍의 임의적 연결을 구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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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양자채널 중 얽힘상태 분배의 성공 확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그 다

음 6개 단독 파라미터 조건에서 전환시킨 2광자 얽힘원을 사용해 12광자 기반 

완전 광양자 중계기를 실험적으로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해당 양자중

계기의 각 방면 성능을 테스트함과 아울러 얽힘교환 방안과의 비교우위를 실

험적으로 검증했다. 실험 결과, 완전 광양자 중계기는 양자상태 전송속도를 효

과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양자통신의 전송거리를 늘릴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완전 광양자 중계기 구현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또한 

원리적으로 양자중계기 구축시 양자저장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등 실용화 양

자중계기 연구의 새 경로를 개척했다.

2019.07.03.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7/427916.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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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머리카락 지름의 1/4미만 2개 모델의 유연성칩 개발

최근, 저장성(浙江省)유연전자지능기술세계연

구센터 연구팀은 자체로 개발한 유연성 칩 기술

을 기반으로 두께가 25μm미만인 2개 모델의 유

연성 칩을 개발했다. 해당 칩의 두께는 머리카락 

지름의 1/4도 되지 않는다.

해당 2개 모델의 칩은 오피앰프 칩(Operational amplifier chip) 및 블루

투스 SoC 칩이다. 오피앰프 칩은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 처리할 수 있고 블루

투스 SoC 칩은 프로세서 및 블루투스 무선통신 기능을 통합했다. 전통적인 칩

에 비하여 해당 칩은 아주 얇을 뿐만 아니라 유연성이 뛰어나 2개 손가락 사이

에 놓고 가볍게 누르면 아크형으로 변형된다.

유연성 칩 기술은 특수한 웨이퍼(Wafer) 두께 감소 공법, 역학적 설계 및 패

키징 설계를 통하여 칩 두께를 머리카락의 1/4 이하로 감소시킴으로써 강성

(Rigidity) 실리콘 칩이 유연성 및 굽힘 변형 특성을 나타내게 한다.

유연성 전자 제조 분야에서 실리콘 기반 집적회로의 유연성 달성은 아주 어

렵다. 유연성 칩은 인공지능 및 의료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전망이다. 

유연성 칩 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가볍고 얇은 유연성 전자 감지 시스템을 설계

하여 로봇 및 인체에 더욱 적합하게 함으로써 환경 및 인체에 대한 감지 민감

성을 더 한층 향상시킬 전망이다.

2019.07.16.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7/15/content_425678.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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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무레이저 배경의 고효율� /� 고품질�단일 광자원 달성

최근, 중국과기대 판젠웨이(潘建偉)/루차오양

(陸朝陽) 연구팀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University of Würzburg), 영국 케임브리지대

학(University of Cambridge) 연구팀과 공동으

로 세계 최초로 이중색 펄스 코히렌트 여기 이론을 구축하여 광(Light) 및 광

자의 상호작용 등 기본 양자광학 문제 연구에 새 아이디어를 개척했다. 연구팀

은 해당 방법으로 마이크로 캐비티 결합 반도체 퀀텀닷(Quantum dot) 시스

템에서 무레이저(Laser free) 배경의 고효율 및 고품질 단일 광자원(Photon 

source)을 실험적으로 달성함으로써 클래식 컴퓨팅 능력을 초월하는 양자컴퓨

팅 구현에 새 도구를 제공했다. 해당 성과는 “Nature Physics”에 게재됐다.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공명 구동 및 큐비트 조절은 이온 트랩, 고체상태 결

함, 초전도 양자 회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리시스템의 양자정보 기술에 광범

위하게 응용된다. 하지만 단색광 기반 공명 여기 방법은 광자 품질의 향상과 

함께 여기광의 백그라운드 소음을 유발한다. 해당 소음을 제거하려면 고정밀도 

분극 필터링(Polarization filtering)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50%의 효율 손

실을 초래한다. 해당 손실은 여러 개 광자 조절 성공률을 감소시키기에 “보존 

샘플링(Boson sampling)” 임무에서 클래식 컴퓨팅 능력을 초월하는 “양자패

권(Quantum Hegemony)” 목표 달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이중색 펄스 코히렌트 여기 방법을 설

계함과 아울러 2개 위상 고정 기반 이중색 이조 펄스(Detuning pulse)를 이

용해 양자 2준위계(Two-level system)를 여기시켰다. 이론과 실험을 결합한 

연구 방법을 통해 이중색 이조 펄스 결합은 이조 현상을 감소킴으로써 2준위

계 양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동시에 주파수가 단일광자와 

중첩되지 않기에 직접 주파수 필터링을 통해 레이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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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단일광자를 획득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새 방법 및 실험기술은 광 및 2준위계 원자의 상호작용 등 기본 양자광

학 문제 연구에 새 방법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패권” 과학 목표 달성을 

향해 튼튼한 한걸음을 내디디었다.

2019.08.0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8/01/content_426862.htm?div=-1



제 5 장 ICT/융합 105

57.� 새로운�뇌 모방칩 개발

최근, 칭화(清華)대학 등 기관의 공동연

구팀은 세계 첫 이질구조 융합 기반 뇌 모

방형 컴퓨팅 칩을 개발했다. 뇌 모방형 컴

퓨팅 및 컴퓨터 기반 기계학습을 결합한 해

당 칩의 융합기술은 컴퓨터과학 기반 인공 

신경망 및 신경과학 기반 펄스 신경망 장점을 발휘함으로써 범용 인공지능 연

구 및 발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

간이 수행할 수 있는 대부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앞표지 문장으로 게재됐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지

만 현재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자적인 인공지능은 응용 분야에서 매

우 큰 한계가 있다. 현 단계에서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 방법은 주로 신경과학

을 기반으로 인간 대뇌 시뮬레이션과 컴퓨터 과학에 의한 컴퓨터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운행 등 두 가지 방법이다. 해당 두 가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플래폼

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성이 불가능하기에 범용 인공지능의 발전

을 크게 제한한다. 현재 양자의 융합은 범용 인공지능 개발의 최적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양자가 융합된 컴퓨팅 플랫폼 개발은 두 가지 시스템의 용합을 

추진하는 핵심이다.

“톈지(天機) 칩”으로 불리는 해당 융합칩에는 여러 개 고도의 재구성이 가능

한 기능성 코어(Core)가 있기에 동시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및 뇌 모방형 컴퓨

팅을 지원할 수 있다. “톈지 칩”의 처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해당 

칩 구동의 자율주행 자전거를 개발했다. 테스트 과정에서 자율주행 자전거는 

음성명령 인식, 자동평형 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방향 행인에 대한 탐측 

및 추적이 가능하며 또한 자동으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었다. 동 연구는 범

용 인공지능 연구의 심층적 발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2019.08.0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8/02/content_42708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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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개 초전도 큐비트 얽힘 달성

최근, 중국 연구진이 20개 초전도 큐비트를 보유

한 양자칩을 개발함과 아울러 전체적 얽힘을 구현함

으로써 고체상태 양자소자에서 얽힘 상태 큐비트 수 

생성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해당 성과는 “Science”

에 게재됐다.

해당 초전도 큐비트 칩의 크기는 약 1cm2이고 20개 큐비트가 중심의 공진 

캐비티 주변에 균일하게 분포됐다. 이는 저장(浙江)대학 초전도 양자컴퓨팅 및 

양자 시뮬레이션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달성한 4세대 회로 설계 방안이다. 그 

목표는 임의적 2개 큐비트 사이의 직접적 “소통”을 달성함으로써 전체적 얽힘

을 구현하려는데 있다. 전체적 얽힘은 전체 큐비트가 함께 협동하여 작업에 참

여하게 하기 위한데 있으며 양자 제어는 양자컴퓨팅 기술의 최고봉이다. 전체

적 얽힘의 구현은 양자 제어 성공 여부를 검증하는 표지이다.

컴퓨터는 “0”과 “1”을 이용하여 정보 저장 및 처리를 수행한다. 고전컴퓨터의 

1개 비트는 1개의 일반 스위치와 유사하며 0 또는 1이다. 양자컴퓨터의 양자 얽

힘 및 중첩 특성으로 인하여 1개 큐비트는 동시에 0과 1을 대표할 수 있다. 실

험실 제어 조건에서 연구팀은 187 나노초 내에 20개 인공원자가 “출발”시 상

호간섭 상태로부터 여러 차례의 변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두 가지 상반되

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얽힘상태 형성 과정을 포착했다. 해당 큐비트 제어

에 의한 전체적 얽힘상태 형성은 연구팀이 진정으로 해당 큐비트를 활성화시

켰음을 의미한다.

큐비트 수는 양자컴퓨터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다. 큐비트 수가 50개 

이상에 달할 경우 특정문제 처리에서 슈퍼컴퓨터의 운산 능력을 초월할 수 있

다. 20개 초전도 큐비트를 보유한 양자칩은 전체 큐비트 사이를 상호 연결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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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양자칩의 작동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20비트 얽힘을 선도적으로 달성한 주요 원인이다. 해당 연구는 저장대학,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베이징계산과학연구센터 

등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2019.08.14. 
http://www.cas.cn/cm/201908/t20190812_4709449.shtml?tdsourcetag=s_pcqq_aiomsg



108 2019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59.� 세계 최초 고성능 단일 광자원 구현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판젠웨이(潘建偉) 연구팀

은 세계 최초로 확정적 편광(Deterministic 

polarization), 고순도, 높은 동일성, 고효율의 단

일 광자원(Photon Source)을 구현함으로써 광학 

양자컴퓨팅 특히 고전 연산능력을 초월하는 양자패

권 달성을 위해 튼튼한 과학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성과는 “Nature 

Photonics”에 게재되었다.

단일 광자원은 광학 양자정보기술의 핵심적 자원이다. 완벽한 단일 광자원

은 확정적 편광, 고순도, 높은 동일성, 고효율 등 4개 상호 모순되는 조건을 동

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기술로 구현한 단일 광자는 품질이 떨어져 

실용화 양자기술에 응용될 수 없다. 완벽한 단일 광자원을 구현함에 있어 2가

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양자점이 무작위로 2종 편광 광자를 방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명 여기(resonance excitation)를 위해 배경 레이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2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이론 및 실험 분야에서 동기혁신을 달성해

야 한다. 연구팀은 이론적인 분야에서 타원 마이크로캐비티로 대칭성을 타개함

으로써 캐비티 모드(cavity mode)를 2개 비축퇴 수직편광 모드로 분열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로써 단일 편광 단일광자를 선택적으로 증강시켰다. 또한 

실험에서 수직편광 무손실 소광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상기 2가지 어려움을 동

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토대로 내로밴드(narrow band) 마이크

로컬럼(microcolumn)과 브로드밴드 표적 마이크로캐비티에서 각각 확정적 

편광, 고순도, 높은 동일성,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일 광자원을 실험

적으로 구현했다. 연구팀은 단일 광자원 종합성능의 세계 기록을 재차 경신함

과 아울러 양자패권 달성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해당 성과는 확장 가

능한 광학 양자정보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선도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2019.08.1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8/14/content_42784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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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최초로 고차원 양자 순간이동 달성

최근, 중국과기대 판젠웨이(潘建偉)/루차오양

(陸朝陽)/류나이러(劉乃樂) 연구팀과 오스트리아 

빈대학(University of Vienna) Salinger 연구팀

은 공동으로 고차원 양자 시스템의 순간이동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이는 1997년에 2차원 양

자 순간이동 실험 후 최초로 이론 및 실험으로 양자 순간이동을 임의의 차원으

로 확장시킴으로써 복잡한 양자 시스템의 완정한 상태 전송 및 고효율 양자 네

트워크 구축에 튼튼한 과학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됐다.

양자정보는 광자, 원자 등 마이크로 입자의 정밀하고 능동적인 조작을 통해 

혁신적 방식으로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및 전송을 구현할 수 있기에 정보

보안 및 컴퓨팅 속도 등 영역에서 고전 정보기술의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양자통신은 현재 유일하게 입증된 무조건 보안 통신 방식으로서 정보보

안 전송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양자컴퓨팅은 초고속 병렬 컴퓨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암호 분석, 빅데이터 처리 및 재료 설계 등 대규모 컴

퓨팅 어려움에 해결 방법을 제공할 전망이다. 양자 순간이동은 양자얽힘을 기

반으로 물질 자체를 전송하지 않고서도 미지의 양자상태를 원거리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원거리 양자통신 및 분포식 양자컴퓨팅의 핵심 기능 유닛이다.

기존의 모든 양자 순간이동 실험은 양자상태의 2차원 부분 공간(Sub 

space)에 제한되었다. 고차원 양자상태 순간이동은 1개 양자 시스템의 완정한 

전송을 달성하는 마지막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실행 가능한 이

론 방안 및 실험 기술 분야에서의 이중적 어려움으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고차원 시스템에서 차원의 이차항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벨 상태수 및 

그에 따라 증가되는 복잡한 얽힘 특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실행 가능한 이론 방



110 2019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실험 기술 분야에서 고차원 벨 상태를 측정하려면 

동등 효과로 독립된 광자의 고차원 양자상태 사이의 제어 논리 게이트를 구현

해야 하는데 이는 양자 정보기술의 “무인지경(연구자가 없음)”이다.

상기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론 및 실험의 동기적 혁신을 달성해야 한다. 

2014년, 판젠웨이/루차오양 연구팀은 다자유도 양자 순간이동 실험을 완료한 

후 고차원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이론 분야에서 

최초로 광자 시스템의 임의의 차원으로 확장 가능한 벨 상태 측정 및 양자 순

간이동 방안을 제안했으며 실험 분야에서 하나의 추가적 보조 광자를 도입해 

고안정성 다채널 경로 간섭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광자 다차원 상호작용의 

실험 토대를 개척함과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고차원 양자 순간이동을 구현했

다. 3차원 양자상태의 전체 12개 비편향 기저 벡터(Basis vector)를 실험으로 

테스트한 결과, 측정한 고차원 양자 순간이동 충실도는 75%로써 25개 통계 표

준편차로 고전적 한계를 초과했다. 이로써 해당 과정의 비고전성 및 고차원 특

성을 엄격하게 입증했다.

고차원 양자 순간이동은 양자통신 분야에서 장기간 존재한 어려움으로서 해

당 어려움의 해결은 양자역학적 기본 검사 및 양자 기술의 새 응용 서막을 열

었다.

2019.08.21.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8/429506.shtm?tdsourcetag=s_pcqq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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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양자간섭 실험을 천문학적 규모로 확장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판젠웨이(潘建偉)/

루차오양(陸朝陽) 연구팀은 중국내외 협력자

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양자점 단광자

(Single Photon)와 태양광 간 2광자 간섭, 양

자얽힘, 비국소성 등을 실험적으로 관찰했다. 

해당 연구는 독립적 광자 간 양자간섭 실험을 서로 1.5억 km 떨어진 두 개의 

독립 광원으로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천문학적 규모에서 양자통계 

원리의 보편성을 검증함과 아울러 열광 필드(thermal light field) 양자화의 

직접적 실험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

재되었다. 다수 양자정보기술의 기반인 독립적 광자 간 양자간섭 현상은 고전

적인 전자기파 원리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광 필드를 양자화 처리해야 한

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광원 간 양자간섭은 이미 

실현되었다.

중국과기대 연구팀은 최초로 자연적 원거리 열광원인 태양을 이용한 양자광

학 실험을 제안했다. 높은 대비도의 양자간섭을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한 실험

에서 주요 어려움은 고성능 단일 광자원 및 다자유도 양자 이레이저(quantum 

eraser) 기술의 개발이다. 판젠웨이/루차오양 연구팀은 펄스 공명으로 마이크

로캐비티 결합을 여기시킨 단일 양자점으로 단일편광, 고효율, 고순도, 높은 

동일성, 최적 종합성능의 단일 광자원을 구현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초협대역 필터링, 초단시간 식별 등을 포함한 일련의 

양자 이레이저 기술을 개발했다. 실험에서 50% 이상 고전적 한계(classical 

limit)의 80% 간섭 대비도를 관측함과 아울러 열광(thermal light)의 양자화 

성질을 분명히 입증함으로써 천문단위 규모에서 양자 보스(bose) 통계 원리의 

보편성을 검증했다. 그리고 태양광 광자와 양자점 단광자 간 충실도가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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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얽힘상태를 구현함과 아울러 이처럼 공통적인 역사적 유래가 없는 

해당 얽힘광자를 이용해 벨 부등식을 검증했고 또한 3배 표준편차 이상의 위

반을 실험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양자역학의 비국소성을 재차 검증했다.

2019.09.0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9/04/content_42996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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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계 최대 속도 AI� 훈련 클러스터 Atlas� 900� 개발

2019년 9월 18일, 화웨이(華為)는 수천 개 어

센드 910(Ascend 910) 프로세서로 구성된 세계 

최대 속도 AI 훈련 클러스터 Atlas 900을 발표했

다. ResNet-50 모델 훈련은 AI 컴퓨팅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표준이다. Atlas 900은 59.8초 내

에 훈련을 완료했는데 이는 기존의 세계기록에 비하여 10초 빠르다.

빅데이터 컴퓨팅 및 처리가 필요한 천문연구, 석유탐사 등 분야에서 수개월

간 시간을 들여야 완성할 수 있는 작업을 Atlas 900으로 수 초 내에 완성할 

수 있다. Atlas 900은 이미 화웨이 클라우드에 배치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개방하고 있다.

1946년 세계 첫 컴퓨터가 탄생하여서부터 지금까지 컴퓨팅 설비 체적은 지

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지만 기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식을 입력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규칙 기반 계산 모드는 

음성인식, 영상인식, 실시간 번역 등 확정된 규칙으로 묘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새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화웨이는 새 통계 기반 계산 모드를 개발했다. 

화웨이는 해당 컴퓨팅 모드를 인공지능의 발전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해당 분야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년 

후 인공지능 컴퓨팅이 소모하는 해시레이트는 전사회 해시레이트 총 소모량의 

80%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컴퓨팅은 새 지능시대에 진입했으며 컴퓨팅 산업은 블루오션(Blue ocean) 

시대를 맞이했다. 화웨이는 프로세서 아키텍쳐를 혁신적으로 개발했고 풀시나

리오(Full Scenario) 프로세서에 투자함과 아울러 중점을 틀어쥐는 상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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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했으며 개방적 생태 구축에 진력하고 있다.

커넥션(Connection) 및 컴퓨팅은 지능 세계를 지원하는 핵심기술이다. 해

시레이트 하락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수많은 영역 혁신의 주요 걸림돌로 되고 

있다. 화웨이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프로세서 효율이며 새 프로세서 

아키텍쳐로 해시레이트를 매칭하여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해당 문제를 해

결하는 효과적인 경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화웨이는 “말단-클라우드-

에지” 풀시나리오를 커버리지할 수 있는 다빈치 아키텍쳐 프로세서를 선보임

과 아울러 범용 컴퓨팅을 지원할 수 있는 쿤펑(鯤鵬) 시리즈, AI를 지원할 수 

있는 성텅(昇騰) 시리즈, 스마트 단말을 지원할 수 있는 치린(麒麟) 시리즈 및 

스마트 스크린을 지원할 수 있는 훙후(鴻鵠) 시리즈를 발표했으며 향후 더욱 

많은 시나리오에 적합한 프로세서 시리즈를 개발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29일, 중국 과기부는 화웨이를 기반으로 기본 소프트웨어/하드

웨어 국가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화웨이 혁신 

플랫폼은 2019년 8월 23일 구축을 완료한 화웨이 풀스택 시나리오 AI 해결 

방안을 기반으로 한다. 풀스택 AI의 토대는 다빈치 아키텍쳐 기반의 AI 칩이

다.

우수한 아키텍쳐는 실용적인 상업 전략 및 개방된 생태로 구현해야 한다. 컴

퓨팅 산업은 고도로 생태에 의존하기에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 화웨이는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옥토 계획(沃土計畫)”을 업그레이드 하여 개발자 규모

를 500만 명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2015년, 화웨이는 “옥토 계획”을 발표했으

며 현재 130여만 명 개발자 및 14,000여 개 ISV(독립적 소프트웨어 개발상) 

규모로 발전했다.

2019.09.20. https://mp.weixin.qq.com/s/ENmkoRfyyJfBTeELS2jt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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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나노미터급 공간 해상도 전자기장 양자 센싱 구현

중국과기대 궈광찬(郭光燦)/쑨팡원(孫方穩) 연구

팀은 50nm 공간 해상도 고정밀도 다기능 양자 센

싱을 실험적으로 달성했다. 해당 성과는 “Applied 

Physics Reviews”에 게재됐다.

마이크로/나노 소자는 크기가 작고 전자기장 강

도가 낮으며 쉽게 간섭을 받는 등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마이크로/나노 전자

기장 측정 기술은 높은 공간 해상도, 높은 측정 민감도 및 비파괴 측정 등 어려

움을 극복해야 한다.

연구팀은 양자 센싱 및 양자 탐침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할 것을 제안함

과 아울러 나노미터급 공간 해상도를 보유한 원거리장 광학적 초해상도 이미

징 새 기술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고충실도 양자상태 제어 기술을 결합하여 

높은 공간 해상도, 높은 측정 민감도 및 비파괴 측정을 동시에 보유한 마이크

로/나노 전자기장 측정 기술을 달성했다.

연구팀은 먼저 다이아몬드 질소-공석 컬러 중심의 전하 상태 제어를 기반으

로 나노미터급 공간 해상도 초저 펌핑 출력을 보유한 전하 상태 감쇄 나노 영상

술을 제안함과 아울러 4.1nm 공간 해상도의 전자스핀 양자상태 이미징 및 검

사를 달성했다. 실험으로 획득한 이미징 해상도는 광학적 회절 한계의 1/86에 

도달함으로써 자극방출고갈 형광현미경의 영상술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1/67의 정밀도를 초과하여 생체 생물학적 검

사에 이용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심층적으로 CSD 나노 영상술과 형

광수명 이미징, 광학적 편광상태 검사, 전자스핀 상태 고충실도 양자 제어 기술

을 결합하여 금속 나노와이어 구조가 보유한 광 필드 상태 밀도, 편광, 전류 및 

생성된 자기장 등 다양한 물리량의 비파괴 측정을 달성했는데 공간 해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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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nm에 달하여 마이크로/나노 광 전자기장 측정 정밀도가 96%를 초과했다.

해당 성과는 높은 공간 해상도 비파괴 전자기장 측정 및 실용화 양자 센싱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마이크로/나노 전자기장 및 광전자 칩의 검사에 이용됨

과 아울러 원거리장 초해상도 이미징 기술의 응용 범위를 확장시킬 전망이다.

2019.10.2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0/23/content_43327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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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톈허 2호”�세계선도 수준의 양자패권 기준 평가 연산

세계 최초로 양자패권 기준 연구를 시작한 국

방과기대학교 컴퓨터대학 우쥔제(吳俊傑) 연구팀

은 정보공학대학 등 국내외 과학연구기관과 공동

으로 양자컴퓨팅 시뮬레이션의 새 알고리즘을 제

안했다. 해당 알고리즘을 “톈허(天河) 2호” 슈터컴퓨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그 

성능은 세계선도 수준에 도달했다. 앞서 “Nature”에 게재된 구글의 양자패권 

논문도 해당 결과의 예비인쇄본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양자컴퓨팅장치의 특정 테스트 케이스에서의 모든 고전컴퓨터 연산능력 초

월을 대표하는 양자패권 달성은 양자컴퓨팅의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

이다. 양자패권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적으로 고전컴퓨터에서 작동

하는 양자컴퓨팅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시뮬레이터는 후양자

패권 시대 양자컴퓨팅 과학연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된다.

양자컴퓨팅 시뮬레이션의 실제적 어려움은 큐비트 또는 양자게이트

(quantum gate) 수효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과정에서의 양자상

태 복잡도—양자얽힘도(quantum entanglement degree)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 연구는 양자얽힘도 의존적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제안함과 아울러 “톈

허 2호” 슈퍼컴퓨터에서 양자패권 테스트 케이스—랜덤 양자회로(Quantum 

Circuit) 샘플링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49, 64, 81, 

100 등 수적으로 서로 다른 큐비트가 다양한 깊이 양자회로에서의 문제 사례

를 실제로 테스트하였는데 연산성능은 세계선도 수준에 도달했다.

양자패권 달성은 양자컴퓨팅 연구의 종점이 아니라 양자컴퓨팅 발전의 시작

점이다. 향후 양자컴퓨팅 물리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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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존재계에서의 양자알고리즘 및 양자오류수정(Quantum Error Correc- 

tion) 등이 양자컴퓨팅의 다음 단계 중점연구 과제로 될 전망이다.

2019.11.06.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1/05/content_43417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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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음적응 양자정밀측정 실험적 구현

중국과학기술대학 궈광찬(郭光燦) 연구팀

은 선형광학시스템(linear otpical system)

에서 얽힘상태 결맞음이 수평방향 소음에 

대한 적응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또한 

수평방향 소음속에서도 얽힘상태 탐침의 양자측정 정밀도가 표준양자한계

(Standard Quantum Limit)를 초과함을 검증했다. 해당 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되었다.

양자정보기술은 양자상태 제어를 통해 정보의 안전 전송·저장 및 고효율적 

획득·연산 등을 구현한다. 하지만 양자시스템은 불가피적으로 환경과 상호작

용해 소음이 유입되며 이로 인해 양자상태는 매우 취약해진다. 따라서 소음 방

지는 현재 확장가능 양자정보기술의 핵심적 과제이다. 능동적 피드백 및 양자

오류수정(Quantum Error Correction)은 매우 유망한 방안이지만 자원소비

가 너무 많아 현실화가 어렵다. 수동소음제어(Passive Noise Control)는 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경로로서 양자상태가 특정 소음에 대한 적응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소음 방지를 구현할 수 있다.

연구팀은 고효율적 제어 가능 선형광학시스템을 도입해 얽힘상태 양자 결맞

음 및 정밀 측정이 수평방향 소음에 대한 적응성을 연구했다. 먼저 수평방향 

소음 조건에서 4광자 GHZ 얽힘상태의 결맞음 동결현상을 검증함과 아울러 소

음속에서 GHZ 얽힘상태 변화시 양자 Fisher 정보량도 변화하지 않음을 관측

했다. 이는 해당 현상을 모수추정(parameter estimation)에 응용시 소음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소음과 신호

를 동시에 탐침에 작용시킨 결과, 소음강도와 신호가 일치하더라도 실험에서 

제조한 다광자 GHZ 얽힘상태 탐침은 광자수가 6에 이르러도 표준양자한계를 

초과할 수 있어 소음적응 양자정밀측정 방안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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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과는 수동소음제어의 실행가능성을 보여주어 소음방지 양자정밀측정 

연구에서 중요한 한 발짝을 내디뎠으며 또한 보다 고효율적인 소음방지 방안 

설계에 도움이 된다.

2019.11.1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1/08/content_43444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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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광자 60×60모드 간섭회로 보손샘플링 양자컴퓨팅 구현

중국과학기술대학교 판젠웨이

(潘建偉)/루차오양(陸朝陽) 연구

팀은 국외 연구팀과 공동으로 세

계 최초로 20개 광자 입력 

60×60 모드 간섭회로의 보손 샘플링(Bose sampling) 양자컴퓨팅을 구현했

는데 그 출력 복잡도는 48개 큐비트의 힐베르트 상태 공간(Hilbert state 

space)에 해당하고 차원수는 370조 개에 달한다. 해당 연구는 광자수, 모드

수, 연산 복잡도, 상태 공간 등 4개 핵심지표에서 모두 기존의 세계기록을 경

신하였다. 그 중 상태 공간 차원수는 동업계가 기존에 달성한 광양자컴퓨팅 실

험에 비해 100억 배 향상되었다. 해당 연구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되었다.

양자컴퓨터 개발은 첨단과학 분야의 가장 큰 도전이 되었다. 양자컴퓨팅 연

구의 1단계 목표는 “양자패권”이라고도 부르는 “양자컴퓨팅의 우월성” 구현이

다. 즉, 개발해낸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이 특정 임무 해결에서 클래식 슈퍼컴

퓨터를 초월해야 한다. 초전도 큐비트를 이용한 랜덤 회로 샘플링 및 광자를 

이용한 보손 샘플링 구현은 양자컴퓨팅 우월성 시연에 있어 학계가 인정하는 

두 가지 경로이다.

연구팀은 자체로 개발한 국제 최고 효율 최고 품질의 단일 광자원, 최대 규

모 최고 투과율의 멀티채널 광학간섭계를 사용해 20개 광자 입력 60×60 모

드 간섭회로의 보손 샘플링 실험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동업계 유사 실험

에 비해 해당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통제한 단일 광자수는 5배, 모드수는 5배 

증가했고 샘플링 속도는 6만 배, 출력 상태 공간 차원수는 100억 배 향상되었

다. 그 중 출력 상태 공간 차원수는 다광자 높은 모드 특성에 힘입어 370조에 

도달했는데 이는 48개 큐비트로 확장시킨 힐베르트 공간에 해당한다. 해당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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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최초로 보손 샘플링을 새로운 영역으로 넓힘과 아울러 클래식 컴퓨터로 

해당 보손 샘플링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을 직접적이고도 전반적으로 검증할 

수 없을 수준에 도달시키는 등 양자컴퓨팅 우월성 시연의 과학목표를 향해 중

요한 한 발짝을 내디뎠다.

2019.12.26.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2/25/content_43738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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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최근 12년간 SO2의�시공간적 변화 패턴 및 형성 원인 규명

중국의 에너지 구조는 주로 석탄인데 석탄 연

소에서 생성되는 SO2 오염은 중국이 직면한 중

대한 환경오염 문제이다. SO2는 인체 건강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SO2가 가스 입자 

전환을 통하여 형성된 2차 에어로졸 입자는 먼지연무의 발생 및 발전을 악화

시킨다. “11차 5개년계획” 후 SO2 오염물질 배출 감소는 중국의 주요 임무로 

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SO2 배출량은 뚜렷하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할 과학문제가 남아있다.

(1) SO2는 지속적인 단방향 감소인지 아니면 복잡한 파동 과정이 존재하는

지?  (2) 다양한 지역에서 SO2의 변화는 어떠한 연관성과 차이성이 존재하는

지? (3) 변화의 형성원인은 무엇이며 배출량 변화를 제외하고 기상조건은 어떠

한 역할을 일으키는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중부대기·글로벌환

경탐측중점실험실(LAGEO) 박사 왕팅(王婷), 연구원 왕푸차이(王普才)는 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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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층대기연구소, 칭화(清華)대학과 공동으로 최신 위성 SO2 제품, 배출 리

스트 및 기상장(Meteorological field) 등을 이용하여 최근 12년간 중국 SO2

의 시공간 변화패턴 및 형성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Atmos. Chem. Phys.”에 게재되었다.

중국의 SO2는 뚜렷한 계절 및 지역적 분포 특성이 있는데 겨울에 농도가 가

장 높으며 고농도인 2개 지역은 화베이(華北)평원과 청위(成渝)지역에 위치한

다. 최근 10년간 전국 범위에서 SO2는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며 또한 

농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감소량이 더욱 뚜렷하다. 그러나 해당 감소는 단방향 

감소가 아니고 4개 뚜렷한 단계가 존재한다. 2005년 후 단기적으로 상승되었

고 2007~2008년 및 2014~2016년 사이에 2차의 급속한 감소를 경과하였으

며 2009~2013년 5년간 지속적인 상승 단계를 경과하였다. 전체 동부 지역에

서 상기 특성을 나타내지만 북방 및 남방의 형성원인은 다르다. 북방 지역 

SO2 배출량의 변화도 4개 단계가 존재하는데 SO2 농도 변화와 완전히 일치

하다. 그러므로 SO2 농도는 SO2 배출량으로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해석 분산의 백분율은 81%에 달한다. 총 배출량에서 산업 분야의 배출은 전체 

단계에서 주도적인 SO2 변화를 유발하였다. 북방 지역과 비교할 때 남방지역

은 산업 및 생활 배출 감소 동기화 역할을 중요시하였기에 남방 지역의 SO2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이이다. 그러나 남방지역의 SO2 농도는 

2009~2013년에 상승되었다. 그러므로 SO2 배출량에 의한 농도 해석 분산은 

오직 45%이다. 심층적인 연구 결과, 2009~2013년 남방 지역의 SO2 농도 상

승은 적은 강수량, 풍속(Wind speed) 감소 및 정적 힘(Static force) 안정성 

증가 등을 포함한 불리한 기상 요인으로 유발되었으며 또한 기상 조건의 역할

이 배출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초과하여 SO2의 상승을 유발하였다.

2019.01.17. https://mp.weixin.qq.com/s/QslrmuB2tsYeMpzUIK5w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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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전세계 해양 온난화 최신 추정값 산출

최근 중국과 미국 과학자는 공동으로 상층 해

양 온도가 얼마 상승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에 대한 추정값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에 의하

면, 향후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도달하려면 21

세기 마지막 20년에 해양 상층부 온도는 

1991~2005년 평균에 비하여 0.4℃ 상승하여야 한다. 해당 논문은 “Science”

에 게재되었다.

해양 온난화에 대한 추산 결과는 일치하지 않다. 2013년에 발표된 국제 정

부 간 기후변화 제5기 평가보고서는 5개 해양 열함량 변화 추이에 대한 추정

값을 밝혔다. 그중 최소 추정값은 최대 추정값의 절반이다.

중국과학원 대기연구소 청리징(成裡京)은 미국 세인트토마스대학(St. 

Thomas University),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 

nia, Berkeley) 및 미국국립기상연구소(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해양 온난화 정도에 대한 분

쟁은 기존의 해양 관측 데이터 정밀도 부족 및 데이터량 부족으로 유발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2005년 후 해양에 새 장비를 설치하여 비교적 양호한 전세계 

해양 열함량을 예측하였지만 200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이전의 해양 상

황을 관측할 수는 없다.

연구에 의하면, 2017년 해양 상층부 2,000m 깊이 열함량을 새롭게 추정하

였다. 일본기상청,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미국프린스턴대학

(Princeton University) 등도 업그레이드된 방법 또는 개선된 방법을 이용하

여 해양 열함량 변화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해당 새로운 추정 방법은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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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성을 나타낸 바 1955년 후 전세계 해양 열함량은 상승 추이를 나타냈다.

현재의 기후 모델은 역사적 해양 온난화를 아주 잘 모의할 수 있다. 

1970~2010년 사이에 해양 상층부 2,000m 깊이의 온난화 속도는 

0.39W/m2이며 최근 관측 결과와 거의 일치하다. 모델로 예측한 결과에 의하

면 향후 아무런 기후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21세기 마지막 20년에 모든 상

층부 2,000m 깊이 해양의 평균 온도는 0.78℃ 상승(1991~2005년의 평균 상

태 대비)할 전망인데 이는 지난 60년 해양 온난화 총량의 6배이다.

2019.01.1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1/14/content_41248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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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수명 대폭 향상

최근, 베이징대학 공학원 재료과학·공정학부 

저우환핑(周歡萍) 연구팀은 화학·분자공정대학 

옌춘화(嚴純華) 연구팀과 공동으로 전환효율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해당 연구성과는 “Eu3+/ 

Eu2+ 산화환원 이온쌍을 이용한 요오드화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작동 

수명 향상”이라는 제목으로 “Science”에 게재되었다.

소자 수명(안정성) 및 광전기 전환효율은 태양전지의 최종 발전 원가를 결정

하는 2개 핵심 요인이다.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 효율은 이론적 한계에 접근하였기에 원가를 한층 더 절감시키기 어렵다. 

원가 및 효율 우위를 모두 보유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해당 분야의 연

구 관심사로 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를 보유한 유기/무기 

혼성화 금속 할로겐화물을 흡광층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당 전지는 간단한 제

작 방식, 낮은 생산원가 및 뛰어난 광전 성능으로 2009년부터 관심사로 되었

으며 또한 광전기 전환효율은 3.8%에서 23.7%로 상승하여 개발 전망이 가장 

빠른 태양광발전 기술로 되었다. 그러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 문

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되었고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산업화에서 원가, 공법, 

수명 등 측면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본 연구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광조사 및 열복사 작용 조건에서 불안정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활성층에 Eu3+/Eu2+ 산화환원 

이온쌍을 도입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해당 이온쌍은 Pb0과 I0 

결함을 동시에 제거함과 아울러 소자 사용 수명 기간 내에 순환적으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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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초기 효율을 향상시켰고 특히 배터리의 

장기적 안정성을 뚜렷하게 향상시켜 할로겐화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의 안정성을 제한하는 주요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는 페로브스카이

트 태양전지 산업화 생산을 추진시킬 전망이다.

2019.01.23.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9-01/21/content_747527.shtml?tdsourcetag=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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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8년� 중국 10대 환경뉴스

(1) ‘생태문명 건설’을 헌법에 명시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제3차전원회의에서 “생태문명”을 기

입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켰

다. 이로써 근본법의 차원에서 생태문명을 중국

특색사회주의 전반구도 및 두 번째 100년 분투목표 체계에 포함시켜 중국특색

사회주의 생태문명 건설에 근본법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2)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 개최 및 시진핑 생태문명사상 공식 확립

2018년 5월 18일~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시진

핑 총서기는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오염방제 총력전을 힘써 추진할 데 관

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배치하였다. 대회는 시진핑 생태문명사상을 공식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새시대 생태문명 건설에 근본 지침 및 실천 동력을 부여하였다.

(3) 생태환경부 설립

2018년 3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는 국무원 기관개혁 

방안을 심사·허가하였다. 해당 개혁안에 따라 생태환경부를 설립해 원래 각 정

부부서에 분산되었던 생태환경 보호 직책을 통합하고, 생태보호 및 오염방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생태와 도시농촌의 각종 오염배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직책을 통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지하와 지상, 물가와 물속, 육지와 해양, 도

시와 농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 5개 영역을 연결시켰다.

(4) 되돌아보기식 생태환경보호감찰로 “고압” 수위 유지

2018년 5월말부터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조는 두 번으로 나누어 선후로 허

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헤이룽장성 등 20개 성(자치구)에 내려가 제1회 감찰 

때의 시정사항 개선상황을 재차 감독하였다. 되돌아보기식 감찰은 목적성 감독

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취지가 있다. 되돌아보기식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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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43,486개 대상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11,286개 대상을 처벌하였고 또

한 5,787명 관련 담당자를 경고했고 8,644명 관련 담당자를 처벌했다. 이외에 

대중이 관심하는 돌출한 환경문제 7만 건을 해결하였다. 감찰조는 2019년부

터 약 4년간 제2회 중앙생태환경보호 감찰을 시작할 계획이다.

(5) 중공중앙, 국무원 오염방제 총력전 관련 “의견” 발표

2018년 6월 16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생태환경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

하고 오염방제 총력전을 힘써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푸른 하늘, 맑은 물, 오염 없는 땅 등 3대 보호작전을 전면적으로 배치하였고, 

향후 3년간 목표임무 및 행동조치를 명확히 밝혔으며, 구체적 지표를 명시하였

고, 총력전 시간표와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6) 친링 북쪽 기슭 시안 경내 불법 별장 철거

2018년 친링(秦嶺) 북쪽 기슭 시안(西安) 경내 불법 별장이 또다시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상기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고 

중앙정부는 특별팀을 파견해 개선을 독촉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샨시성(陝
西省)은 상기 불법 별장 및 기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조사해 관련 책

임자를 엄히 처벌하였다. 해당 별장은 철거되었고 생태는 다시 회복되었다.

(7) “7+4” 대표적 사업 및 특별행동 전면적 전개

2018년에 생태환경부는 푸른 하늘 보호작전 등 7개 대표적 사업을 추진하

였다. 또한 “뤼둔(綠盾)2018” 자연보호구 검사감독 특별행동, 식수 수원지 복

원 등 4개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2018년 말까지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1,586개 수원지 환경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

고, 국가급자연보호구의 불법·규정위반 문제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전국 

338개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8) 생태환경 부문을 대상한 “사건을 거울로 삼는” 특별관리 활동 전개

2018년 7월부터 생태환경부 당조직과 기률검사조는 전국 생태환경부문을 

대상해 “사건을 거울로 삼아 양호한 정치생태를 구축하자”는 특별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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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다. 각급 당조직은 멍웨이(孟偉) 엄중기률위반 사건을 결합해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하고, 문제를 찾으며,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당관리 책임을 철

저히 관철함으로써 정치 및 작풍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9) 원자력안전법 시행, 토양오염방제법 출범

2018년 1월 1일 “원자력안전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생태환경부(국

가원자력안전국)은 전국적 “원자력안전법 시행원년” 활동을 전개하여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한 “이성, 협력, 병행”의 핵안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였고, 법

에 따라 엄격히 감독·관리하였으며, 원자력안전관리체계 및 관리능력 현대화

를 추진하였다.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5

차회의는 “토양오염방제법”을 통과시켰다. “토양오염방제법”은 토양오염 제어

의 기본원칙, 토양오염 제어의 기본제도, 예방보호, 거버넌스 및 복원, 경제적 

조치, 감독검사 및 법률책임 등 주요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토양오염 

방제제도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해당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0) “국민생태환경행동규범(시행)” 발표

2018년 6월 5일, 생태환경부는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판공실, 교육

부, 공청단중앙,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생태환경행동규범(시

행)”을 발표하였다. “국민 10개 조항”이라 불리는 해당 “규범(시행)”은 생태환

경 관심, 에너지자원 절약, 녹색소비 실천, 저탄소출행 선택, 쓰레기 분리수거, 

오염발생 감소, 자연생태 보호, 환경보호실천 참가, 감독신고 참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 등을 포함한다. “국민 10개 조항”의 발표는 국민의 생태환경 인식을 

강화하고, 국민이 친환경 이념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전사회에 

사회주의생태문명관을 홍보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현대화 건

설의 새로운 국면을 공동으로 형성하자는 데 취지를 두었다.

2019.01.25. http://epaper.cenews.com.cn/html/2019-01/21/content_798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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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기 및 해양 열수송 패턴의 새 변화 규명

최근,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 OSU) 대기과학 박사연구생 허청

페이(何誠飛)의 대기 및 해양 시스템의 열 수

송 방식변화도 향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논문이 “Nature Climate Cha- 

nge”에 게재되었다.

지구표면의 열수송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바 대기와 해양은 열량을 적도-극

지 방향으로 수송하며 따라서 지구 시스템은 열평형을 이룬다. 본 논문의 제1 저

자 허청페이는 “만약 열량 전달이 없다면 열대와 극지 사이의 온도차는 더욱 큰

바 ‘더운 지역은 더욱 덥고 추운 지역은 더욱 추울’것이다. 따라서 열량 전달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데 관한 연구는 아주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팀은 열량이 대기와 해양 사이에서의 전달 과정 분석 및 기존의 온도 데

이터를 결합한 비교를 통하여 에너지 전달 변화 발생 메커니즘을 발견하였다.

지구 온난화 배경에서 대규모 환류 운동의 강도 감소로 인하여 대기와 해양

이 극지 방향으로의 열수송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가 극지 방향

으로의 열수송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대기에 

더욱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기 때문에 대기가 극지 방향으로 수송하는 에너지

는 해양에 비하여 더욱 많다. 해양이 극지 방향으로의 열수송이 감소된 구체적

인 표현은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류(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 운동의 비정상이다. AMOC는 지구 온난화 “구동 요인”

으로서 지난 2만 년 동안에 여러 차례의 붕괴 및 복원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글

로벌 기후의 급속한 변화를 유발하였다.

다른 한 측면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90%를 초과하는 열량이 해양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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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었다. 해당 열량은 집중적으로 남극해에 “저장”되었으며 또한 해마다 증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해당 열량은 해양 에너지 수송의 일부분에 속한다

고 주장하였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당 열은 “가상적”인 해양 에너지 수송

이다. 실제 상황은 가능하게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양 에너지 수송 

감소 역할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 현재 해수에 저장된 열량은 직접 대기에 수

송되지 않는다. 만약 해양이 이렇게 많은 열량을 흡수할 수 없다면 곧 대기 방

향으로 열량을 방출하여 글로벌 온도의 급속한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

다.

2019.02.01.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422579.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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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남극기지용 신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전력공급시스템

최근 중국전자과기그룹유한회사 중뎬리선(中
電力神)자그룹이 개발을 담당한 남극타이산(泰
山)기지 신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전력공급시스

템이 설치, 성능시험, 계통연계 운전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동 전력공급시스템은 남극타이산기지의 극저온, 강풍, 고해발, 저기압 등 특

수 환경을 감안해 맞춤형 풍력터빈,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전지 및 제어단말을 

통해 전반 시스템을 지능적으로 제어한다. 여름철 유인 운행 기간 동 전력공급

시스템은 타이산기지의 디젤발전기와 계통연계되어 전력을 공급하고 겨울철에

는 제어단말을 통해 오프그리드(off-grid) 무인 자율화 운행을 하기에 무인 운

영 기간 타이산기지 과학기기 및 부대설비에 대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데이

터 분석 결과 동 전력공급시스템은 타이산기지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양호

하게 운행했으며 전반적 발전효과는 뛰어났다. 특히 제35차 남극과학탐사팀이 

기지를 떠난 후에도 시스템은 기지 내 일부 과학설비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

급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운행상태를 국내로 전송

했다. 기존, 중국 남극 과학탐사기지는 모두 액체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했

다. 과학기술 발전과 환경보호 인식의 향상과 더불어 날로 많은 국가가 남극에 

신에너지 과학탐사기지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고 소수 선진국은 이미 신에너지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신에너지로 전통에너지를 부분적 대체했다.

에너지 현지화 및 순환이용은 남극 에너지 개발·이용에서 필수적이다. 남극

타이산기지 신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전력공급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으로 중국

의 남극탐사 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뀌

고 있다.

2019.03.19.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9-03/17/content_75562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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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아연요오드 단액 흐름전지 개념 제안

최근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 리셴펑

(李先鋒)/장화민(張華民) 연구팀은 아연요오드 

단액 흐름전지 개념을 혁신적으로 제안함과 아울

러 아연요오드 단액 흐름에서 전해질의 이용률을 

거의 100%에 도달시킴으로써 전지의 에너지밀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해당 연

구성과는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대규모 에너지저장 기술은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이용을 현실화하는 핵심기술

이다. 흐름전지는 안전성이 높고 순환수명이 길며 효율이 높은 등 장점을 보유

하므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에서의 최우선 기술로 꼽힌다. 흐름전지 기술의 일종

인 아연요오드 흐름전지는 에너지밀도가 높고 친환경적인 등 비교우위가 있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전해액 구성 및 막재료 최적화를 통해 아연요오드 

흐름전지의 순환수명과 출력밀도를 향상시켰지만 전해질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제안한 아연요오드 단액 흐름전지 개념은 전통 아연요오드 

흐름전지와 달리 음극에서만 흐름순환시스템이 존재하고 양극은 고체다. 따라

서 요오드 이온을 고체상태 요오드 단체(simple substance)에 충전시킬 수 

있어 전해질의 이용률을 거의 100%에 도달시킬 수 있다. 이로써 전지의 에너

지밀도를 대폭 향상시킴과 동시에 아연요오드 단액 흐름전지의 출력밀도도 높

였다. 해당 연구는 높은 에너지밀도 흐름전지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참고가치

가 있다.

2019.03.23. https://baijiahao.baidu.com/s?id=1628569805806640390&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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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전기물분해 수소생산용 장수명 염가 촉매 개발

최근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 한훙셴(韓洪
憲)/리찬(李燦) 연구팀은 일본 이화학연구소

(RIKEN)와 공동으로 일종의 강산성 조건에서 장수

명 전기촉매 물분해가 가능한 염가 전기화학적 촉매

를 개발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생산 기술에 

응용될 전망이다. 해당 성과는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게재되었다.

태양에너지를 “태양연료”(속칭 “액체햇빛”)로 전환시키는 것은 미래 화석연

료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 전략이다. 최근에 태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점차 대규모적인 발전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태양광 발전 구동형 물분해 수소생산은 현재 가장 유망한 대규모 재생에너

지 수소생산 기술이다. 다양한 전기물분해 기술에서 양성자 교환막 전기물분해 

기술이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해당 기술은 강산성 조건에서 작동하기

에 대부분 촉매는 불안정적이다. 현재 귀금속 이리듐(Ir)만이 양성자 교환 전기

물분해의 산성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는 PEM 전기물분해 

기술의 대규모 응용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귀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염가의 고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기물분해 촉매를 개발하는 것은 대규모 저원

가 PEM 전기물분해 수소생산 기술 개발의 핵심이다.

장기간 광촉매/광전기촉매/전기촉매 물분해 수소생산 기술 연구 및 촉매 개

발 과정에서 연구팀은 강산성 조건에서 γ-MnO2가 특수 전위창(Potential 

window)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전기촉매 물분해를 구현할 수 있음을 발견함과 

아울러 8,000여 시간의 장수명 전기촉매 물분해를 달성했다. 이외 공동연구팀

은 원위치 분광전기화학 등 방법을 사용해 강산성 조건에서의 전기촉매 물분

해 반응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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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비귀금속 전기촉매가 강산성 조건에서 장수명 물분해가 가능함을 

규명함으로써 염가의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물분해 수소생산 촉매 개발에 새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아울러 청정에너지 개발·이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2019.04.0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4/02/content_41844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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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첫 글로벌 고해상도�미세입자 에어로졸 분포도 획득

최근 중국과학원 항공우주정보연구원

은 가오펀(高分) 5호 위성에 탑재된 다각

도 편광 이미징 장치(DPC)에 기반해 첫 

글로벌 3.3km 공간 규모의 미세입자 에

어로졸 광학적 두께(AODf) 분포도를 획득했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공간해상

도가 가장 높은 AODf 원격관측 데이터세트로서 대기 주요 오염성분(PM2.5)

의 공간적 정보 획득에 핵심적 기초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DPC는 글로벌 대기 오염상황 쾌속 모니터링을 위해 우주원격관측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획득한 에어로졸 파라미터는 대기 미세입자 오염물의 분

포, 유래, 성분, 수송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세계적 범위

에서 DPC가 획득한 AODf 값이 높은 지역은 전세계 주요 공기오염 지역의 공

간적 분포와 비교적 일치했고 AODf 값이 낮은 지역은 주로 북아메리카, 유럽, 

호주 등 대기 청정 지역에 분포되었다.

이번에 획득한 AODf 데이터는 현재 세계에서 공간해상도가 가장 높은 미세

입자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 관련 위성 원격관측 제품으로서 국제 동일 유형의 

위성(프랑스 POLDER/PARASOL) 데이터 제품에 비해 약 6배 향상되었다. 구

체적으로 오염 분포의 국지적 세부 특징을 또렷이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오염 세밀화 관리, 중점 도시 오염 수송경로 모니터링, 오염원 추적 등 환

경보호 업무에 높은 공간해상도 원격관측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유일하게 궤도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성탑재 다각도 편광 이미징 지

구관측 센서인 DPC는 지구 대기 미세입자 에어로졸 함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환경생태,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대기 미세입자 에어로졸 위성 센서 어레이를 응용하였다. 비교적 긴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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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2011년) 전세계 중점 지역 AODf 비교에서 중국 동부 지역의 

오염 정도는 2011년의 피크 상황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되었는데 특히 동남연

해 지역에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 북방 지역의 미세입자 에어로졸 함량

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는바 심층적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또 하

나의 세계 중점 오염지역인 인도는 뚜렷한 오염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인

도의 농업 배출 증가 등 인위적 활동이 심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외, 위성 원격관측 AODf와 PM2.5 농도와의 상관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편광 센서가 대기 오염 미세입자 PM2.5 정량적 추산에 잠재적 

응용가치가 있음을 설명한다.

2019.04.1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4/17/content_41939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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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새 촉매 개발로�수소제조 원가 80%�절감

최근, 저장(浙江)대학 화학공학·생물공학학원 

허우양(侯陽) 프로젝트팀은 고분산 니켈 단일원

자를 질소-황 도핑 다공성 나노탄소 기질에 “정

착”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단일원자 산소 발생 반

응(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촉매를 

설계·개발함으로써 고효율적인 전기/광전기 촉매작용에 의한 물분해 산소 발

생 반응을 달성함과 아울러 수소 제조 효율을 향상시켰다. 해당 새 촉매는 수

소 제조 원가를 80%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ER 반응의 안정성을 대

폭 향상시킬 수 있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 Communications”에 온라인

으로 게재되었다.

물분해에 의한 산소 발생을 통한 수소 제조는 가장 일반적인 수소 제조 방법

이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광전기 촉매작용 OER 반응은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 효율을 제한한다. 기존에 금속 이리듐을 촉매로 반응 효율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지만 원가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촉매작용 효과를 보

증하고 원가가 낮은 촉매 개발은 학술계의 어려움으로 되고 있다.

프로젝트팀은 생체공학적 방법을 통하여 재료의 원자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엽록체에 금속-질소 배위 포르피린 구조가 존재하여 태양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기에 광합성의 산화반응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함과 아울러 산소

를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프로젝트팀은 또한 분석을 통하여 니켈-질소 배위 도

핑된 탄소재료를 발견하였다.

해당 특수한 구조에서 4개 질소 원자는 금속 니켈 원자를 “끌어당기”고 하이

드록시기 이온을 흡착하기에 다양한 중간 절차의 전환 어려움을 감소시킴과 

아울러 산소 발생을 가속화시킨다. 프로젝트팀은 독창적으로 1개 황 단일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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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개 질소 원자를 치환시켜 재료 표면의 전하 분포를 심층적으로 최적화함

과 아울러 특수 공법을 이용하여 니켈-질소 재료를 탄소 기질에 “정착”시켜 재

료의 불안정성을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당 새 촉매 전극이 알칼리성 조

건에서 뛰어난 전기 촉매작용에 의한 물분해 산소 발생 활성 및 안정성을 나타

냈다. OER 산소 발생 반응은 물분해 소자 및 금속-공기 배터리의 핵심 과정이

다. 해당 연구성과는 차세대 수소연료자동차의 대규모적 연료 원가절감에 도움

이 될 전망이다.

2019.05.16.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5/14/content_42102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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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중국 대기오염�저감 성과 가시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19환경보호산업혁신

발전대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오염 방제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오염물 배출총량은 여

전히 높은 수준이며 배출감소 임무 역시 막중하

다. 지난 6년간 중국은 대기오염 방제사업을 통

해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뚜렷이 감소시켰고 중국 전역의 환경대기질을 전체

적으로 뚜렷이 개선시켰다. 2018년 중국 338개 지급 이상 도시의 흡입성먼지

입자(PM10) 평균 농도는 2013년 대비 26% 감소했고 미세먼지입자(PM2.5) 

평균 농도는 2015년 대비 22% 감소했다.

2013년 이후 중국의 질소산화물(NOx) 및 이산화황(SO2) 배출총량은 각각 

28%, 26% 감소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원격탐사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이산화질소(NO2) 및 SO2 연직칼럼농도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하강세를 보였다.

이산화황 및 산성비 감소는 중국이 오염방제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 6년간 중국의 산성비 조성면적은 감소세를 보였고 

2018년에 이르러 국토면적에서 산성비 강수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로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은 거의 50%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 74개 중요 도시의 입방미터당 PM2.5 평균

농도는 25% 감소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배출감소 프로젝트, 에너지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은 각각 입방미터당 10μg, 6.8μg, 4.2μg을 기여한 40%, 27%, 

17%를 차지했다. 그 중 석탄연소보일러 관리, 산업기준 고도화, 발전소 배출 

저감화, 비산먼지 종합관리 등은 PM2.5 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의 대기오염 방제사업은 큰 진전을 가져왔지만 대기 오염물 배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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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세계 앞자리를 차지한다. 제곱킬로미터당 배출강도 면에서 중국 특히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배출감소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 향후 PM2.5 평균 

농도,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총량 감소 등의 협동방제가 관건이다. 이

외 스모그와 탄소의 협동방제도 중요한데 산업, 에너지, 친환경기술 등과 연계

시켜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19.06.16.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6/42735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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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세계 첫 4원계 무코발트 재료 배터리 개발

최근, 창청(長城)자동차 산하 펑차오(蜂巢)

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는 세계 최초로 무코

발트(Cobalt free), 4원계 재료를 개발함과 

아울러 20억 유로(EURO)를 투입해 유럽에 

공장을 구축하여 2025년에 이르러 전세계적

으로 약 120GWh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달성할 전망이다.

해당 무코발트 재료 기반 배터리 코어(Battery core) 제품의 재료 성능은 

기존의 NCM811재료와 동등한 수준이지만 원가는 NCM811재료에 비해 

5%~15%로 절감됐다. 무코발트 배터리는 2020년 제3분기에 규모화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른 1개 종류의 4원계 배터리는 더욱 양호한 내열성, 소량 

가스 발생량, 고안전성 등 특성을 보유하여 2020년 제4분기에 4원계 재료 배

터리 코어의 표준운영절차(SOP)를 달성할 전망이다.

기존의 3원계 시스템의 리튬이온 동력 배터리에서 양극재 원가 점유 비율이 

30%~45%에 달한다. 그중 코발트 원가 점유 비율이 높다. 예를 들어 523 시

스템의 코발트 원가 점유 비율은 20%에 달한다. 

연구팀은 무코발트화의 2가지 핵심기술을 파악했다. 1) 홀전자의 전자스핀

이 없는 특정 원소를 도핑하여 전자의 초교환(Superexchange) 현상을 감소

시킴과 아울러 Li/Ni 무질서 배열을 감소시킴으로써 전기적 성능을 향상시켰

다. 2) M-O 결합에너지가 큰 원소를 도핑하여 결정체 충방전 과정에서의 체

적 변화를 감소시킴으로써 안정한 구조를 형성하여 사이클 수명 및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2019.07.27.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9-07/25/content_778632.shtml?tdsourcetag=s_pcqq_aiomsg



제 6 장 에너지/환경 145

79.� 보하이 갈조 대발생 유래종 규명

최근,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탕잉중(唐贏中) 

연구팀은 보하이(渤海) 갈조(Brown water) 유발

종에 대한 역사추적 및 생물지리학적 연구를 통

해 갈조는 “외래 침입종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가설을 뒤집었다. 해당 성과는 “Molecular Ecology”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갈조는 수산양식 및 생태계에 막대한 파괴를 초래하는 유해조류이다. 하지

만 그 형성 원인에 대한 관점은 일치하지 않다. 해당 연구는 2009년 후 중국 

보하이 해역 패류 양식업 및 생태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갈조에 초점을 맞

추었으며 또한 최초로 갈조 유발종 유레오코커스 아노파게페렌스

(Aureococcusanophagefferens)의 생활사 중에 휴면체 단계가 존재함과 아

울러 해양 퇴적물에서 장기간 생존함을 입증했다.

갈조는 주로 2~3종 미세조류에 의해 유발된다. 그 중에서 갈조를 가장 흔히 

유발하고 유발 규모가 가장 크며 또한 갈조 대발생에 가장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조류는 유레오코커스 아노파게페렌스이다. 중국은 미국, 남아프리카 다음

으로 3번째 갈조 대발생 국가이다. 2009년 후 친황다오(秦皇島) 해역에서 여

러 차례 발생한 갈조는 당지 수산양식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과 아

울러 생태계에 중대한 파괴성 영향을 초래했다.

연구팀은 유레오코커스 아노파게페렌스는 보하이 해역에서 적어도 1,500년 

동안 생존했으며 또한 중국 남쪽의 남사군도로부터 북쪽의 베이다이허(北戴
河), 단둥(丹東) 및 중국 4대 해역의 연안 양식 지역에 이르는 수심 3,450m 

외해(Open sea)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결과는 유레

오코커스 아노파게페렌스가 북반구에서의 분포 기록을 남쪽으로 적어도 

1,700Km 확장시켰다. 이로써 보하이 갈조는 외래 침입종에 의하여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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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설을 뒤집었다.

유레오코커스 아노파게페렌스는 전세계 많은 해양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종

으로서 휴면체 생성은 해당 종의 전세계 분포 및 갈조 연별 재발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해당 결과는 갈조 유발종 유레오코커스 아노파게페렌

스의 “종의 유래” 및 전세계 지리적 본포 패턴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갈조 대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

공했다.

2019.09.05. http://www.cas.cn/cm/201909/t20190905_471307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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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새로운 유연성 냉동법-“비틀림열 냉장고”� 기술 개발

난카이(南开)대학 약물화학생물학 국가중점

연구실 류준펑(刘遵峰) 연구팀과 미국 텍사스

대학 달라스캠퍼스 Ray H. Baughman 연구

팀은 공동으로 개발한 유연성 냉동 신전략-

“비틀림열 냉동” 기술이 “Science” 온라인에 소개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섬유 내부의 비틀림 정도를 변경하면 냉각을 달성할 수 있다. 

해당 방법으로 제조한 “비틀림열 냉장고”는 냉동 효율이 더 높고 체적이 더 작

으며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천연고무, 낚싯줄, 니켈-티타늄 합금 등 다양한 

일반 재료에 적용 가능해 그 전망도 밝다. 예비 실험 결과, “비틀림열 냉동” 기

술의 카르노 효율은 67%에 달할 수 있다. 이는 냉동에 고무, 낚싯줄과 같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더 높은 카르노 효율을 달성함으로써 더 많은 전기에너

지를 절약하고 냉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고무, 낚싯줄, 직물선 및 강도가 더 크고 열전달이 더 빠른 니켈-

티타늄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하여 “비틀림열 냉동”을 테스트했다. 그 결과, 체

적이 더 작고 강도가 더 크며 효율이 더 높은 냉동 효과를 달성했다. 또한, “비

틀림열 냉동” 기술에 기반하여 냉장고 모형을 제작하고 3개의 니켈-티타늄 합

금선을 냉동 재료로 하여 흐르는 물의 온도를 섭씨 7.7도 낮추었다. “비틀림열 

냉장고”의 상업화의 길은 아직 멀지만 많은 기회와 도전도 존재한다. 신소재를 

개발하여 순환 사용 수명을 늘리고 입력 작업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효율을 

높여야 하는 도전과 기존의 상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비틀림열 냉동” 

재료를 심층 최적화하여 최적의 성능을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존재한

다. 해당 냉동 기술은 냉동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냉동 분야의 에너

지 소모를 감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2019.10.15.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0/43139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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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푸싱호,� 세계 최초 시속 350km� 자율주행 고속열차

2018년 1월 2일, 중국철도총공사에 의하면 중

국은 현재 세계 최초로 시속이 300~350km인 

고속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며 머지않아 

베이징-장자커우(張家口) 고속철에 우선 응용할 

예정이다.

(1) ATO 설비로 운전사 대체

현재 운영 중인 고속열차는 전부 중국열차운행제어시스템(CTCS) 통제 조건

에서 운전사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 운전사는 운행명령에 기반하고 전방신호 

및 선로상황 등 정보에 따라 열차의 시동, 가속, 감속, 정차를 인공적으로 조종

한다. 이외 고속열차 운행 안전은 ATP에 의해 보장된다. ATP는 고속열차 과

속방지 설비로서 실시간 운행속도를 감시한다. 또한 열차 운행 제한 조건에 근

거하여 자동으로 열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어함으로써 열차의 과속방지를 

달성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 ATO(고속열차 자율주행) 설비로 운전사를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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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지하철 열차에 ATO 시스템이 도

입되었다. 중국철도총공사는 주장삼각주 둥관(東莞)-후이저우(惠州), 포산(佛
山)-자오칭(肇慶)의 두 개 200km/h 도시 간 철도노선에 ATO을 도입하였는

데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속 200km로 운영하는 철도노선에 ATO 설비를 

도입한 사례이다.

(2) 버튼 하나만으로 전과정 운행 달성

ATO는 기차역 지상 설비와 고속열차 탑재 설비 그리고 상기 설비 간 정보

전송 통신시스템을 망라한 대규모 시스템이다. ATO 도입시 운전사가 시동버

튼 하나만 누르면 열차의 자동발차, 기차역 간 자동운행, 스케줄에 따른 운행

시간 자동조절, 역내 정위치 정차, 정차 후 자동문열기 등 기능을 수행한다.

지상관제센터에서 운행계획을 세우면 해당 계획은 지상의 데이터 전송망을 

통해 ATO 지상 설비에 전송된다. ATO 지상 설비는 수신한 운행계획을 다시 

철도 모바일통신망을 통해 고속열차 탑재 ATO 설비에 전송한다. 열차탑재 

ATO 설비는 해당 계획을 수신한 후 고속열차의 현 위치에 근거하여 열차운행 

통제용 제어속도곡선을 계산한다. 나아가 운전사를 대신해 고속열차의 가속, 

운행, 감속, 정차, 문 열기/닫기 등 절차를 자동으로 완성한다.

ATO 모든 동작은 ATP 시스템의 감시 하에서 이루어지기에 주행안전은 

ATP에 의해 충분히 보장된다. ATO 설비로 조종 작업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운전사 능력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운행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주행하므로 수송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3) 푸싱호에 도입될 중국산 CTCS3+ATO 열차제어 시스템

시속 350km로 주행하는 고속열차는 운행속도가 빠르고 역 사이 거리가 멀

기에 ATO가 확보해야할 정보 내용 종류, 정보 커버 범위, 정보 처리 논리는 

시속 80km로 수km 떨어진 역 사이를 달리는 지하철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보다 완성된 시스템 방안, 보다 신뢰성 있는 응용 기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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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인 연구 및 시험을 필요로 한다.

중국철도과학연구원은 CTCS3+ATO 열차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에 고속열

차 운행 특성에 근거하고 지능철도 구축의 수요로부터 출발해 가용성

(availability) 및 지능화 측면의 업그레이드를 달성하였다.

2018년 6월에서 9월 사이, 중국철도총공사는 베이징-선양(沈陽) 종합 시험

구간에서 CTCS3+ATO 시스템을 테스트하였다. 94일간 총 186,397km 주행

시험에서 중국철도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자율주행 설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였

고 열차를 정밀하게 제어하였다. 모든 시험항목을 순조롭게 통과한 해당 설비

는 곧 고속철 노선 시운영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속열차의 ATO 도입은 고속철 지능화의 중요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고속열차 제어 기술의 국제 선도 지위 유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머지않아 

푸싱(复兴)호는 세계 최초로 350km/h 자동주행 기능을 보유한 고속열차가 

될 것인 바 이 또한 중국 고속철 분야 자체적 혁신의 대표적 성과이다.

2019.01.0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1/03/content_41165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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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세계 최대 규모 타워크레인 스마트공장 오픈

최근 후난창더(湖南常德)고신구에서 세계 최

대 규모 중롄중커(中聯重科) 타워크레인 스마트

공장 오픈식이 열렸다. 12개 자동화 생산라인, 

100여 대 산업로봇, 16개 CNC가공센터를 갖춘 

동 스마트공장은 평균 10분당 1개 표준 마디를 

만들어내고 90분당 1개 붐대를 생산해내며 110분당 1대 타워크레인을 출하할 

수 있다. 7.8억 위안(한화로 약 1,293억 원)을 투자해 건설한 해당 스마트공장

은 후난의 100억급 규모화 스마트제조 산업 육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중국의 

공학기계 스마트화 제조 수준을 새 단계에 끌어올릴 전망이다.

2016년에 착공에 들어간 중롄중커 타워크레인 스마트공장은 독일의 산업 

4.0 표준에 따라 건설하였다. 동 스마트공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능제어, 

지능생산라인, 지능물류, 지능검사 기술을 통합시킨 가장 선진적이고 고효율적

이며 친환경적인 타워크레인 스마트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의 생산계획 지능화, 

생산과정 투명화, 품질관리 실시간화 등 지능화 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측은 일련의 전면적이고 고효율적인 MES제조집행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생산라인 설비 계층, 시스템 데이터 계층, 생산관리 계층, 의사

결정 지원 계층 등 4개 계층으로 나뉘는데 지능화 설비에 기반한 설비 감지,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매개체로 설비와 생산과정 데이터를 통합시킨 데이터 분

석, 제조집행시스템을 핵심으로 생산업무 디지털화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프로

세스 집행, 빅데이터 플랫폼을 의사결정 분석 플랫폼으로 이용한 정보 의사결

정을 달성하였다.

오픈식에서 중롄중커는 스마트공장에서 출하한 T6515, T6250, T7525 등 

새로운 4.0 PC 플랫 톱 타워크레인 신제품을 선보였다. 상기 신제품은 하중·

속도 순응 기술, 고효율 선회구동 기술 등 다수 국제 선진기술에 힘입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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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효율, 운반 효율, 지정위치도달 효율, 지정위치도달 정밀도, 동급 타워크

레인 부품 호환성 등이 향상되었다.

2019.01.23.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19-01/22/content_74778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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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수중 부유식 터널 공사기술 테스트 단계에 진입

2019년 1월 28일, 교통운수부 톈진(天津)수

상운수공정과학연구원은 새로 구축한 수중 부유

식 터널(Submerged floating tunnel, SFT) 연

구 전문용 물탱크에서 유탄성 기반 전체 물리적 

모델 테스트를 가동하여 파랑, 물흐름, 대형 물체 

충격 등 조건에서 터널 구조 시스템의 동력 응답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이론

적 분석 및 공사설계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

초로 수행한 테스트이다. 이로써 중국은 해저터널 공사기술 연구에서 실질성 

과학 테스트 단계에 진입하였다.

수중 부유식 터널은 기존에 전세계에서 체계적이고 완벽한 이론 체계를 형

성하지 못하였으며 장경간(Long span) 서스펜션 구조 유체-고체 결합 메커니

즘, 심층수 환경 조건에서의 해저터널 구조 지지력 특성, 열악한 해양 환경 조

건에서의 구조 지지 시스템 안전성 등 중대한 핵심 과학 문제 및 구조설계 표

준체계 작성, 고인성 고강도 특수 구조 새로운 소재 연구개발, 심층수 복잡한 

조건에서의 시공 공법, 장비 제조, 위험성 평가 등 일련의 공사기술 문제를 파

악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2018년 6월에 수중 부유식 터널 공사기술 연구를 가동하였으며 중

국교통건설주식회유한회사에서 주최하고 교통운수부 톈진수상운수공정과학연

구원, 네덜란드 델프트공과대학교(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력 연구팀이 산학연 협동 기반 연구 형식을 이용하

여 공동으로 해당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8년 중국과학기술협회에서는 미래 지향성 12개 중점 분야의 60개 중대 

과학 문제 및 공정기술 어려움을 제안하였는데 수중 부유식 터널 공사기술 연



154 2019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구가 포함된다.

연구팀은 수중 부유식 터널 기술 이론 연구에 수학적 모델, 물리적 모델, 이

론 분석, 설계 평가 등 다양한 수단을 적용하여 해상터널 관련 수동력

(Hydraulic power) 및 구조, 앵커 시스템, 연결 구조, 공정 재료, 시공 방법 

및 장비 등 11개 항목의 전문 프로젝트 연구를 3~4년 동안 수행하여 공정 이

론, 핵심기술 및 시공 장비 등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9.01.3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1/29/content_413922.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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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세계 첫 지능화 자기부상궤광�생산라인 가동

최근 중국톄젠중궁(鐵建重工)그룹유한회사

(CRCHI)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세계 첫 지능화 

자기부상궤광(track panel) 생산라인이 CRCHI

창사(長沙)제2공업단지에서 대량생산에 들어갔

다. 동 생산라인은 현재 광둥 칭위안(清遠) 자기

부상 관광전용철도 프로젝트 주문 생산에 들어갔다.

길이 500m, 폭 18m인 지능화 자기부상궤광 생산라인은 궤광 자동 상하역, 

자동 수송·뒤집기, 자동 클램핑 위치결정, 지능화 수치제어가공, 온라인 지능

화 검사, 자동 도장 및 유연성 조립이 가능해 세계적인 자기부상궤도설비 지능

화 생산을 달성했다. 동 생산라인은 제조프로세스 통합화, 생산데이터 정보화, 

제어시스템 지능화 등 장점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흐름선 직렬/병렬식 생산 및 

싱글머신 다중 바이트 기계가공, 수치제어 굽힘 등 세계 선진적 가공기술을 도

입해 작업자의 노동강도를 70% 이상 낮추었고 생산품질 합격률을 99%로 통

제했으며 가공효율을 대폭 향상시켜 연간 생산능력을 80km에 도달시켰다.

자기부상궤광은 자기부상열차 운행을 지원하는 철도선 장비로서 자기부상열

차의 안정적 운행은 궤광을 통해 보장된다. 기존의 자기부상궤광 생산은 인공 

호이스팅 및 클램핑 위치결정 방식과 단일 바이트 가공작업 방식을 이용하기에 

생산 소요시간이 길고 설비/인력 투자가 많고 제조 정밀도 및 생산효율이 낮으

므로 1개 F형강 가공에 적어도 9시간을 소요한다. 그러나 지능 어셈블리 라인

은 40분에 1개 F형강을 가공할 수 있다. 또한 궤광 변형을 재래식의 2mm에서 

0.5mm 이내로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비/인력 점유율도 낮출 수 있다. 

자기부상 핵심기술은 국가 “13차 5개년” 교통 분야 과기혁신 특별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중국은 2020년에 5개 이상의 상업 운영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03.16.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3/14/content_417086.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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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대직경 실드굴진기 핵심기술 전부 확보

최근 완전 자체기술 및 다수 중국산 핵심부품

을 사용해 제조한 중국 첫 복합지층 초대직경 이

수(muddy water) 실드굴진기 “전싱호(振興號)”

가 창수(常熟)에서 출하했다. 난징시 허옌로(和燕
路) 창장 관통 터널공사를 위해 맞춤제작한 동 실

드굴진기는 커터헤드(cutter head) 지름이 15.03m이고 총길이는 135m이며 

총무게는 4,000t에 달한다. 동 실드굴진기는 대형 기계와 지능화 조작의 완벽

한 결합을 구현했다.

“전싱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압 커터교환장치, 세계 최초의 완전자동 지

능화 세그먼트 조립 기술, 선진적인 스마트 원격 모니터링시스템 기술, 특유의 

친환경 기술 및 이수 순환시스템 등 여러 자체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동 실드

굴진기의 완전 지능화 세그먼트 조립 시스템은 버튼 하나만으로 터널에서 세

그먼트 자동화 수송·인상·조립을 달성함으로써 세그먼트 조립 품질 및 진척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를 줄이고 조립효율을 높일 수 있

다. 스마트 원격 안전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은 실드굴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

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리스크 한계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적시로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해결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 고장진단 및 원

격제어가 가능해 실드굴진기에 대한 전생명주기 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 친환

경 관로 연장장치는 터널 이수 유출로 인한 시공환경 오염을 철저히 해결할 수 

있다. 이외, 이수 분층 역세정(back wash) 순환기술은 카르스트 복합지층 및 

단층대에서 작업면의 붕괴, 이수 관로의 배출불능, 커터헤드에서의 머드케이크 

형성 등 시공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커터헤드 굴착기능을 신속하

게 복구할 수 있다.

난징 허옌로 창장 관통 터널의 전장은 2,976m이고 최대 매설깊이는 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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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최대 수토압력은 약 7.9MPa이다. 해당 공사의 지질환경은 극히 복합하

다. 토암복합지층 굴착길이는 약 1,865m인데 주로 실트세사층, 중립사층이며 

단면 전체가 경암, 강도 불균일 지층, 단층대 및 장거리 카르스트 지역이다. 동 

카르스트 지역을 이번에 지름 15m의 초대형 실드굴진기로 굴착한다. 수압이 

높은 강바닥을 덮은 흙 두께는 10.25m밖에 안 되며 5개 단층대를 관통해야 

한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건설 중에 있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대직경 창장 

관통 터널로서 실드굴진기 설비 제조 및 시공 기술에 크나큰 도전이다.

2019.06.2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6/24/content_424165.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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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세계 첫 지능 초대형 유조선 VLCC� 조립 완료

최근, 중국선박중공업 다롄(大連)선박중공업

그룹[대선(大船)그룹]이 개발한 세계 첫 지능 초

대형 유조선(VLCC)-30.8만 t “카이정(凱征)”호

가 7일간 지능시스템 및 일반 항목 해상시험을 

마치고 2019년 6월 22일에 사용자에게 납품됐다. 해당 유조선은 사상 최초로 

중국선급사 i-SHIP(I, N, M, Et, C,) 및 OMBO 1인 운항 선급 기호를 획득하

여 세계 초대형 유조선 지능형 해상운송의 새 장을 열었다.

“카이정” 선박은 대선그룹에서 자체로 연구개발한 6세대 VLCC이자 성공적

으로 조립을 마친 97번째 VLCC 선박이다. 대선그룹은 현재 누적 주문량이 

109척으로 세계 해운선단의 15%를 넘을 전망이다.

VLCC의 높은 방폭 요구, 자동 하역, 수시로 플로팅 상태 제어, 중저 항속, 

항로 상대적 고정 등 특성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여러 산학연 기관과 공동으로 

지능시스템 관련 응용 연구 및 전문 지능시스템 개발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플랫폼 및 정보 플랫폼의 최상층 설계를 통해 선박 운항 보조 자율주

행, 지능형 액체화물 관리, 종합 에너지효율 관리, 설비 운전 유지보수, 선박-

연안 일체화 통신 등 5대 기능을 구현했다. 7일간 해상시험 기간에 선박의 2대 

지능형 플랫폼, 5대 지능시스템을 포함한 77개 테스트 항목은 모두 1차적으로 

통과됐으며 통과율은 100%이다.

이번 연구개발 경험축적으로 “2035년 전 선박 원격제어, 부분 자율주행 달

성” 및 지능형 선박 3.0 목표를 위해 유력한 지원을 제공했다.

2019.06.2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6/24/content_42418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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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자율변형 글라이딩+날개짓 생체모방 유연체 잠수정

최근 시베이공업대학이 개발한 자율변형 글라

이딩+날개짓 생체모방 유연체 잠수정이 첫 잠항

에 성공했다. 이는 중국이 고성능 생체모방 지능 

수중이동체 개발 분야에서 취득한 성과이다.

최근 해양자원 탐사, 개발, 이용이 날로 시급해

짐에 따라 생체모방 지능 수중이동체 연구개발은 전세계 해양과학 분야의 이

슈가 되고 있다. 과기부 중점지원 연구프로젝트인 자율변형 생체모방 유연체 

잠수정은 쥐가오리를 모방대상으로 하고 글라이딩과 날개짓을 번갈아 하는 추

진방식을 채택하기에 수중에서의 높은 추진효율/기동성/안정성, 낮은 환경교

란/소음, 큰 탑재공간/탑재능력 및 해저 연착륙 등 특성을 보유한다.

글라이딩+날개짓 수중 추진기술은 잠수정에 수중이동체로서의 높은 기동능

력과 수중글라이더로서의 높은 항속능력을 부여하므로 현 단계 중국 재래식 

잠수정에 존재하는 기동성/은폐성/항속시간 종합성능이 미흡한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동 잠수정은 익폭이 0.8m이고 리튬전지로 구동되며 최고시속이 1노트인 원

리검증용 프로토타입으로서 쥐가오리의 글라이딩+날개짓 운동자세를 생동하

게 모방할 수 있다.

2019.08.0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8/06/content_427228.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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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첫 중국산 크루즈선�건조 개시

최근 중국선박공업그룹유한회사(CSSC) 산하 

상하이와이가오차오(外高桥)조선유한회사(SWS)

가 본격적인 강판 절단 시동 점화와 함께 첫 중국

산 대형 크루즈선의 실질적 건조단계에 돌입했

다. 총톤수가 약 13.55만 t이고 최대 5,246명까

지 탑승 가능한 대형 크루즈선은 2023년 하반년에 인도·운영될 예정이다. 동 

크루즈선의 건조 개시는 중국 선박산업이 대형 크루즈선 건조 새 시대에 본격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조선업 왕관의 명주”인 대형 크루즈선 설계, 건조는 국가 종합과학기술 수

준 및 제조실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현재 중국 유일의 설계·건조 무실적 첨

단기술 선박제품이 바로 대형 크루즈선이다. 전통적인 3대 주류 선박유형에 비

해 대형 크루즈선은 설계이념, 건조공법, 운영관리 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설계 규범화 표준이 기타 선박제품에 비해 훨씬 높다. CSSC는 국제협력, 

소화흡수·재혁신의 개발경로를 선택했다. 동 크루즈선의 세부 설계작업은 

CSSC크루즈과기개발유한회사(CCTD) 산하 CSSC핀칸티에리(Fincantieri)크

루즈산업개발유한회사가 담당했는데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로부터 인입한 설계

도면 및 건조관리 파일만 15만 쪽, 약 2.1t에 달한다. 그리고 전체 선박은 

2,500만 개 부품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SWS조선소는 세계 최신 3D설계소프

트웨어를 도입함과 아울러 많은 설계인재와 IT 보조 인력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형 크루즈선 모델링의 요구를 충족시켰

다. 이외 건조관리 면에서 대형 크루즈선의 2,500만 개 부품에 대한 설계에서 

조달, 생산제조, 성능시험, 인도까지의 전시간대 추적을 실현할 수 있을 뿐더러 

디지털화 방식을 통해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인 생산건조를 달성할 수 있다.

2019.10.2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0/21/content_432982.htm?div=-1



제 7 장 기계 161

89.� 최초 무인 클러스터 스마트 유닛 발표

중국전자과기그룹(CECT)은 세계 최초의 무인 

클러스터 시스템에 사용하는 스마트 유닛을 발표

했다. 해당 제품은 비행제어, 임무 계획, 스마트 

의사결정, 동적 네트워킹 등 4대 기능을 보유하

며 인공지능으로 무인 시스템에 두뇌를 장착했다.

현대의 지능 무인 클러스터는 “네트워크 + 노드”의 작업 모드를 기반으로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것을 집중시키는 우위 특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전자기, 광학, 음향 등 센서를 탑재할 수 있으며 분포식 모니터링, 검색, 추적, 

안내 등 기능을 수행하여 자연재해 관리, 토지자원 관리, 생태환경 보호 및 비

상 대응 등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무인 클러스터 스마트 유닛은 기존 드론의 비행제어 시스템과 관측제어 통

신 시스템 통합과 클러스터 스마트 알고리즘과 동적 네트워킹 프로토콜 및 해

당 처리 칩을 기반으로 드론 클러스터에 비행 제어, 임무 계획, 스마트 의사결

정 및 동적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제품은 이미 일부 드론 클러스터 

시스템에 장착되어 기존 드론이 “소뇌”만 있고 “두뇌”가 없으며 관측 제어만 

있고 네트워킹이 안 되는 현황을 개선시킬 예정이며 무인 플랫폼이 지능화, 네

트워크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CECT는 선진적인 무인 클러스터 스마트 유닛 기술에 기반하여 줄곧 고정익 

드론 클러스터 비행의 세계 기록 보유자이다. 2016년 10월, 2017년 5월, 

2017년 11월에 각각 67대, 119대, 200대의 고정익 드론 클러스터 비행시험

을 수행했다.

2019년 10월 20일, CECT는 차세대 “CVIS 지능형교통인프라시스템에 기

반한 전면 교통 서비스 시스템”을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은 교통관리자,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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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통장비 제조업체, 교통 정보 서비스 업체 등 모든 교통 참여자를 연결시

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시 교통 시스템 효율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통정보 서비스, 자동운전 서비스, 교통운영 평가 및 교통장비 운

영관리 서비스 등 기능을 모듈화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익 조합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중 출행 관련 교통 지표, 표시선, 신호등 및 

교통 서비스 정보 등 모든 교통 신호를 인터넷화하여 차량 단말기에 통합함으

로써 또렷하고 전면적인 수신을 제공한다.

또한, 레이더와 비디오 결합을 통하여 임베디드 딥러닝 알고리즘을 도로 교

통사고 예방에 응용했다. 순수 비디오 장비와 비교할 경우 해당 제품은 검측 

범위가 더 멀고 검측 목표가 더 정확하며 다차원의 감지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적응성이 더 강하며 급커브 경보, 주요 갈림길 사각지대의 자동차-비동력차-

행인 경고, 보행자 경고, 트럭 우회전 사각지대 경보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또한 CECT는 사물인터넷 인프라 개방 시스템 톱레벨 디자인 백서, 당정군

의 자체 보안 산업을 위한 공공 클라우드, “청쉰(橙讯)”보안 인스턴트 메시지 

및 모빌 오피스 솔루션 등 과학기술 성과도 발표했다.

2019.10.2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10/22/content_43312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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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전수심 유인잠수기용 티타늄합금�유인캡슐 개발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가 담당한 전수심 유인

잠수기용 티타늄합금 유인캡슐이 검수에 통과했

다. 전수심 유인잠수기는 중국 “13차 5개년” 계

획의 첫 번째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프로젝트이

다. 해당 잠수기를 건조 완료 후 세계 최대수심

(약 1.1만 m)을 망라한 해양에서 유인잠수 및 과학탐사를 수행하여 심해 잠수

능력의 최고수준을 구현할 예정이다. 해당 전수심 유인잠수기의 핵심부품인 유

인캡슐은 인간이 10,000m 심해에 진입하는데 있어 하드웨어적 보장이자 안전

벽으로서 중국의 유인잠수기 기술수준을 상징한다.

전수심 유인캡슐 제조는 고성능 티타늄합금 설계, 초대두께 판재 제조, 반구 

일체형 스탬핑, 대두께 티타늄합금 전자빔용접 등 기술을 포함하는 다영역 체

계화 공정이다. 유인캡슐은 경량, 고강도, 가용접, 내부식, 내피로, 장수명을 

갖추어야 하기에 재료의 대형화 제조능력 및 종합역학성능에 대한 요구가 매

우 높다. 기존에 국내외적으로 3명을 탑승시킬 수 있는 구형캡슐 재료를 개발

하지 못했다.

금속연구소는 2014년부터 전수심 유인잠수기용 유인캡슐재료 등 핵심기술 

관련 논증 및 선행연구를 깊이 있게 추진했고 2016년에 과기부에서 입안 후 

바오타이(宝钛)주식유한회사, 중국선박그룹회사 뤄양(洛阳)선박재료연구소와 

공동으로 전수심 티타늄합금 유인캡슐개발 국가팀을 구성해 재료, 가공, 용접 

분야별 각자 기술우위를 통합시켰다.

연구팀은 3년에 거쳐 연구개발 작업을 완료함과 아울러 현재 세계 최대 공

간, 최다 탑승 인원수를 보유한 유인캡슐을 성공적으로 건조하였고 또한 전수

심 정수(still water) 외압시험 평가에 통과되었다. 해당 캡슐의 성공적 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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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티타늄합금 과학·기술 및 제조·성형 공법이 세계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

한다. 또한 관련 변혁성 기술은 유인심해잠수에서 중국의 선두지위를 확고히 

함과 아울러 중국의 심연 과학연구를 크게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전수

심 유인캡슐 개발은 중국의 티타늄합금 산업능력 향상 및 장비제조기술의 도

약적 발전을 유의적으로 이끌었고 또한 새 시장수요를 반드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중국 티타늄합금 업종의 산업사슬 상위층으로의 매진을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2019.10.30. http://www.cas.cn/cm/201910/t20191029_472179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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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계 첫 액체상태 완전 유연성 지능로봇 개발

톈진대학교 정밀기기·광전자공학대학 황셴(黄显) 연

구팀은 세계 첫 액체상태 완전 유연성 지능로봇을 성공

적으로 개발해 유연전자산업 및 인체삽입의료기기 분야

에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손오공의 “72가지 변

신술”을 구사할 수 있는 “혈관의사”를 양성할 전망이다. 

해당 성과는 “Advanced Science”에 게재되었다.

유연전자소자는 초박, 유연성 및 확장 가능한 “유사피부”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료, 통신 등 분야에 광범위한 응용전망이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 유

연전자기술로 개발한 초소형 “연체” 로봇은 반복적 형태 변화가 가능해 운동, 

채취, 수송, 촉각감응 등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단계의 “연체로봇”

은 전통적 강성(rigidity) 센싱 소자 및 회로에 의존하는데 이는 성능 구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현대사회의 다원화된 수요에 비추어 “완전 유연성” 로봇 

개발이 시급하다.

연구팀은 자연계의 해파리, 윤충 등 유연한 강장동물과 플랑크톤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액적의 유연 무정형(amorphous) 특성 및 유연전자소자의 초박 

유연 특성을 이용해 참신한 “지능 액적”—액체상태 완전 유연성 지능로봇을 구

축했다. 해당 초소형, 완전 유연성,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한 액체상태 지능로

봇은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운동, 변형, 센싱·측정 등을 구현할 수 있다. 해당 

로봇은 양호한 운동 및 환경적응 능력을 보유하는 외에 온도센서, 습도센서, 

광학센서, 응력센서, 글루코스센서, 식품독소센서 등 다양한 센서와 무선 에너

지 수집 모듈을 탑재하므로 향후 유전자 서열측정, 화학합성, 약물전달 등 영

역에 응용될 수 있다. 한마디로 인체에 진입해 검사·치료할 수 있는 “혈관의

사”로 거듭날 전망인바 매우 중요한 과학적 의미와 응용가치가 있다.

2019.11.13.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1/432528.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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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료

92.� 새로운 생물합성법으로 나노복합재료 제조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위수훙(俞書宏) 연구팀

은 새로운 생물합성법을 이용하여 계열화 거시 규

모의 기능성 나노복합재료를 최초로 제조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ional Science Review”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나노재료는 많은 우수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하지만 어떻게 나노재료를 

거시규모의 재료로 조립함과 아울러 나노 규모의 독특한 성능을 유지할지에 

관한 연구는 나노재료의 실용화를 달성하는 핵심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연구팀은 범용 생물합성법 즉, 고체상태 기저-에어로졸 생물합성법으로 전

통적 아세토박터 자일리늄(Acetobacter xylinum) 액체상태 발효 기저를 고

체상태로 바꾸어 미생물 합성 나노셀룰로오스(Nanocellulose)의 계면을 안정

시켰다. 그리고 프로그램화 제어를 통해 나노셀룰로오스 성장 계면에서 다양한 

나노 단위를 침적시켜 나노셀룰로오스와 나노 단위의 균일적 복합을 구현하였

다. 이로써 일련의 나노 구조 단위 함량 제어가 가능하고 형태가 규칙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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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모의 큰 덩어리 박테리아 셀룰로오스(Bacteria Cellulose) 나노복합재료

를 최초로 제조하였다. 전통적 슬러리법(Slurry Method)에 비해 해당 생물합

성 과정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3차원 나노 그물망 구조를 완전하게 보존하

였다. 이렇게 제조한 복합재료는 나노 단위의 우수한 나노 스케일 성능을 보존

함과 아울러 더 나은 역학적 강도를 보유한다.

연구 결과 상기 합성법은 일종의 범용적 방법으로서 일련의 다양한 나노재

료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로 구성된 거시적 복합 덩어리 재료를 제조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이산화규소 나노스피어/사산화삼철 마이크로스피어/카본블랙 

과립 등 0차원 나노 단위, 탄소나노튜브/규산칼슘 나노와이어/탄화규소와이어 

등 1차원 나노 단위, 질화붕소 나노시트/산화그래핀/나노점토알갱이 등 2차원 

나노 단위를 포함한다. 이미 제조한 덩어리 재료는 나노재료 함량 대 중량비를 

0~85%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 나노재료를 거시규모의 

3차원 나노셀룰로오스 덩어리 재료 그물망에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다.

상기 방법으로 제조한 덩어리 재료는 나노 단위의 우수한 나노 스케일 성능

을 보존할 수 있다. 연구팀이 제조한 탄소나노튜브/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

재료 박막의 전기전도성과 역학적 강도 종합성능은 기존에 보고된 모든 동일

유형 재료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전자기 차폐 성능도 기존의 동일유형 재료보

다 우수하다. 이외, 상온·상압에서의 미생물 발효과정은 어떠한 유기용제도 사

용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유해물질도 방출하지 않기에 친환경적이고 원가가 

낮은 등 장점이 있다. 특히 해당 방법은 기존 식품산업에서의 박테리아 셀룰로

오스 생산공법과 유연하게 결합시킬 수 있어 상기 고성능 복합재료 덩어리 재

료의 산업화 생산이 실현될 전망이다.

2019.01.29.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42250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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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세계 최대 심리스 일체형 스테인리스 스틸링 개발

2019년 3월 12일,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는 

자체로 연구개발한 금속 구조물 성형 기술을 이용

하여 세계 최대 심리스 일체형 스테인리스 스틸링

(Stainless steel ring)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압연

하였다. 해당 단조품의 직경은 15.6m, 무게는 

150t에 달하며 최초로 100t급 금속 빌릿 등급 구조물 성형을 구현하였다. 이

는 현재 세계 최대 지름, 최대 무게의 일체형 스테인리스 스틸링 부품이다.

해당 심리스 전체적 스테인리스 스틸링 단조품은 압연으로 제조하였다. 해

당 단조품은 일체형 심리스, 고도의 균질화, 뛰어난 조직 균일성 등 특성을 보

유하고 있기에 중국 4세대 원자력 발전장치 핵심부품으로 선정되었다. 기존에 

해당 유형의 거대형 단조품은 국내외에서 다단식 작은 빌릿 조립 용접 방식으

로 제조하였기에 가공 주기가 길고 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용접 비드 위치의 

재료 조직 성능이 빈약하여 원자력 발전장치 운행에 안전 위험을 가져다주었

다. 연구팀은 10여 년 동안의 노력으로 독창적인 금속 구조물 성형 기술을 개

발함과 아울러 구조물 계면의 결합 메커니즘 및 조직 진화 메커니즘을 규명하

였으며 거대 단조품의 “이대제대(以大制大)” 아이디어 한계에서 벗어나 표면 

활성화, 진공 패키징(Vacuum packaging), 다방향 단조, 등급별 구조물 제조, 

일체형 환상 압연 등 일련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다층 금속 간 계

면을 철저히 제거하여 서포트링(Support ring) 단조품 구조물 계면 위치와 기

질 금속의 성분, 조직, 성능이 완전히 일치되게 하였으며 “이소제대(以小制
大)”의 새로운 가공 제조를 구현하여 품질을 대폭 향상시킴과 아울러 제조 원

가를 감소시켰다. 해당 기술은 중국의 첨단 장비 쾌속 발전 추진 및 중대 장비 

핵심 재료의 자체 제어 보장에 주요한 역할을 발휘할 전망이다.

2019.03.15. http://politics.gmw.cn/2019-03/12/content_326335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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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세계 최초로 단층 그래핀나노리본�제조

최근, 톈진(天津)대학 펑웨이(封偉) 연구팀은 

플루오린 함유 자유 라디칼 절단 단일벽 탄소나

노튜브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단층 그래핀 나노

리본을 제조하였다. 이는 중국 과학자가 최초로 

1단계법으로 제조한 단층 그래핀 나노리본으로

서 일차전지의 양극재료로 사용할 경우 에너지 밀도를 수입제품에 비하여 

30%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국제특허를 획득하였다.

플루오로카본은 지금까지 이론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일차전지 고체상태 

양극재료이다. 선진국은 고에너지 플루오로카본 제조 기술을 핵심기술로 간주

하고 있으며 기술수출 및 공개적 교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존 중국의 

플루오로카본 재료는 주로 국외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관련 분야 

과학연구 및 산업발전을 심각하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자체 구조의 제한으로 수입제 플루오로카본 재료도 고에너지 밀도 

및 고출력 밀도를 동시 구현이 어렵다. 2008년 연구팀은 고에너지 밀도 및 고

출력 밀도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보유한 새로운 플루오로카

본 재료를 개발할 것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10년간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그래

핀 6원자 고리구조 기반의 공유결합형 플루오린 카본 구조를 뒤집고 세계 최

초로 고전압 및 고용량을 모두 보유한 구조의 플루오로카본 재료를 개발하였

다. 실험 결과, 해당 재료의 에너지 밀도는 국외 동종 제품에 비해 30% 높은 

2,738Wh/kg에 달하여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거대 방전전류 조

건에서 안정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재료의 원가도 줄일수 있다.

2019.03.29.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3/28/content_418185.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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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고체 냉동 신소재 발견

최근,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등 기관의 연

구팀은 유점성 결정(쉽게 변형되는 무질서 고체 

결정)이 압력으로 인한 상변화 냉각 효과인 거

대 압력온도효과(Giant barocaloric effect)

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당 소재를 

첨단 냉각 기술 개발 신소재로 이용할 경우 냉동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차세대 고체 냉동 기술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해당 성과

는 “Natur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UN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냉동분야에서 소모하는 전력소비량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5%~30%를 차지한다. 현재 냉동 시스템은 대부분 기

체 압축 냉동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환경에 불

리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10년간 고체 상변화 열효과 기반 냉각 기술은 기존

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기술로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해

당 고체 상변화 냉각 재료는 외부 자극을 받을 경우 온도 변화가 발생한다. 그

러나 고체 상변화 냉각 재료의 엔트로피 변화는 수십 J/kg·K 밖에 안 되기에 

냉동효과가 저하되는 등 단점으로 실제 응용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유점성 결정은 모두 아주 작은 압력의 구동 조건에서 거대

한 엔트로피 변화를 획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중 네오펜틸글라이콜

(Neopentyl glycol)이라고 부르는 재료가 생성하는 엔트로피 변화는 최대로 

389J/kg·K에 달할 수 있기에 냉동효과를 기존의 고체상태 상변화 냉각 재료

에 비하여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해당 재료의 뛰어난 성질은 유점성 결정의 

독특한 분자구조 즉 분자의 방향성 배열 불규칙으로 인한 유점성 결정의 높은 

무질서이다. 해당 무질서 구조는 아주 쉽게 압축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은 압력으로 해당 방향성 배열 무질서 분자의 규칙적 배열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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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폭적인 엔트로피 변화를 생성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발견한 유점성 결정은 원재료가 풍부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

지소모가 낮은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냉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 : http://m.cnpowder.com.cn/new49916.html

2019.03.3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3/29/content_41833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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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세계 첫 원자수준 정밀도의 풀카본 전자소자 개발

최근, 샤먼(廈門)대학 고체표면물리화학국가중

점실험실 에너지·그래핀혁신플랫폼 훙원징(洪文
晶)/셰쑤위안(謝素原) 연구팀은 영국랭커스터대

학(Lancaster University) Collin Lambert 연

구팀과 공동으로 세계 첫 단일 풀러렌 분자를 핵

심 유닛으로, 그래핀을 전극으로 하는 풀카본(Full carbon) 전자소자를 제조

함과 아울러 풀러렌 분자 기반 분자공학을 통하여 해당 풀카본 소자의 전자학

적 성질에 대한 제어를 구현하였다. 이는 실리콘 기반 전자소자의 성능 및 사

이즈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풀카본 전자소자의 개발에 새 아이디어를 제공하였

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 Communication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실리콘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나노 전자기술은 물리적 사이즈 한계에 접근

하고 있다. 탄소 기반 소자는 실리콘 기반 소자에 비하여 더욱 빠른 속도 및 

더욱 낮은 전력소모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존의 실리콘 기반 기술을 대

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정보 소자이다. 그러나 원자수준 정밀도를 보

유한 풀카본 전자소자의 제조가 향후 탄소 기반 칩 개발의 걸림돌로 되고 있

다. 따라서 원자규모의 규칙적 구조 및 뛰어난 전기학적 특성을 보유한 풀러렌 

재료는 탄소 기반 전자소자의 잠재적 핵심 유닛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팀은 소자 제조 기술의 자체 연구개발 및 혁신을 통하여 완벽한 2차원 

구조를 보유한 그래핀을 전극으로 하고 독특한 전자학적 성질을 보유한 풀러

렌을 핵심 유닛으로 하여 1nm도 되지 않는 단일 풀러렌 사이즈로 인한 어려

움을 극복함으로써 풀러렌과 그래핀으로 구성된 풀카본 전자소자를 제조하였

다. 또한 Collin Lambert 교수와의 이론적 계산 방면의 협력을 통하여 해당 

풀카본 소자가 전자학 분야에서 수 많은 신기한 양자학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

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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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다학제간 협력을 통하여 세계 최초로 원자규모의 규칙적 구조를 보유

한 풀카본 전자소자 제조기술을 파악함으로써 탄소 기반 전자소자를 서브나노

미터 한계 사이즈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풀카본 기반 전자학 발전에 중요한 의

미가 있으며 차세대 탄소 기반 칩 기술의 핵심 재료 및 소자로 될 전망이다.

2019.04.1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4/16/content_419242.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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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세계 최고급 해양�계선쇄 강 개발

최근, 중신(中信)타이푸(泰富)특수강그룹(CITI 

C) 싱청(興澄)특수강유한회사 인장(殷匠) 연구팀

은 3년간 노력을 통하여 기본재료에서 공법기술, 

제품 응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

고 최초로 세계 최고급 R6급 계선쇄 강(Mooring chain steel)을 개발하였다. 

해당 제품은 중국의 중등 깊이 해양 시추 플랫폼의 안전, 친환경 작업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중대 장비” 개발에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

였다.

R6급 해양 계선쇄는 극한 성능 계선쇄에 속한다. 현재 R6급 계선쇄 표준은 

DNVGL 선급협회가 2018년 7월 최초로 발표하였다. 해당 표준에 의하면 R6

급 계선쇄가 지속적인 전체 열처리 후 고강도 및 고인성을 보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전위(음극 보호) 조건에서도 수소취화 저항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

다. 다시 말하면 뛰어난 해수 부식 및 응력 부식 저항성을 보유함과 아울러 중

국 내외에서 모두 인정하는 수소취화 금지구역 해양에서 견뎌야 한다.

R6급 계선쇄 강 개발 성공은 중국이 해양 계선쇄 강 분야에서 취득한 획기

적인 성과일 뿐만 아니라 “강강연합(強強聯合)”을 통하여 국제화 기술 협력을 

수행하여 획득한 중대한 혁신성과이다. 2019년 4월 19일, 해당 계선쇄는 

DNVGL 선급협회의 인증에 순조롭게 통과됨으로써 싱청특수강회사는 세계 

첫 R6급 계선쇄 강 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첫 계

선쇄 강 규모화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되었다.

2019.04.2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4/22/content_419727.htm?div=-1



제8장 재료 175

98.� 세계에서 가장 얇은 페로브스카이트 2차원 재료�개발

최근, 난징(南京)대학 판샤오칭(潘曉晴) 연

구팀은 원자층 두께의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 

2차원 재료를 개발했다. 해당 성과는 풍부한 

강상관(Strong correlation) 2차원 양자 현

상 연구의 새 경로를 개척했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게재됐다.

그래핀은 최소로 단일층 탄소 원자의 두께에 도달할 수 있으며 풍부하고 다

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004년, 그래핀이 발견된 후 그래핀 

기반 각종 2차원 원자 결정 재료는 정보 전송 및 에너지 저장 소자 등 분야에

서 광범위한 응용 전망을 보유하고 있기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페로

브스카이트 산화물은 전이금속 이온의 전자-전자 상호작용으로 다중강성

(Multiferroic) 및 거대 자기저항(Giant magnetic resistance) 등 다양한 특

수한 물리적 효과를 나타낸다. 니에웨펑(聶越峰) 연구팀은 분자빔 에피택시 기

반 박막 성장 기술을 이용하여 원자층 두께의 고품질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 

2차원 재료를 획득했다. 왕펑(王鵬) 연구팀은 다양한 첨단 구면수차보정 투과

전자현미경 구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 BiFeO3(비스무트 페

라이트) 박막이 2차원 한계에서 나타난 몇 가지 새 현상을 직접 관찰했다. 재

료에서 전자의 운동 형식은 재료의 성능을 결정한다. 그래핀 등 전통적인 2차

원 재료에서 전자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기타 전자가 미치는 영향

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 재료에서 전자 사이

에 아주 강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데 해당 전자 사이의 강상관 작용은 고온 초

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한 양자 상태를 추진한다. 페로브스카이트 2차원 재

료 제조 과정에서 2차원 시스템에 해당 전자 사이의 강상관 작용을 도입하여 

더욱 풍부하고 흥미로운 강상관 2차원 양자 현상을 발견할 전망이다.

2019.06.1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6/10/content_423155.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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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희토 발광 나노프로브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 달성

최근, 푸단(復旦)대학 리푸유(李富友) 연구팀

은 여기 및 방출 파장이 동일한 장수명 발광 나

노프로브를 개발했다. 해당 연구성과는 “Nature 

Photonics”에 게재됐다.

발광 프로브는 중요한 생물 시각화 도구로서 

생물 이미징 및 검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이

용된다. 기존의 발광 프로브 재료는 주로 탄소나노튜브, 형광염료, 퀀텀닷

(Quantum dot) 및 희토 도핑 나노재료 등을 이용했다. 그중 희토 나노재료는 

뛰어난 광안정성, 낮은 생물독성 등 장점으로 연구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희토 나노재료는 낮은 양자 효율, 작은 광흡수 단

면 문제점이 존재하는 등 희토 나노재료의 성질 제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을 찾지 못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프로브는 이터븀(Yb), 에르븀(Er), 툴륨(Tm), 네오디

뮴(Nd) 등을 주요 도핑 원소로 했기에 독특한 제로(Zero) 스토크스 시프트

(Stokes shift) 광루미네선스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프로브는 광(Light)

의 단기 메모리와도 같이 여기 후 일정한 시간 내에 여기광(Excited light) 파

장과 동일한 발광신호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전통적인 파장 광필터링

에 의한 발광 검출 방법으로 해당 발광 현상을 완정하게 연구할 수 없다. 연구

팀은 해당 유형 프로브의 장수명 발광 특성을 이용해 새로운 신호 수집 방법을 

개발했으며 발광 수집창을 통해 펄스 여기 후 시간영역에서 여기광에 대한 필

터링 제거를 달성함으로써 해당 유형 프로브의 발광 신호를 최대한으로 수집

했다. 예를 들면 Yb를 주요 도핑 원소로 하는 작은 나노입자(~15nm)는 기타 

일반적인 발광 재료에 비해 1개 수량급 이상의 발광 강도 장점을 보유하고 있

다. 코어셸(Core shell) 구조의 셸 두께 조절을 통해 재료의 발광 수명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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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조절할 수 있다. 연구팀은 해당 유형 재료의 독특한 성질을 기반으로 시

간 광영역 형광 이미징 방법을 개발해 시간영역에서의 다채널 디코딩

(Decoding) 및 생체 내 추적에 이용함으로써 해당 나노프로브의 광범위한 응

용 전망을 보여주었다.

2019.07.16. 
http://www.most.gov.cn/gnwkjdt/201907/t20190712_147610.htm?tdsourcetag=s_pcqq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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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장배수가 13,000배에 달하는 중합체 재료 개발

최근, 중국연구팀은 13,000배 인장 

가능한 중합체를 개발했다. 해당 성과는 

“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다.

세라믹 재료의 인장 배수는 비교적 

작고 금속 재료의 인장 배수도 일반적으로 10배(일부 특수 조건에서 초소성 재

료의 인장 배수는 1,000배에 달한다)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중합체 자

체의 인장 배수 최고 기록은 약 180배이고 젤(Gel) 재료의 인장 배수도 210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최초로 중합체 재료의 최대 인장 배수를 13,000배에 

도달시켰다.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자오닝(趙寧)/쉬젠(徐堅) 연구팀은 중합체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 및 제조한 후 강/약 동적결합의 협동작용을 통해 폴리부

타디엔(PB) 재료의 인장 배수를 1만 배 이상으로 향상시켰다. 해당 중합체 재

료에는 이온형 수소결합 및 이민결합 가교화 네트워크 구조를 함유하고 있으

며 특정 조건에서 네트워크의 동적 가교 위치는 가역적 절단 또는 소산 에너지 

동적 교환을 통해 재료의 비가역적 파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따라서 

인장 과정에서 소량의 이민결합은 네트워크 구조 유지에 이용되고 대량의 이

온형 수소결합은 에너지를 소산시킨다. 해당 두 가지 메커니즘 사이의 협동작

용을 통해 중합체 재료는 슈퍼 인장(Super stretch) 성능을 획득한다.

뛰어난 인장 성능은 중합체 재료가 플렉시블 전자소자, 드라이버(Driver) 및 

에너지 저장 등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2019.09.1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9-09/11/content_430565.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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