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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정리한 2020년도 분야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입

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에 2020년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정리하여 "2020년 중국과학기술 주요성과 

100선"을 발간하고자 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초과학, 원자력/우주환경, 생명/의

료, ICT/융합, 에너지/환경, 기계/재료과학 등 분야별로 정리·요약하였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중국은 기술혁신을 제한하는 근본 원인이 취약한 기초연구에 있음을 

인식하고 원천기술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를 강화해왔다. 그동안 중국의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15년의 716억위안에서 2019년 1,335억 6천만위안으로 연 평균 16.9% 증가하였

다. 이에 힘입어 2020년에 다음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술 연구성과들이 배출되었다. 

북경대학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2차원 얼음의 존재 및 성장 메커니즘을 최초로 입증"하였다. 

중국과학기술대학은 "미분기하학 분야의 두가지 핵심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고 "역학적 

차원에서 영의 방정식을 해석"하였으며, "분자단위 이하의 단일분자 광유도 형광이미징을 최초

로 달성"하였다. 중국과학원은 태양활동을 정확히 관측하고 기상예보를 예측할 수 있는 "첫 

2m급 태양망원경을 개발"하였고, "다양한 액적거동 조종이 가능한 신형 ‘액적로봇’을 개발"하

였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중국은 새로운 발사체를 많이 개발하여 우주로 쏘아올렸다. 중국이 독자적

으로 개발한 "창정(長征) 5호" 시리즈의 차세대 운반로켓인 "톈원(天問)" 1호 화성탐사선을 

발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만약 7개월간의 비행과정을 거쳐 순조롭게 도착한다면 미국과 구소

련에 이어 세 번째의 화성 착륙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BDS)의 

마지막 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화성탐사선의 메카인 

“중국 톈옌(天眼)”이 국가 검수에 통과하고 "은하계 밖 산소를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달뒷면 지하 천부층 구조를 규명"하였다. 그외 "창정 5호 B 운반로켓 첫 비행 성공으로 

중국 유인우주선 프로젝트 “세번째 단계”의 서막을 열었다. "톈원(天問)" 1호 화성탐사선" 

발사 및 "창어 5호 탐사선 발사로 달 표본 채취를 완성하고 귀환에 성공"한 것은 우주항공 

기술의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중국은 3세대 원자력발전 모델의 국산화를 통해 원전기술의 해외의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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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고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핵심부품 개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핵융합 에너지 활용분야에서 궁극적으로 10GW 규모의 최첨단 핵융합발전소

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현재 중국이 ITER에 조달하는 패키지 품질은 참여 국가 

중 가장 우수하며, 국산화율 100%, 합격률 100% 달성으로 국제기구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3세대 원자력발전 모델 ‘궈허(國和) 1호’ 발표"하고 3세대 원자력발전의 자주화

전략을 과시하였다. 또한, "세계 첫 고온가스냉각로 원전 시범 프로젝트의 이중 원자로 콜드 

시험을 완료"하였고 중국산 원자로급 지르코늄재 3세대 원전에 본격 투입하여 국산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4세대 원전용 316H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제품을 개발하였다. ‘화룽(華龍) 

1호’ 세계 첫 3세대 원자로를 최초로 전력망에 연결시켜 후속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체 설계한 인공태양 Eastern Super Ring(EAST) 토카막 핵융합실험장치를 활용해 

1억℃ 초고온 환경에서 약 10초 운행시켰다. 이밖에도 "차세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중국 

환류기(Circulator) 2호 장치 (HL-2M)의 구축을 완료하고 최초 방전에 성공했다.

생명의료 분야에서 2020년 한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로서 불활성

화 백신을 출시하는 등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도 알츠하이머 등 인구노령화에 

대비한 기초연구 분야와 항체약물, 제조합단백질, 세포 및 유전자치료 등 선행성 응용연구 

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왔으며, Science, Nature, Cell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목해볼만한 성과들로는 "세계 첫 인간세포맵 발표", "알츠하이머병 조기 

식별 마커 발견", "코로나19 강력 치료제 중화 항체 발견", "첫 미국 진출 항암 신약이 중국내 

시판 허가", "알츠하이머증의 주요 단백질 구조 규명", "중국 코로나19 백신 출시 조건부 승인" 

등이 꼽힌다.

ICT/융합 분야는 중국이 선도하길 원하는 분야이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양자굴기’ 선언 이후 양자정보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올린 획기적인 성과는 외국 언론에 의해 과학기술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기

대학의 Pan Jianwei 연구팀은 ‘모쯔호’ 양자과학 실험위성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얽힘에 

기반한 1천킬로미터급 양자키 분배를 달성하였다. 중국은 광학 양자칩 연구에서도 전 세계에서 

앞장서 있으며, 대규모 양자컴퓨팅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광학 양자컴퓨팅 칩 개발에 성공하

였다. 상하이교통대학 양자실험실의 Jin xianmin 연구팀은 ‘펨토초 레이저 기술’을 통해 

49×49의 노드 수를 가진 3차원 광학 양자컴퓨팅 칩을 제조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은 "인허치린

(银河麒麟) 운영체제(OSD)를 발표"하여 소프트웨어 정보보안시스템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

며 "첫 대형 단결정 실리콘 성장 설비 제조" 등으로 세계기술을 추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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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분야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중국이 부담하면서 극복해야 할 영역이다. 전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 국가인 중국은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바이오매스발전장비용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지만, 반면에 세계 최대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수입의존도가 70%, 

43%로 국가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 배터리 개발 및 전기발전 설비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고 있다. "세계 첫 규모화 

태양연료 합성 시범 프로젝트 시운전 성공", "최초로 심해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수평정 

시추에 성공", "세계 첫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화 수소충전소” 통합화 장치 발표", "싼샤발전소 

연간 발전량 세계기록 경신", "신형 마그네슘 해수연료전지시스템 3,000m 수심 해상시험 

완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연간 100톤(전 세계 30% 차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였다. 환경오염 감소 대책으로 수소에너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 항속 거리 600Km “블레이드 배터리” 

출시", "쾌속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재료 발견" 등이 있다.

기계 분야는 스마트제조, 첨단장비, 지능형 로봇, 고속열차, 대형선박 등 중국의 4차산업을 

이끌어갈 첨단기술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규모화, 집적화, 지능화, 스마트화에 초점을 맞추었

다. 그중 "생체모방 로봇 물고기 50M 수영 세계 신기록 달성", "세계 최대 적재량의 지능형 

상용 선박 착공", "시속 600km 고속자기부상열차 시험 성공", "‘펀더우저(奮鬪者)’호 유인잠수

정 10,909m 잠수 기록 경신", "세계 최초 고속철도 현수교-우펑산 창장대교 개통" 등이 대표적

이다.

재료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료산업체계를 갖추고 재료생산국으로 위상을 굳혔

으며, 신소재분야 R&D 및 산업화체계를 완비하고 재료생산국에서 기술강국으로 도약 중에 

있다. 중국은 재료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420개, 중국과학원 소속 재료연구소 100여개, 재료분야 

실험실이 20여개, 신소재산업화기지 200여개에 달한다. 현재 115만명의 재료분야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매년 재료 관련 본과졸업생 4만명, 석박사생 1만명을 배출해

내고 있다. 재료분야의 막강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연구와 병행하여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경량, 초탄성, 초소자, 초윤활 등의 키워드에 맞추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주목할만한 기술성과들로는 "고온·저온에 견디는 초경량 초탄성 소재 

개발", "고강도 금속을 획득하는 새로운 방법 개발", "사용수명을 50% 이상 향상시킨 고성능 

스프링강 개발", "궤도에 응용되는 신형 유리섬유 복합재료 개발", "세계에서 가장 얇은 단일분자 

전자소자 개발", "신형 반도체 레이저 개발", "9분 동안 80% 충전 가능한 신소재 리튬이온전지 

개발", "플라스틱 대체 가능한 고강도 바이오베이스 재료 생산 방법 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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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기일보사는 2021년 전국과학기술업무회의 개최를 앞두고,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루어낸 굴직굴직한 연구성과를 엄선하여 특별 기재

하였다. 이는 지난 1년간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사료되어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공유한다.

[표 1] 2020년 중국의 과학기술하이라이트 리뷰

발표시간 제목 분야 연구기관/연구팀

1월 01일
2차원 얼음의 존재 및 성장 

메커니즘 최초 입증
기초 베이징대학교, 미국 네브래스카대학교 

분교 및 중국과학원 연구팀

1월 11일
“중국 톈옌(天眼)” 국가 검수에 

통과
우주항공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

3월 26일 세계 첫 인간세포맵 발표 바이오
저장대학교 의과대학 Guo Guoji(郭國驥) 교수 연구팀

5월 05일
창정 5호 B 운반로켓 첫 비행 

성공- 중국 유인우주선 프로젝트 
“세번째 단계” 서막

우주항공 중국 유인우주정거장 프로젝트

6월 15일
“모쯔호(墨子號)”, 무중계 

1,000km 양자암호통신 달성
ICT 중국과학기술대학 등 국내외 연구팀

6월 16일
코로나19 불활화 백신 피험자 

모두에서 항체 생성
바이오

국약그룹(國藥集團, 시노팜) 중국생물
우한생물제품연구소

6월 21일
시속 600Km 고속 자기부상열차 

시험용 프로토타입 시험 주행 성공
기계 중처쓰팡(中車四方)주식회사

6월 23일
“베이더우(北斗) 3호” 글로벌 

위성항법 성좌 배치 완료
우주항공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

7월 23일
중국 “톈원(天問) 1호” 화성탐사선 

발사
우주항공

중국우주기술연구원, 하이난섬(海南岛)동북해안 중국원창(文昌)우주발사
장

7월 26일
대형 수륙양용 항공기 AG600 

해상비행에 성공
우주항공 중국항공공업그룹유한회사

7월 27일
“톈원(天問) 1호” 화성탐사선으로 

지구·달 사진 전송
우주항공

베이징우주비행제어센터 비행제어   
연구팀,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 시험팀

8월 13일
중국산 인허치린(银河麒麟) 
운영체제(OSD) V10 발표

ICT 중국전자정보산업그룹

9월 28일
중국 3세대 원자력발전 모델 

“궈허(國和) 1호” 발표
원자력 국가전력투자그룹유한회사

11월 08일
미분기하학 분야의 두가지 핵심가설 

성공적으로 입증
기초

중국과학기술대학교 Chen Xiuxiong
(陳秀雄), Wang Bing(王兵) 교수 

11월 10일
“펀더우저(奮鬪者)”호 유인잠수정 

10,909m 잠수 기록 경신
기계 중국과학원 산하 10여개 연구기관

11월 24일
“창어(嫦娥) 5호” 달탐사선 발사, 

달 표본 채취·귀환 여정 시장
우주항공 중국원창(文昌)우주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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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s://mp.weixin.qq.com/s/S6tNxVDhkpIMOZv-1ZbPnw

발표시간 제목 분야 연구기관/연구팀

11월 27일
“화룽(華龍) 1호” 세계 첫 3세대 

원자로 그리드 연결 달성
원자력 중핵그룹 푸칭(福清)원자력발전소

12월 04일
중국, 76개 광자의 양자컴퓨터 

프로토타입 - “지우장(九章)” 개발
ICT 중국과학기술대학

12월 04일
중국 차세대 “인공 태양” 최초 

방전 달성
원자력 중핵그룹 핵공업시난(西南)물리연구원

12월 11일
세계 최초 고속철도 현수교-우펑산 

창장대교 개통
기계 중국철도 대형교량측량설계원그룹   

12월 17일
“창어(嫦娥) 5호” 지구 밖 천체 

표본 귀환 임무 완료  
우주항공 중국항천국

12월 22일
차세대 중형탑재로켓 “창정(長征) 

8호” 첫 비행 성공
우주항공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

12월 30일
중국 최초 코로나19 백신 조건부 

출시
바이오

국약그룹(國藥集團, 시노팜) 중국생물
베이징회사

https://mp.weixin.qq.com/s/S6tNxVDhkpIMOZv-1ZbP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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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초과학

1.� 2차원 얼음의 존재 및 성장 메커니즘 최초 입증

북경대학, 중국과학원, 미국 네브래스카대학 링컨캠

퍼스(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공동 연구팀

은 고해상도 qPlus형 원자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기술을 이용해 최초로 2차원 얼음의 존재

를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그 형성 과정을 원자

급 해상도에서 영상화하여 특이한 성장 메커니즘을 규

명하고 “Nature”에 게재하였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발견된 얼음의 3차원 구조는 총 18종이며 그 중 가장 

흔한 종류가 날리는 눈꽃, 더위를 식히는 얼음덩이, 남극의 두터운 얼음층 등 

육각형 얼음상(ice phase)이다. 하지만 자연계에 안정적 2차원 얼음이 존재하

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실험적 증거가 없었다.

연구팀은 온도, 수압 정밀 조절 하에 소수성 금 기질(Au substrate)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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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단일결정 2차원 얼음 구조를 성장시켰다. 

연구 결과, 2차원 얼음은 2개 층 육각얼음이 무회전 적층되어 형성된 것으

로 2개 층 사이는 수소결합으로 연결되며 각각의 물분자는 동일층 물분자와 3

개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한편 위아래층 물분자와 1개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관

계로 모든 수소결합은 전부 포화되었고 그 구조 또한 매우 안정적이다. 다시 

말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기포화(self- saturating)” 2차원 얼음이

다. 이는 실험적으로 입증된 첫 번째 종류의 2차원 얼음 구조이기에 “2차원 얼

음 I상”이라 명명하였다.

2차원 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2차원 얼음을 

영하 153℃에서 영하 268℃로 급냉동시켜 얼음 성장 과정의 일련의 중간상태

를 동결시켰다. 이로써 안정적인 이미징을 구현하여 2차원 아이슬란드 톱니형 

경계의 “가교”식 성장 및 팔걸이 의자형 경계의 “파종”식 성장 메커니즘을 제

안하였다.

해당 발견은 100여년간 형성된 얼음상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2

차원 얼음이 존재할 경우, 3차원 얼음은 표면을 따라 성장하기에 매우 견고하

지만 2차원 얼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형성된 3차원 얼음과 표면의 접촉면이 

매우 작아 쉽게 바람에 날려갈 수 있다. 따라서 2차원 얼음 구조에 근거한 더 

목적성 있는 결빙방지재료 설계 및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2차원 얼음을 이

용해 재료 사이 마찰을 줄일 수도 있다. 이외, 2차원 얼음은 일종의 특수한 2

차원 재료로서 향후 고온 초전도성, 심자외선 탐지, 저온전자현미경 이미징 등 

연구에 참신한 플랫폼을 제공할 전망이다.

2020.01.0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1/

03/content_438000.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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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파쇄중성자원 타겟팅 빔출력 100kW�지표�도달

중국 파쇄중성자원(CSNS) 타겟팅 빔 출

력이 100kW 설계지표에 도달함과 안정적 

빔제공 장치운영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중

국은 해당 설계지표 도달시간을 계획보다 1

년 6개월 앞당겼다.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둥관(東莞)지부 가속기빔조정 연구팀은 

2020년 2월 3일 계획대로 빔 커미셔닝(beam commissioning) 작업에 착수

했다. 연구팀은 앞서 완성한 대량 준비 작업을 토대로 약 1개월 동안 세심한 

디버깅 끝에 빔 커미셔닝 목표를 달성하였다. 고강도 가속기(high intensity 

accelerator) 빔조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빔손실(beam loss) 제어이다. 

현재 100kW 운행 상황에서의 제어불능 빔손실은 80kW 운행시에 비해 나아

져 타겟팅 작동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국제 동일 유형 장치의 빔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CSNS 타당성조사보고서는 

프로젝트 검수 후 빔 출력이 100kW 지표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CSNS 프로젝트는 2018년 8월 23일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검수를 통과하

고 본격적으로 유저오픈 운영에 투입되었다. CSNS 빔 출력은 각각 2018년 9

월에 20kW, 2019년 1월에 50kW, 2019년 10월에 80kW에 도달했고 이번에 

100kW 설계지표에 도달하였다. 이외 2019년 유저오픈 운영 임무도 초과 완

성하였는바 당해 실제 오픈서비스 제공시간은 4,576h로 당해 계획시간 

3,600h를 초과하였다. 또한 가속기 빔제공 효율도 92.6%로 끌어올렸다.

2020.03.0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3/0

3/content_440675.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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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적형 고체 양자 메모리 개발

중국과학기술대학 Guo Guangcan(郭光灿) 연구팀은 

펨토초 레이저 마이크로 머시닝 기술을 이용하여 고충실

도의 집적형 고체 양자 메모리를 구현하고 자체 개발한 

장비에 기반하여 최초로 희토류 이온의 전자스핀 및 핵스

핀 간섭 수명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해당 성과는 “Optics”와 “Applied 

Physics Review”에 각각 게재되었다.

현재, 고체 양자 메모리 연구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고체 

양자 저장 실험에서 사용된 저장 매체는 대부분 괴상 결정체로서 광섬유 네트

워크나 집적 광학 칩에 직접 연결시킬 수 없어 대규모 확장성 응용이 어렵다. 

한편, 희토류 이온의 전자스핀 및 핵스핀과 결정체 내 포논의 상호 작용은 양

자 메모리의 간섭 수명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연구팀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펨토초 레이저 마이크로 머시닝 기

술을 이용하여 최초로 유로퓸 도핑 이트륨 실리케이트 결정체에서 광도파로를 

에칭하고 집적형 고체 양자 메모리를 개발했다. 실험으로 원자 주파수 조합

(AFC)과 저소음 반송파 복구(ROSE)의 두 가지 광학 양자 저장 방식을 시뮬레

이션한 결과, 두 가지 방식에 해당하는 충실도는 각각 99%와 97% 이상으로 

집적형 메모리는 아주 높은 신빙성을 갖추었다.

극저온(<0.5K) 펄스 전자와 핵스핀 이중 공명 분광계(ENDOR)를 구축하여 

포논을 감소하고 전자스핀을 분극화하는 방법은 간섭 수명 제한 문제를 해결

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2020.03.11. 

http://www.cas.cn/cm/202003/t20200310_4737206.shtml?tdsourcetag

=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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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첫 2m급 태양망원경 개발

중국과학원 광전기술연구소 Rao 

Changhui(饒長輝) 태양 고해상도 이미

징 기술 연구팀은 2019년 12월 10일, 

자체 개발한 1.8m 태양망원경으로 태양 

대기 광구층과 채층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했다. 해당 망원경은 중국 최초

의 2m급 태양망원경이다. 해당 성과는 “SCIENCE CHINA Physics, 

Mechanics & Astronomy”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광열 효과, 낮은 대비도 확장 목표 웨이브프론트(Wave front) 탐

사 등 일련의 기초이론 연구를 통해 대구경 망원경 주경(Primary mirror) 열

제어 기술, 강한 난류 조건에서의 실시간 웨이브프론트 탐사 기술, 광시야 태

양 자기적응 광학적 보정 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1.8m 태양망원경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451 유닛 고차 태양 자기적응 광학 시스템, 지표층 

자기적응 광학 시스템(GLAO), 태양 멀티밴드 고해상도 미이징 시스템을 장착

시켰다.

향후 1.8m 태양망원경에 MCAO(Multi-Conjugate Adaptive Optics) 시

스템, 태양활동 영역 고해상도 자기장 및 속도장 탐사 시스템 등을 장착하여 

더욱 전면적인 태양활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획득하여 태양활동의 발생, 발달, 

진화 연구에 더욱 정확한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태양물리학 연구 및 우

주 기상예보에 중요한 데이터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03.26.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3/437353.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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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초로 역학적 차원에서 영의 방정식 해석

중국과학기술대학교 공정과학대학 및 중

국과학원 재료역학거동·설계중점실험실 연

구팀은 고·액체 계면 모세관힘(capillary 

force)의 미시적 기원을 연구해 액적접촉

선 부위로드밸런스(load balance) 작용메

커니즘을 규명하여 역학적 차원에서 영의 방정식(Young’s equation)을 합리

적으로 해석하였다. 해당 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되었다.

1805년에 영국 과학자 토머스 영(Thomas Young)이 적심(wetting) 및 모

세현상 연구시 계면장력과 접촉각의 정량적 관계를 기술하였다. 해당 분야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핵심 과학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우선, 액적 동역학 제어

의 핵심요소이며 고체-액체-기체 3상 접촉선 부위에 작용하는 모세관힘은 영

의 방정식에서 명확하게 체현되지 않았고 또한 계면장력 개념과 혼동하기 쉽

다. 그다음, 실험에서 고체-액체, 고체-기체 계면장력 정확 측정이 어려워 영

의 방정식 검증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미시적 차원에서 계면장력의 물리적 의미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분해를 통해 고체-액체-기체 3상 접촉선 부위 모세관힘 정

량적 묘사가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해당 모세관힘과 계면장력 간 구

별 및 연계를 규명하였다. 이에 기반해 접촉각이 작은 상황에서 고체-액체, 액

체-기체 계면의 접촉선 부위에 중첩이 존재하였고 고체 표면 액체의 유질서 층

상구조는 모세관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20.04.0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4/

07/content_44282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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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양한 액적거동 조종이 가능한 신형 “액적로봇”� 개발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Song Yanlin(宋延林) 연

구팀은 자기장으로 2개 강구(steel ball)를 제어하는 

방식을 통해 최초로 액적에 대한 절단, 이동, 방출, 

회전 등 다양한 동적거동 제어를 구현하였다. “액적

로봇”이라 명명된 해당 시스템은 화학반응 자동화 

분야에 밝은 잠재력이 전망된다. 성과는 “Science Advances”에 게재되었다.

액적 제어는 일상생활과 산업생산에 중요한 응용가치가 있다. 냉각/온도 낮

추기, 결빙방지부터 미세유체제어, 물 수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액적거동 정밀

제어를 떠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대부분 연구는 간단한 액적 이동거동 밖

에 구현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실제 응용 중의 복잡한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

렵다.

연구팀은 자기장으로 2개 강구를 제어해 액적을 조종하였다. 다양한 액적거

동 제어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액적 이동시의 저항력은 주로 2개 강구의 전방 

삼상선과 후방 삼상선에서 유래하며 강구 중심거리 변화는 상기 2개 부위 저

항력의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중심거리가 알맞을 경우 전후방의 저항

력은 상호 어우러져, 액적은 강구에 끌려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액적 이동거동

이 발생한다. 또한 자기장을 조절해 강구를 회전시켜 액적 회전거동을 구현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공기 중 물방울 조종방법을 다양한 시스템에 확장시켰다. 강구에 

대한 친수처리 후 공기 중 물방울 조종 외에 오일 중 물방울 조종도 가능하다. 

초소수성(superhydrophobicity) 처리를 거친 강구는 수중에서 유적(oil 

droplet) 및 기포를 조종할 수 있다. 

2020.04.17. http://www.cas.cn/cm/202004/t20200415_474124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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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자단위 이하로 단일분자 광유도 형광이미징 최초 달성

중국과학기술대학  Hou Jianguo(侯建國) 

박사가 소속된 Dong Zhenchao(董振超) 연

구팀은 세계 최초로 분자단위 이하 해상도의 

단일 분자 광유도 형광 이미징으로 원자 규모

에서 물질 구조를 표현하고 빛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 본질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성과는 

“Nature Photonics”에 게재했다.

빛을 이용한 원자 규모의 해상도 달성은 나노광학 분야에서 추구하는 궁극

적인 목표이다. 주사 근접장 광학현미경(SNOM)의 출현은 해당 목표 달성에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형광 방출은 라만 산란 과정과는 다른바 분자 형

광은 금속 구조가 분자에 매우 접근할 경우 비방사 과정이 확대되는 동시에 주

도적 지위를 차지하므로 형광 신호가 감소되어 SNOM의 해상도를 크게 제한

한다. 이는 SNOM 형광 이미징의 공간 해상도가 10nm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

운 근본적인 원인이다.

연구그룹은 플라즈몬 나노 캐비티(Nanocavity) 구조를 심층적으로 정밀 조

절했다. 특히 프로브 팁(Probe tip)의 원자급 구조 제조 및 제어를 달성했다. 

또한 정밀한 프로브 팁 수식 방법으로 프로브 팁에 1개 원자 규모의 은 클러스

터 융기 구조를 구축하였고, 나노 캐비티 플라즈몬 공명 모드를 입사 레이저 

및 분자 발광 에너지와 모두 효과적으로 매칭될 수 있는 상태로 조절한 다음 

매우 얇은 3개 원자층 두께의 유전체층으로 분자와 금속 기질의 전하 이동을 

차단하여 서브 나노미터 해상도의 단일 분자 광유도 발광 이미징을 달성했다.

2020.08.1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

ml/2020-08/12/content_45060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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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분기하학 분야의 두 가지 핵심 가설 성공적으로 입증

중국과학기술대학 기하·물리센터 Chen 

Xiuxiong(陳秀雄), Wang Bing(王兵) 등은 

최초로 기하학적 분석 분야의 2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핵심 가설인 Hamilton-Tian 

conjecture 및 Partial C^0-conjecture을 

해결하여 리치 흐름(Ricci flow)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고차

원 케흘러-리치 흐름(Kähler Ricci flows) 수렴성 관련 성과는 “Journal of 

Differential Geometry”에 게재됐다.

동 연구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여 기하학적 분석 

특히 리치 흐름 연구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연구팀은 동 연구 성과

를 이용해 Qiu Chengtong(丘成桐)의 안정성 가설에 리치 흐름 기반의 새로

운 증거를 제공했다. 이외, 동 성과의 핵심 아이디어도 WANG Bing과 Li 

Haozhao(李皓昭)에 의해 평균 곡률 흐름(Mean curvature flow) 연구에 활

용되어 저명한 외연성 가설을 성공적으로 해석했다.

기하학적 분석 분야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로 각광받는 동 성과는 향후 많

은 관련 연구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2020.11.10. ttps://www.cas.cn/cm/202011/t20201109_476589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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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로운 수소수화물 발견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학연구원 고

체물리연구소 계산물리학·양자재료연구부 극

한환경양자물질센터 연구팀은 다이아몬드 앤

빌 셀(Diamond anvil cell, DAC) 고압실험 

기법 및 원위치 라만분광법, 원위치 X선 회절

실험 기법, 제1원리를 결합하여 신형 수소수화물의 형성 과정과 구조 특성을 

계산적으로 연구했다. 해당 성과는 “Physics Review Letters”에 게재되었다.

고체 물분자는 수소결합의 존재로 인해 3차원 프레임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

이 있다. 자연 또는 인공적인 극한 조건에서 물분자는 다른 기체 소분자와 결

합하여 다양한 구성과 구조를 생성할 가능성이 크다. 순수한 물은 400만 대기

압 이하 및 77K-300K의 기압 및 온도 범위에서 최소 3종의 비정질상과 16종

의 결정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매우 복잡한 위상 다이어그램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구조 다양성도 다양한 수화물에 적용된다. 기체 분자는 반데

르발스힘(Van der Waals force)과 물의 케이지형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

정적인 기체 수화물을 형성하여 물 자체도 잠재적 기체 저장/가스 분리 재료로 

되게 한다. 예를 들어, 심해 퇴적물 등에는 대량의 천연가스 수화물이 존재한

다. 수소수화물은 행성의 형성과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0만 대기압과 298K의 온도에서 순수한 수소와 순수한 물은 새로운 수화

물을 형성하며, 수화물 중의 산소 원자 부격자(Sublattice) 배열은 순수한 물

의 고체상 중의 산소 원자와 동일하다. 수화물 중의 수소 분자는 산소 원자로 

구성된 6환상 공동(6 toroidal cavity)에 위치하고 전체 수화물의 공간 대칭성

은 삼각 R3c 또는 R-3c 공간군(양성자 순서 또는 무질서)을 총족시키며 분자

식은 (H2O)·6H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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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분광법과 이론적 계산 결과, 해당 연구에서 규명한 새로운 상 C1’ 중의 

수소 무질서 특성은 기존에 알려진 순서상 C1과 다르며 새로운 구조는 압력 

상승 또는 온도 하강 후에 C1상으로 변환된다. 이는 질서 있는 얼음의 무질서 

구조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기존에 발견한 모든 질서 있는 얼음 구조와 모두 

다른 일종의 신형 무질서 얼음 구조이다.

2020.12.3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2/

30/content_460332.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2/30/content_460332.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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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주항공

10.� “중국 톈옌(天眼)”� 국가 검수에 통과

2020년 1월 11일, “중국 톈옌(天眼)”으로 

불리는 국가중대과학기술인프라스트럭처 50

0m 지름의 구면 전파망원경(FAST)이 순조

롭게 국가 검수에 통과되어 본격적인 운영단

계에 돌입했다. FAST의 종합성능은 세계 선

진국 수준이다. 이는 중국이 천문학 분야에

서 중요한 독창적인 성과 달성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대형 전파망원경의 시운전 주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 넘는다. FAST

의 수신 면적이 거대하고 구조 시스템이 복잡하기에 FAST 시운전은 매우 어렵

다. FAST 연구팀은 2년 동안의 시운전을 통해 추적, 드리프트 스캔

(Drift-scan), 운행 중 스캔 등 다양한 관측 모드를 달성했으며 여러 항목의 

핵심 지표는 예정 목표를 초과하여 2019년 4월, 공법 검수에 통과되었으며 중

국 천문학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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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가 시운영된 후 시설 운행은 안정적이며 민감도는 세계 2번째 규모 단

일구경 전파망원경의 2.5배 이상에 달했다. FAST의 주요 성능 지표는 세계 최

고 수준이며 시운전 단계에 가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적 과학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설계 이념을 토대로 구이저우성(貴州省) 카르스트 오목지형을 FAST 

입지로 선정했으며 거대 망원경 구축 방법을 개척했다. 세계 최대 단일구경 전

파망원경인 FAST는 여러 항목의 자체 혁신을 달성했으며 관련 과학, 관련 분

야 산업기술 수준 및 자체 혁신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켰다.

2020.01.20. http://www.cas.cn/cm/202001/t20200113_473102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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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은하계 밖 산소 최초 발견

중국과학원 상하이천문대 Wang Junzhi

(王均智) 연구팀은 “마카리안 231(Mrk 231)” 

은하 내부에 천체생명학 및 성간물질 변화에 

필수적인 분자인 산소가 존재함을 발견하였

다. 이 성과는 “Astrophysics”에 게재되었다.

산소는 생명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우주에서 산소의 존재비는 

수소와 헬륨 다음으로 높다. 천문학계는 분자산소(molecular oxygen)가 항성 

간 공간에 보편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은하계 밖에

서 산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에 큰곰자리 성좌에 위치한 지구와 약 5.6억 

광년 떨어져 있는 Mrk 231 퀘이사에서 발견된 산소는 지금까지 과학계가 탐

지한 태양계 밖 최다량의 산소이자 은하계 밖에서 최초로 발견된 산소이다. 하

지만 무엇 때문에 성간공간(interstellar space)의 산소 함량이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연구팀은 스페인과 프랑스에 위치한 전파망원경으로 2.52mm 파장의 복사

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산소 존재의 지표이다. 해당 복사가 산소에서 비롯되었

음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해당 검출 파장과 유사한 파장을 방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자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산소를 제외한 기타 어떤 분자도 우주에 

나타난 적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해당 발견은 지금까지 과학계가 탐지한 태양계 밖 최다량의 산소이다. 기존

에 천문학계는 은하계 내 오리온성운 및 뱀주인자리성운 내부에서만 산소를 

관측한 적이 있다. 산소 형성이 가능한 오리온성운일지라도 그 내부 산소량은 

수소량의 100만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적다. Mrk 231 내부에서도 수

소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지만 산소 존재비는 오리온성운 내부 산소량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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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달한다. Mrk 231의 산소는 은하원반(galactic disk) 주변부에 존재한다. 

이로부터 학계는 Mrk 231이 오리온성운보다 더 강한 산소 형성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량 항성 생산공장인 Mrk 231에서 새항성 생성속도는 은하계의 100배에 

이르며 매년 방출하는 기체 총질량은 700개 태양질량에 해당한다. 은하중심에

서 유래한 고속회전 기체는 아마도 은하원반 내 기체와 충돌하여 물얼음을 먼

지입자로부터 박리하여 산소를 형성한다. 반대로 산소 분자가 방출하는 복사는 

기체 냉각을 도와 그 중 일부 기체를 더 쉽게 붕괴시켰으며 은하 내에서 더 많

은 새로운 항성을 생성시키는 등 은하의 활력을 유지시킨다.

성간분자 특히 산소와 같은 천체생명학 및 성간물질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

한 분자를 탐색하는 것은 전파천문학의 첨단과제이다. 반세기에 가까운 우주전

파 분자탐색 역사에서 거둔 몇 차례 성공적인 관측은 모두 은하계 내에서 이루

어졌다.

은하계 밖 외부 은하 내 산소에서 발송되는 신호는 일정 정도 적색편이(Red 

shift)를 간과하는 전제 하에 도플러효과로 인해 지구 대기를 관통할 수 있으며 

지상 대형 망원경을 통한 탐지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전파망원경으로 수신한 

미약한 신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소 존재비 증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은

하로 Mrk 231을 선정했고 비로소 성공적으로 산소를 탐지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연구는 분자산소를 이용한 관측을 통한 은하핵부 격렬한 활동이 모은

하(host galaxy)에 대한 피드백 연구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2020.02.24. https://mp.weixin.qq.com/s/nlOkOAV8ueuMn1XDUGlz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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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초로 달뒷면 지하 천부층 구조 규명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 연구팀은 창어(嫦
娥) 4호의 월면차 위투(玉兔) 2호에 탑재된 

달탐사 레이더를 사용해 최초로 달뒷면 착

륙지역 지하 40m 이내의 지질분층구조를 

규명하였으며 해당 구간은 저소모 달토양물

질 및 대량의 다양한 크기의 돌덩어리로 구

성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해당 성과는 충돌과정이 달표면에 대한 개조, 화산활

동 규모 및 역사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당 성과는 “Science 

Advance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창어 4호 탐사선은 베이징시간으로 2019년 1월 3일 달뒷면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가장 큰 남극－아이트켄(South Pole–Aitken) 분지 내 폰카르만 충돌구 

밑바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고 달탐사 레이더는 2019년 1월 4일 오전 9시 29

분 35초에 작동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거둔 연구 성과는 지난 두 번의 달의 낮 

동안에 500MHz 고주파채널 레이더로 탐측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다. 연구

팀은 앞서 획득한 물성 파라미터 및 레이더 영상에 근거해 106m 월면차 주행

노선 지하 40m 범위에서 3개 비일차적 표층 층서단위를 식별해냈다. 첫 번째 

층서단위는 달표면 지하 12m 구간의 세립질 달토양으로 소량 돌덩어리를 함

유한다. 동 달토양층은 다수 서로 겹쳐진 충돌구 분출물질 위에 형성되었고 이

러한 분출물질은 아마도 주변의 핀센(Finsen) 및 폰카르만 L충돌구 등에서 비

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층서단위는 지하 12m에서 24m까지의 레

이더 영상에서 에코 세기(Echo intensity)가 가장 강한 구간이다. 이는 해당 

구간에 대량 돌덩어리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심지어 쇄석층 및 쇄석무지를 형

성하는데 이는 분출물질 퇴적이 전면적 뒤덮기식 뿐만 아니라 물질 간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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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섭입 및 2차 충돌구 구조적 외란(structural disturbances) 등 복잡한 

지질과정을 동반했음을 입증한다. 세 번째 층서단위는 지하 24m부터 40m까

지 구간으로서 레이더 에코 명암이 교체적으로 변화하였다. 해당 구간은 시기

별로 보다 유구한 분출물질의 퇴적 및 풍화산물로 형성되었다. 지하 40m 아래

의 레이더 신호는 미약하여 고주파채널 레이더신호로 그 물질적 특성을 추정

할 수 없었다. 해당 지역의 지질역사와 결합해 창어 4호 착륙점 인근 달표면 

40m 아래는 완전한 달의 바다 현무암(lunar mare basalt)일 것으로 추정된

다.

연구팀은 창어 4호 달탐사 레이더 직접적 제자리 측정을 통해 달뒷면 지하 

천부층 관련 첫 번째 레이더영상, 달표면 아래 물질의 특성 파라미터, 분출물

질 내부의 지층 서열 등을 획득하였다. 해당 연구는 최초로 달뒷면 지하구조를 

규명하여 달의 충돌 및 화산활동 역사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였고 또한 달뒷

면의 지질학적 변화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2020.02.28. 

Http://m.news.cctv.com/2020/02/27/ARTI3wL17mII1JWJ9ty1HsuC20

022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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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미,�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 은하계 구조도 제작

난징(南京)대학교 천문우주과학대학 Zheng 

Xingwu(郑兴武) 연구팀과 미국과학원 M. Reed 

연구팀은 독일 막스플랑크전파천문학연구소 K. 

Menten 연구팀과 공동으로 15년간 은하계 구조

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초장기선 간섭 관측법을 이

용하여 은하 원판(galactic disc) 상의 근 200개 

대질량 항성의 거리와 자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은하계 나선팔 구조, 태양계 

위치 및 태양계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속도를 획득하여 10만 광년 x 

10만 광년 척도의 새로운 은하계 구조도를 제작하였다. 해당 구조도는 지금까

지 가장 정확한 은하계 구조도로, 은하계가 4 개의 나선팔을 가진 막대 나선 

은하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은하계가 도대체 몇 개의 나선팔을 가지고 있

는지에 대해 천문학계에서 장기적으로 밝히지 못한 중대한 과학 문제를 해결

하였다. 해당 성과는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은하 원판 상의 163개 대질량 항성 중 메이저 소스의 

거리와 자행을 측정하고 다른 국제 연구팀에서 측정한 37개 메이저 소스를 결

합하여 은하계의 근 200개 대질량 항성의 거리와 움직임을 획득했다. 이러한 

대질량 항성의 은하 원판상 분포는 페르세우스 팔(Perseus arm), 사지타리우

스 팔(Sagittarius arm), 직각자자리 팔(Norma Arm), 방패-남십자 팔

(Scutum-Crux Arm) 등 4개의 주 나선팔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연구팀은 적

외선, 일산화탄소 및 대량의 “젊은” 천체의 관측 데이터를 결부하여 최종적으

로 은하계 구조도를 제작하였다. 해당 구조도는 4개 나선팔을 가진 막대 나선 

은하계이다.

2020.04.2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
l/2020-04/22/content_443686.htm?div=-1&tdsourcetag=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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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창정 5호 B�운반로켓 첫 비행 성공 —�중국 유인우주선

프로젝트 “세번째 단계”� 서막

2020년 5월 5일 18시 00분, 중국 유인우주정

거장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된 창정(长征) 5호 B 

운반로켓이 원창(文昌)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되었

다. 약 488초 후 하중조합체와 로켓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어(차세대 유인 우주선과 화물 회수용 캡슐

의 시험버전) 예정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창정 5호 B 첫 비행임무 수행에서 성

공을 거두었다. 우주정거장 단계 첫 비행임무의 성공은 중국 유인우주선 프로

젝트 “세번째 단계” 임무의 서막을 열었다.

창정 5호 운반로켓을 토대로 개진한 창정 5호 B는 주로 중국 우주정거장 모

듈 등 중대 우주발사 임무를 담당한다. 창정 5호 B의 전장은 약 53.7 m이고 

핵심 부분의 지름은 3.35 m이며 지름 3.35 ｍ의 부스터 4 개를 부착하였다. 

페어링 길이는 20.5 m이고 지름은 5.2 m이다. 또한 무독성·무오염의 액체산

소, 액체수소, 등유 등을 추진제로 사용하였다. 이륙중량은 약 849 t이고 지구 

저궤도(LEO) 운송능력은 22 t 이상이다. 창정 5호 B는 중국 현존 최대 지구 

저궤도 운송능력을 보유한 로켓이다.

창정 5호 B의 첫 비행 성공은 로켓 총체적 방안 및 각 서브시스템 방안의 

정확성, 조화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대형 페어링 분리 기술, 대직경 탑재물-로

켓 연결·분리 기술, 대추력 직접 궤도진입 편차 정밀제어 기술 등 새로운 기술

을 파악하였고 중국 우주정거장 궤도상 구축 임무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05.07.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5/439328.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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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국 첫 번째 민간 업무 위성성좌 구축

2020년 6월 11일 02시 31분, 중국은 타이위안

(太原)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长征) 2호 병 탑재 

로켓으로 하이양(海洋) 1호 D 위성을 성공적으로 

예정 궤도에 진입시켰다.

동 위성은 궤도에 진입한 후, 하이양 1호 C 위성과 함께 중국 최초의 해양 

민간 업무 위성 성좌를 구축하여 글로벌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인류의 공동 과

제인 글로벌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며, 생태문명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또한, 중국의 자연자원 위성 육지-해양 통합 발전의 새 시대를 열 전

망이다.

하이양 1호 D 위성은 중국의 4번째 해양 수색(water color) 위성 시리즈로 

중국 민간 우주 인프라 계획의 첫 번째 해양 업무 위성이다. 중국의 첫 해양 

민간 업무 위성 성좌는 글로벌 해양 수색 수온 업무화 모니터링, 중국 근해 해

역과 해도 해안대 자원환경 조사, 해양 재해 예방 및 감소, 해양 자원 지속 가

능한 이용, 해양 생태 경보 및 해양 보호를 위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

상, 농업, 수리, 교통 등 분야의 응용을 지원한다. 해당 위성 성좌의 구축은 중

국이 국제 해양 수색 원격감지 분야의 앞자리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하이양 1호 D 위성과 창정 2호 병 탑재 로켓은 각각 중국항천과기그룹 제5

연구원과 제1연구원에서 개발하였다. 국가항천국에서 하이양 1호 D 위성 공

정을 책임졌으며 자연자원부가 주요 사용부서이다. 이번 발사는 창정 시리즈 

탑재 로켓의 334번째 발사이다.

2020.06.12. https://mp.weixin.qq.com/s/UE-MdqTzkdjrf_nVb7hK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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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베이더우(北⽃)� 3호”� 글로벌 위성항법 성좌 배치 완료

중국항천과기그룹 제5연구원에서 개발한 베이더

우(北鬥) GEO 위성은 “지싱(吉星)”으로 불린다. 

이번에 발사된 55번째 베이더우 항법위성은 “지

싱” 중 셋째로 “저싱(嚞星)”으로 명명했다.

고궤도에 위치한 큰 덩치의 “저싱”은 베이더우 3호의 전체적 기술지표를 대

폭 향상시킬 임무를 안고 있다. “저싱”의 발사 성공과 더불어 전부 30개로 구

성된 베이더우 3호 위성 성좌는 비로소 완성되었다.

베이더우 3호 패밀리는 24개 중궤도(MEO) 위성, 3개 경사정지궤도(IGSO) 

위성 및 3개 “지싱”으로 구성된다. “지싱”이 채택한 둥팡훙(東方紅) 3B (항법) 

위성플랫폼은 중국 기존 위성플랫폼 중 규모가 비교적 큰 위성플랫폼이다. 강

력한 적재력에 힘입어 “지싱”은 무선항법(radio navigation), 무선측정, 위성

기반 증강, 정밀 단일 점 위치결정, 출력 증강, 스테이션(Station) 간 시간동기

화/위치결정 등 6대 기능을 갖추었다.

“지싱” 패밀리는 베이더우시스템의 독창적 기능(능동 위치결정 및 단문메시

지 통신)을 이어받았다. 능동 위치결정은 무선측정기술을 이용하고 2개 GEO 

항법위성의 협력을 통해 사용자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사용자 행적 

추적자에 관련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등 수색구조, 어업 등 분야에 광범위하

게 응용된다. 베이더우 3호의 단문메시지 통신성능 또한 뚜렷이 향상되었는데 

1회당 정보 발송량은 기존의 120자(한자)에서 1,200자로 확장되어 돌발사태

시 일차적 상황설명에 편리를 제공하였으며 사진 등 정보 전송도 가능해져 시

나리오장면이 훨씬 풍부해졌다.

2020.06.2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

ml/2020-06/24/content_44753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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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국 “톈원(天問)� 1호”� 화성탐사선 발사

2020년 7월 23일 12시 41분, 중국 최초의 

화성탐사선이 원창(文昌)우주발사장에서 창정

(长征) 5호 야오쓰(遥四) 운반로켓에 의해 성

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는 중국 최초의 화성

탐사 임무[톈원(天问) 1호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중국 심우주탐사의 

새로운 서막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2016년 1월에 가동된 중국의 화성탐사 임무는 2020년에 한번 발사로 화성 

궤도비행, 착륙 및 순찰 탐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탐사와 성과는 중국의 최초 화성 탐사를 위한 방향과 도전을 제시했

다. 중국은 창어(嫦娥) 1호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후 심우주 탐사

의 후속적인 개발 계획을 세웠다. 2010년 8월 달 이외의 심우주 탐사의 종합

적인 계획을 제안하였고 수년간의 노력을 거쳐, 2016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

행되었다.

중국의 화성탐사 임무는 시작이 늦지만 규모가 크며 시작부터 세계 선진 수

준을 목표로 삼고 세계 최초로 한번 발사로 “궤도비행, 착륙, 순찰탐사”를 달성

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하였다.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경우, 중국은 세계 

두 번째로 독자적으로 화성 착륙과 순찰탐사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될  전망이

다.

톈원 1호 화성탐사선은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되었고 착륙선은 진입 모

듈과 화성탐사로버를 포함한다. 진입 모듈은 화성 진입, 하강 및 착륙 임무를 

수행하고 화성탐사로버는 다양한 과학 탑재체를 장착하여 착륙 구간에서 순찰 

탐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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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우주과학기술그룹 제5연구소 연구팀은 4년간 노력을 거쳐 예정된 일정

에 따라 탐사선의 프로토타입 개발, 초기 샘플 개발, 비행모델 개발, 대규모 시

스템 도킹 테스트 등 작업을 완성했다.

톈원 1호의 엔지니어링 목표는 화성 제동 포획, 진입/하강/착륙(EDL), 장기 

자율 관리, 원격 관측제어 통신, 화성 표면 순찰 등 핵심 기술을 파악하여 화성 

궤도 탐사와 순찰 탐사를 달성하고 화성 탐사의 과학적 데이터를 획득하여 중

국의 심우주 탐사 분야의 기술적 도약을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화성 탐사를 통해 설계, 제조, 테스트, 비행 임무 실시, 과학 연

구, 엔지니어링 관리 및 인력 구축 등을 포함한 완전한 심우주 탐사 엔지니어

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우주 탐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번 임무를 통해 화성 형태와 지질구조, 화성 표면 토양 특성, 수분

과 결빙 분포, 화성 표면 물질 구성, 화성 대기 전리층, 표면 기후와 환경 특성, 

화성 물리장과 내부 구조 등 연구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임무의 비행 과정은 발사, 지구-화성 간 궤도전이, 화성 포획, 화성 정

박, 궤도 이탈 착륙 및 과학 탐사 등 6개 단계를 포함한다.

임무의 후속 단계 계획은 로켓에서 분리된 후, 탐사선의 솔라윙과 지향성 안

테나를 차례로 펼치고 관측·제어 시스템의 지원으로 약 7개월 동안 비행하여 

화성에 도착하며 그 기간에 심우주 기동과 중도 교정을 수행한다.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제동된 후, 2-3개월의 궤도 비행 후, 우선 

창구에 진입하며 그 사이에 착륙 구역 상공에서 착륙 구역에 대한 탐사를 수행

한다.

탐사선은 기회를 택하여 하강 기동을 수행하고 착륙선와 궤도선이 분리된

다. 궤도선은 업트랙(Up track)하여 정박 궤도로 되돌아와 착륙 과정을 위한 

중계 통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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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선은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여 트림 날개(Trim wing) 전개, 낙하산 개

방, 밑창 분리, 백커버(Back cover) 분리, 동력 감속, 공중정지, 장애물 회피

와 완속 하강, 착륙 버퍼 등 동작을 차례로 진행하여 화성 표면에 착륙한다.

착륙선이 안전하게 착륙된 후, 화성탐사로버와 착륙 플랫폼이 잠금 해제되

어 분리된다. 화성탐사로버는 착륙 플랫폼을 벗어나 순찰 탐사를 시작하고 궤

도선은 중계 궤도에 진입하여 화성탐사로버를 위한 중계 통신을 제공하며, 과

학 탐사를 수행한다.

화성탐사로버가 탐사 임무를 완료한 후, 궤도선은 미션 궤도에 진입하여 화

성에 대한 글로벌 원격감지 탐사를 전개하는 동시에, 화성탐사로버를 위한 중

계 통신을 제공한다.

달 탐사에 비해 화성 탐사는 어려움이 더 크다. 화성은 지구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사, 궤도, 제어, 통신 및 전력 등 기술에 대한 요구

가 높다. 중국 최초의 화성 탐사 임무는 해외의 화성 탐사 모드와는 달리, 시작

점이 높고 많은 해로사항을 극복하였다. 대량의 설계, 시험검증 작업을 전개하

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대응방안을 제정하였다.

2020.07.2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7/2

4/content_449214.htm?div=-1&tdsourcetag=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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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형 수륙양용 항공기 AG600� 첫 해상비행에 성공

2020년 7월 26일, 중국산 대형 수륙양용 항

공기 “쿤룽(鯤龍)” AG600이 산둥 칭다오 퇀다

오(團島) 인근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첫 해상비행

을 마쳤다. 이는 2017년 첫 육상비행, 2018년 

첫 수상비행에 이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으

로서 다음 단계 해상 과학연구 시험비행 및 항공기 관련 성능 검증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9시 28분경 AG600 항공기는 예정된 계획대로 산둥 르자오(日照) 산쯔허

(山字河) 비행장에서 이륙하여 약 28분 비행 후 예정된 인근 해역에 도착하였

다. 10시 14분경 칭다오 퇀다오 인근 해역에서 고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해수

면과 붙어 비행하다가 10시 18분경에 해면에 착륙한 후 동체 회전, 방향 조정

을 마치고 나서 재가속하여 해수면으로부터 이륙하였다. 일련의 시험비행을 완

료 후 10시 49분경 출항비행장에 순조롭게 귀항하였다. 이로써 AG600 항공

기는 첫 해상 이착륙 과학연구 시험비행 임무를 순조롭게 완성하였다.

중국 “대형 항공기 패밀리” 중 일원인 대형 수륙양용 항공기 AG600은 삼림

화재 진압 및 수상 구조의 시급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초로 개발된 대형 

특수 용도 민간항공기로서 국가 응급구조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항공장

비이다. AG600은 윈(運)-20, C919와 함께 중국 대형항공기 “삼총사”로 불린

다.

2020.07.2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7/2

7/content_44934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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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톈원(天問)� 1호”� 화성탐사선으로 지구·달 사진 전송

  중국 최초의 화성 탐사선인 “톈원(天問) 1

호”는 현재 비행 상태가 양호하고, 에너지 균

형 및 작업 상황이 정상적이며, 지상 관측제어 

및 추적이 안정적이고, 비행 제어와 데이터 수

신이 질서 있고 순조로우며, 다양한 작업이 원

활하게 수행되고 있다. 탐사선은 이미 지구 중

력의 영향 범위를 벗어나 행성간 이동 궤도에 진입했으며 지구에서 150만 

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다. 

2020년 7월 27일, 베이징항공우주비행제어센터 비행제어팀은 중국항천과

기집단(CASC) 테스트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톈원1호” 탐사선을 제어하여 지

구에서 약 120만 Km 거리에서 지구 방향으로 되돌린 다음 광학항법센서를 

이용하여 지구와 달을 동시에 촬영하였다. 흑백 단체사진에서 지구는 크고 달

은 작으며 모두 초승달 모양을 나타냈으며 망망한 우주에서 서로를 지키고 있

다.

사진 설명 : 2020년 7월 27일, “톈원1호” 탐사선이 지구에서 약 120만 Km 떨어진 

거리에서 광학항법센서를 이용하여 찍은 지구·달 흑백사진

2020.07.28

https://mp.weixin.qq.com/s/RKnbG8E1hNZYRi7H-gZIYA

https://mp.weixin.qq.com/s/RKnbG8E1hNZYRi7H-gZ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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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창정(⾧征)11호”� 첫� 해상�발사�성공

2020년 9월 15일 9시 23분, 중국

항천과기그룹 제1연구연이 개발을 담

당한 창정(長征) 11호 운반로켓이 황

하이(黃海) 해역에서 “로켓 하나에 위

성 9개” 방식으로 지린(吉林) 1호 가

오펀(高分) 03조 위성을 535km 떨

어진 태양동기궤도에 성공적으로 진

입시켰다.

중국 우주 진입 수단의 중요한 보완인 이번 해상 발사로 발사지점 및 낙하지

역 유연적 선택을 달성하였고 운반능력을 뚜렷이 향상시켰으며 저 경사각 발

사능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등 고효율/유연성/경제적 발사능력 확보, 

소형위성 규모화 발사 촉진에 중요가 의미가 있다. 이는 창정 11호 운반로켓이 

2019년에 첫 해상 발사기술 시험에 성공한 후의 첫 해상 상용화 응용발사이

다.

이번 임무에서 9개의 지린 1호 위성을 일차적으로 태양동기궤도의 동일한 

궤도면에 안착시켰을 뿐더러 해상 발사기술 프로세스를 더한층 최적화하여 해

상 발사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킴에 따라 향후 상시적 해상 발사, 

고빈도 발사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린창광(長光)위성유한회사가 개발한 지린 1호 가오펀 03조 위성은 3개 가

오펀 03C 화상위성 및 6개 가오펀 03B 푸시브룸(pushbroom)형 위성을 포

함하며 그중 비리비리(嗶哩嗶哩) 화상위성은 인터넷 과학보급용으로 맞춤 제

작되었다. 상기 위성은 기존의 궤도상 지린 1호 위성과 네트워킹되어 임업, 농

업, 초원, 해양, 자원, 환경 등 분야의 사용자에 보다 풍부한 원격탐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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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장이 약 20.8m, 최대 본체 지름이 2m, 총무게가 약 58t인 4단 고체 운반

로켓 “창정 11호”는 주로 지구저궤도 및 태양동기궤도 유효하중 발사에 사용

된다. 동 로켓은 2015년 9월 25일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연속 10차의 고정

밀도 궤도 진입, 로켓 제로 품질문제, 제로 윈도우 정각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

외에도 “창정 11호”는 비의존적 발사, 시간당 발사, 복잡 발사환경 적응성, 민

간선박 기반의 해상 발사 등 특성을 보유하기에 유연성이 뛰어나다.

현재 창정 11호 개발팀은 1t에서 5t까지의 태양동기궤도 발사 능력을  갖춘 

해상 발사 방식의 큰 톤수의 계열화 고체운반로켓을 개발 중이다. 한편 원양 

발사용 다기능 해상 발사 플랫폼도 논증 중에 있는데 2021년에 저위도 해역에

서의 저 경사각 해상 발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0.09.17. https://mp.weixin.qq.com/s/j1thi-L3w1sqepzjT9Db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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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제열핵융합실험로�핵심부품� “보정장 코일”� 개발

중국과학원 허페이(合肥)물질과

학연구원 플라즈마물리연구소가 

개발한 국제열핵실험로(ITER) 프

로젝트의 주요 구성요소인 “보정장 

코일”이 2020년 9월 22일에 본격 

납품되었으며, 조만간 프랑스 ITER 현장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ITER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광범위한 국제 거대

과학 프로젝트로 중국은 2006년에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정장 코일”은 ITER 메인프레임의 주요 구성요소로 3개 그룹의 18

개 코일로 구성되었다. 주로 코일 제조, 조인트, 리드와이어 및 조립 오차로 인

해 발생하는 세로장과 폴로이드장 코일 권선 위치 편차에 따른 자기장 오차를 

보정한다.

“보정장 코일”의 제조는 기술이 복잡하며 초전도, 저온, 절연, 재료, 용접, 

전기 테스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보정장 코일” 자석은 사이즈가 크고 

단면이 작으며 정밀도가 높은 특성을 보유한다. 코일 전체 윤곽 정밀도는 

1mm 이내로 제어되고 초전도 조인트는 최대 저항값이 5 나노옴 미만이며 여

러 성능 지표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

2020.09.2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9/44605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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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개 로켓으로 NewSat9-18� 등 13개 위성 발사 성공

2020년 11월 6일 11시 19분, 중국은 타

이위안(太原)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6

호 운반로켓으로 NewSat9-18 위성을 성공

적으로 발사해 예정궤도에 순조롭게 진입시

켰다. 이번 임무에 전자과기대학교호 위성, 

베이항쿵스(北航空事) 위성, 바이(八一) 03호 위성도 함께 탑재하여 발사하였

다.

NewSat9-18 위성은 아르헨티나 Satellogic회사가 개발한 10개 원격탐사 

소형위성으로 기술상태가 일치하며 모두 멀티스펙트럼 하중, 하이퍼스펙트럼 

하중을 탑재하였다. 단일 위성의 무게는 약 41kg이고 설계수명은 3년이다. 궤

도 진입 후 궤도상 다른 7개의 NewSat 위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로 상업 

원격탐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과기대학교호 위성[일명 “톈옌(天雁) 05 위성”]은 청두궈싱위항(成都國
星宇航)과기유한회사(adaspace), 전자과기대학교 및 베이징마이크로나노스페

이스과기유한회사(minospace)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동 위성은 주로 지구 

원격관측에 사용되며 스마트시티 구축, 농임업 재해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동 위성플랫폼에서 테라헤르츠 통신하중 관련 

테스트도 수행할 예정이다.

베이항쿵스위성1호는 창사톈이(長沙天儀)우주과기연구원유한회사(Spacety 

Co.,Ltd)와 베이징항공우주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12U 과학실험위성인 동

시에 중국 쿵스(空事)위성시스템의 첫 핵심하중 기술검증 위성이기도 하다. 동 

위성은 궤도상에서 주로 항공기탑재 ADS-B신호 수신 및 발송, 레이저통신의 

위성-지구 디지털전송기술 탐구 등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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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03호 위성[풀네임 “중국 청소년 과학보급위성 바이 03호 위성 ‘타이위

안(太原)호'”]은 타이위안시교육국과 중국항천과기국제교류센터가 공동으로 제

안하고 타이위안시진산(進山)중학교 학생이 개발의 전반 과정에 참여하였다. 

주로 천체 원격관측, 지구 관측, 우주-지구 협동 프로그래밍 교육 등 실험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목소리 우주에 보내기” 대형 공익활동 칩도 탑

재해 청소년 학생에 우주 과학보급 및 교육실천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번 임무는 창정계열 운반로켓의 351번째 비행이다.

2020.11.1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11/44817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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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창어(嫦娥)�5호”�달탐사선 발사,�달 표본 채취·귀환�여정 시작

2020년 11월 24일 4시 30분, 중국은 

원창(文昌)우주발사장에서 창정(長征) 5

호 야오(遙)5 운반로켓으로 창어(嫦娥) 5

호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로

켓은 약 2,200초 비행 후 순조롭게 탐사

선을 예정궤도에 진입시켰다. 이로써 중

국 첫 지구 밖 천체 표본 채취 및 귀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창정 5호 야오5 운반로켓은 발사 후 선후하여 부스터 분리, 페어링 분리, 

1-2단 분리 및 탐사선 분리 등 4차례 분리에 성공하였다. 창어 5호 탐사선은 

궤도선, 귀환선, 착륙선, 상승기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탐사선이 지구-

달 이동, 근월 제동, 달 선회비행을 완료한 후 착륙선/상승기 조합체와 궤도선

/귀환선 조합체는 분리된다. 궤도선/귀환선 조합체는 궤도에 남아 비행하고 착

륙선/상승기 조합체는 적절한 시기에 달 정면의 예정지역에 착륙해 달 표면에

서의 자동 샘플링 등 후속 작업을 수행한다.

창어 5호 임무는 ① 짧은 발사가능시간대(launch window) 다중 궤도 바인

딩(binding) 발사, 달 표면에서의 자동 샘플링 및 패키징, 월면 이륙, 달 궤도

에서의 랑데부 및 도킹, 달 표본 저장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해 우주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② 중국 첫 지구 밖 천체 표본 자동 채취 및 귀환을 달성해 과학기

술 진보를 촉진한다. ③ 달탐사 프로젝트 시스템을 보완하여 향후 유인 달탐사 

및 심우주 탐구에 인재, 기술 및 물질적 기반을 다진다.

창어 5호 임무의 과학 과제는 주로 착륙점 지역의 지형 및 지질학적 배경 

탐사, 달 표본 관련 현장 분석 데이터 획득, 현장 탐사 데이터와 실험실 분석 

데이터 간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달 표본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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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험실 연구를 수행해 달 토양의 구조, 물리적 특성, 물질 구성 등을 분석하

고 달의 생성원인 및 진화사 관련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국가항천국이 주도한 창어 5호 임무는 프로젝트 총체 및 탐사선, 운반로켓, 

발사장, 계측제어 및 회수, 지상 응용 등 5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국가항천

국 달탐사우주공정센터가 전체 프로젝트를, 중국항천과기그룹유한회사 산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이 운반로켓 시스템을, 중국우주기술연구원이 탐사선 

시스템을, 중국위성발사계측제어계통부(CLTC)가 발사·계측제어·회수를, 중국

과학원 국가천문대가 지상응용시스템(과학데이터 및 표본 접수, 처리, 저장관

리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 개발계획 강령(2006-2020년)」에 명시된 국가 

과기 중대 특별프로젝트의 대표적 공정인 중국 달탐사 프로젝트는 2004년 1

월에 본격 가동된 이래 선후하여 창어 1,2,3,호와 재진입 회귀비행시험 및 창

어 4호 등 5차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번 발사는 창정계열 운반로켓의 353차 비행이다.

2020.11.25.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11/44903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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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어(嫦娥)� 5호”� 지구 밖 천체 표본 귀환 임무 완료

베이징시간으로 2020년 12월 

17일 1시 59분, 중국 달탐사선 창

어(嫦娥) 5호 귀환선이 네이멍구(內
蒙古) 쓰쯔왕기(四子王旗)의 예정

된 지역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였다.

새벽 1시 33분, 창어 5호 귀환선

은 지면으로부터 약 120km 떨어진 곳에서 제2 우주속도(약 11.2km/s)에 근

접한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1차 공력 감속하였다. 예정된 고도까지 하

강한 뒤 귀환선은 위로 튀어 오르며 대기권을 벗어나 최고점에 이른 후 활강을 

시작하였다. 그 후 귀환선은 재차 대기권에 진입해 2차 공력 감속하였다. 지면

으로부터 약 10km 고도까지 하강하여 귀환선은 낙하산을 펼쳐 최종 감속하면

서 자세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귀환선은 예정된 지역에 안정적으로 착륙하였고 

회수팀은 곧바로 목표를 발견하고 질서 있는 회수작업을 진행하였다. 회수된 

창어 5호 귀환선은 필요한 지상처리를 마친 후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운반되어 

내장 표본용기 및 탑재물을 선보이게 된다.

창어 5호 탐사선은 한번의 임무로 중국 우주탐사 역사상 첫 월면 샘플링, 월

면 이륙, 달 궤도에서의 랑데부·도킹, 샘플 귀환 등 기록을 세워 중국 달탐사 

프로젝트 “선회, 이륙, 귀환”의 3단계적 진행 계획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창어 5호는 중국 우주탐사 역사상 복잡도가 가장 높고 기술적 도약이 가장 큰 

우주시스템프로젝트로서 다방면의 기술혁신은 물론 일련의 핵심기술을 달성해 

중국의 우주기술 수준 향상, 달탐사 프로젝트 체계 보완, 달 과학 연구 전개, 

후속 달 및 성간(interstellar) 탐사 임무 추진 등에 바통의 역할을 하는 기념비

적 의미가 있다.

2020.12.2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2/1

7/content_459658.htm?div=-1



제 2 장 우주항공 35

25.� 차세대 중형 탑재로켓 “창정(⾧征)� 8호”� 첫 비행 성공

2020년 12월 22일 12시 37분, 중국이 자체적

으로 개발한 신형 중(中)형 운반로켓 창정(長征) 8

호가 중국원창(文昌)우주발사장에서 있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다.

창정 8호 운반로켓은 창정 5,7호 운반로켓의 기술성과를 충분히 계승한 토

대에서 무독성 무공해 추진제를 사용하였고 2개의 지름이 2.25m인 부스터를 

부착하였다. 로켓의 1단, 2단, 페어링 지름은 각각 3.35m, 3m, 4.2m이고 전

체 길이는 약 50.3m이다.

이륙 질량은 약 356t으로 적어도 4.5t의 하중을 700km 떨어진 태양동기궤

도에 운반할 수 있는 등 3~4.5t의 태양동기궤도 운반력 부재를 채웠다. 창정 

5,6,7호 등 무독성 무공해 운반로켓과 공동으로 대·중·소 운반력의 합리적인 

차세대 운반로켓 계보를 구성할 창정 8호 운반로켓은 중국의 운반로켓 업그레

이드 세대교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창정 8호 운반로켓 첫 비행에 탑재된 5개 시험위성은 예정궤도에 정확

하게 진입하였다. 관련 위성 하중은 궤도상에서 마이크로파 이미징 등 기술을 

검증하는 외에 우주과학, 원격탐사·통신기술 시험 및 응용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7년에 가동된 창정 8호 운반로켓 프로젝트는 중국항천과기그룹유한회

사 산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이 로켓시스템 개발을, 중국위성발사계측제어

계통부가 시험비행을 담당하였다. 이번 임무는 창정계열 운반로켓의 356번째 

비행이다.

2020.12.23. https://mp.weixin.qq.com/s/ODER-NvZ0q5z9dj9snGtaw

https://mp.weixin.qq.com/s/ODER-NvZ0q5z9dj9snGt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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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효과적인 중수소 분리에 의해�제어 가능한 핵융합에 잠

재적 연료 제공

중국 시안(西安)교통리버풀(Liverpool)대학

교는 영국 리버풀대학교와 공동으로 효과적으

로 고순도 중수소를 분리할 수 있는 재료를 개

발했다. 해당 성과는 “Science”에 게재됐다.

제어 가능한 핵융합은 청정에너지이다. 하지

만 안정적이고 제어 가능한 핵융합 연료 개발이 당면한 과제이다. 수소 동위원

소인 중수소는 잠재적인 제어 가능한 핵융합 연료이지만 자연계에서의 농도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고순도/고농도 중수소는 “수소-중수소” 혼합기체 분리

를 통해 얻는다. 그러나 해당 분리 기술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효율이 낮으며 

가격이 비싼 등 원인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영국 리버풀대학교 Andrew Cooper 연구팀(중국-영국 공동 연구팀)은 “동

적 양자 스크리닝”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중수소를 혼합기체에서 효과적으

로 분리할 수 있는 신소재를 설계했다. 딩리펑(丁理峰) 및 박사연구생 양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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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楊思源)은 분리 과정의 이론적 모델링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일반 실험화

학에 요구되는 시약과는 달리 계산화학은 주로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며 

컴퓨터 모델을 통해 분자 규모에서 “수소-중수소” 분리 과정을 연구하여 해당 

재료가 우수한 성능을 보유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낸다.

해당 신소재는 복합 다공성 유기 바구니 화합물 재료로서 혼합기체에서 중

수소 분자를 선택하였으며, 대량으로 흡착할 수 있기에 중수소를 분리하는 경

제적이고 고효율적인 방법이다. 분자 모형은 후속적인 실험 방향을 확정하고 

더욱 양호한 분리 재료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수소는 핵융합 연료 외에 비방사성 동위원소 추적, 중성자 산란 기술 및 

제약 등 분야를 포함한 기타 과학 연구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2020.01.1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1/

13/content_438598.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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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세대 원전용 316H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제품�개발

안강(鞍鋼)그룹은 4세대 원전 600MW 

시범 고속로(fast reactor) 프로젝트 

316H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첫 계약 납품을 완료하

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까지의 핵심난

제를 해결하였다. 

현재 중국의 3세대 원전기술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했고 4세대 원전기술은 

세계 선두수준에 도달했다. 그 중 원자력에너지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4세대 

원전 600MW 시범 고속로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316H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동 프로젝트 핵심장비에 필수적인 강재이

다.

원전용 316H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재 중 페라이트(ferrite), 결정입

도, 입계부식(intergranular corrosion) 그리고 강판 머리부(Top)와 꼬리부

(Tail) 성능 균일성 등에 대한 요구는 각박할 정도로 높아 재료 입찰시 중국 외 

유명브랜드 원전용 스테인리스강 업체들마저도 감히 엄두를 못 냈다.

안강그룹은 2019년 1월 1일에 316H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개발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지은 후 생산경험이 부족하고 제품과 관련된 기관이 많

으며 공정이 복잡하고 기술지표 요구가 엄격한 등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또한 

그룹 산하 안강롄중(聯眾), 안강주강회사, 안강주식유한회사 등에 기반해 해당 

스테인리스강 종류에 적합한 생산 공법 루트를 구축하여 제품 개발 성공 및 첫 

계약 납품을 달성하였다.

2020.03.05.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

ml/2020-03/04/content_440705.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3/04/content_440705.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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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국산 원자로급 지르코늄재 3세대 원전에 본격 투입

AP1000 기반 두 번째 원전장치—산둥하

이양(海陽)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첫 

핵연료교체 대규모 수리가 완료됨에 따라 

궈허바오타이(國核寶鈦)지르코늄업유한회사

가 생산한 3세대 원전용 원자로급 지르코늄

재가 본격 투입되었다. 이는 중국이 원자로급 지르코늄재 국산화 목표를 성공

적으로 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원자로급 지르코늄재를 장기적으로 수

입에 의존하던 역사를 바꾸었다.

원자로 핵연료 소자의 구조재인 원자로급 지르코늄재는 원자력발전소에 필

수적인 핵심재료이다. 동 회사는 “대형 첨단 가압수형원자로 및 고온 기체냉각

식원자로 원자력발전소” 국가과기중대특별프로젝트 지원 하에 3세대 원전 원

자로급 지르코늄재 국산화 자체적 달성 계획에 따라 A, B, C 세 가지 노선을 

제정해 국산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튜브 반제품 수입, 원료 수입으로부터 원

료 국산화 달성까지”의 적격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였다. 이번에 본격 투입된 

국산화 AP1000 원자로급 지르코늄재는 원전 안전을 보장하는 첫 번째 보호장

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0.03.19. https://mp.weixin.qq.com/s/P5-x9xjVJrwPhrmeUOQUnQ

https://mp.weixin.qq.com/s/P5-x9xjVJrwPhrmeUOQU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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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국 “인공태양”,� 1억 ℃에서 약 10초 운행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핵융합실험장치

(일명 “인공태양”) 둥팡차오환(東方超環) 

EAST가 1억 ℃ 초고온 조건에서 약 10초 운

행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핵융합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궁극적인 방안이지만 현재의 문제는 핵융합 기술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점

이다. 핵융합을 유도하려면 초고온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구현 및 제어할지

가 문제이다. 자기밀폐를 이용해 플라즈마 발열을 제어하여 초고온을 구현하는 

초전도 토카막 방식이 하나의 해결책이다.

중국 4세대 핵융합실험장치인 EAST는 중국과학원 허페이물질과학연구원 

플라즈마물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기밀폐 핵융합실험장치이다. 인공

태양으로도 불리는 EAST의 목표는 태양처럼 핵융합을 발생해 인류에 에너지

를 공급하는 것이다. EAST는 2017년에 세계 최초로 5,000만℃ 플라즈마 

101.2초 지속적 방전의 고밀폐 운행을 달성하여 60초에서 100초 단위까지의 

도약을 이룩하였다. 또한 2018년에 최초로 1억 ℃ 플라즈마 방전을 구현하였

으며, 10MW 이상의 히팅파워(Heating Power) 및 300KJ에 달하는 플라즈마 

에너지저장을 달성하였다.

2018년의 첫 1억 ℃ 온도 구현에 비해 이번의 쾌거는 1억 ℃를 약 10초 유

지시켰다는데 획기적 의미가 있다. 1억 ℃ 고온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핵

융합 상업화 응용 해결까지의 시간은 멀지 않다. 하지만 상용화를 실현하기까

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2020.04.03. 
https://baijiahao.baidu.com/s?id=1662851154347526028&wfr=spider&fo
r=pc&qq-pf-to=pcqq.c2c

https://baijiahao.baidu.com/s?id=1662851154347526028&wfr=spider&for=pc&qq-pf-to=pcqq.c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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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국 3세대 원자력발전 모델 “궈허(國和)� 1호”� 발표

2020년 9월 28일, 중국 국가전

력투자그룹(国家电投)은 중국 3세

대 원자력발전 자주화의 대표적 

성과인 세계 선진 3세대 원자력발

전 모델-“궈허(國和) 1호”를 발표

했다. 이로써, 중국은 21세기 초에 시작한 3세대 원자력발전 자주화 전략을 전

반적으로 완료하였고 원자력발전 기술의 2세대에서 3세대로 도약하여 전반적

인 업그레이드를 완성하였다.

“궈허 1 호”는 해외로부터 인입한 3세대 수동 가압경수로(PWR) 원자력발전 

기술에 기반하여 공학 프로젝트 플랫폼과 국가 대형 선진 PWR 원자력발전소 

중대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개발한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대형 선

진 수동 PWR 원자력발전 모델로 “안전계수가 높고 경제적 성능이 우수하며 

혁신 성과가 많은” 등 많은 장점을 지닌다.

2008년에 가동된 “궈허 1호” 프로젝트는 477개 기관의 26,000여 명의 기

술 인력이 참가하였으며 12년간의 개발 연구를 거쳐 완성되었다. 중-미 원자

력협력협정에 따르면 네트파워가 135만 킬로와트를 초과해야만 3세대 수동 

원자력발전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연구진은 “궈허 1호” 정층 

설계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수행하여 모델의 전체 성능과 효율을 전면

적으로 향상시켰다. 2014년 1월에 국가에네지국의 심사에 통과하고 2016년 

2월에 중국 원자력발전 역사상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고 내용이 가장 심도 있

는 연합 안전 심사를 통과했으며 2016년 4월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범용 안전 

심사에 통과하였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현재 “궈허 1호” 시범 공정은 이

미 99.2%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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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성능에 있어서, “궈허 1호”는 다층 방어 시스템에 기반하고 “수동”과 

“단순화” 개념을 체계적으로 응용하였으며 완전한 시험 검증을 거쳤다. 개발 

과정에서 22개의 리그를 새로 구축하여 17항 시험의 887개 작업 조건을 완료

하여 노심 용융, 격납용기 냉각 등 6개 테스트 과제를 달성하고 일련의 세계 

선진 수준의 종합 주변 테스트 시설을 구축하여 모델의 안전성 심사를 지원하

고 절대 안전을 확보하였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궈허 1호”는 메인 펌프, 방폭 밸브,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제어봉 구동장치, 대형 단조품, 원자력급 용접 재

료, 690U형 파이프 등 핵심 설비와 핵심 재료의 완전 자체 설계와 국산화 제

조를 통해 여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었다. 설비의 전체   국산화율은 90% 

이상에 달하고 양산 후, 공사비용 약 20% 절감할 수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전망이다.

2020.09.3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9/2

9/content_454544.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9/29/content_45454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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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계 첫 고온가스냉각로 원전 시범 프로젝트의 이중 원자로

콜드 시험 완료

2020년 11월 3일, 세계 첫 고온가스냉각

로 원전 시범 프로젝트의 1호 원자로 일차

회로시스템 콜드기능시험(Cold functional 

test)이 순조롭게 완료됐다. 각항 지표는 모

두 설계 기술 요구에 도달했다. 이는 2020

년 10월 19일, 2호 원자로 일차회로 시스템 

콜드 기능 시험을 완료한 후 달성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다. 1호 원자로와 

2호 원자로 일차회로 시스템 콜드 시험을 통해 원자로 메인 시스템(Main 

system) 설비 제조 및 프로젝트 품질을 효과적으로 검증하여 고온가스냉각로

의 산업화 보급 추진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고온가스냉각로 원전 시범 프로젝트의 설계 전력은 20만 KW이고 “2개 원

자로가 1개 터빈을 구동”하는 모듈식 구축 방법을 채택했다. 2012년 12월 9

일에 구축을 가동한 해당 프로젝트는 중핵(中核) 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가 

일차계통 및 일차계통 보조 시스템 공사 총도급을 담당했으며 중핵 24건설유

한회사와 중핵 223건설유한회사가 토목건축 및 설치공사 시공을 담당했다.

2020.11.11. 

http://www.yidianzixun.com/article/0Rk4Etri?COLLCC=3483559045&s

=op398&appid=s3rd_op398

http://www.yidianzixun.com/article/0Rk4Etri?COLLCC=3483559045&s=op398&appid=s3rd_o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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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룽(華⿓)�1호”�세계 첫 3세대 원자로 그리드 연결 달성

2020년 11월 27일 00시 41분, 화룽

(華龍) 1호 세계 첫 원자로-중핵그룹(中
核集團, CNNC) 푸칭(福淸) 원전 5호기

가 최초로 전력망에 연결되었다. 해당 

원전의 모든 기술 지표는 설계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상태가 양호하여 후속 상

용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세계 3세대 원전 첫 원자로 구축

의 최고 실적을 창출했다. 이로써 중국은 원전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원전 대국에서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했

다. 해당 성과는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의 “화룽 1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

다.

화룽 1호는 중핵그룹이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 설계, 제조, 건설 및 실증을 

바탕으로 구축한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3세대 가압수형 원자력발

전의 혁신 성과이다. 화룽 1호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해당 원자로는 177개

의 노심으로 설계되었으며 노심은 18개월에 한번 연료를 재장전하며 가동률은 

90%에 달한다. 또한, 혁신적으로 “능동과 수동”을 결합한 안전 시스템, 이중층 

격납용기 등 기술을 채택하여 안전성에서 국제 최고 안전 표준을 충족한다.

화룽 1호는 중국 원전 기술이 세계를 향한 “국가 명함”으로 현재 원전 시장

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3세대 원전 모델이며 중국 원자력발전 혁

신 발전의 주요 획기적인 성과이다. 현재 중핵그룹은 국내외에 6개의 화룽 1호 

원전을 건설 중이다.

2015년 5월 7일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 27일에 본격 가동된 화룽 1호는 

완전히 자체적인 모델 표준 시스템을 형성하였고 모든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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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였으며 국산화율이 85% 이상이다.

화룽 1호 세계 첫 원자로인 푸칭 원전 5호기의 가동은 중국 원자력발전 산

업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외 발전 페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자로 가동 후, 각 전력 플랫폼의 다양한 테스트와 전출력(Full power) 시범 

운행의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0.12.01. 

https://baijiahao.baidu.com/s?id=1684471092755636558&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684471092755636558&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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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국 차세대 “인공 태양”� 최초 방전 달성

2020년 12월 4일 14시 02분, 차세대 “인공

태양” 장치-중국 환류기(Circulator) 2호 M 

장치(HL-2M)가 구축 완료되어 최초 방전을 달

성했다. 이로써 중국은 대형 첨단 토카막 장치

(Tokamak device)의 설계, 제조, 운행 기술

을 보유하여 자체적인 핵융합로 설계 및 구축

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핵융합의 원리는 수소 동위원소 중수소와 삼중수소 원자핵이 무한히 접근하

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원리는 간단

해 보이지만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제어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제어 가능한 핵융합 반응을 달성하려면 세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연료가 섭씨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로 전환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 ② 밀도가 충분히 높아서 두 원자핵 사이의 충돌 가능성

이 커야 한다. ③ 플라즈마는 제한된 공간에 충분히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한다.

중국 환류기 2호 M 장치는 2009년에 중국원자력기구의 승인을 받아 중핵

그룹(中核集團, CNNC) 핵공업서남물리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설계 제조한 중

국 최대 규모, 최고 매개변수의 첨단 토카막 장치로 중국 차세대 첨단 자기밀

폐 핵융합 실험 연구 장치이다. 플라즈마 부피는 기존 장치의 2배 이상이고, 

플라즈마 전류 용량은 2.5메가암페어 이상이며 플라즈마 이온 온도는 1.5억 

도에 달하여 고밀도, 높은 비압 및 높은 부트스트랩 전류 작동을 달성할 수 있다.

방전은 HL-2M 장치의 진공 챔버에 있는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다. 

연구팀은 해당 장치에서 다양한 유형의 방전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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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를 섭씨 1억 도 이상으로 가열할 계획이다. 태양핵의 온도는 섭씨 

1,500만 도에서 섭씨 2,000만 도이다. 해당 장치의 방전 온도는 태양핵 온도

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플라즈마는 섭씨 1억 도 이상으로 가열될 때에만 제어 

가능한 핵융합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장치의 물리적 및 구조적 설계, 특수 재료 개발, 재료 연결과 핵심 

소자 개발, 조립 및 집성 등 분야에서 여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

착식 코일 구조를 달성하고 작동 제어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장치의 물리 실험 

연구 능력이 향상되었다.

연구팀은 고니켈합금 쌍곡면 박벽 대형 진공 용기의 압축 성형 및 용접 변형 

제어 등 핵심 기술을 잇따라 확보하고 세계 선진 수준의 특수형 구리합금 후판

재 제조 및 성형 기술을 공략하여 고강도 팽창 볼트 소자의 국산화를 달성하였

다. 또한,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최초의 대형 수직축 펄스 발생기를 성공적으

로 개발했으며 6상 고전류 펄스 발생기, 대관성 고속 회전자, 광대역 변화 제

어 및 보호 시스템 등 기술 난제를 해결하여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혁신적

인 성과를 창출했다.

중국이 원자력 개발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온 원자로·고속 원자로·핵융합

로” 3개 단계적 전략에서 핵융합 에너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

막 단계이다. 

향후, HL-2M 장치는 글로벌 핵융합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 수준의 핵

융합 기술 리더 및 전문가 핵심 그룹을 양성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획기

적인 기술성과를 형성하여 핵융합 기술을 위한 중국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12.0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2/0

7/content_459017.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2/07/content_45901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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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명의료

34.�난소 과립세포로 전환시킨 난자로 건강한 생쥐 획득

난카이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및 약물화학생물

학국가중점실험실 Liu Lin(劉林) 연구팀은 세

계 최초로 완전 화학소분자 방법을 통해 난소 

과립세포를 생식계 전이능력을 보유한 유도만

능줄기세포로 성공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한 다음 

난자를 분화·형성하였고 또한 정상 수정을 거

쳐 건강한 생쥐를 획득하였다.

해당 성과는 생식능력 유지, 생체 분비 조절 등 연구에 새 아이디어를 제공

하였다. 상기 화학적 재프로그래밍 방법은 윤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회피하였으

며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최근 “Cell Reports”는 해당 논문을 게재하였고 

“Cell”은 해당 발견을 헤드라인 문장으로 발표하였다.

여성의 난소 노화는 불임불육을 초래하는 외 관상동맥성 심장병, 골다공증, 



제 4 장 생명의료 49

내분비 장애 등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난자는 생명 잉태의 핵심이다. 체

외에서 충분한 양의 난자를 획득해 난소에 보충하는 것은 생식능력 회복 및 임

상 생식노화 치료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또한 세계 각국 생물학계가 앞 다

투어 해결하고자 하는 과학과제이다. 연구팀은 완전 화학소분자 재프로그래밍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다.

난소 과립세포는 난포에서 난모세포와 상호작용하며 또한 난자 생성을 촉진

하는 일종의 체세포이다. 난소 과립세포를 만능세포로 유도해 난모세포로 전환

시킬 경우 난자 수효 부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난소 과립세

포에서 난자를 얻고자 연구팀은 재프로그래밍기술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획득

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비슷한 발육잠재

력을 보유하며 또한 생식세포를 분화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질전환 방

식을 통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획득하지만 지금까지 형질전환기술 응용은 논

쟁의 여지가 많아 임상 응용이 어렵다. 배합이 확실한 화학소분자물질로 난소 

과립세포를 유도만능줄기세포로 전환시킬 경우 형질전환 방법이 가져다주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연구팀은 반복적인 시험 끝에 CADS(Croconic acid disodium salt) 등 화

학물질을 함유한 소분자 배양액을 제조하였고 또한 해당 배양액으로 세포를 

처리하였다. 해당 방법은 난소 과립세포를 고효율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안정적인 유전체, 점진

적으로 길어지는 말단소체(telomere), 비교적 좋은 품질을 보유함이 입증되었

다. 인간 과립세포의 성질, 유도만능줄기세포 생성 및 생식세포의 발육패턴은 

모두 생쥐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

를 이용해 난자의 전신인 난원세포(oogonium)를 분화형성시켜 체외 난자 형

성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01.03. https://mp.weixin.qq.com/s/CB9T4PiRbvxSlhPZYP4N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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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세아교세포에 의한 기억상실 조절 메커니즘 규명

저장(浙江)대학교 의과대학 Gu Yan(穀
岩) 연구팀과 Wang Lang(王朗) 연구팀

은 최초로 면역에 이용되는 미세아교세포

는 시냅스 제거를 통해 기억상실을 유발하

였으며 보체(Complement) 신호 경로가 

미세아교세포 매개성 기억상실에 참여함

을 발견했다. 해당 성과는 “Science”에 게재됐다.

기억은 발생과 함께 상실도 동반한다. 해마체는 기억 부호화 및 저장을 담당

하는 주요 뇌영역이다. 기억 정보는 일부 뉴런에 부호화되며 이를 기억각인 세

포라 한다. 하지만 기억이 어떻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실되는 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특정 환경에서 생쥐에게 전기적 충격을 가하여 생쥐가 해당 

환경을 기억하도록 하였으며, 35일 후, 전기적 충격을 받은 생쥐를 해당 환경

에 보내 그 거동을 관찰했다. 정상 생쥐는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다니지만 공포의 기억을 가진 생쥐는 꼼짝 움직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단위 시

간 내에 생쥐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계산하여 생쥐의 기억 보존 상황을 평가

했다. 실험결과, 생쥐의 기억상실과 동시에 기억각인 세포 활성률 감소도 동반

함을 발견했다.

중추신경계의 주요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는 전체 대뇌 세포수의 

10%~15%를 차지한다. 미세아교세포는 신경계 발달, 뉴런 활성 및 신경회로 

기능에 대하여 중요한 조절 작용이 있다. 기억각인 세포의 활성률 감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미세아교세포를 제거한 생쥐에 대한 기억 형성 및 인

출 등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여 기억각인 세포의 재활성률 감소 현상을 억제시

킬 경우 기억상실 억제 작용이 매우 뚜렷함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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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각인 세포 사이의 시냅스 연결은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면역염색 및 고해상도 이미징 분석을 통해 성년 생쥐 해마체의 미세

아교세포는 시냅스 구조를 포식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생쥐 

미세아교세포의 포식 작용 발생을 억제시킬 경우 기억상실은 뚜렷하게 차단된

다. 해당 결과는 미세아교세포가 시냅스 “포식”을 통해 기억상실을 유도함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비교실험을 통해 기억각인 세포의 보체 신호 경로 차단으로 기억

상실 및 기억각인 세포 활성률 감소를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음을 발

견했다. 해마체의 치상회는 새로운 뉴런을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 이를 

신경발생이라 한다. 치상회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뉴런의 통합은 해

마체 신경회로의 대량 시냅스 재조합 및 교체를 유발한다. 따라서 기존에 구축

된 기억의 상실 특히 영아기 기억의 상실이 초래된다.

미세아교세포가 유도하는 기억상실과 신경발생이 유도하는 기억상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팀은 해마체 신경발생과 미세아교세포를 동시에 처

리했다. 결과, 미세아교세포가 유도하는 시냅스 제거는 신경발생 유발 또는 이

와 관련성이 없는 기억상실에 모두 참여함을 발견했다.

동 연구는 장기 기억 공고화 및 나쁜 기억 제거 연구에 전망성 기반을 마련

했다.

2020.02.2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2/1

8/content_440056.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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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뇌 내 “투쟁-도피”� 뉴런 발견

중국과학기술대학교 Zhou Jiangning

(周江宁) 연구팀은 8년간 연구를 거쳐 뇌에

서 스트레스 반응행위를 담당하는 뉴런을 

발견하여 유명한 과학적 문제인 “투쟁-도

피 반응(Fight-or-flight response)”의 선

택 비밀을 밝혀 부정적 스트레스 관련 장애

와 질병 개선 및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성과는 “Neuron”에 온

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스트레스 가득한 자연과 사회에서 모든 개체는 스트레스에 직면해 능동적으

로 반응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회피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스트레

스에 대한 동물의 행위를 통해 반응 전략을 판단한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 

생쥐를 이용하여 행동학, 약물유전학 및 생체 내 마이크로 이미징 기술을 결합

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결과, 다양한 행동 도전 장면에서 내측 전두엽의 코르

티코스테로이드방출호르몬(CRF) 뉴런이 “투쟁-도피”의 선택을 결정하는 신경 

생물학적 기반이다.

연구팀은 우선, 내측 전두엽의 CRF 뉴런이 일종의 억제성 중간 뉴런으로 척

추뉴런과 신경회로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생체 내 마이크로 이

미징 기법으로 부정적 스트레스 하에서 생쥐가 능동적 반응행위를 선택할 경

우, CRF 뉴런 활성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꼬리매달기, 강제 수영 및 

사회 경쟁 좌절 등 부정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화학유전학적 방법으로 내측 전

두엽 CRF 뉴런을 사멸 또는 억제하여 생쥐의 수동적 반응 행위를 증가시키고 

CRF 뉴런의 활성화를 통해 능동적 반응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다.

개체는 장기간 부정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생리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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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라 

한다. 장기간의 부정적 스트레스에서 정상적인 생리적 및 심리적 항상성을 유

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라 한다. 역학 및 

임상 증거에 따르면, 수동적 반응 행위에 익숙한 개체는 “민감성” 군체로 스트

레스 관련 심리적, 신체적 기능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연구팀은 생쥐 “저항성” 행위에서의 전두엽 CRF 뉴런의 역할과 메커니즘을 심

층 연구하였다. 장기간 사회 경쟁에서 실패한 경우, 80%의 생쥐가 “민감성”을 

나타냈다. 화학유전학 방법으로 내측 전두엽 CRF 뉴런을 선택적 활성화시킬 

경우, 생쥐의 능동적 반응 행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저항성” 생쥐 비율이 크

게 증가하였으며 해당 효과는 비교적 긴 시간 지속되었다.

연구 결과, 내측 전두엽 CRF 뉴런은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 행위를 조절하는 

뇌 기관이다. 내측 전두엽 CRF 뉴런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능동적 반응 행위를 

증강시키고 부정적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020.02.28.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2/436294.shtm?tdsourcetag

=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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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세계 첫 인간세포맵 발표

저장대학교 의학대학 Guo Guoji(郭國驥) 연구

팀은 60종 인체조직 샘플 및 7종 세포배양 샘플에 

대한 Microwell-seq 고속 대량 단세포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배아기 및 성년기의 인체 

8대 시스템이 포함된 인간세포맵을 체계적으로 작

성하였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게재되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계는 주로 현미경 및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등 기술을 이용하는 한편 일부 표현형 특성에 의존해 자연계 다양한 종 세포에 

대한 분류 및 감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표현형 특성의 선정은 흔히 인위적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점에 비추어 연구팀은 앞서 자체적으로 Microwell- 

seq 고속 대량 단세포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세계 첫 생쥐세포맵을 작성하였

으며 그 뒤로 관련 분야 연구를 지속해 왔다.

Microwell-seq는 비용이 저렴하고 쌍세포 오염률이 낮으며 세포 보편적 적

용성이 넓은 등 장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70여만 개 단세포 전사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인체 100여 종 세포 대분류 및 800여 종 세포 

아류를 감정하였다. 또한 scHCL 단세포 비교대조 시스템을 개발해 인체 세포 

유형 식별에 이용하는 한편 인간세포맵 웹사이트도 구축하였다.

해당 세포맵을 통해 연구팀은 다양한 인간 상피, 내피 및 기질세포(stromal 

cell)가 조직에서 아마도 면역세포의 역할을 수행함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케모카인 양성 상피세포, 항원 양성 내피세포 등 비전문적 면역세포는 성체의 

각종 조직기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분류상 전통적 상피, 내피, 기질 및 면

역세포와 독립된다. 이에 근거해 연구팀은 성인 비면역세포의 광범위적 면역 

활성화는 인체 영역화 면역의 중요 조절 메커니즘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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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는 최초로 단세포 수준에서 배아기 및 성년기 인체의 세포 종류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관련 연구 데이터는 세포 운명 결정 메커니즘 탐구에

서 자원의 보고로 될 것이며, 해당 연구 방법은 인체의 정상 및 질병 세포상태 

감정에 심원한 영향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해당 연구는 시퀀싱 깊이 면에서 일정 정도 국한성이 있지만 범조직/범생물

종 데이터 비교성 면에서 비교적 큰 우위를 지닌다. 완벽한 인간세포맵을 작성

하려면 향후 공간정보, 멀티오믹스(Multi-Omics) 데이터, 인구집단 분석까지

도 통합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과학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

다.

2020.03.30.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0-03/26/content_909068.

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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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알츠하이머병 조기 식별 마커 발견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뇌네트워크조직연구센터

는 국외 여러 기관과 공동으로 대뇌 해마 구역의 라디

오믹스(Radiomics) 특징을 알츠하이머병(AD)의 안정

적이고 효과적이며 일반화적인 바이오마커로 할 수 있

음을 입증하여 임상 보조 진단의 생물마커 개체화 진

단에 응용 전망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미래 알츠하이

머병 임상의 정밀 보조 식별, 고위험군의 종방향 추적을 위한 중요한 임상적 

의미가 있다. 해당 성과는 “Science Bulletin”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은 비가역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노인들한테 가장 흔한 인

지 장애 질환이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효과 평가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총병원, 수도의과대학교 쉬

안우(宣武)병원, 톈진환후(天津环湖)병원 및 산둥(山东)대학교 치루(齐鲁)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해마 라디오믹스에 기반한 알츠하이머병 조기 식별 

연구 프레임워크(HR4AD)를 개발했다.

HR4AD 연구의 주요 혁신은 세 가지 방면에서 반영되었다. ① 다중센터 융

합 분석에 따르면, AD에는 뚜렷하고 중복 가능한 비정상적 해마 라디오믹스 

특징이 존재한다. ② 독립 센터 교차 검증에 따르면, HR4AD는 AD의 개체화 

식별에 응용할 수 있다. ③ 유전자, 바이오마커 및 종방향 변화는 HR4AD 배

후의 생물학적 중요성을 부각한다.

연구팀은 1,900여 개의 뇌 영상 샘플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해마 라디오

믹스를 알츠하이머 질환의 영상학적 마커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마커의 일반화, 개체화 정밀 진단 가능성 및 생물학적 메커니즘 분석 등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최초로 다중센터, 대표본 데이터에서 해마의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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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믹스가 AD의 안정적인 바이오마커임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영상 

마커와 유전자 위험, 인지 능력, 단백질 침전 등 임상 정보 사이의 잠재적 관계

를 탐색하고, 종방향 추적 데이터에서 영상학적 마커를 고위험군의 병세를 추

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해당 연구 방법은 기타 신경정신질환 연구에도 보급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최신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향후, 더 많은 독립 센터, 종방향으로 추적한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의 검증에 연구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연구팀

과의 심층 협력이 기대된다.

2020.04.1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4/438096.shtm?tdsourcetag

=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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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코로나19� 강력 치료제 중화 항체 발견

베이징대학교 베이징미래유전

자진단고급정밀첨단혁신센터

(ICG) Xie Xiaoliang(谢晓亮) 

연구팀은 대량신속처리 단일세포 

시퀀싱 기법으로 코로나19 회복 

단계 환자의 혈장에서 성공적으로 다수의 고활성 중화 항체를 선별하였다. 중

화 항체는 인체 면역계에 의해 생성되며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효과적으로 차

단할 수 있다. 해당 성과는 “Cell”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동물 실험을 통해 해당 중화 항체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제이며 단기 

예방 효과도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과학적 항역병의 중요한 단계적 성과이

다. 세샤오량 연구팀은 2020년 겨울 전에 관련 중화 항체가 이미 출시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발된 중화 항체는 치료 및 단기 예방의 두 가지 주요 용도가 있다. 연구팀

은 협력 기관과 공동으로 임상 실험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야오밍생물(药明生
物) 제약회사가 GMP급 약물을 임상 실험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완

성될 예정이다. 임상 실험은 베이징단쉬(北京丹序) 의약품유한회사의 협조 하

에 호주 등 국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는 강력한 치료제가 시급하다. 기존에 입증된 치료 방법 중, 소분

자 약물은 구약으로서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며, 혈장 요법은 효과가 뚜렷하지

만 혈장 공급원이 제한되어 있다. 혈장 요법의 유효 성분은 특이성이 강한 중

화 항체이다. 항체 약물은 일종의 대분자 약물로 이미 에이즈, 에볼라 등 질병

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지만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량신속처리 단일세포 시퀀싱 기술로 회복 단계 환자의 혈장에서 중화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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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내면 중화 항체를 찾는 시간을 몇 개월로 단축하여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연구팀은 단일세포 유전체학 연구의 전문 지식으로 유안(佑安)병원과 협력

하여 60명의 회복 단계 환자에서 8,558가지 바이러스 단백질 결합 항체 서열

을 선별하고 14개의 고활성 중화 항체를 식별했다. 그 중, BD-368-2인 항체

는 슈도바이러스 실험에서 반억제 농도(IC50)가 1.2ng/mL(8pM)이고, 군사의

학연구원 P3 실험실의 euvirus 실험에서 IC50이 15ng/mL(100pM)이다.

중화 항체의 체내 항바이러스 실험에서 중국의학과학원 의학실험동물연구소 

Qin Chuan(秦川) 연구팀의 hACE2 유전자 변형 생쥐 모델을 이용하여 

SARS-Cov-2 에 감염시킨 후 BD-368-2로 치료한 결과, 바이러스가 적재량

이 2,400배 감소되었다. BD-368-2 주사 후, 생쥐 모델의 바이러스 감염이 완

전히 억제되었고 예방 효과를 달성했다.

구조 생물학자 Su Xiaodong(苏晓东)/Xiao Junyu(肖俊宇) 과제팀은 냉동 

전자현미경(Cryo EM)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Spike 삼합체와 중화 

항체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 밀도 다이어그램을 획득했다. 밀도 데이터에 따르

면, 항원상의 중화 항체 에피토프(Epitope)가 ACE2의 결합 부위와 중합된다. 

또한, 항체 서열을 이용하여 추산한 항체와 SARS 바이러스 중화 항체의 구조

상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화 항체를 선별하는 방법을 통

해 선별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연구는 혈장 요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코로나19 환자 특히, 중증 환자

의 치료를 위한 무기를 제공하여 인류가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한 아주 중요

한 과학적 및 실용적 가치가 있다.

2020.05.2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5/439920.shtm?tdsourcetag

=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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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국 첫 미국 진출 항암 신약이 중국내 시판 허가

2020년 6월 3일, 바이지선저우(百濟神州)

(베이징)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이하 “바이지

선저우”로 약칭)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브루톤 

티로신 인산화효소(Bruton’s Tyrosine 

Kinase, BTK) 억제제 바이웨쩌(百悅澤)[자누

브루티닙(Zanubrutinib) 캡슐]가 국가약품감

독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몇 주 내에 중국 내 환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바이웨쩌가 미국 시판 허가를 받은 후 중국 내에서 최초로 시판 허가를 받은 

중국산 BTK 억제제로, 바이지선저우가 중국 및 글로벌 상용화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바이웨쩌는 BTK를 표적으로 하는 신형 효과적인 억제제로 주로 기존에 최

소한 한 가지 치료요법을 받은 적 있는 성인 외투세포림프종(MCL) 및 성인 만

성림프구백혈병(CLL)/소림프구림프종 환자에게 적합하다. 1세대 BTK 억제제

에 비하여 분자 구조 최적화를 거친 바이웨쩌는 최적의 표적 선택성 및 양호한 

안전성 그리고 완전하고 지속적인 BTK 억제 작용으로 치료효과가 더욱 양호

하다. 2019년 11월, 바이웨쩌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바이웨쩌

는 중국 최초로 미국의 허가를 받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암 신약으로서 중국 

신약의 첫 해외 진출을 달성했다.

두 가지 항목의 핵심 임상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웨쩌는 중국에서 두 

가지 적응증 치료 허가를 동시에 받았다. 만성림프구백혈병은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발병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린 림프종이므로 치료 방안의 안전성, 내

성(Tolerance)은 매우 중요하다. 바이웨쩌의 출시는 중국의 만성림프구백혈병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방안을 제공할 전망이다. 동시에 양호한 안전성 및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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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며 심방세동, 출혈 등 위험성 발생률이 매우 낮았다.

림프종 환자는 기존에 효과적인 치료 방안의 부족으로 약물사용이 어렵고 

약값이 비싼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 인정을 받은 고품질 신약 바이웨쩌는 높은 

접근성, 경제성으로 중국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다음 단계에 바이웨

쩌는 하루빨리 중국 의료보험 목록에 수록되어 중국 환자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계획이다.

2020.06.1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0

8/content_44632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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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코로나19� 불활화 백신 피험자 모두에서 항체 생성

2020년 6월 16일, 중국의약집단

(Sinopharm) 자회사인 중국생물기술

(CNBG) 산하 우한(武漢)생물제품연구

소가 개발한 세계 첫 코로나19 불활화 

백신 1·2상 임상시험 블라인드 리뷰

(Blind Review) 및 단계성 언블라인드(Unblind) 회의가 베이징과 허난(河南)

에서 동시에 열렸다. 언블라인드 결과 백신 접종 후의 안전성은 양호하였고 심

각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접종간격·용량을 각각 달리해 접종한 후 

접종자 전원에 고역가 항체가 생성되었는데 그 중 28일 간격으로 두 번 접종 

후의 중화항체 양성률은 100%에 달했다.

이번 코로나19 불활화 백신 임상시험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방식으

로 설계된 임상 1·2상 연구이다. 동 백신은 2020년 4월 12일 세계 최초로 임

상시험 승인을 받고 허난성 우즈(武陟)현에서 1·2상 임상시험이 동시에 가동

되었다.

66일간 지속된 임상시험을 통해 동 백신 두 번 접종 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연령별, 접종간격별, 용량별, 접종횟수별 연구에서 모

두 비교적 완전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이자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로 코로나19 예

방통제 및 긴급사용에 과학적이고 평가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해당 연구는 코로나19 불활화 백신을 18~59세의 건강한 피험자에 저·중·

고 용량으로 각각 14일, 21일, 28일 간격으로 접종한 후의 안전성 및 면역원

성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백신 접종 후의 세포 면역 변화 상황에 역점을 두

고 백신 접종 후의 면역간격, 면역용량, 안전성, 면역원성 및 체내 항체 수준의 



제 4 장 생명의료 63

변화 추세를 탐구하였다. 현재로 임상 1·2상 시험에 참가한 1,120명 모두 2차 

접종을 마쳤다.

이번 임상시험 방안은 엄밀한 설계를 거쳤고 언블라인딩 과정은 과학성 및 

신중성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으며 그 결과는 이상적이었다. 백신 접종은 안전적

이고 효과적이었다. 백신 접종그룹의 피험자 모두에서 고역가 항체가 생성되었

다. 18~59세 그룹에 중용량으로 14일 간격과 21일 간격으로 각각 두 번 접종 

후 중화항체 양성률은 97.6%에 달했고 28일 간격으로 두 번 접종 후 중화항

체 양성률은 100%에 달했다.

베이징에서 발생한 신규 병례에 대한 전유전체 시퀀싱에서 새 유전자형 코

로나19가 발견되었다. 이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효과가 없을 것이

란 우려를 자아내지만 아직까지도 동 백신의 커버 범위 내에 있어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NBG는 국제와의 3상 임상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여

러 외국 기업 및 기관과 협력의향을 체결하였다. CNBG가 일찍 구축한 높은 

생물안전등급의 생산공장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물안전 및 GMP 기준

에 부합하며 또한 양적으로 긴급 접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코로나19 백

신 생산 공장이다.

2020.06.19.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1

7/content_44709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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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허혈성 심장질환을�치료하는 새로운 재생의학방법 임상�진전

중국과학원 유전·발생생물학연구소 

Dai Jianwu(戴建武) 연구팀은 난징

(南京)구러우(鼓樓)병원 Wang Dong 

jin (王東進) 연구팀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주사 가능한 콜라겐 스캐폴드 

재료와 줄기세포 이식을 결합한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성과는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심근경색은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심장질환으로 적시적인 약물치

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치료,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 등 치료 방법으로 일

부분 심근경색 환자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지만 중증 진구성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

줄기세포는 자체 재생 및 분화 잠재력 그리고 강한 영양 및 분비 기능을 보

유한다. 줄기세포 이식은 심근 재생 분야에서 연구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치료 효과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줄기세포는 

이식 후 쉽게 확산되고 손상 부위에 정착되어 생존하기 어렵기에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심근 손상 부위에서의 줄기세포 정착 촉진은 줄기세포 

치료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이다.

DAI Jian-wu 연구팀은 재생의학적 기능성 생체재료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

안 수행했고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 양호한 생체적합성을 보유한 심근 내 주사

가 가능한 콜라겐 스캐폴드 개발에 성공하여 세포에 안정한 세포외 기질을 제

공하였다. 또한 손상된 심근 조직에 주사한 후 세포의 손상 부위로부터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심근 재생 수복 재형성에 도움이 되는 미세환경을 마련



제 4 장 생명의료 65

했다. 현재 해당 재료에 대한 제품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국식품약품

검정연구원 등 권위 기관의 제품 기술 요구 인증, 생체 안전성 검사, 면역 평

가, 바이러스 불활화 검사 등 보고서를 획득했고 임상 이식성 의료기기 품질 

표준에 도달했다.

Dai 연구팀은 난징구러우병원 Wang 연구팀과 공동으로 임상전 대동물(Big 

animal) 실험을 수행했고 재료와 세포 이식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 획득한 명확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토대로 연구팀은 

임상시험 방안을 제정했고 윤리 심의 및 국제 임상연구 등록을 완료했으며 주

사 가능한 콜라겐 재료와 제대 중간엽줄기세포를 결합해 허혈성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임상연구 그룹의 진입 기준

은 심기능이 45% 미만인 우회술을 받아야 하는 진구성 심근경색 환자이다. 연

구 그룹의 50명 환자 중 시술을 받은 44명의 환자를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

과, 세포 및 재료 이식 안전성이 양호했고 악성(사망, 종양, 지속성 빈맥, 심부

전으로 인한 재입원, 부정맥 등) 발생률, 생화학 지표, 면역 지표 등 면에서 대

조군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콜라겐 재료와 줄기세포 이식을 결합하여 치료

한 환자의 1년 후 심근경색 부피는 대조군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됐을 뿐만 아

니라 환자의 삶의 질 및 심장 장애 등급이 개선됐다. 수술 전 심장 구출분획이 

40% 미만인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특별히 뚜렷했는데 우회술 및 줄기세포

와 콜라겐 재료를 결합하여 주사한 후 1년 되었을 때 심장 구출분획은 평균 

9.35% 높여 대조군에 비해 각각 6.59%(우회술과 줄기세포 이식을 결합한 그

룹) 및 3.62%(단일 우회술 그룹) 향상시켰다.

동 연구는 세계 최초로 주사 가능한 스캐폴드 재료와 줄기세포 이식을 결합

해 허혈성 심장질환을 치료한 임상연구에 기반을 마련했다.

2020.09.17. 

http://epaper.gmw.cn/gmrb/html/2020-09/14/nw.D110000gmrb_20200

914_4-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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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계최초로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토티바이러스정밀구조규명

저장(浙江)대학교 의학대학부속제1병원 

전염병진단치료국가중점실험실 Li Lan 

juan(李蘭絹) 연구팀은 칭화대학교 생명

학대학 Li Sai(李賽) 연구팀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실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토티바이러스(totivirus) 3D 정밀 구조를 

분석하여 전례없는 해상도에 도달했다. 이

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생물 특성, 백신 

설계, 항바이러스 약물 개발 등을 위한 중의한 의미가 있다. 해당 성과는 

“Cell”에 게재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외곽은 당단백질의 일종인 스파이크 단백질로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진입하는 “열쇠”이다. 해당 연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표면 스파

이크 단백질의 천연 형태와 분포를 원위치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체인해머”처럼 바이러

스 표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을 발견했다. 바이러스는 “상단이 굵고 

하단이 가느다란” 특성이 있어 원활하게 세포 표면과 결합하여 세포에 침입하

여 인체를 감염시킨다. 연구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방향

에는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였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산과 비교할 경우, 우산

을 펼치면 “위로 향”하며 무기가 되어 세포를 감염시킨다. 우산을 접으면 “아

래로 향”하며 무기를 거두어 유기체에 식별되어 격파당하는 것을 모면한다. 신

종코로나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은 87%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유기체나 

약물에 쉽게 패배당하지 않는다.

연구팀은 혁신적으로 바이러스 강 내 리보핵산 단백질 복합체의 천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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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립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이들 복합체는 리보핵산을 구슬처럼 묶고 바

이러스 체내에서 질서있게 배열한다. 또한, 제한된 공간 내에 자체 용량을 초

과하는 리보핵산을 수납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 구조를 강화하여 인체 

외부의 복잡한 환경에서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요인의 파괴에 견딜 수 있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개발된 유전공학 백신은 모두 체외 재조합 발현에 기반한 스파이크 단

백질 연구 성과이다.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의 글리코실화 조성

을 분석한 결과, 체외 재조합 발현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바이러스 원위치 상태 

스파이크 단백질의 글리코실화는 아주 유사했다. 이는 불활성 바이러스 백신 

및 중화 항체의 개발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2020.09.22.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9/445738.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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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최초로 RNA� 스플라이싱 “분자 시계”,� 정확한 원자모델

시후(西湖)대학교 생명과학대학 Shi 

Yigong(施一公) 연구팀은 출아형 효모

(Saccharomyces cerevisiae)가 활성화 상

태에 있는 스플라이소솜(Spliceosome)의 

2.5옹스트롬(Å) 고해상도 전자형미경 구조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해당 구조는 지금까지 보고된 최고 해상도의 스플라이소

솜 구조로 최초로 스플라이소솜 전환 과정에서의 “동력 구동” 단백질-ATP 가

수분해효소/헬리카제 Prp2 및 그 활성인자 Spp2가 그 리모델링을 촉매하는 

구조 기반을 제시하여 스플라이소솜이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는 분자 메커니

즘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뚜렷한 구조 정보를 제공했다. 해당 성과는 “ATP 가

수분해효소/헬리카제 Prp2 및 그 활성인자 Spp2 스플라이소솜의 활성화 촉

매 과정에서 구조 리모델링의 분자 메커니즘”라는 제목으로 “Science”에 게재

되었다.

인간 유전자의 95% 이상은 RNA 스플라이싱(splicing)이 발생한다. 비정상

적이거나 잘못된 RNA 스플라이싱은 모두 심각한 유전 질환과 질병을 유발한

다. 현재 인간 유전 질환의 35%는 RNA 스플라이싱 이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

러한 RNA 스플라이싱의 약물 표적에 기반한 약물 설계는 난치 질환의 치료를 

촉진할 전망이다.

생물의 행동, 언어, 사고 등 모든 생명 활동은 유전자에 의해 제어되며 RNA 

스플라이싱은 진핵생물 유전자 발현 조절의 중요한 일환이다. RNA 스플라이

싱 반응을 수행하는 세포핵 내의 스플라이소솜은 “동력 구동” 단백질-ATP 가

수분해효소/헬리카제의 엄격한 조절을 받는다. 이들은 스플라이소솜의 구조 

변경을 촉매하고 RNA 스플라이싱 과정을 제어하며 RNA에 대한 검사 및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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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핵심 작용을 하여 RNA 스플라이싱의 “분자 시계”로 불린다.

연구팀은 2015년에 세계 최초로 분열효모(Schizosaccharomycetes) 스플

라이소솜의 3.6옹스트롬 고해상도 구조를 규명하고 최초로 스플라이소솜 촉매 

중심의 근원자 해상도 구조를 시연했다. 스플라이소솜 리모델링 단백질의 스플

라이소솜 상태 전환을 제어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RNA 스플라이싱 

“분자 시계”의 정확한 원자 모델의 규명은 해당 분야의 핵심 과제이다.

연구팀은 단일입자 극저온전자현미경 기법을 이용하여 전체 해상도가 2.5옹

스트롬인 Bactcomplex 극저온전자현미경 구조를 리모델링하였고, 원자모델

을 구축하였다. 그 중, 스플라이소솜 주변에 있는 구조 리모델링 단백질 ATP 

가수분해효소/헬리카제 Prp2와 그 활성인자 Spp2의 해상도는 3.2옹스트롬에 

달한다. 이러한 고해상도에서 연구팀이 분석한 Bactcomplex 구조는 최초로 

스플라이소솜 핵심 영역에 있는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통해 주요 스플라이스 

부위 식별 및 금속 이온과의 배위 결합에 참여함을 관찰했다. 놀랍게도, 해당 

구조에서 활성인자 Spp2가 4개의 주요 앵커포인트를 통해 Prp2를 스플라이

소솜에 고정시킴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또한, 구조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의 생화학 실험을 통해 스플

라이소솜을 활성화하고 스플라이소솜 구조 리모델링을 촉매하는 Prp2에 대한 

Spp2의 중요한 역할을 검증했다.

2020.12.07. https://news.gmw.cn/2020-12/04/content_344285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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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알츠하이머증의 주요 단백질 구조 규명

시후(西湖)대학교 Shi Yigong(施一公)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γ-세크레타제(γ-secretase)가 3종의 

소분자 억제제(Gamma-Secretase Inhibitor, 

GSI) 및 1종의 조절제(Gamma-Secretase 

Modulator, GSM)와 결합된 4개 원자분해능 극저

온전자현미경 구조를 발견하였으며. γ-세크레타제

가 다양한 종류의 억제제 및 조절제를 식별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해당 연구 성과는 “Cell”에 게재되었다.

해당 연구는 최초로 γ-세크레타제가 기질 및 약물과 결합하는 전체 과정을 

완전히 구현하고, γ-세크레타제 활성 조절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한 전례 없

는 정확한 청사진을 제공하였다. 특히, 차세대 γ-세크레타제 억제제 및 조절제

의 설계와 최적화를 크게 촉진할 전망이다. 또한, 알츠하이머증과 암에 관련한 

기질 선택성을 보유한 γ-세크레타제 억제제를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구조 정

보를 제공한다.

알츠하이머증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심각한 신경퇴

행성 질환으로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

γ-세크레타제는 다른 단백질을 절단하거나 가수분해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

테아제이다. γ-세크레타제의 가수분해 표적인 아밀로이드는 플라크 침적은 알

츠하이머증의 발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증 환자의 특이성 마커인 “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적”의 형성 원리를 중심으로 

질병 치료 전략을 연구하였으며 알츠하이머증 약물 개발도 γ-세크레타제를 표

적으로 하여 γ-세크레타제 활성 조절을 통한 질병 치료를 연구해왔다. 그러나 

γ-세크레타제를 표적으로 한 약물은 임상 2상 또는 3상 시험에 돌입했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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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실패로 끝났다. 최초로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 γ-세크레타제 억제제 소분

자 약물-Semagacestat의 시험 결과, 약물은 질병의 진전을 지연시키지 않았

고 환자의 인지 능력과 일상 활동 능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피부

암 위험을 증가시켰다. 그 주요 원인은 해당 억제제가 APP의 절단을 억제하는 

동시에 γ-세크레타제의 다른 주요 기질인 Notch의 절단도 억제시켰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연구팀은 γ-세크레타제와 그 억제제-Semagacestat의 3.0옹스트롬 분해능 

구조 분석을 통해, Semagacestat가 형성한 “입체 장애(Steric hindrance)”

가 Semagacestat의 억제 효과 발휘 및 부작용 생성 메커니즘임을 발견했다. 

이어서, γ-세크레타제가 다른 억제제인 Avagacestat와 결합된 3.1옹스트롬 

구조를 분석하였다. Avagacestat는 미국 제약회사 Bristol-Myers 

Squibb(BMS)에서 개발했으며 현재 2상 임상 시험 중이다. 예상 밖으로, 

Avagacestat는 Semagacestat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결합되었으며 “입체 장

애”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상호작용은 더 “느슨한” 상태였다. 따라서 연구팀

은 Avagacestat의 기저 선택성 또는 다양한 상호작용 형식과 관련된다고 판

단했다. 모든 유형 억제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연

구팀은 γ-세크레타제 결합 과도상태 유사체(TSA) 억제제 L685,458의 구조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3종의 γ-세크레타제 억제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 공통

점을 분석했다, 또한 3종 억제제의 차이점을 규명하였고, 향후 기질 특이성 억

제제를 최적화하고 설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연구팀은 γ-세크레타제 활성 조절제(GSM)의 메커니즘을 중심으

로 관련 극저온전자현미경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해능은 2.6옹스트롬에 달하

였으며 γ-세크레타제 활성 조절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한 구조 정보를 제공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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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γ-세크레타제 및 γ-세크레타제 결합 주요 기질 극저온전자현미경 구

조는 γ-세크레타제 약물 조절 구조 연구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

팀은 기존의 기질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절제와 억제제의 기질 억제 메커

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 약물의 임상 실패 원인을 밝혔으며 해당 분야의 중요

한 기초 연구 성과를 형성했다.

연구팀은 향후 γ-세크레타제 활성 조절, 아밀로이드 침적, Tau 단백질 등 

분야에서 알츠하이머증에 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미지: γ-세크레타제가 3가지 소분자 억제제(Semagacestat, Avagacestat 및 

L685,458) 및1가지 조절제 (E2012)와 결합한 원자 분해능 극저온전자현미경 구조

2020.12.3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12/451097.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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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중국 코로나19� 백신 출시 조건부 승인

2020년 12월 30일, 중국 국가식

품약품감독관리국은 중국 최초로 시

노팜(Sinopharm)에서 개발한 코로

나19 불활성화 백신의 조건부 출시를 

승인하였다.

조건부 출시 승인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

는 질병 및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 공중보건에 시급히 필요한 약품에 

적용된다. 기존의 임상 연구 자료가 정상 출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약품의 임상실험 기존 데이터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임상 가치를 예측할 수 

있으며 긴급한 임상 수요로 인해 신청자가 특정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는 조건

으로 대리 평가변수(Surrogate endpoints), 중간 임상 평가변수 또는 초기 임

상 실험 데이터에 기반하여 출시를 승인한다.

중국은 2020년 6월에 3종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이후, 150만 회차 접

종하였고, 6만여 명의 해외 고위험 지역으로 출국하는 인원에 접종한 결과, 심

각한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효과성도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가 조건부 승인된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기업이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매회 출하되는 백신은 모두 관

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노팜회사가 계속하여 계획에 따라 3상 임상실험을 

이행하고 3상 임상실험과 기타 조건부 출시 후의 연구가 품질과 수량을 보장

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연구 진척, 획득한 데이터 및 출시 후 예방 접종 과정

에서의 이상 반응 등 상황에 따라 백신의 설명서, 라벨 등을 적시에 업데이트 

및 보완하고 규정에 따라 약품감독관리국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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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팜 회사의 코로나19 불활성 백신 3상 임상실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백신은 접종 후 안전성이 양호하며 접종 스케줄에 따라 2회 접종한 후, 

백신 접종 그룹의 접종자는 모두 고역가 항체를 나타내고 중화항체 양성전환

율은 99.52%에 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에 대한 백신의 보호 효과는 

79.34%에 달한다. 데이터 결과는 세계보건기구의 관련 기술 표준 및 중국 국

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임상 평가 지침(시안)”

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020년 12월 이후, 미국의 화이자와 모데나 코로나19 백신이 응급 사용 승

인을 받았고 일부 국가에서도 응급 예방 접종을 시작했다. 중국도 얼마 전부터 

일부 주요 대상 그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020.12.31. https://mp.weixin.qq.com/s/4yywdal1t1x3Fs91QeL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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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계 최초로 드론 기반 양자얽힘 분배 달성

난징(南京)대학 Zhu Shining(祝世寧), Xie 

Zhenda(謝臻達), Gong Yanxiao(龔彥曉) 연

구팀은 2년간 연구를 거쳐 세계 최초로 드론 

기반 양자얽힘 분배를 달성했다. 이로써 무게

가 약 35Kg인 8축 회전익 드론이 천천히 상승

하여 수십 미터 높이에 도달했을 때 100m 떨

어진 지면의 A, B 두 점에 한 쌍의 얽힘 광자를 방출할 경우 2개 광자는 대기 

난류, 빗물, 햇빛 등의 간섭을 받은 후에도 거의 완벽하게 지면에 도달할 수 있

게 되었다. 해당 성과는 “National Science Review”에 게재되었다.

기존의 양자얽힘 분배는 주로 광섬유 기반 링크, 위성과 지면 사이의 자유 

공간에서 분배 전송 등 두 가지 방법이다. 드론을 이용한 양자얽힘 분배는 쾌

속 기동, 요구에 따른 네트워킹, 쉬운 확산, 저원가 등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부터 연구팀은 난징, 스자좡(石家莊), 란저우(蘭州) 등 지역에서 실험

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드론 기반 양자얽힘 분배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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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8축 회전익 드론은 10Kg의 양자통신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다. 측정 

결과 A, B 두 점 광자얽힘 상태의 벨 부등식 S값은 2.49에 도달하여 양자얽힘 

분배에 성공했다.

실험 결과, 전송 링크는 안정적이고 소모가 비교적 적다. 양자얽힘 분배는 

양자통신의 주요 방법이다. 실험 성공은 드론을 이용하여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실험 성공은 드론에 탑재된 고성능 통합화 

양자얽힘 광원, 광신호 수신/발송 통합화 시스템 등과 갈라놓을 수 없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단일 광자 측정은 대낮, 비오는 날 등 다양한 기상조건에서 정

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드론 기반 양자얽힘 분배를 통해 양자통신 네

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든 요구에 따라 커버리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0.02.0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1/2

2/content_439261.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1/22/content_43926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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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클래식 컴퓨터를 능가하는 신형 확장 가능한 광자컴퓨터 개발

상하이교통대학교 집적양자정보기술연

구센터 Jin Xianmin(金賢敏) 연구팀은 

집적칩, 광자개념, 비 폰노이만아키텍처

(Von Neumann architecture) 등을 결

합시킨 광자컴퓨터를 개발하였다. 동 컴

퓨터는 특정 난제 해결 분야에서 클래식 

전자컴퓨터를 능가하는 잠재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규모 확장도 가

능하다. 해당 연구는 클래식 컴퓨터를 능가하는 연산능력 구현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또한 광자컴퓨터의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해당 성

과는 “Science Advances”에 게재되었다.

집적도의 지속적인 향상은 컴퓨터에 갈수록 강력한 연산능력을 부여하고 있

다. 하지만 고도의 집적화로 초래되는 칩의 “방열 문제” 및 “양자 터널링 효과”

로 인해 무어의 법칙이 머지않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연구보고도 속

속 발표되고 있다.

새로운 연산방식 발굴은 인류의 연산능력을 더한층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

이다. 이에 따라 양자컴퓨팅, DNA컴퓨팅, 광학컴퓨팅 등 연산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2019년 말에 구글은 53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선보이고 “양자패권”을 선

언하였으며, 최초로 비 폰노이만아키텍처의 비교우위를 규명하였다.

진셴민 연구팀은 취약한 양자특성에 의존하는 대신 광자 고유의 비교우위에 

의존해 특정 연산문제에서 클래식컴퓨터를 능가하는 광자컴퓨터의 잠재력을 

구현하였다.

해당 광자컴퓨터로 해석한 부분집합 합 문제(subset sum problem, 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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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산 복잡도로 말하면 NP 문제(클래식 컴퓨터로 고효율적 솔루션이 불가능

한 문제) 중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 SSP는 신형 컴퓨팅아키텍처의 연산능

력 평가의 중요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SSP를 3종 기본구조로 구성된 3차원 집적광도파로네크워크에 성

공적으로 매핑시켰고, 펨토초레이저직접기록(femtosecond laser direct 

writing) 기술을 이용해 광자칩 내부에 기입하였다. 광도파로네크워크에 광자 

주입시 연산과정은 활성화된다. 광자는 연산 매개체로서 광도파로네크워크에

서 변화하는데 모든 가능한 변화경로 탐색을 통해 해(solution)를 찾는다.

광자컴퓨터의 병렬 연산방식, 집적광도파로 네크워크의 조밀도(compact- 

ness) 그리고 빛의 매우 빠른 전파속도, 강한 간섭방지 능력 등에 힘입어 SSP 

솔루션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 물리적 규모 확장도 가능하다.

연구팀은 더 큰 규모의 광자칩 및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더 큰 스케일의 문제 

해결, 보다 강력한 연산능력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2020.02.0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2/0

4/content_43944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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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계 최초의 다중 배열 멤리스터 “스토리지 및 컴퓨팅 통합”�

시스템 개발

칭화대학교 마이크로전자연구소, 미래칩기

술 고정밀첨단혁신센터 Qian He(钱鹤), Wu 

Huaqiang(吴华强) 연구팀은 공동으로 복수

의 멤리스터 어레이 기반 스토리지 및 컴퓨팅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합성곱 신경망을 처

리할 경우의 에너지효율을 그래픽 프로세서 칩보다 2 자릿수 높여 컴퓨팅 설

비의 컴퓨팅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전력소모를 기존 칩보다 100배 줄였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게재되었다.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집적회로 축소 기법을 통한 컴퓨팅 성

능 업그레이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컴퓨팅과 스토리지는 서로 다른 회로

에서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력 소모와 추가 지연

이 초래된다. 컴퓨팅 및 스토리지 통합을 통한 AI 컴퓨팅 성능의 향상은 관련 

분야 연구의 핫이슈이다.

연구팀은 재료와 소자 구조를 최적화하여 성공적으로 고성능 멤리스터 어레

이를 개발했다. 소자의 비이상적 특성으로 인한 시스템 식별 정확도 감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훈련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은 소량의 이미지 샘플만으로 신경망을 훈련시켰으며 마지막 층 

네트워크의 일부 가중치를 미조정하여 MNIST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스토리지 

및 컴퓨팅 통합 구조의 식별 정확도를 96.19%에 달하게 하였다. 이는 소프트

웨어의 식별 정확도와 맞먹는다.

연구팀은 공간 병렬 메커니즘을 제안하여 동일한 합성곱 커널을 복수의 멤

리스터 배열에 프로그래밍하였으며 각 멤리스터 배열이 서로 다른 합성곱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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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모듈을 병렬 처리하여 병렬 수행 수준을 향상시켰고 합성곱 컴퓨팅을 가속

화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풀 하드웨어 구성의 완전한 스토리지 및 컴퓨팅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에 복수의 멤리스터 어레이를 집적하고 해당 시스

템에서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미지 식별 기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하고 스토리지 및 컴퓨팅 통합 아키텍처의 풀 하드웨어 구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멤리스터 기반 신형 메모리 및 컴퓨팅 통합 아키텍처는 컴퓨팅 성능의 병목 

현상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위한 컴퓨팅 하드웨어의 고

성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2020.02.2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2/2

7/content_440475.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2/27/content_440475.htm?div=-1


제 5 장 ICT/융합 81

50.� 509Km:� 광섬유 양자 통신의 신기록 달성

지난(济南)양자기술연구원 Wang Xiang 

bin(王向斌), Liu Yang(刘洋) 연구팀과 중

국과학기술대학교 Pan Jianwei(潘建伟) 연

구팀은 공동으로 장거리 더블 필드 양자 키 

분배 가능성의 최초 실험 검증에 이어 

300Km 실제 환경 광섬유에서 더블필드 양자 키 분배 실험에 성공한 후, 

509Km 실제 환경 광섬유에서 더블 필드 양자 키 분배（TF-QKD）에 성공하

여 양자 키 분배의 최장 전송 거리 신기록을 세웠다. 해당 성과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양자 키 분배(QKD)의 장거리 실제 응용에서 채널 소모는 가장 심각한 제한 

요소이다. TF-QKD는 단일 광자 간섭을 효과적인 감지 이벤트로 이용하여 안

전 코딩 속도를 채널 감쇠의 제곱근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시키며 무중계 상황

에서도 QKD 코딩 속도의 선형 한계를 쉽게 깰 수 있다. 그러나 TF-QKD의 

구현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 두 개의 원격 독립 레이저의 단일 광자급 간섭이 

있어야 하며, 단일 광자 검출 결과를 통해 장거리 광섬유 링크의 상대적 위상 

쾌속 드리프트의 정확한 추산을 구현해야 한다.

해당 연구는 이론적으로 Wang Xiangbin 교수가 제안한 “전송-불전송” 더

블 필드 양자 키 분배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위상 노이즈에 대한 시스템의 내성

을 크게 향상시켰다. 실험적으로, 시간-주파수 전송 기법을 이용하여 두 개의 

독립 원격 레이저의 파장을 동일하게 잠그고 추가 위상 기준광을 이용하여 광

섬유의 상대적 위상 쾌속 드리프트를 추산하여 측정 장치와 관계없이 안전 속

성을 확보했다. 최종, 실험실에서 QKD 안전 코딩 거리를 509Km로 확장하여 

기존의 무중계 QKD에 의해 제한된 절대 이론적 코딩 속도 한계를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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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더블 필드 QKD 실험과 비교할 경우, 해당 연구는 안전성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보유한다. 다시 말해서 측정 장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코드 

길이 조건에서의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했다. 시스템 중복 주파수를 베이징-상

하이 통신간선과 같은 장거리 양자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1GHz로 업그

레이드할 경우, 300Km되는 곳에서 코딩 속도가 5kbps에 달할 수 있으며 이

는 백본 광섬유 양자 통신 네트워크의 신뢰 가능성 릴레이의 수를 대량 감소하

고 광섬유 양자 보안 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2020.03.0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3/0

4/content_440723.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3/04/content_44072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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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계 최초로 “모쯔호”� 위성 양자보안 시간전송 달성

중국과학기술대학교 Pan Jianwei(潘建
伟)·Peng Chengzhi(彭承志)·Xu Feihu(徐
飞虎) 연구팀은 “모쯔호(墨子号)” 양자과학

실험위성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양자 보안 

시간 전송의 원리성 실험 검증을 통해 향후 

안전한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성과는 

“Nature and Physic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고정밀도 시간 전송은 내비게이션, 포지셔닝 등 응용 분야의 핵심 기술이다.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간 전송 기술은 주로 위성 항법 포지셔닝, 

광섬유 네트워크 등 시간 전송 솔루션을 포함한다. 최근, 시간 전송의 보안성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금융, 전력 에너지 네트워크와 같

은 다양한 네트워크 시스템에는 모두 통일된 시간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

스템이 악의적인 공격을 받을 경우, 이로 인한 시간 오류는 네트워크 붕괴, 위

성항법 오류 등 막대한 보안 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나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간 전송 기술은 데이터 변조, 신호 위장 등 다양한 공격의 잠재적 위험

에 직면해 있다.

양자의 비클론성 원리에 기반하여 단일광자 양자 상태를 캐리어로 사용하는 

시간 전송 기술은 신호 전송 과정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연

구팀은 최초로 양방향 자유공간 양자 키 분배 기술에 기반한 양자 시간 동기화 

솔루션을 제안했다. 해당 솔루션에서, 단일광자 양자 상태는 동시에 시간 전송

과 키 분배의 신호 캐리어가 되어 시간 동기화와 키 생성을 수행한다. 이 과정

에서 생성된 키는 클래식 시간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므로 시간 데이

터의 안전한 전송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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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모쯔호” 양자과학실험위성에 기반하여 위성과 지상국 사이의 단

일광자 시간 전송, 고속도 위성-지구 양방향 비동기 레이저 시간 응답기 등 핵

심 기술을 파악하여 위성과 지상국 사이의 양자 보안 시간 동기화 기술 검증을 

달성했다. 30ps의 정밀한 위성·지구 시간 전송을 구현하여 위성·지구 레이저 

시간 전송의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공간 양자 실험 분야의 기존 기술을 돌파하고 양자정보 기

술의 상용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양자정밀측정 분야의 연구와 응용을 

대폭 추진할 전망이다.

2020.05.1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5/1

3/content_444700.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5/13/content_444700.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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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최초로 단일원자와 단일분자 사이의 양자얽힘 구현

중국과학기술대학교 Du Jiangfeng

(杜江峰) 연구팀은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최초로 단일원자와 단일분자 사이의 양

자 얽힘 상태를 구현하였고 정량 특성화

를 통하여 생성된 양자 얽힘이 임계 역치

를 초과함을 규명하였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양자 감지와 양자 정보 처리 연구에서 다양한 시스템이 이용된다. 그 중, 분

자는 여러 원자로 조성된 시스템으로 원자 그룹이 회전과 진동 발생이 가능하

기 때문에 독특한 속성을 보유한다. 따라서 분자는 에너지 스팬이 아주 큰 서

로 다른 양자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상태 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주파

수는 거의 0에서 수백 THz(초당 백조 회)의 광학 주파수에 도달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자는 주파수가 판이한 서로 다른 양자 시스템을 매칭하는 매개물이 

되어 복합 양자 시스템과 정보 처리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극성 분자 

간에 장거리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양자 정보 처리 

플랫폼의 구현에 유리하다. 이러한 관련 속성은 양자 컴퓨팅과 일부 양자 정밀 

측정에서 중요한 응용을 갖는다.

연구진은 이온 트랩 시스템에 대전된 칼슘 원자와 수소화칼슘 분자를 속박

하고 레이저 제어를 이용하여 이들 사이의 얽힘 상태를 구현했다. 칼슘이온의 

전자 궤도 상태가 기저 상태에 있을 때, 분자의 회전도 저회전 에너지 상태의 

일종인 전체 상태에 있다. 특히, 완전히 다른 상태로 중첩될 수 있다. 전자(前
者)는 궤도의 여기 상태에 있고 대응하는 분자가 고회전 에너지 상태에 있다. 

또한, 상반되는 여기 매칭도 구현할 수 있다. 기저 상태와 여기 상태는 이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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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0”과 “1”과 유사한 양자 정보 즉, 양자 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원자와 분자 시너지 상태 연관 관찰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역치가 0.5 이상인 경우, 얽힘 상태 발생을 

나타낸다. 실험에서 측정된 값은 오차 범위 내에서 해당 역치를 훨씬 초과하면 

얽힘 상태의 발생을 나타낸다.

해당 연구 성과는 향후에 분자를 활용하여 양자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

요한 추진 역할을 한다.

2020.05.2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5/2

7/content_445641.htm?div=-1&tdsourcetag=s_pctim_aiomsg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5/27/content_445641.htm?div=-1&tdsourcetag=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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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모쯔호(墨⼦號)”,� 무중계 1,000km� 양자암호통신�달성

중국과기대 등 국제 연구팀은 “모쯔호(墨子號)” 

양자과학실험위성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1,000 

km급 얽힘 기반 양자암호키 분배를 달성했다. 동 실

험성과는 기존의 지상 무중계 양자암호통신의 공간 

거리를 1개 수량급으로 향상시켰고 물리적 원리를 통하여 위성이 상대방에 의

해 제어되는 상황에서도 보안성 양자통신 달성을 확보하여 양자통신의 현실적 

응용에서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관련 성과는 “Nature”에 온라인으로 게재

됐다.

양자통신은 원리적으로 무조건 안전한 통신 방식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험

실로부터 광범위한 응용을 달성하려면 현실 조건에서의 보안성 문제 및 원거

리 전송 문제 등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기존의 기술 수준에서 신뢰 

가능성 릴레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양자통신 거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 예

를 들어, “모쯔호” 양자위성중계를 이용하여 자유공간 채널을 7,600km의 대

륙 간 거리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신뢰 가능성 릴레이는 전통적인 통신 

방식의 전체 가닥 선로 보안 위험성을 제한된 릴레이 노드 범위 내로 통제하지

만 릴에이 노드의 보안성은 여전히 인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원거리 보안성 양자통신을 달성하는 최적 해결 방안은 양자 릴레이와 얽힘 

기반 양자암호키 분배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얽힘 기반 양자암호키 분배의 원

리는 얽힘 상태의 입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그 중의 1개 입자의 상태

만 측정하면 다른 1개 입자의 상태도 확정할 수 있다. 해당 특성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 사이에서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다.

위성을 양자 얽힘원으로 활용하여 자유공간 채널을 통한 멀리 떨어진 두 곳

의 직접 분배 얽힘을 분배하여 기존 기술 조건에서의 얽힘 기반 양자암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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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전망이다.

“모쯔호” 양자위성의 전단계 실험 및 기술 축적을 기반으로 연구팀은 지상 

망원경의 메인 광학적 시스템 및 후방 광경로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

해 단일 변두리 2배, 양쪽 변두리 4배의 수신 효율 향상을 달성했다. “모쯔호” 

양자위성은 운행 과정에서 신장(新疆) 우루무치(烏魯木齊) 난산(南山) 관측소 

및 칭하이(青海) 더링하(德令哈) 관측소 2개 지상 관측소와 광 링크를 형성하

여 1초에 2쌍의 속도로 지상의1,120km를 초과하는 2개 관측소 사이에서 양

자 얽힘을 형성하고 나아가 제한된 코드 길이 조건에서 1초에 0.12비트의 최

종 코드 속도로 암호키를 생성한다. 실험 과정에서 지상 수신 광경로 및 단일 

광자 탐지기 등에 대한 정밀한 설계 및 보안을 통해 공정한 샘플링 및 모든 이

미 알고 있는 채널에 대한 “면역”을 보장했으며 생성된 암호키가 신뢰 가능성 

릴레이에 의존하지 않게 하였고 보안성을 확보했다. 새로 개발된 양자 얽힘원 

기술을 결합하여 향후 위성에서 1초에 10억 개의 얽힘 광자를 생성하여 최종 

암호키 코드 형성률을 1초에 수십 비트 또는 1차 운행 과정에서 수만 비트로 

향상시킬 전망이다.

동 연구는 글로벌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 심지어 양자 인터넷을 구축하

는 주요 단계로 신뢰 가능성 릴레이에 의존하지 않는 장거리 얽힘 양자암호키 

분배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이정표로 될 전망이다

2020.06.1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1

6/content_446981.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16/content_44698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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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계 최초로 얽힘에 기반한 천km급 양자키 분배 달성

중국과학기술대학교 Pan Jianwei(潘建
伟) 연구팀은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Artur 

Ekert 연구팀, 중국과학원 상하이기술물

리연구소 Wang Jianyu(王建宇) 연구팀, 

중국과학원 소형위성혁신연구원, 중국과

학원 광전기술연구소 등 관련 연구팀과 공동으로 “모쯔호(墨子号)” 양자과학 

실험위성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얽힘에 기반한 천km급 양자키 분배를 달성

했다. 해당 성과는 “Nature”에 게재되었다.

해당 실험 결과는 기존의 지상 무중계 양자 비밀통신의 공간 거리를 하나의 

수량급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원리를 통해 위성이 다른 당사자

에 의해 제어되는 극단적인 경우에서도 여전히 안전한 양자통신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확보하여 양자통신의 실제 응용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양자통신은 원리적으로 무조건 안전한 통신 방식이지만, 실험실에서 광범위

한 응용 분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서 현실 조건에서의 보안성과 장거리 전송 문제이다.

국제학술계의 30여 년간의 노력을 통해 기존의 현장 점대점(point to 

point) 광섬유 양자키 분배의 안전거리는 백km급에 달하며 실험실 거리는 

500km에 달할 수 있다.

더 먼 거리의 양자통신을 위해서는 “정보 스테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신뢰

할 수 있는 중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양자통신의 거리를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초의 양자 비밀 통신인 “징후(베이징-상해) 간선”은 32개의 

중계 노드를 연결하여 전체 길이 2,000Km의 도시 간 광섬유 양자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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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했다. “모쯔호”를 중계로 하여 자유 공간 채널에서 7,600km의 대륙 간 통

신 거리를 달성했다.

이론적으로 양자통신 선로는 안전하지만 중계 노드의 보안성은 인위적인 보

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자 위성을 중계 노드로 사용할 경우, 위성은 사용

자가 분배하는 전부의 키를 파악하며, 만약 위성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어되

게 되면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2017년에, “모쯔호”는 천km급 양자 얽힘 분배, 양자키 분배 및 양자 순간

이동(Quantum teleportation)을 원만하게 실현하여 계획된 3가지 목표를 모

두 달성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모쯔

호”를 중계점이 아닌 얽힘원으로 계속 사용하여 안전한 키를 생성하여 양자 통

신 소스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세웠다. 연구팀

은 위성을 양자 얽힘원으로 하고 자유 공간 채널을 통해 먼 두 곳에서 직접 얽

힘을 분배하여 기존의 기술 조건에서 얽힘에 기반한 양자 비밀 통신을 달성하

는 방법을 구상했다. 2017년에, “모쯔호”는 최초로 천km급의 자유 공간 양자 

얽힘을 분배하고 얽힘에 기반한 장거리 양자키 분배를 달성하여 국제학술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론적으로, 얽힘에 기반한 양자키 분배의 원리는 얽힘 상태에 있는 입자 사

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중 한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기만 하면 다른 한

개 입자의 상태도 그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먼 곳의 두 사용자 사이에 

키가 생성된다.

입자에 대한 측정은 클라이언트(Client)에서 로컬로 발생하기 때문에 얽힘

원은 키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대상자가 얽힘원을 제공

하더라도 사용자 사이에 양자 얽힘을 탐지할 수 있기만 하면, 안전한 키를 생

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위성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학자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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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준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팀은 기존의 실험 작업과 기술 축적

을 기반으로 지상 망원경의 주광학과 후면 광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

측(single side) 2배, 양측(double side) 4배의 수신 효율 향상을 달성했다.

“모쯔호” 위성이 통과하는 동안, 1,120km 떨어진 신장(新疆) 우루무치(乌
鲁木齐) 난산(南山) 스테이션과 칭하이(青海) 더링하(德令哈) 스테이션 두개의 

지상국에 동시에 광회선을 구축하여 초당 2쌍의 광자 속도로 두 지상국 사이

의 양자 얽힘을 설정하고 제한된 코드 길이에서 초당 0.12비트의 최종 코드 레

이터에서 키를 생성했다.

연구팀은 실험에서 지상 수신 광로와 단일광자 검출기 등을 신중하게 설계

하고 보호하여 공정한 샘플링과 이미 알려진 모든 사이드 채널에 대한 면역을 

보장하였다. 생성된 키는 신뢰할 수 있는 중계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 보안성을 

확보했다.

연구팀은 해당 성과는 원리적인 과학 실험으로 아직 실용 가치가 없다고 하

면서 향후의 연구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해당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된 고효율 위성·지상 링크 수집 

기술은 양자 위성 부하 중량을 기존의 수백kg에서 수십kg 이하로 줄일 수 있

으며, 지상 수신 시스템의 중량도 기존의 10여 톤에서 약 100kg으로 대폭 감

소시켜 수신 시스템의 소형화, 이동 가능성을 달성하여 향후 위성 양자통신의 

규모화, 상업화 응용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6.19. https://mp.weixin.qq.com/s/yvK82-oOXsHlKd5G4xljYA

https://mp.weixin.qq.com/s/yvK82-oOXsHlKd5G4xlj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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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최초로 1,250쌍 원자의 고충실도 얽힘상태 동시 제조

중국과학기술대학교 Pan Jianwei (潘建偉) / 

Yuan Zhensheng (苑震生) 연구팀은 이론적으로 

원자 심층 냉각 새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구현한 토대 위에 광격자에서 1,250쌍 원자의 고충

실도 얽힘상태 동시 제조를 최초로 달성하여 초저온 

원자 광격자 기반 규모화 양자컴퓨팅 및 시뮬레이션

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자얽힘은 양자컴퓨팅의 핵심 자원이다. 양자컴퓨팅의 능력은 얽힘 비트

(bit)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고품질 얽힘 입자 쌍

(pair) 동시 제조는 대규모 얽힘상태 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

만 얽힘 쌍의 품질 및 양자 논리 게이트 조종 정밀도의 제한으로 기존의 제조 

가능한 최대 얽힘상태 거리 실용화 양자컴퓨팅,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얽힘 비

트수, 충실도 등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양호한 확장 가능성 및 고정밀도 양자 조종성을 보유한 광격자 초저온 원자 

비트 및 초전도 비트는 규모화 양자얽힘을 최초로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스템이다. 연구팀은 교차식 격자구조를 이용해 절연상태 저온 원자를 초유동

상태에 침지시키는 새 냉각메커니즘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절연상

태와 초유동상태 간 고효율적 원자/엔트로피 교환을 통해 시스템의 열량을 주

로 초유동상태 저에너지 여기 형식으로 저장한 후 정밀 조종수단을 이용해 초

유동상태를 제거하여 낮은 엔트로피의 완벽하게 채워진 격자를 획득한다. 연구

팀은 실험을 통해 상기 냉각 과정을 구현하였다. 냉각 후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65배 감소되는 등 기록적인 저엔트로피를 달성하였고 격자 중 원자 충전율

(filling ratio)을 99.9%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팀은 2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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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고속 얽힘 게이트를 개발해 99.3% 얽힘 충실도의 1,250쌍 얽힘 원자를 

획득하였다.

나아가 연구팀은 여러 쌍 얽힘 원자 연결 방법을 통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에 이르는 원자 비트 얽힘상태를 제조해 단일 방향 양자컴퓨팅 및 복잡계 강상

관 다체 시스템 양자시뮬레이션 연구에 이용하였다. 연구팀이 제안한 상기 새 

냉각기술은 초저온 페르미온 시스템 심층 냉각에 이용돼 고온 초전도 물리메

커니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온도 구간에 도달시킬 전망이다. 해당 성과는 양

자컴퓨팅 및 시뮬레이션 분야의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보인이다.

2020.06.2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2

2/content_447419.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22/content_44741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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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계 최초로 천만코어 병렬 제일성 원리 컴퓨팅 시뮬레이션

달성

중국과학기술대학교 허페이(合肥)마이크로

스케일물질과학 국가연구센터 Jin Long(金
龙) 연구팀은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대규모 수

만 개 원자분자 고체 시스템의 제일성 원리 

컴퓨팅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DGDFT에 기반

해 중국산 선웨이·타이후즈광(神威·太湖之光)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천만코

어 초대규모 병렬 컴퓨팅을 달성했다. 해당 성과는 “Chinese Science 

Bulletin”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DGDFT방법은 자기모순 없는 장(self-consistent field)의 반복과정에서 

동적으로 생성된 적응적 국지기저함수(ALB)를 이용해 KS방정식을 푸는 방법

으로 평면파 기저계(basis set)와 견줄 수 있는 고정밀도 계산 결과이다. 해당 

성과의 알고리즘은 양극 병렬화 전략을 채택해 병렬 계산 중 다양한 데이터 분

포, 태스크 스케줄링(task scheduling) 및 데이터통신 방안 등을 처리하였고 

선웨이(申威) SW26010 매니코어 프로세서의 장점을 결합해 마스터/슬레이브 

코어 멀티스레드 이기종(heterogeneous) 병렬 및 고성능 계산 함수 라이브러

리를 구축하여 “선웨이·타이후즈광”에서의 초대규모 고성능 DFT 계산 시뮬레

이션을 완성하였다.

계산 결과 DGDFT 방법은 “선웨이·타이후즈광” 슈퍼컴퓨터에서 8,519,680

개 계산 프로세싱 코어(131,072개 코어그룹)로 병렬 확장될 수 있어 수만 개 

탄소원자(11,520개 탄소원자)를 함유한 2차원 금속 그래핀 시스템의 전자구조 

성질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 및 고성능 컴퓨팅기술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KS방정식 밀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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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이론(KS-DFT) 기반의 제1원리 계산 시뮬레이션은 응집물질물리, 재료과

학, 화학 및 생물 등 연구 분야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웨이·타이후즈광 슈퍼컴퓨터 시스템은 이론적 부동점 컴퓨팅파워가 10억

억차급에 달하는 세계 첫 슈퍼컴퓨터 시스템이다. 강력한 이론적 부동점 컴퓨

팅파워는 중국이 자체 설계한 40,960개의 제2세대 선웨이 26,010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비롯되었으며 대규모의 멀티레벨 병렬 컴퓨팅 유닛과 독특한 온

칩 스토리지 구조를 보유한다. 그러나, 병렬 알고리즘 설계와 성능 최적화는 

여전히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핵심 응용의 구동 하에 알고리즘 설계와 최

적화를 달성하는 방법 개발이 시급하다.

연구진은 중국과학기술대학교의 이론 및 컴퓨터화학의 저 단위(Low scale) 

이론적 알고리즘과 중국산 고성능 병렬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장

점을 결합하여 선웨이·타이후즈광 슈퍼컴퓨터의 강력한 컴퓨팅파워를 최대한 

발휘했다. 저 단위, 저 통신(Low communication), 저 메모리, 저 메모리 액

세스(Low memory access)의 병렬 컴퓨팅 방법을 개발하고 평면파 정확도를 

갖춘 천만코어 초대규모 고성능 병렬 컴퓨팅을 달성했다. 또한, 시뮬레이션 시

스템의 크기(수만 개 원자)는 국제 동등 평면파 정확도의 컴퓨팅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보다 수백 배 더 높다.

해당 연구 성과는 현대 최첨단 컴퓨팅 방법과 세계 최고 고성능 컴퓨팅 플랫

폼을 이용한 대규모적이고 장시간의 고정확도 제일성 원리 재료 시뮬레이션을 

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2020.07.1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7/0

9/content_448341.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7/09/content_44834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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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국산 인허치린(銀河麒麟)� 운영체제(OSD)� V10� 발표

2020년 8월 13일, 중국전자그룹은 인허치린

(银河麒麟) 운영체제(OS) V10을 발표했다. 기

존의 OS가 외국회사에 의해 독점된 상황에서 

인허치린 OS V10의 발표는 중국산 OS의 최신 

기술 실력과 연구 성과를 보여주며 전례 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OS는 소프트웨어의 영혼이자 정보 보안 시스템의 초석이다. 오랫동안, 중국

은 하이테크 기저(Underlying) 기술 분야의 칩 기술과 OS가 없는 고통을 겪

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인허치린 OS V10은 중국전자가 지난 40년간 OS 자체혁신 

여정에서 달성한 단계적이고 대표적인 성과이다. 새로 발표된 버전은 중국 최

고의 보안 등급을 보유하고 중국 OS의 도약을 달성했다. 내생 보안, 모바일 통

합, 최고의 성능, 생태 보호, 사용자 경험 업그레이드, 클라우드 기능 등 6가지 

하이라이트를 보유하며 중국전자가 다년간의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및 엔지니

어링 실천에서 축적한 최신 성과를 보여주었다.

인허치린 V10은 중국의 OS 개발에서 직면했던 아래의 주요 문제점을 해결

하였다.

① 보안성 해결. OS는 정보 보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OS에 허점

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나 기저 하드웨어 플랫폼이 네트워크 공격

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OS는 전체 정보 보안 분야의 핵심 기술

이다.

② 생태 문제 해결.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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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적합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인허치린 OS V10은 풍부

한 소프트웨어 생태를 통합하였다. 오피스, 그래픽, 게임 등 11가지 유형의 

3,500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였으며 데스크톱 버전은 안드로이드 호환 생

태계를 통합하고 다양한 주변 장치와 호환되어 사용자의 일상 수요를 충족시

킨다.

③ 시장성 문제 해결.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누군가가 구매하고 사용하고 사

용자의 호평을 받아야만 진정한 성공이다. 따라서 출시한 OS는 기술적 성공과 

생태학적 성공뿐만 아니라 시장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허치린 OS V10은 

이미 10,000에 달하는 정부기관과 업계 고객을 확보했다.

2020.08.2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8/2

0/content_451744.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8/20/content_451744.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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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세계 최대 뉴런 규모의�뇌형 컴퓨터 개발

저장(浙江)대학은 즈장(之江) 실험실과 공

동으로 중국 첫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뇌

형(Brainlike) 칩 기반 뇌형 컴퓨터를 개발했

다. 해당 뇌형 컴퓨터는 저장대학교가 개발한 

792개의 다윈 2세대 뇌형 칩을 포함하고 1.2

억 스파이킹 뉴런(Spiking neuron) 및 720

억 시냅스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생쥐 대뇌 뉴런수 규모에 해당되며 전형적

인 운영 전력 소모는 350~500W로 현재 세계에서 뉴런 규모가 최대인 뇌형 

컴퓨터이다.

초기 컴퓨터는 수치계산 능력이 우수한 폰 노이만 아키텍처(Von Neuma- 

nn architecture)를 선택했다. 하지만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데이터 저장과 

컴퓨팅 분리로 인한 메모리 벽(Memory wall)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컴퓨팅 모드는 빅데이터를 대표로 하는 컴퓨팅 성능 향상을 제한한다. 동시에 

데이터 구동의 지능 알고리즘, 훈련에 대량의 표본 및 밀집 컴퓨팅이 요구되지

만 거일반삼(舉一反三), 자율학습 등 고급 성능이 비교적 낮다.

대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언어 이해, 시각 식별, 의사

결정, 조작 제어 등 다양한 지능적 행위를 생성하고 또한 에너지 소모가 적다. 

자연계에서 100만 개 이하의 뉴런을 보유한 많은 곤충은 실시간 목표 추적, 경

로 계획, 내비게이션 및 장애물 회피 등을 달성할 수 있다.

뇌형 컴퓨팅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뇌 신경망의 구조 및 

작용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성한다. 뇌형 칩

의 작동 원리는 생체 뉴런과 유사한바 펄스 전달 신호를 통해 고도 병렬

(Embarrassingly parallel) 및 효율 향상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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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칩에는 15만 개의 뉴런이 있고 4개 칩으로 1개의 패널을 형성할 수 있

으며 여러 개의 패널을 연결하여 1개의 모듈을 형성할 수 있다. 많은 뉴런의 

고효율적인 유기적 조합을 달성함과 동시에 무질서한 정보 흐름을 질서 있게 

대응되는 기능 뇌영역에 배치하기 위해 연구팀은 뇌형 컴퓨터 전용 조작 시스

템-다윈 뇌형 조작 시스템(Darwin OS)을 개발하여 기능 임무 전환 시간을 마

이크로초 수준에 도달시키고 뇌형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스

케줄링을 달성하여 뇌형 컴퓨터의 운영 및 응용을 지원했다.

연구팀은 또한 해마체 신경회로 구조 및 신경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학습-기

억 융합 모델을 구축하여 음악, 시, 수수께끼 등의 시계열 기억 기능을 달성했

고 다양한 뇌영역을 시뮬레이션하여 신경 모델을 구축하여 과학연구에 신속하

고 대규모적인 시뮬레이션 도구를 제공했다. 현재 해당 1억급 뉴런 뇌 모방 컴

퓨터로 다양한 지능 임무를 달성했다.

뇌형 컴퓨터를 더욱 “총명”해 지게 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주요 연구 과제이

다. 신경과학의 발전 그리고 뇌형 컴퓨터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툴체인 및 컴

퓨팅의 성숙과 더불어 뇌형 컴퓨터는 일반화되어 진정으로 대뇌처럼 고효율적

으로 작업할 수 있고 또한 폰 노이만 아키텍처와 공존 및 상호보완하면서 다양

한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해당 1억급 뉴런 뇌형 컴퓨터의 가치를 진정으로 

구현하려면 생활에서의 지능화 임무 처리 외에 우선 신경과학 연구에 응용되

어 대뇌의 작용 메커니즘 연구에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020.09.04. https://mp.weixin.qq.com/s/KKtNyqhRmpBzHM9zolCUFQ

https://mp.weixin.qq.com/s/KKtNyqhRmpBzHM9zolCU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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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세계 최초 환도 양자 보안통신 네트워크 구축

2020년 10월 14일, 중국과학원 산하 궈

커(國科)양자통신네트워크유한회사와 중국

광전(中國廣電) 산하 중국케이블방송네트

워크유한회사는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

(海口)시에서 세계 최초의 환도(Round 

the island) 양자 보안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난성 정부는 2017년에 궈커양자통신사와 전략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단

계적으로 환도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하이커우시의 양자 도시권 네트

워크 구축이 완료되어 2020년 6월에 개통 운영되었다.

이번에 체결한 프로젝트는 하이커우시 양자 보안통신 도시권 네트워크 및 

정부 업무 시범 응용을 기반으로 궈커양자통신사와 중국케이블방송사가 협력

하여 공동으로 환도 지상 광섬유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궈커양자

통신사는 하이난성 본도 및 주변섬에 고정식 및 이동식의 양자위성 지상국을 

구축하여 전자업무, 항공 우주, 금융 보안, 주요 이벤트 지원, 고급 의료, 에너

지 석유가스 등 분야의 위성-지상 통합 광역 양자 보안통신 관련 응용

-“1+1+1+X”를 전개할 예정이다.

환도 간선망 프로젝트는 동서 선로 총 길이가 1,000km 이상인 지상 광성유 

양자 보안통신 성급 간선망을 구축하고 원창(文昌)시에 환도 양자 네트워크 종

합제어센터, 보안관리센터 및 업무운영 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체 네트워크

의 종합 제어, 스케줄링, 네트워크 관리, 요금계산 기능을 달성하고 양자 보안

통신의 보안 방어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두 단계에 걸쳐 하이난성 9개 현시에 양자 도시권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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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구축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이커우시(확장), 원창시 항톈시티(航天
城), 충하이(琼海)시 보아오(博鳌), 완닝(萬寧)시, 링수이(陵水)현, 싼야(三亞)

시 등 6개 현시의 양자 보안통신 도시권 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 간 보안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 서비스 부문, 금융 기관 및 중대형 기업의 높은 

보안통신 수요를 충족시킨다. 두 번째 단계에는 단저우(儋州)시 양푸(洋浦), 창

장(昌江)현, 둥팡(東方)시 등 3개 현시를 포함한다.

원창시 항톈시티에는 하이난성의 많은 핵심 보안 시설이 집중되었다. 하이

난성은 양자 위성 지상국과 운영센터를 구축에서 첫 번째 단계에 원창시 항톈

시티 고정식 지상국을 구축하여 우주 양자 관련 기술 성과와 하이난성 항공우

주 산업의 결합을 추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싼야시, 싼사(三沙)시, 창장현 등 

지역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지상국을 구축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환도 지상 광섬유 간선망, 새로 구축하는 각 현시 양

자 도시권 네트워크와 양자 위성 상국을 통해 “성-시-구역(현)” 3개급의 양자 

보안통신을 달성하여 종횡방향으로 관통되고 접입이 간편하며 응용 범위가 넓

은 우주-지상 통합 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2020.10.20. 

http://www.hainan.gov.cn/hainan/tingju/202010/ded66578b1f54909af

4190a5fe31edc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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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계 첫 양자직접통신 프로토타입 개발

칭화(清華)대학 Long Guilu(龍桂魯) 연구팀

은 최근 세계 첫 실용 가치를 보유한 양자직접

통신 프로토타입 개발하였고 전체 설계 기능 및 

장시간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10Km 

광섬유 링크에서 4kb/s 통신 속도의 양자암호

전화를 달성하여 양자직접통신의 실용화 발전

을 촉진시켰다. 양자직접통신 기술 이론은 LONG Gui-lu 연구팀이 2000년에 

독창적으로 제안했다.

슈퍼컴퓨터와 양자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통신보안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은 광범위한 관심사로 떠오

르고 있다. 양자암호키분배, 양자암호공유 및 양자직접통신은 양자암호통신의 

가장 주요한 3종 이론이다. 그 중에서 양자암호키분배 및 암호공유는 모두 먼

저 양자채널을 이용해 암호키를 협상한 다음 전통적인 암호통신을 이용해 정

보를 전달한다. 양자직접통신은 줄곧 사용하던 암호키분배 및 암호문 전달 이

중 채널 구조를 한 가닥의 양자 채널을 보유한 단일 채널 구조로 변화시켜 암

호키분배가 필요 없이 직접 양자채널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통신 보안성이 향

상되었으며 응용 범위가 확장됐다.

양자직접통신 기술은 절대적 보안 요구를 개념적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준다.

2020.10.29. 

http://www.most.gov.cn/gnwkjdt/202010/t20201027_1594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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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중국,� 76개 광자의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 -� “지우장(九章)”�

개발

중국과학기술대학 Pan Jianwei(潘建
偉)/Lu zhaoyang(陸朝陽) 연구팀은 중

국과학원 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연구소, 

국가병렬컴퓨터공학기술연구센터와 공동

으로 76개 광자의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 

“지우장(九章)”을 구축해 실용 전망이 있

는 “가우스 보손 샘플링(Gaussian boson sampling)” 임무의 쾌속 해법을 구

현하였다. 동 양자컴퓨팅시스템의 가우스 보손 샘플링 처리 속도는 현재 최고

속 슈퍼컴퓨터에 비해 100조 배 빠르고 구글이 2019년에 발표한 53개 초전도 

큐비트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 “시커모어(플라타너스)”와 등가적으로 비교해 

100억 배 빠르다. 이로써 중국은 양자컴퓨팅 연구의 첫 번째 이정표인 “양자

우월성(외국애서는 “양자패권”으로 칭함)”을 달성하였다. 해당 논문은 

“Science”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원리적으로 초고속 병렬 컴퓨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양자컴퓨터는 클래식 

컴퓨터에 비해 지수급 가속이 가능하다. 양자컴퓨터는 현재 유럽·북미 선진국

이 각축전을 벌이는 초점이 되었다. 양자컴퓨터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개 

지표성 발전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50~100개 큐비트를 보유한 고정밀도 

전용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계산과학 중 양자컴퓨팅의 우월성을 구현하는 것이

고 두 번째 단계는 수백 개 큐비트를 코히렌트 조종할 수 있는 양자시뮬레이터

를 개발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통합 가능한 큐비트 수효를 100만 수량급

으로 대폭 향상시키고 결함 허용 양자 논리게이트를 구성하는 등 프로그래머

블 범용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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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Jian-wei 연구팀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초기 클래식 컴퓨터

(ENIAC)를 능가하는 광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2019년에 출력 

복잡도가 48개 큐비트의 힐베르트공간에 해당하는 20광자 입력 60모드 간섭

회로의 보손 샘플링을 구현해 양자컴퓨팅 우월성 달성에 거의 접근했다.

연구팀은 고효율, 높은 동일성, 매우 높은 밝기 및 대규모 확장능력을 동시

에 보유한 양자광원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76개 광자 100개 모드의 가우스 보

손 샘플링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 “지우장”(중국 고대의 가장 이른 수학서 “구

장연산(九章算術)”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이름)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양

자상태 공간 출력수가 1,030에 달하는 “지우장”의 가우스 보손 샘플링 처리 

속도는 현재 세계 1위 슈퍼컴퓨터 “후가쿠(Fugaku)”에 비해 100조 배 빠르고 

구글이 2019년에 발표한 53비트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 “시커모어”와 등가적

으로 비교해 100억 배 빠르다. 또한, 구글 53비트 무작위 회로 샘플링 실험에

서 양자컴퓨팅 우월성이 샘플수효에 의존하던 허점을 폐쇄하였다.

해당 성과는 국제 양자컴퓨팅 연구에서 중국의 선두그룹 지위를 튼튼히 지

켰고 향후 중요한 실용가치를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화 양자시뮬레

이터 개발에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연구는 논문심사자로부터 “가장 

선진적인 실험”이며 또한 “중요한 성과”란 평가를 받았다.

2020.12.0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2/0

4/content_458918.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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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국 첫 대형 단결정 실리콘 성장 설비 제조

시안(西安)이공대학과 에스윈(ESWIN) 

설비기술유한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중국 

첫 차세대 대형 집적회로 단결정 실리콘 성

장 설비가 성공적인 시험생산을 달성했다. 

해당 설비의 단결정 실리콘봉은 길이가 

2.1m이고 지름이 300mm(12인치)에 달하여 중국 최초로 칩 제조 분야에서 

12인치 실리콘 웨이퍼 핵심 기술을 파악하였다.

실리콘 단결정봉의 생산은 먼저 고순도 다결정 실리콘을 석영 도가니에 넣

고 1,400°C 이상으로 가열하여 실리콘 용액으로 녹인 다음 시드 결정을 실리

콘 용융액에 담그고 시딩(Seeding), 숄더링(Shouldering), 숄더 확장

(Shoulder expanding), 등지름 성장, 마감 등 단계를 통해 단결정 실리콘봉

의 드로잉을 완성한다. 단결정 실리콘봉을 생산한 후, 결정봉을 300~400mm 

길이의 실리콘 블록으로 절단한 다음 와이어 절단으로 약 1mm 두께의 웨이퍼

를 얻은 다음 연마, 세척하여 고품질의 연마된 웨이퍼를 얻는다.

에스윈실리콘웨이퍼기술유한회사는 2018년부터 시안이공대학과 협력하여 

28nm 미만의 집적회로 칩 생산을 위해 무전위, 무원생결함, 초평탄 및 우수한 

나노토포그래비(Nanotopography)의 12인치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였다. 

또한, 실리콘 웨이퍼의 가공, 세척 및 에피택셜 서비스도 제공한다.

에스윈회사는 시안시에 실리콘 산업기지를 소유하고 있고 두 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예정으로 1단계에서 월 50만 개 생산을 달성할 계획이다. 

2020.12.29. 

http://news.yesky.com/354/720861854.shtml?qq-pf-to=pcqq.group

http://news.yesky.com/354/720861854.shtml?qq-pf-to=pcqq.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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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세계 첫 규모화 태양연료 합성시범 프로젝트 시운전

2020년 1월 17일, 중국과학원 다롄(大連)화학

물리연구소가 개발한 세계 첫 1,000t급 규모화 태

양연료(Solar fuel) 합성 시범 프로젝트가 간쑤(甘
肅)란저우신구(蘭州新區)친환경화공단지에서 시

운전에 성공하여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산업화 생산의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태양연료 합성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다음 물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 이산화탄소 수소

화에 의한 메탄올 전환 등을 통해 액체연료를 제조하여 재생가능에너지를 액

체연료에 저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

너지, 이산화탄소 및 물을 이용하여 청정 재생가능에너지인 메탄올 등 액체연

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간헐적이고 분산된 태양에너지를 재생가

능에너지로 수집하여 저장하는 에너지저장 기술이다.

동 프로젝트는 태양광발전, 물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 이산화탄소 수소



제 6 장 에너지/환경 107

화에 의한 메탄올 합성 등 3개 기본 단계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석탄, 천연가

스로 메탄올을 제조하는 방법과 달리 동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자원

으로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였고 태양연료 메탄올을 친환경

적으로 생산하였으며 탄소 무배출을 구현했다.

동 프로젝트는 다롄화학물리연구소 Li Can(李燦) 연구팀이 개발한 전기촉

매 물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 기술 및 촉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수소화 메탄올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 알칼리성 물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 기술 분야

에서 리찬 연구팀은 중국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신형 물전기분해 수소 제

조 촉매를 개발하였고 쑤저우(蘇州)징리(競立)수소제조설비유한회사와 공동으

로 규모화(1,000표준입방미터/시간) 물전기분해 수소 제조 설비를 개발하여 

물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 원가를 대폭 절감시켰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규

모화 알칼리성 물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 최고 효율이다.

이산화탄소 수소화 메탄올 제조 기술 분야에서 리찬 연구팀은 자체로 개발

한 고용체(Solid solution) 바이메탈 산화물 촉매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고

선택성, 고안정성 수소화 메탄올 합성을 달성했다.

동 프로젝트는 중국 에너지 안전 문제 완화, 나아가 글로벌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중국 서부지역의 풍부한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

너지 최적화 이용 방법을 탐색하여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액체연료 

메탄올로 전환시키는데 특고압 전기 사용을 제외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했다. 

또한 태양연료 메탄올은 수소 담체(Carrier)로서 수소에너지 저장 및 수송의 

안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2020.01.21. http://www.cas.cn/cm/202001/t20200117_473198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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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신형 유황시약 개발

안후이농업대학 농산품품질안전 실험실 Li 

Yahui(李亞輝) 연구팀은 기존 유황시약의 

심각한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형 유

황시약을 개발해 함황화합물 합성에 새 경로

를 제공했다. 해당 성과는 “팔라듐 촉매 할로

겐화 벤젠과 티오에테르, 설포리피드 분자 간 유황기 전이”란 제목으로 

“Chemical Science”에 게재되었다.

의약, 농약, 고분자재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함황화합물은 수많은 약물

분자의 핵심 약물작용발생단(pharmacophore)으로서 그 제조 관련 연구는 

줄곧 관심을 받고 있다. 함황화합물 제조시 보편적으로 유황시약을 필요로 하

는데 일반적인 유황시약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제조가 어려우며 악취를 풍기는 

등 문제가 있고 또한 사용과정에 쉽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작업자 

신체에도 피해를 준다. 따라서 새 함황화합물 합성경로 개발은 업계의 미해결 

과제로 되고 있다.

기존 함황화합물의 제조 경로는 기질(substrate)을 통해 유황시약과 합성시

키는 것이다. 연구팀은 역발상 방식을 활용해 기존의 염가 함황화합물을 화학

반응에서 유황시약 분자형식으로 되돌린 다음 새 기질과 반응시켜 새 함황화

합물을 합성할 수 있을지를 설계하였다. 해당 유형의 신형 유황시약은 일반적

인 유황시약의 사용을 회피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 및 인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약원(reagent sources)을 확장하여 의약, 농약 중 함

황화합물 제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2020.03.17. 

https://baijiahao.baidu.com/s?id=1661101530247677088&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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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최초로 심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수평정 시추�성공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은 수심 

1,225m 난하이 선후(神狐) 해역에서의 천연

가스 하이드레이트(“불타는 얼음”이라 불림) 

제2라운드 시험 채굴에서 가스 총생산량 

86.14만 m3, 일평균 가스 생산량 2.87만 m3

의 2가지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한편 심해 옅

은 부드러운 지층 수평정 시추 핵심 기술을 파악하고 탐사적인 시험 채굴에서 

시험적인 시험 채굴의 도약을 달성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대표적인 중요한 성

과를 거두었다.

난하이 선후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제2라운드 시험 채굴은 

2019년 10월에 본격 가동됐고 2020년 2월 17일에 시험 채굴에 성공했으며 

2020년 3월 18일, 예정된 목표 임무를 달성했다. 제2라운드 시험 채굴 1개월 

동안의 천연가스 총생산량은 60일 동안 수행한 제1라운드 시험 채굴 천연가스 

총생산량의 2.8배에 달한다. 제2라운드 시험 채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

요 성과를 달성했다. ① 심해 옅은 부드러운 지층 수평정 시추 핵심 기술을 파

악하여 가스 생산 규모를 대폭 향상시켜 생산성 시험 채굴, 상업적 채굴에 튼

튼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최초로 수평정 시추 기

술로 해역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시험 채굴을 달성했다. ② 천연가스 하이드

레이트 탐사 채굴 산업화 핵심 기술 장비 시스템을 자체로 개발하였고 심해 탐

사 및 개발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6가지 종류의 32개 항목 핵심 기술

을 파악했고 12개 항목의 핵심 장비를 개발했는데 그 중의 갱구(Pit mouth) 

안정성 제어 장치 석션 앵커(Suction anchor) 기술은 해외의 독점을 타개하

였다. 해당 기술 장비는 해양자원 개발, 해양공사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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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전망이며 새로운 심해 기술 장비 산업사슬의 형성을 이끌어 중국의 “심해 

진입, 심해 탐사, 심해 개발” 능력을 증강시킬 전망이다. ③ 독특한 특성의 환

경보호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으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친환경 

개발 가능성을 더한층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자체 혁신으로 환경 위해성 예방

통제 시스템을 형성하고 대기, 수체(Water body), 해저, 갱정에서의 일체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험 채굴 과정에서 메탄 누설이 없었고 지

질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산업화 달성은 이론연구 및 시뮬레이션 시험, 탐

사적인 시험 채굴, 시험적인 시험 채굴, 생산성 시험 채굴, 상업적 채굴 등 5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2라운드 시험 채굴 성공은 탐사적인 시험 채굴에서 시

험적인 시험 채굴 단계로 도약하여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산업화 과정에 

핵심적인 한걸음을 내디디었다. 현재 제2라운드 시험 채굴을 수행하는 한편 천

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개발 산업화와 생산성 시험 채굴 이행에 필요한 테

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2020.03.3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3/2

7/content_442279.ht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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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신에너지 자동차 항속 거리 600Km�“블레이드 배터리”�출시

2020년 3월 29일, 비야디 주식

회사(比亚迪, BYD)는 차세대 동력 

배터리 제품인 “블레이드 배터리”

를 출시했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독창적인 구조 설계로 공간 이용률

을 기존 배터리보다 50% 향상시키고 초강 안전성 및 긴 수명, 긴 항속거리 장

점을 보유한다. 또한, 배터리의 안전성, 체적 에너지 밀도 및 비용 등 면에서 

장점을 보유한다.

“블레이드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성이다.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

한 신에너지 자동차의 항속 거리는 600Km에 달하며 2020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의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는, 배터리로 배터리 모듈을 조립하

고 다시 배터리팩을 조립한다. 대량의 구조부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배터

리팩의 공간 이용률은 약 40%에 불과하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조립 과정에서 배터리 모듈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

터리팩으로 조립되어 배터리팩의 공간이용률이 60% 이상에 달하며 기존에 비

해 50% 향상되었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배터리 업계에서 공인하는 가장 엄

격한 침술 테스트를 통과했다. 해당 테스트는 3~8mm 직경의 강철 바늘로 배

터리를 꿰뚫어 배터리에 불이 붙거나 폭발하는지를 확인한다. “블레이드 배터

리는” 침술 테스트에서 구조가 완전하고 안정적이며 불이 붙거나 연기 나는 현

상(열폭주 현상)이 없었다.

2020.03.3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3/3

0/content_44243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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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세계 첫 유연성 직류 전력망 송전시스템 완공

2020년 6월 10일 17시경, 국가 전력망 

±500kV 장베이(張北) 유연성 직류

(Flexible Direct Current) 전력망 공정 선

로가 성공적으로 순간적 단락 전류 충격을 

극복하고 운영에 들어가기 전의 최종 라운

드 테스트-인공 접지 단락 테스트를 완료했다. 2020년 6월 29일, 세계 첫 직

류 전력망-장베이 신재생에너지 유연성 직류(Flexible Direct Current) 전력

망 테스트 시범 공정이 168시간의 성능시험 및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 운영

단계에 돌입했다. 이로써 장베이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서

우두(首都) 전력망에 접속시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모든 경기장에 올

림픽 사상 최초로 100% 청정에너지 전력공급을 보장하고 베이징시 전력소비

량의 1/10도 환경친화성을 구현하였다.

유연성 직류는 20세기 90년대에 나타난 전압원 컨버터(Voltage source 

converter, VSC)를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 직류 송전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직

류는 전류가 단일 방향으로 흐르므로 점 대 점 송전(Point to point 

transmission)이 가능하고 네트워킹이 불가능하다. 유연성 직류는 선진적인 

VSC 및 IGBT를 사용하였기에 완전 제어 가능한 워터 펌프가 물의 흐름 방향, 

속도 및 유량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과 같이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특성으로 해당 유연성 직류는 전력망에 대규모적인 간헐성,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접속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발휘할 수 있다.

총 투자액이 125억 위안(한화 약 2.12조)인 장베이 유연성 직류 전력망 시

범 공정에서 장베이, 캉바오(康保), 펑닝(豐寧) 및 베이징에 정격전압이 ±500 

kV이고 정격 송전용량이 450만KW이며 송전선로 길이가 666Km인 4개의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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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스테이션을 새로 구축했다. 장베이, 캉바오 컨버터 스테이션은 송전단으

로 신에너지가 접속되고 펑닝 스테이션은 조정단(Mediation terminal)으로 

양수발전 구간이 접속되며 베이징 스테이션은 수전단으로 서우두 부하중심

(Load center)이 접속된다. 해당 공정은 2017년 12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의 심사에 통과되고 2018년 2월에 구축을 가동했다.

동 프로젝트는 중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선진수준의 유연성 직류 전

력망 새 기술을 채택하여 12가지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3대 세계급 핵

심 기술을 확보했다. ① 유연성 직류 네트워킹 기술을 최초로 제안하여 파악하

고 세계 첫 진정한 네트워크 특성을 보유한 직류 전력망을 구축했다. ② 유연

성 직류의 송전 용량을 일반적인 직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중국의 유연성 직

류 연구를 제한하는 핵심 문제를 파악했다. ③ 유연성 직류의 신뢰성을 일반적

인 직류 수준으로 향상시켜 유연성 직류 송전의 대규모 산업화 응용이 가능해

졌다.

장베이 유연성 직류 전력망 테스트 시범 공정은 세계 첫 대규모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양수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는 4단자 유연성 직류 

전력망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베이징 지역에 1년에 약 225억 kW·h의 청정에

너지를 수송하여 780만 t의 표준석탄(Standard coal)을 절약하고 2,040만 t

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0.07.0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1

1/content_446573.htm?div=-1



114 2020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68.�세계 첫 100MW�압축공기 에너지저장시스템 익스팬더의

통합 테스트 완료

2020년 7월 21일, 중국과학원 공정열물리연

구소(IET)가 개발한 세계 첫 100MW 선진적 압

축공기 에너지저장시스템 익스팬더(Expander)

의 통합 테스트가 완료됐다.

에너지 저장 기술은 에너지 혁명의 지원 기술 

및 전략적 신흥산업이다. 압축공기는 에너지 저

장 규모가 크고 비용이 저렴하며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장 큰 개발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에너지 저장 기술이다. IET는 중국 

최초로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연구를 수행한 기관으로 15년 동안의 노력을 거

쳐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했고 시스템 전체 

작동상태 설계 및 제어, 멀티 레벨 고부하 압축기 및 익스팬더, 고효율 초임계 

축열/열교환 등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본 익스팬더는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고부하, 대유

량, 복잡한 유동 열전달 결합 및 작동상태 변화 제어가 어려운 등 기술적 어려

움이 있다. 연구팀은 다년간의 노력을 거쳐 멀티 레벨 익스팬더의 풀 3D(Full 

3D) 설계, 복잡한 축계(Shaft system) 구조, 작동상태 변화 조절 및 제어 등 

핵심 기술을 파악하여 세계 첫 100MW급 선진적 압축공기 시스템의 멀티 레

벨 고부하 익스팬더를 개발했다. 해당 100MW 익스팬더의 가공, 통합화 및 성

능 테스트는 이미 완료됐고 각항 테스트 결과는 전부 합격하여 설계기준에 도

달 또는 초과했다. 

2020.07.2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7/2
2/content_449037.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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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중국 특고압 유연성 직류 프로젝트 단계적 가동

2020년 7월 31일, 세계 최초 특고압 유연

성 직류 프로젝트인 중국 쿤류룽(昆柳龙) 

±800KV 특고압 다중말단 유연성 직류 송전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앞당겨 생산 단계에 투

입되었다.

쿤류룽 직류 프로젝트는 윈난(云南)성 쿤베이(昆北) 컨버터 스테이션에서 시

작되어 각각 광시(广西)자치구 류베이(柳北) 컨버터 스테이션과 광둥(广东)성 

룽먼(龙门) 컨버터 스테이션에 송전된다. 전체 선로 길이는 1,452KM에 달하

며 윈난성, 구이저우(贵州)성, 광시자치구, 광둥성 등 4개 성을 관통한다. 총 

투자는 242.6억 위안(한화 약 4조1511억 원)이고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장마철 전에 전부 완료되어 가동될 계획이다. 이번 단계적 가동은 윈

난성에서 광둥성에 이르는 유연성 직류 양극 로우앤드로 예정된 계획보다 30

일 앞당겨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 시뎬둥쑹(西电东送) 중점 프로젝트로서 세계 7대 수

력발전소인 우둥더(乌东德) 수력발전소의 풍부한 수력전기를 웨강아오 다완구

(粤港澳大湾区)와 광시자치구 전력부하센터에 공급한다. 전체 송전 용량은 

800만 KW에 달하고 난팡전력망(南方电网)공사의 시뎬둥쑹 총 전력은 5,800

만 KW 이상에 달하며 광둥성과 광시자치구에 공급되는 전력은 각각 500만 

KW와 300만 KW 증가될 전망이다. 2019년, 남방전력망의 시뎬둥쑹 송전량

은 2,265억 KWh에 달했고 청정에너지가 84% 차지했다. 전체 프로젝트가 완

공된 후, 매년 서부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정에너지 수력전기가 330억 KWh 증

가할 예정이다. 이는 표준석탄 소모가 약 1,000만 톤 감소되고 이산화탄소 배

출이 2,660만 톤 감소되는 것과 맞먹는다. 그 중, 매년 광둥성에 200억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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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선전(深圳)시 1년 전력사용량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웨강아오 다완구 경제 발전 및 광시자치구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전력 보장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연성 직류송전 분야의 세계 최초를 17개 달성할 전망으

로서 선로의 평균 해발은 1,300M이고 고산지대가 54.6%를 차지하며 빙판

(Heavy ice) 지역이 10.5%를 차지하고 철도, 항행 하천, 도로, 주요 전력선 

등이 2,691회 교차한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기록한 17개의 세계 최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초의 ±800 KV 특고압 유연성 직류 송전 프로젝트

② 단일 스테이션 세계 최대 용량의 유연성 직류 송전 프로젝트(5000 MW)

③ 세계 최초로 풀 브리지와 하프 브리지의 혼합 브리지 밸브 세트를 사용한 

특고압 유연성 직류 송전 프로젝트

④ 세계 최초의 하이엔드 밸브 세트와 로우엔드 밸브 세터가 직렬 연결된 특

고압 유연성 직류 송전 프로젝트

⑤ 세계 최초의 송전 거리가 1,000KM 이상인 장거리 대용량 유연성 직류 

송전 프로젝트

⑥ 세계 최초의 가공선로 고장 자체제거 및 재가동 기능을 갖춘 유연성 직류

송전 프로젝트로서 세계 최초로 혼합 브리지 밸브 세트를 이용하여 음전압을 

출력하여 선로 고장을 제거하고 고속 재가동을 달성한다.

⑦ 세계 최초의 상규 직류와 유연성 직류 혼합의 직류 송전 시스템으로서 송

출단은 상규 직류를 사용하고 수전단은 유연성 직류를 사용

⑧ 세계 최초의 혼합 다중말단 직류 송전 프로젝트로서 송출단 직류와 수전

단의 2개 유연성 직류가 다중말단 시스템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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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계 최초의 유연성 직류와 상규 직류로 구성된 다중 직류 공급 전력망 

시스템으로 유연성 직류가 동시에 능동성과 반응성(Active and Reactive)을 

제공하여 전력망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향상

⑩ 세계 최초의 특고압 다중말단 직류 송전 제어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여 송

출단 상규 직류와 수전단 2개 유연성 직류로 구성된 다중말단 시스템의 조절 

및 제어를 달성하였으며 세계에서 운행 방식이 가장 다양한 직류 시스템

⑪ 세계 최대 용량의 유연성 직류 컨버터 밸브(±800KV/5,000MW)와 세계 

최다 유연성 직류 단일 스테이션 컨버터 전력 모듈(5,184개)을 개발

⑫ 세계 최초로 특고압 혼합 직류 시스템 단일 밸브 세트, 단일 스테이션 온

라인 스위칭을 달성하고 혼합 브리지 밸브 세트 직류 단락 충전과 제로전압 고

전류 운행의 어려움을 극복

⑬ 세계 최초로 전압 레벨이 가장 높고 용량이 가장 큰 유연성 직류 시스템 

설비를 개발

⑭ 세계 최대의 직류 송전 밸브 홀을 구축(길이 89m × 폭 86.5m × 높이 

43.75m)

⑮ 세계 최초로 교류 고장 시에 다중말단 유연성 직류 안정적 운행을 달성하

고 전체 교류 고장에 적용

⑯ 세계 최초로 단일 전력 모듈의 임의의 고장을 모두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행 기술을 구축

⑰ 세계 최초로 특고압 상규 직류와 유연성 직류 혼합 송전 기술의 기술 규

범 및 시스템 설계 기술을 구축

2020.08.04.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8/443568.shtm?tdsourcetag

=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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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세계 첫 124만 kW�초초임계 화력발전 장치 가동

중국에너지건설그룹(CEEC) 산하 광둥

(廣東)전력설계연구원이 설계하고 광둥화

력발전공정유한회사가 건축안전시공 총도

급을 담당했으며 광둥전력공정국이 토목

건축 공사를 담당한 광둥화샤(華夏)양시

(陽西)발전소(2×124만 kW) 프로젝트 6

호기가 최근 168시간의 만부하 시운전을 순조롭게 수행했다. 이에 앞서 2020

년 7월 7일, 5호기도 168시간의 만부하 시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이로써 세

계 첫 124만 kW 고효율 초초임계 화력발전 장치가 전면적으로 준공되어 생산

에 투입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가동된 발전장치 중 단일축 전속력 단일 설비용

량이 최대이고 증기 파라미터가 가장 높으며 단위당 발전 석탄소비가 가장 적

고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124만 Kw 고효율 초초임계 화력발전 

장치이자 또한 친환경 화력발전 벤치마킹 시범 프로젝트이다.

광둥전력설계연구원은 해당 프로젝트에 혁신적으로 컴팩트 일자형 연도 배

치, 고효율 재생열 시스템, 증기기관 받침대 스프링 진동 절연판 시스템, 무동

력 제진, “전처리+TMF+STRO+DTRO” 탈황폐수 무배출 처리, 연도가스 통

합 처리 등 다양한 최적 방법을 응용하고 선진적인 3차원 협동 설계 기술, 현

장 버스(Bus) 기술 및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소 운영 및 

관리의 자동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동 프로젝트의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효율 등 지표는 화력발전 장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동시에 파라미터, 설비용량, 모듈화 설계 등 여러 면에서의 기

술적 어려움을 해결했으며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2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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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획득했으며 전체 국산화율은 90% 이상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

공적 가동은 중국의 대용량, 높은 파라미터 초초임계 발전소 설계, 제조, 구축 

및 운영 능력이 한 단계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2020.08.1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8/0

7/content_45036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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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파랑에너지 수집이 가능한 마찰전기 나노발전기 제조

저장(浙江)대학교 해양대학 해양전

자·지능시스템연구소 나노에너지연구팀

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선을 이

용해 파랑에너지 수집이 가능한 다중 주

파수 고성능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를 제

조하였다. 해당 성과는 “Multiple- 

frequency high-output triboelectric nanogenerator based on a water 

balloon for all-weather water wave energy harvesting”란 제목으로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되었다.

해당 다중 주파수 고성능 물풍선 기반 마찰전기 나노발전기(triboelectric 

nanogenerator based on water balloon, WB-TENG)는 3종의 모드(완전 

접촉-분리 모드, 국지적 접촉-분리 모드, 왕복 접촉-분리 모드) 작동이 가능하

며 임의 방향의 역학적 에너지 수집이 가능해 TENG의 해양에너지 수집 관련 

응용을 크게 촉진할 전망이다. 실험적 테스트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WB-TENG의 한개 작동주기 내 총 이동전하(transfer charge)는 기존의 이중

판 구조 기반 TENG의 28배에 도달한다. 이는 물풍선에 기반한 구조적 설계가 

에너지 전환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물풍선은 

어떠한 지지구조도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지지(self-supporting) 효과

마저 달성할 수 있기에 WB-TENG은 미세한 진동에서도 전기학적 출력을 생

성할 수 있다. 물풍선은 그 인장성(drawability)에 힘입어 나일론박막과의 끊

임없는 충돌마찰 과정에서 포화될 때까지 전하를 풍선 표면에 축적하므로 매

우 높은 출력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2020.09.30. http://www.most.gov.cn/gnwkjdt/202009/t20200915_1587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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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쾌속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재료 발견

중국과학기술대학 Ji Hengxing(季恒星) 교수

는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Duan Xiangfeng(段鑲鋒) 교수 등과 

공동으로 흑린 복합재료로 전극판을 제조했다. 

실험 결과, 해당 전극판을 9분 동안 충전할 경우 

약 80%의 전력량을 회복할 수 있다. 해당 성과는 “Science”에 게재됐다.

전통적인 연료유 자동차는 5분 동안에 100% 주유를 완료하고 500Km 주행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가장 선진적인 전기자동차 일지라도 

약 1시간 충전해야 500Km 주행할 수 있다. 따라서 쾌속 충전 능력을 보유한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은 관련 분야의 주요 목표이다.

전극 재료는 배터리 성능 지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Ji Hengxing 연

구팀은 흑린을 알칼리금속 이온 배터리 음극으로 할 경우 매우 높은 질량 용량

을 보유함을 발견했다. 하지만 층상구조의 변두리로부터 시작하여 구조 파괴가 

쉽게 발생한다. 연구팀은 고에너지 볼밀링 방법을 이용하여 흑린 나노시트와 

흑연 나노시트가 나란히 평행 배열된 복합재료를 획득하여 리튬이온이 해당 

복합재료 내에서 고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에너지가 리튬이온과 전극 재료의 화학반응을 통해 배터리로 “출입”할 수 있

는 능력 그리고 전극 재료의 리튬이온 전도 능력은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이다. 연구팀은 통상적인 공법 및 기술적 파라미터를 이용해 흑린 복합재료로 

전극판을 제조했다. 실험실 테스트 결과, 전극판을 9분 동안 충전할 경우 약 

80%의 전력량을 회복할 수 있고 2,000 라운드 순환 후에도 90%의 용량을 유

지할 수 있다. 적합한 양극 재료 및 기타 보조 재료 등을 확보하여 해당 재료의 

규모화 생산을 달성할 경우 에너지 밀도가 350Wh/Kg에 달하는 쾌속 충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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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유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획득할 전망이다.

전기자동차는 에너지 밀도가 350Wh/Kg인 리튬이온 배터리로 거의 

1,000Km 주행할 수 있다. 현재 테슬라 모델 S의 100% 충전 후 주행 거리는 

약 650Km이다.

2020.10.13. http://www.cas.cn/cm/202010/t20201010_476238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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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계첫 “태양광이용액체연료화수소충전소”�통합화장치발표

2020년 10월 14일, 세계 첫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화(Liquid Sunshine) 수

소충전소” 통합화 장치가 시범에 성공하

였으며 중국산업개발촉진회의 전문가 검

증을 통과하였다. 중국과학원 다롄(大連)

화학물리연구소,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 장자강(張家港)산업기술연구

원, 중커예타이양광(中科液態陽光)[쑤저우(蘇州)]수소에너지과기개발유한회사

가 공동으로 개발한 해당 수소충전소는 집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원화 주

유가 가능해 일반화 전망이 밝다.

이번에 발표한 스키드 장착식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화 수소충전소” 장비는 

통합 자동화 수준이 높고 조작 및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또한 폐기물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회수하는 방식으로 경제·생태 

효익을 창출한다. 원료 원가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기존의 수소충전소에 비해 

33.3% 낮다. 새로운 수소충전소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해당 수소충전소의 

개발 및 이용은 향후 수소충전소의 발전방향이기도 하다. 전과정 청정화의 목

표를 사실상 달성한 동 시범화 수소충전소는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

입될 예정이다.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화 수소충전소”는 자체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였고 현재 5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해당 수소충전소는 스

테인리스강 팔라듐 복합막을 채택해 수소/이산화탄소 분리에 사용하였다. 팔

라듐 복합막은 현장 수소제조·충전소에 최초로 응용되었는데 설비가 간단하고 

조작이 간편한 등 장점을 보유한다. 또한 선택성 및 안정성이 높은 수증기 변

환 촉매를 채택해 이산화탄소 완전 회수를 촉진하였다. 상기 팔라듐 복합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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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변환 촉매 모두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개발하

였다.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화 수소충전소”의 성공적 발표는 현재 중국 수소에너

지 개발에 존재하는 비싼 수소 가격 및 수소충전소 안전 등 병목문제 해결이 

가능한 건설적인 방안으로서 진짜 저렴한 청정수소 제공 및 이산화탄소 회수

이용이 가능한 등 중국의 에너지 구조조정, 에너지 안전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설계 이념의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화 수소충전소” 성공적 발

표를 계기로 사용자 사용 장면과 결합시켜 중형트럭, 대형버스, 물류 등 상용

차 제품에의 대량화 응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화 

수소충전소”는 액체 태양연료를 합성하는 동시에 완비된 산업벨류체인을 구축

해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화 산업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2020.10.16. https://mp.weixin.qq.com/s/aFt20J-x6vgcL49cBmEo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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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싼샤발전소 연간 발전량 세계기록 경신

2020년 11월 15일 8시 20분, 싼샤(三
峽)발전소의 2020년 청정전력 누계 생산량

은 1,031억 kWh에 달해 남아메리카주 이

따이푸(ITAIPU) 수력발전소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존해온 1,030.98억 kWh의 단

일 수력발전소 연간 발전량 세계기록을 경신하였다.

추산에 의하면 1,031억 kWh 청정전력은 약 3,171만 t의 표준석탄을 절약

해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을 각각 8,671만 t, 2.06만 t, 1.96

만 t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효과로 싼샤발전소는 청정저탄소의 안전하고 고

효율적인 에너지체계 구축을에 이바지하였다.

2020년 홍수기에 창장(長江) 유역에 도합 5차례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최대 

홍수량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75,000m³/s에 달했다. 동 시기에 싼샤그룹 

산하 창장뎬리(長江電力)는 홍수기 싼샤기반시설의 운행상태를 최적화하였으

며 유역의 강우·수문 상황 정밀 예보능력 및 계단식 수력발전소 통합적 조율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적 홍수극복 및 “긴주기, 만부하, 지속적” 운행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 “서전동송(西電東送)” 및 “남북호공(南北互供)”의 주요 전력공급원인 

싼샤발전소는 70만 kW 수력터빈발전장치 32대와 5만 kW 수력터빈발전장치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3년에 첫 발전장치 가동 이후 싼샤발전소는 화중

(華中), 화둥(華東) 및 남부지역 10개 성·시(省市)에 지속적으로 청정에너지를 

공급해 국가 경제발전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0.11.23. https://mp.weixin.qq.com/s/wv_7jdmoQ9lpGvNJF550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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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신형마그네슘해수연료전지시스템3,000m�수심해상시험완료

중국과학원 다롄(大連)화학물리연구소에서 개발한 

마그네슘 해수연료전지시스템이 3,000m 수심의 해상

시험을 순조롭게 완료하여 신형 마그네슘 해수연료전지

를 심해장비에 최초로 실용화하였다.

해수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신형 마그네슘 해수연료

전지는 금속 마그네슘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

환시키는 전기화학장치로서 에너지밀도가 높고 안전성

이 양호하며 전수심 작업이 가능한 등 장점을 보유하므로 심해 착륙기, 심해 

원위치 실험기지 등 해양장비 분야에서의 응용전망이 밝다.

연구팀은 높은 이용률의 합금 양극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 제조기술, 전수심 

부력 조절기술 및 통합 에너지 관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전지시스템의 심해 해상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번 해상시험에 투입된 잠수장치는 “루링(鹿嶺)호” 심해 다지점 착륙기, 

“하이루(海鹿)호” 만유저(漫遊者) 잠수기, 신형 “마그네슘 해수연료전지 및 통

합 에너지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착륙기 및 잠수기로의 에너지 제공을 담당

한 마그네슘 해수연료전지시스템은 다단계 고효율적 충전·급전을 달성하였다. 

동 해수연료전지의 최대 잠수작업 깊이는 3,252m이고 누계 작업시간은 

24.5h이며 누계로 시스템에 3.4kwh의 전력을 공급하였다. 이번 해상시험을 

통해 동 해수연료전지의 심해 급전능력 및 장시간 방전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

하였다.

2020.12.07. 

https://www.cas.cn/cm/202012/t20201204_476940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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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칭다오항스마트부두,�5G�스마트부두방안세계최초로검증완료

난카이(南开)대학 약물화학생물학 국가중점

연구소의 Liu Zunfeng(刘遵峰) 연구팀과 미

국 텍사스대학 달라스캠퍼스 Ray H. 

Baughman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유연

성 냉동 신전략-“비틀림열 냉동” 기술이 “Science”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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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하였으며 전기에너지를 절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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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 신소재를 개발하여 순환 사용 수명을 늘리고 입력 작업을 합

리적으로 이용하여 효율을 높여야 하는 도전과 기존의 상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비틀림열 냉동” 재료를 심층 최적화하여 최적의 성능을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존재한다. 

2019.10.15.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0/43139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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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세계 최초 회전주조 단결정로 개발

중국과학원 Chen Xianhui(陳仙輝) 연구

팀은 싸이웨이(賽維)그룹 연구팀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회전주조 단결정로(Single 

crystal furnace)를 개발했다. 이 용광로는 

다결정 실리콘 잉곳(ingot)을 개선하여 제작

한 것으로 단일로의 실리콘 잉곳 중량은 1,200Kg에 달한다. 회전주조단결정

로는 전통 초크랄스키(Czochralski) 단결정 실리콘보다 주조 단결정 생산비용

이 20% 저렴하고 에너지손실도 전자의 23% 정도이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은 다결정 실리콘과 단결정 실리콘 셀을 위주로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단결정 실리콘 셀은 높은 광전 변환율로 시장에서 다결정 실리

콘 셀을 추월하여 시장 점유율이 2016년의 20% 미만에서 현재 90%에 가깝게 

성장했다. 그러나 단결정 실리콘 셀, 특히 전통 초크랄스키 단결정 셀은 생산 

비용이 높다. 따라서 단결정 실리콘의 원가 절감은 단결정 실리콘 셀 및 태양

광발전 원가 절감의 핵심이다.

초크랄스키 단결정 실리콘과 주조 다결정 실리콘의 장점을 결합한 주조 단

결정 실리콘 기술은 전환 효율이 높고 비용이 낮은 장점을 보유하며 광감쇠가 

감소되어 태양광 결정질 실리콘 분야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다. 그러나 낮은 단

결정 비율과 낮은 수율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팀의 회전주조 

단결정로 단결정 수율은 56.8%에 달하며 가격 대비 성능 우위가 뚜렷하다. 

2019년 중국의 단결정 실리콘 생산량 23.8만 톤을 회전주조 단결정로로 대체

하면 38.3억 톤의 탄소배출을 줄인다.

2020.12.3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2/
30/content_460316.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2/30/content_460316.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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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생체모방 로봇 물고기 50M�수영 세계 신기록 달성

남방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에너지

원공학학부 Wang Zheng(王峥) 연구팀과 홍

콩대학교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생체모

방 로봇 물고기 VAYU Fish(“VAYU”로 약칭)

가 26.79초의 성적으로 “로봇 물고기 50M 

수영”의 세계 기록을 경신하여 “기네스 세계 기록” 인증을 획득했다.

생체모방 로봇 연구는 연성 재료, 구조 설계, 바이오닉 공학, 마이크로 전자, 

제어 및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관련된다. 수중 연구 분야에서, 

생체모방 로봇 물고기는 전통적인 프로펠러를 이용한 추진 방식이 아닌 생체

모방 꼬리 흔들기를 이용하였고 소음이 작고 에너지 소모가 적으며 환경을 오

염시키지 않기에 수중 모니터링, 수중 안전 및 생물 과학 연구 등 분야에서 중

요한 가치가 있다.

연구팀은 선전 룽강(深圳龙岗)에 위치한 홍콩중문대학교 선전캠퍼스 수영장

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했다. 2명의 계시원 및 3명의 증인과 함께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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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대의 고정 카메라를 설치했다. 최종, VAYU는 26.79초의 성적으로 50m 

결승선에 도달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VAYU는 여자 50m 평영 세계 기록

(29.40초)과 여자 50m 배영 세계 기록(26.98초)을 경신하였고 남자 50m 평

영 세계 기록(25.95초)보다 불과 0.84초 늦었다.

기존의 실험실 조건에서 다양한 기술 방법을 이용한 순간적 제어 가능 조건

에서 로봇 물고기의 고속 수영을 달성했지만 오픈된 수역의 자연 조건에서 로

봇 물고기의 수영 속도는 여전히 자연 어류보다 훨씬 낮다.

VAYU 로봇 물고기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의 고속 수영 생체모방 로봇 물고

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의 설계를 거쳐 평균 

1.87m/s의 롱풀 수영 속도를 달성했다. 향후, 연구팀은 설계 및 제어를 최적

화하고 생체모방 로봇 물고기의 수영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관련 기술 분야

에서 해당 기술의 응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2020.03.04.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3/436514.shtm?tdsourcetag

=s_pctim_aiomsg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3/436514.shtm?tdsourcetag=s_pctim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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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세계 최대 적재량의 지능형 상용 선박 착공

2020년 5월 15일, 중국이 자체 개발한 

지능형 항행 시스템을 설치하고 적용한 

첫 컨테이너선 “즈페이(智飞)”호 선박이 

산둥(山东)성 칭다오(青岛)에서 조업을 시

작했다. 총 길이가 117미터이고 중량은 

5,000톤인 해당 선박은 2021년 6월에 완

공될 예정이다. 현재 제조 중인 세계 최대 적재량의 “즈페이”호는 상하이자하

오(佳豪)선박설계원이 설계하고 즈후이(智慧)항해칭다오과기유한회사(이하 즈

후이항해회사)가 감리하며 칭다오조선공장유한회사에서 도급 맡았다.

“즈페이”호는 국가중점개발계획 “선안(船岸) 협력에 기반한 선박 지능형 항

행 및 제어 핵심 기술” 프로젝트 시리즈인 “즈페이”호 선박의 건조는 중국의 

선박 지능형 항행을 위한 자체 기술 탐색 및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

다.

“즈페이”호는 교통부 수상운수과학연구원, 즈후이항해회사 등 연구 기관과 

기업이 자체 개발한 자율항행 시스템 및 중국선박중공그룹(中船重工) 제704

연구소(이하 704연구소)가 개발한 대용량 직류 통합전력 추진 시스템을 채택

한다.

또한, 수동 운전, 원격 조종 운전 및 무인 자율 항행의 3가지 주행 모드를 

보유하며 항행 환경 지능형 감지와 인지, 자율 추적, 항선 자율 계획, 지능형 

충돌 방지, 자동 정박과 이박 및 원격 운전을 달성할 수 있다. 5G 등 다중 네

트워크, 다중 모드 통신 시스템을 통해 항구, 해상 운수, 해상 업무, 해상 보험 

등 업무에 대한 지상 생산, 서비스, 조절 제어, 감독 등 기관 및 시설과의 협력

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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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페이”호는 발전기 세트 + 전원 배터리의 직렬형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통

해 동력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최적화하고 “친환경” 및 “지능화”의 완

벽한 통합을 달성한다.

704연구소와 즈후이항해회사는 2019년에 “즈텅(智腾)”호 무인자율항행 시

스템 시험선 개발을 완성했으며 지속적인 해상 시험을 통해 대량의 기술성과

를 달성했다. “즈페이”호는 대형 실험 선단 구축 계획의 첫 번째 선박이다.

“즈페이”호는 칭다오 해상선박 지능형 항행시험장에서 체계적인 테스트를 

수행하는 첫 번째 통합형 선박으로 중국이 지능형 선박을 제조하고 테스트 시

스템을 구현하는 스마트 기능, 모듈, 시스템 및 전체 성능 안전 등 테스트 방

법, 기술 표준 및 관리 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즈페이”호는 2021년 상반기에 제조와 지능형 항행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

하고 하반기에 칭다오해상선박 지능항행 실험 테스트장에서 실제 선박 지능형 

항행 테스트를 완료한 다음 본격 항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0.05.19. https://mp.weixin.qq.com/s/Ne9RzWJ8g6itXygLz1XuPQ

https://mp.weixin.qq.com/s/Ne9RzWJ8g6itXygLz1Xu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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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542m� 수심 해저 파이프라인 부설

2020년 6월 2일,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
国海油, CNOOC)가 담당한 중국 최초의 심

해 자체운영 가스전인 “링수이(陵水) 17-2” 

가스전 해저 파이프라인 부설 공정의 마지막 

12인치 해저 파이프라인이 중국 난하이(南
海) 서부해역에서 봉인되었는데 이는 첫 번째 

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작업 수심이 1,542m에 달하

는 해당 공정은 중국 해저 파이프라인 부설의 최고수심 신기록을 세웠다.

해저 파이프라인 부설 작업은 어려움이 크고 용접 기술과 장비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수심의 증가와 해저의 불안정성 및 암석 강도가 낮은 등 요

인의 영향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기존에, 1,500m 

이상 수심 해저에서의 파이프 부설 기술은 소수의 다국적 석유엔지니어링 회

사에 의해 독점되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이 해양공학 분야에서 최초로 수행한 1,500m 심해 파

이프 부설 작업이다. 기술과 경험 부족의 이중 과제에 직면한 해양석유 공학팀

은 핵심 기술을 공략하고 30여 가지 심해 시공 기술 방안을 제정하였으며 “심

해 해저 파이프 자유단 중력앵커 수직연결 초기 부설” 등 여러 핵심 기술을 확

보하였고 해상 시공의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했다. 해당 해저 파이프라인 부설 

공정은 2020년 연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이다.

중국이 자체 설계하고 제조한 첫 자항(self-propulsion) 능력을 보유한 

3,000m 심해 파이프 부설 크레인선 “해양석유201″에 의해 중국 석유 “심해 

연합 함대”이 완성되었다. 수행 과정에서 과제팀은 심해 파이프라인의 인장, 

충격 및 경도 등 다양한 성능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심해 파이프라인의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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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표면품질 부식방지 및 내산화성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심해 파이프라

인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재, CNOOC의 해저 파이프 부설 규격은 2인치에

서 48인치에 달하는 전체 파이프 사이즈를 포함하며 단층 파이프, 이중층 파이

프, 및 일차 이차(primary-secondary) 파이프 등 거의 모든 해저 파이프 유

형을 포함한다.

해당 작업은 “링수이 17-2” 가스전 전체 개발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다. 하

이난섬(海南岛)에서 150km 떨어진 해당 가스전의 입증된 지질 매장량은 천억 

㎥ 이상이다. 현재, 해저 파이프라인 부설 외에도 해당 가스전의 가스정 개발 

작업, 생산 플랫폼 건설 등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 가스전은 2021년에 가동

될 것으로 예상되며 웨강충(粤港琼, 광둥성·홍콩·하이난성) 지역에 연간 30억 

㎥의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경우, 다완취(大湾区) 지역의 4분의 1의 민생

용 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2020.06.0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0

3/content_446061.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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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계 첫 초대형 슬러리상 3,000톤 단접 수소화 반응기 제조

2020년 6월 1일, 중궈이중(中國一重) 다

롄(大連)원전석유화학유한회사는 세계 첫 초

대형 슬러리상(Slurry bed) 3,000톤 저장

(浙江)석유화학유한회사의 단접 수소화 반응

기 제조를 완료했다. 해당 설비의 성공적 제

조는 세계 단접 수소화 반응기 제조 기록을 경신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초대형 

톤수 석유화학 장비 제조 기술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일 중량 3,000톤, 전체 길이 70m, 외경 6.15m, 벽 두께가 0.32m인 해

당 단접 수소화 반응기는 현재 세계에서 단일 중량이 가장 무거운 슬러리상 단

접 수소화 반응기로서 세계 최대 규모 정제/석유화학 생산 통합화 프로젝트-

저장석유화학유한회사 4,000만 톤/년 정제/석유화학 생산 통합화 2단계 프로

젝트의 핵심 장비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구축 완료되면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 

배치를 더한층 최적화하고, 중국 7대 세계급 석유화학 산업 기지 구축을 가속

화하여 “일대일로” 발전에 역할을 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중궈이중은 6대의 초대형 슬러리상 3,000톤 단접 수소

화 반응기 제조 계약을 체결 후 동시에 작업에 들어가 자체로 세계 첨단 3,500

톤 자동 재킹식 디지털화 롤러를 설계하였고 한계 톤수 안전 회전 용접 제조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자체로 딥 홀(Deep hole) 완전자동 TIG 용접기를 제

조하여 스테인리스강 라이너관 딥 홀의 자동 맞대기 용접 어려움을 파악했고, 

초한계 완전 밀폐식 국부 열처리로를 개선하여 최적화했으며, 초대형 용기 국

부 열처리 어려움을 해결했다.

2020.06.04. 

http://www.sasac.gov.cn/n2588025/n2588124/c14751630/content.html

http://www.sasac.gov.cn/n2588025/n2588124/c14751630/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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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하이더우(海⽃)�1호”,�심해 자율형 원격조종잠수정 1만 m급

해상 시험 달성�

중국과학원 선양(瀋陽)자동화연구소에서 

개발한 “하이더우(海斗) 1호” 심해 자율형 

원격조종 잠수정이 마리아나 해구에서 4차

례의 1만 m급 잠항을 달성하고 2020년 6월 

8일, “탄쒀(探索) 1호” 해양탐측선에 탑승되

어 돌아왔다.

“하이더우 1호”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최대 잠항 심도 10,907m를 달성하여 

중국 잠수정의 최대 잠항 깊이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중국의 1만 m급 무인잠

수정 기술 격차를 메웠다.

이번 항해에서 “하이더우 1호”는 고정밀도 심도 탐측, 머니퓰레이터

(manipulator) 작업, 음향 감지와 포지셔닝 및 고화질 비디오 전송 등 분야에

서 중국 잠수정의 여러 가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탐사 및 작업 일체형 만 m급 심해 잠항 장비인 “하이더우 1호”는 중국 최초

로 심해 고정밀도 음향 포지셔닝 기술과 공수(airborne) 멀티센서 정보를 융

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챌린저 딥(challenger deep)”의 최심 구역에 대한 

순항 탐사와 고정밀도 측량을 달성하였고 일련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또한, 완전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심해 머니퓰레이터의 도움으로 심해 

해저 샘플 캐치, 침적물 샘플링, 표지물 배치, 물 샘플 채취 등 만 m 심해 잠수 

작업을 전개하고 고화질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저 작업 지점의 

영상 자료를 획득하였고 심해 지질 환경 특징과 생물 진화 메커니즘을 심층 연

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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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더우 1호”는 선양자동화연구소가 10개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하

였다. 2016년 7월부터, 2년 반의 핵심기술 공략과 테스트 검증을 거쳐 2019

년에 실험실에서 조립과 통합 테스트, 수조 수중 테스트, 쳰다오호(千岛湖) 수

중 테스트 및 중국 난하이(南海) 4,500m 수심 단계적 해상 시험을 완료하였

다. 2020년 4월 23일, “하이더우 1호”는 “탄쒀 1호” 해양탐측선을 탑승하고 

마리아나 해구에 도착하여 짧은 기간 내에 해상 시험과 시험적 응용 작업을 완

성하였다.

“하이더우 1호”의 성공적인 개발, 해상 시험 및 시험적 응용은 중국 해양 기

술 분야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중국의 심해 과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술 수단

을 제공하였으며 중국 무인잠수정 기술이 심해 탐사 및 작업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2020.06.10.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0

9/content_446386.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09/content_446386.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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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시속 600km�고속�자기부상열차 프로토타입�시험 주행�성공

2020년 6월 21일, 중국중처(CRRC)쓰팡(四
方)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시속 600km 고속 자

기부상열차 시험용 프로토타입이 상하이 퉁지

(同濟)대학교 자기부상열차 시험 선로에서 첫 

시험 주행에 성공했다. 이는 중국이 고속 자기

부상열차 개발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2016년 7월, 해당 프로젝트를 가동한 후, 프로젝트팀은 4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 일련의 고속 자기부상열차 핵심기술을 확보하였고 성공적으로 시험용 프

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지상 성능 테스트 및 정적 테스트를 거쳐 첫 선로 동

적 주행 시험에 돌입하였다.

고속 자기부상열차는 차량, 견인 전력공급, 운영제어 통신, 선로 궤도 등 4

개 주요 시스템을 망라한 강결합 시스템 특성을 포함한다. 프로토타입 선로 시

험은 중처쓰팡과 퉁지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자기부상열차 시험 궤도

에서 시험용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최초로 시스템 결합 성능시험을 수행했고 

다양한 궤도빔(Track beam) 및 전철기, 작은 곡선 선로, 경사로, 분기 선로 

전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작동상태에서의 동적 주행 시험을 수행했으며 7개 

주요 항목의 200여 개 시험 항목을 완성하여 자기부상 유도, 속도 측정 위치결

정, 지상 견인, 열차-지상국간 통신 등 핵심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다.

다양한 작동상태에서 열차의 자기부상 유도는 안정적이고 주행 상태가 양호

했으며 다양한 핵심 기술 지표는 설계 요구에 부합되어 설계 예상치에 도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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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험 프로토타입의 시험 주행 성공은 정적 시험에서 동적 주행을 달성

하였고 대량의 핵심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고속 자기부상 시스템 및 핵심 부

품의 주요 성능을 기본적으로 검증하여 후속적인 고속 자기부상열차 엔지니어

링 프로토타입의 개발 최적화에 중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전망이다.

현재 고속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 개발은 순조롭게 수행되고 있으며 시험용 

프로토타입이 성공적으로 시험 주행을 달성함과 동시에 5대로 편대된 엔지니

어링 프로토타입의 개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속 600km 고속 자기

부상열차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은 2020년에 조립을 마칠 예정으로 고속 자

기부상열차 전체 기술 및 엔지니어링 능력을 형성할 전망이다. 

신흥의 고속 교통 모델인 고속 자기부상열차는 고속/쾌속, 안전성/신뢰성, 

강한 운송 능력, 쾌적성/정시성, 친환경성 및 유지보수 원가가 낮은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속 자기부상열차는 장거리 운송에 이용되어 지역 간 협

력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여객운송에도 적합하여 도시

권 및 도시군의 “도시 간 통합화” 발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시속 600km 고속 자기부상열차 교통 시스템의 개발은 중국 고속 교통의 중

요한 보충으로 교통 강국 전략의 이행 및 추진을 이끌어 중국의 현대화 종합 

교통 시스템을 풍부히 하고 중국의 궤도 교통 기술이 지속적으로 세계 앞자리

를 차지하며 국제 경쟁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데 중요하고 심원한 의미가 

있다.

2020.06.23. https://mp.weixin.qq.com/s/vOZ2Put6576JXN6R1NBmTw

https://mp.weixin.qq.com/s/vOZ2Put6576JXN6R1NBmTw


140 2020년 중국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

84.� 세계 최대 출력 전기기관차 출고

2020년 7월 29일, 중처(中車)주저우(株洲)전기

기관차유한회사와 국가에너지투자그룹이 자체로 

개발하고 연합 제조한 세계 최대 출력 선24(神24) 

전기기관차가 주저우에서 출고됐다. 전기기관차의 

스탠드 얼론(Stand alone) 출력은 28,800KW이

고 견인력은 2,280KN으로 기존의 최대 출력이 14,400KW이고 최대 견인력

이 1,140KN인 전기기관차에 비하여 출력 및 견인력이 2배 향상되어 궤도교

통 장비의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선24 전기기관차는 시속이 120Km에 달하고 12‰의 경사로에서 1만 t급 

화물열차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전기기관차의 출고는 

중국 철도 중하중 기술 혁신의 중요한 성과일 뿐만 아니라 중국 장비 제조업 

자체 혁신의 중요한 성과이다.

선24 전기기관차는 6대의 차량으로 편성되고 길이가 106m이며 기관차 앞

머리는 수사자 머리 모양이다. 납품된 후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선숴(神朔)철도

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해당 전기기관차는 “24축 기술” 개념 및 설계 아이디어

에서 비롯됐고 개발 과정에서 16개 항목의 기술 혁신을 달성했다. 최대 스탠드 

얼론 출력 및 견인력 세계 기록을 경신하여 에너지 수송 대동맥의 수송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전망이다.

기존 전기기관차의 기관차 앞머리는 1개이고 2개 차량 또는 3개 차량으로 

편성되었지만 선24 전기기관차는 최초로 자가 적응 그리드 사이드 전류

(Grid-side circuits), 네트워크 동적 편성 제어 기술을 채택하여 16축(4개 차

량), 20축(5개 차량) 및 24축(6개 차량)의 편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운송 능력 

요구를 충족시키며 1개 그룹의 승무원만 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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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24 전기기관차는 자율주행 및 지능형 운영 유지보수의 이중 지능화를 달

성했다. 자율주행 기술로 자율적 각성, 기관차 구동, 속도 조절, 정차 등 기능

을 달성할 수 있기에 주행 과정에서 수동 제어가 필요 없다. 지능형 운영 유지

보수 플랫폼은 전체 수명주기의 고장 예측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기

관차 상태 지능형 감지, 고장 지능형 식별, 핵심 부품 자동 진단 및 열하상태 

운행 모니터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기 전면적인 지능화에 기술 플

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선24 전기기관차의 견인 컨버터, 브레이크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혁신

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컨버터 모듈 구조 설계를 개선하여 출력 모듈의 작동 

과정에서 과전압 및 전류 쉐어링(Current sharing) 등이 발생하는 기술 어려

움을 해결하여 견인 시스템의 신빙성 및 유지보수성을 대폭 향상시켰고 모듈

화, 분포식 네트워크, 지능화 설계 기반 차세대 기관차 제동 시스템으로 제동 

안전성 및 신빙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베이더우(北斗) 내비게이션 상대 위치

결정(Differential positioning)을 기반으로 기관차의 정밀 제어를 달성했고 

제동 과정에서 생성된 대량의 운동에너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여 대출력 제동 

에너지 회수 품질이 낮고 전류가 큰 어려움을 해결했다.

2020.07.31. https://mp.weixin.qq.com/s/kmWutv2i0b3oJk2Ng15E_w

https://mp.weixin.qq.com/s/kmWutv2i0b3oJk2Ng15E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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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펀더우저(奮鬪者)”호 유인잠수정 10,909m�잠수 기록 경신

2020년 11월 10일 17시, “펀더우저(奮
鬪者)”호 유인잠수정이 10,909m 해저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 모선에 회수하여 중국 유

인잠수정의 최대 잠수깊이 기록을 경신하였

다.

“펀더우저”호 부설작업은 동일 새벽 4시경에 시작되어 8시 12분에 마리아

나해구에 성공적으로 착지하였다. 착지 후 3명의 잠수요원은 약 6시간 동안 샘

플링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동 유인잠수정의 최장 해저작업 설계시간이다. 

2016년에 “펀더우저”호 1만 m 전수심 유인잠수정 프로젝트가 설립된 이래 

연구팀은 1,000 대기압에 견딜 수 있는 재료 및 구조설계의 어려움을 해결하

였으며, 유인 탑승, 과학시설 탑재, 수중 과학탐사작업 수행 등 요구도 충족시

켰다.

연구팀은 잠수정 구각(spherical shell) 및 부력재료 등의 설계·제조 핵심기

술을 확보하여 “펀더우저”호의 지구 100% 해역 작업능력을 보장하였다. 특히 

수박조각 붙이기식 용접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반구(hemisphere) 용접 공법

을 채택해 신뢰성을 뚜렷이 향상시켰다.

2020.11.1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1/1

1/content_456792.htm?div=-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11/11/content_456792.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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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세계 최초 고속철도 현수교-우펑산 창장대교 개통

2020년12월11일 오전 세계 최초 

고속철도 현수교인 우펑(五峰)산 창장

(長江)대교가 본격 개통되었다.

우펑산 창장대교는 롄전(連鎮)철도

와 징후(京滬)고속철도 남부 연장의 

핵심 제어 프로젝트로 교량의 총 길이

는 6,409M이며 그 중, 주교량은 1,432M이고 강을 가로지르는 주경간은 

1,092M이며 단일경간 스팬 강철 거더(span steel girder) 현수 구조를 채택

했다. 교량의 상층은 설계 속도가 시속 100Km인 양방향 8차선 고속도로이고 

하층은 설계 속도가 시속 250Km인 4선 고속철도이다.

해당 교량은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현수교이자 중국 최초의 도로-철도 양용 

현수교이다. 해당 대교의 개통으로 중국은 세계 최초로 고속철도 현수교의 설

계 방법, 계산 이론 및 관련 기술 표준을 구축하였고 해당 분야에서 “중국 제

조”에서 “중국 혁신”으로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해당 교량의 시공을 담당한 중국교통건설그룹(中交集团) 제2항무공정국유

한회사는 대경간 대형 고속철도 양용 현수교 건설을 위해 신구조, 신재료, 신

공법, 신기술 및 신장비를 채택하였고 오픈 케이슨(open caisson) 시공과 교

탑 건설 등 분야에서 다양한 중국 기록과 세계 기록을 세웠으며 시공 기술은 

중국 및 세계 동 유형 교량 건설의 최고 수준이다.

앵커리지는 교량의 가장 중요한 응력 구조이다. 해당 교량의 북쪽 앵커리지 

오픈 케이슨은 길이 100.7M, 너비 72.1M, 높이 56M이고 면적이 하나의 축

구장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육지 오픈 케이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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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앵커리지의 총 중량은 133만 톤으로 186개의 파리 에펠탑 중량에 해

당하며, 체적은 세계에서 적재량이 가장 큰 항공모함 13척의 만재배수량 합에 

해당하다. 중량과 체적이 모두 명실상부의 세계 1위이다.

롄전철도는 북쪽으로 롄윈강(連雲港)시에서 시작되어 전장(鎮江)시에서 끝

나며 총 길이는 약 304.5Km이고, 설계 속도는 시속 250Km이다. 2014년 12

월 26일에 착공하여 롄화이 구간은 이미 2019년 12월 16일에 개통되었다.

롄진철도 전구간 개통 후, 롄윈강 화이안(淮安), 양저우(揚州) 및 전장 지역 

일부 현시가 전국 고속철도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장쑤(江蘇)성 북부와 상하이, 

난징 등 경제발달 도시와 연결시켜 장쑤성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하고 연선 도시의 대외 교통 편리성을 향상시키며 창장 삼각주 

핵심 지역에 더 잘 통합되어 교통 우위를 심층 향상시킬 전망이다.

2020.12.15. 

http://www.sasac.gov.cn/n2588025/n2588124/c16219876/content.html

http://www.sasac.gov.cn/n2588025/n2588124/c16219876/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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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가속기 초전도 고주파수 캐비티�최초 개발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이하 고에

너지물리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고품질 계수 

9-cell 초전도 캐비티의 중온 어닐링 공법을 

달성하였고 소규모(6개) 초전도 캐비티의 최초 

시험 제작을 완료하였다. 관련 기술은 세계 선

두 수준이다.

세계 주요 가속기 장치 중, 1300MHz 9-cell 초전도 캐비티는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번에 성과 평가를 통과한 1300MHz 9-cell 초전도 캐비티

는 상하이 하드X선 자유전자 레이저 장치(Shanghai hard X-ray free 

electron laser facility, 중국 최대 규모 과학기술 기초시설 프로젝트, 2025

년에 가동 예정) 등 미래 첨단 가속기의 핵심 부품이 된다.

6개 초전도 캐비티의 품질 계수(Q값) 테스트 결과, 해당 캐비티는 동종 초전

도 캐비티의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성능은 모두 상하이 하드X-선 자

유전자 레이저 장치, 미국 선형가속기 코히어런트 광원 2단계 및 에너지 업그

레이드 프로젝트의 초전도 캐비티 설계 지수를 초과하고 평균 Q값은 미국 선

형가속기 코히어런트 광원 2단계 에너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질소 도핑 초

전도 캐비티보다 우수하다. 연구팀은 9-cell 초전도 캐비티의 중온 어닐링 공

법으로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성과는 중국의 높은 Q값 1,300MHz 9-cell 초전도 캐비티의 대량 개

발 및 제조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의 세계 선도적 수준의 고반복 

주파수 자유전자 레이저 장치와 미래 고에너지 양음극 전자 충돌기 구축을 위

한 새로운 공법 솔루션을 제공한다.

2020.12.23. https://www.cas.cn/cm/202012/t20201222_477164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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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세계 첫 시속 350Km�고속화물열차 출시

2020년 12월 23일, 세계 첫 시속 

350km 고속 화물열차가 중처탕산(中
車唐山)주식유한회사에서 조립을 마쳤

다. 이는 세계 최초로 시속 350Km를 

달성한 고속화물열차로 중국의 철도교

통 장비의 자체 혁신 수준을 크게 향상

시켰다.

해당 열차의 앞부분은 중화철갑상어 골격 모양의 생체공학 기술을 채택하여 

세장비(Slenderness ratio)를 높이고 주행 저항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화물 단

위 중량당 에너지 소모는 비행기의 8%에 불과하다. 외부 색상은 은색-흰색-적

색의 세 가지 색상으로 디자인하였고 친환경적이고 자극성 냄새가 없는 수성 

페인트를 칠하여 표면이 섬세하고 미관상 보기 좋으며 청결이 쉽다. 매 화물칸 

양측에는 모두 한 쌍의 너비가 2.9M인 세계에서 가장 큰 개도(opening)를 가

진 적재문이 있다. 화물칸 내부의 평활한 화물운송 전용 바닥에는 표준 단위탑

재용기(ULD)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 적재, 정밀 중량 제어 및 유전 알고리

즘 등 기법을 이용하여 화물의 지능형 적재 및 합리적 부하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노캐리어 펄스 통신(UWB) 기법,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및 베이더우

(北斗) 위성 항법 기법을 활용하여 화물의 정확한 식별, 정확한 위치 측정 및 

화물 정보의 열차-지상 교호를 달성할 수 있다.

동 열차는 4개 동력열차+4개 무동력열차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적재량은 

110톤 이상이고 화물 용적은 800m³ 이상이며 적재 공간 이용율은≥85%이

다. 또한 -25℃~40℃의 환경 온도에 적응할 수 있다. 화재 방지를 위한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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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화재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다양한 방화 난연성 신소재, 신기술을 응용

하였으며 창고 구역은 신형 팽창 난연성 코팅을 채택하고 방화층의 수명은 10

년 이상이다.

해당 열차는 적재 시스템, 주행 시스템, 지능형 하역 장비, 신속 하역 등 궤

도교통의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한 여러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하역 효율을 크

게 향상시켰으며 대적재량, 대용량, 신속 하역 및 화물 운송 관리를 달성했다.

고속화물열차는 항공 운송, 도로 운송에 비해 환경 요인의 영향을 적제 받으

며 1,500Km의 거리를 5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중국은 고속화물 열차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최초로 다중 모드 운송 표준 및 규칙을 제정하

고 다양한 적재 및 하역 장면에서의 도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고 고속 화물

열차의 설계, 제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체 생명주기 제품 통합화 플랫

폼을 구축한 것으로 이는 고속 열차 제조의 시범 사례가 되었다.

2020.12.25. https://mp.weixin.qq.com/s/e2AouBI-OPVO_9AnmZw_rQ 

https://mp.weixin.qq.com/s/e2AouBI-OPVO_9AnmZw_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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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료

89.� 고온·저온에 견디는 초경량 초탄성 소재 개발

중국과학기술대학의 위수훙(俞書宏) 연구팀과 량하

이웨이(梁海偉) 연구팀은 200만 라운드 압축 후에도 

여전히 “초탄성”을 보유하여 변형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100℃~500℃의 초저온·초고온에서도 견디는 초

경량형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 성과는 “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다.

경량성/강인성을 보유한 동시에 고온/저온에 견딜 수 있는 “초탄성” 재료는 

항공우주, 연체 로봇, 기계적 완충, 에너지 감쇠 등 분야의 이상적인 재료이다. 

많은 재료는 그 중의 1가지 또는 몇 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기 모든 

특성을 모두 보유한 재료는 매우 적다.

최근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으로 경량형 초탄성 재료 개발을 시도했지만 공

법의 제한으로 밀리미터급 “소규모 물질”밖에 제조할 수 없고 크기를 증가시킬 

경우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연계의 일부분 바이오소재는 우수한 

역학적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순수한 유기물 또는 유기물/무기물 복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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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된 온도 범위에서 기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인

체 힘줄은 양호한 내피로성 재료이지만 인체 온도 범위 내에서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며 나무는 가볍고 인성이 강하지만 고온에 견디지 못한다.

연구팀은 열분해 화학적 제어를 통해 구조생물재료를 흑연 탄소나노섬유 에

어로겔 재료로 전환시키는 새 방법을 개발했다. 실험적 검증 결과, 해당 새 방

법으로 재조한 신형 흑연 에어로겔 재료는 무게가 약 6mg/cm3이고 200만 

라운드 압축한 후에도 초탄성을 보유하여 변형되지 않으며 –100℃ ~ 500℃ 

온도 범위 내에서 초탄성 및 내피로성을 유지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신소재는 “대형”, 대규모로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소재의 경

제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기에 항공 태양열 배터리, 슈퍼커패시터, 에너지 완충 

및 센서 장치 등 분야에서 중요한 응용 전망이 있다.

2020.01.03.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12/434370.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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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고강도 금속을 획득하는 새로운�방법 개발

베이징고압과학연구센터 Chen Bin(陳斌)은 

충칭(重慶)대학 Huang Xiaoxu(黃曉旭) 연구팀

과 공동으로 고압(High pressure) 조건에서 나노 

니켈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발견

함과 동시에 3nm 니켈의 고압 조건에서의 강도

가 일반 상업용 니켈 강도의 10배 이상에 도달함

을 발견했다. 동 연구는 고강도 금속을 획득하는 새 방법을 제공했다. 해당 성

과는 “Nature”에 게재됐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정립 크기가 작을 수록 그 강도는 더욱 높다. 하지만 

계산 결과에 의하면 결정립 미세화 정도가 약 15~10nm 이하에 달할 경우 나

노 금속의 강도는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되는 연화 현상이 나타난다. 전통

적인 실험 방법으로 미세(15nm이하)한 재료의 강도를 측정할 수 없기에 

15nm 보다 작은 결정립 금속의 경우 연화 또는 강화되는 지를 확정하기 어렵

다.

연구팀은 최초로 광물 연구에 이용되는 지구과학적 기술을 나노 재료의 압

축 변형 연구에 도입했다. 연구팀은 200~3nm(모두 8가지 결정립 크기)의 금

속 니켈에 대하여 고압 조건에서 변형 비교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금속 니켈의 

압축강도는 결정립 크기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3nm 니켈 샘플의 

강도는 전통적인 니켈 강도의 10배 이상에 달함을 발견했다. 이론적 계산 및 

투과전자현미경 측정 결과, 20nm 이하의 샘플에 나타나는 전위(Dislocation) 

및 고압에 의한 결정립계 소성변형 대폭 억제는 미세 결정립 샘플의 강도를 증

가시키는 핵심이다. 연구팀은 금 및 팔라듐에서도 상기 현상과 유사한 미세 결

정립 강도 증가 현상을 관측했다. 따라서 동 연구는 나노 금속 압축을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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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금속을 획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나노 결정립을 일정한 크기로 미세화시킬 경우 결정

립은 연화된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거쳐 압축을 통해 나노 결정립계의 소성변

형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고 따라서 연화를 억제시킬 수 있기에 고강도 나노 

금속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천빈 연구팀은 나노 재료의 고압 조건에서 변형 연구에 진력해 왔으며 최초

로 3nm 금속 니켈에서도 전위 활주에 의한 변형 메커니즘을 실험적으로 관측

함과 동시에 고압 미세영역 라우에 X선 회절법으로 최초로 나노 금속 입자 회

전폭의 임계 치수를 관측했다.

2020.02.27.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2/436191.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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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용수명을 50%�이상 향상시킨 고성능 스프링강 개발

양저우(揚州)대학교 기계공과대학 Liu 

Cheng(劉澄) 연구팀은 새로운 공정기술을 

활용해 양질의 고성능 스프링강을 성공적

으로 개발하였다. 해당 스프링강의 경도

(hardness), 피로강도, 압축성능 등은 유

럽·미국의 기존 스프링지수를 전부 초과하여 향후 첨단기계, 항공우주, 해양 

등 중하중 조건의 장비에 중점적으로 응용될 전망이다.

접시스프링 및 밸브스프링은 동작기계의 주요 부품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접시스프링 및 밸브스프링은 보편적으로 강도가 낮고 탄성인성이 떨

어지며 피로성능이 부족한 등 문제가 있는데 이는 흔히 스프링의 사용수명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조기 실효 및 균열을 쉽게 발생시켜 기계 

고장, 자동차 시동정지 심지어 엔진연소 등을 초래한다.

연구팀은 새로운 멀티스텝 저온등온 담금질 공법을 활용하고 다상

(multiphase) 나노구조 공명강인화 원리를 이용해 초강, 초경, 양호한 압축성

능, 녹색 에너지절약형 생산라인을 구비한 양질의 스프링강을 제조하였다. 또

한 이론적 모델링 및 공정 디버깅을 통해 상(phase)별 성분 배합비가 일정한 

스프링 제품을 획득하였고 우수한 종합성능을 확보하였다. 연구팀이 개발한 신

형 접시스프링 제품은 업계의 10t 하중 압축성능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

라 경도, 강도, 피로수명 등도 기존 중국 내 접시스프링을 초과하였다. 본 제품

의 사용수명은 기존 중국 내 기타 스프링제품에 비해 50% 이상 향상되었다.

2020.03.1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3/1

1/content_44132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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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첫 신형 희토류 수소저장합금 생산라인 본격 가동

중국과학원 바오터우(包头)희토연구개발센

터 인큐베이터 기업의 신형 희토류 마그네슘-

니켈 기반 수소저장합금 전극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었다. 해당 생산라인의 생산 능력은 200

톤에 달한다.

고용량 및 낮은 자기방전 등 장점을 보유한 희토류 마그네슘-니켈 기반 수

소저장합금 전극 재료는 전통적인 AB5형 희토류 기반 수소저장합금을 대체할 

수 있다. 해당 신형 전극 제품으로 제조한 니켈수소 동력 배터리는 뛰어난 저

온 안정성을 갖고 있다. 대량 실험결과, 자동차 성능이 아주 안정적이고 북방

의 매우 추운 환경에서도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옌산(燕山)대학의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합금 제조 기술을 이

용하여 희토류 마그네슘-니켈 기반 수소저장합금의 위상구조와 전기화학 수소

저장 성능 사이의 매칭 관계를 통해 합금의 구조 특성을 최적화하였으며 다양

한 우위 특성의 희토류 마그네슘-니켈 기반 수소저장합금 신제품을 개발했다.

해당 생산라인은 중국 최초의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첫 신형 희토류 수

소저장합금 생산라인이다. 신형 전극으로 생산한 배터리 용량은 기존의 니켈수

소 배터리 및 수소저장합금 배터리 용량보다 30% 이상 향상되었으며 고용량, 

넓은 온도대, 첨단 공법 기술, 저전력 소비의 니켈수소 동력 배터리를 생산하

는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했다.

2020.04.1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4/1

0/content_442970.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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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그래핀 가공이 가능한 신형 펨토초 레이저 플라즈몬

리소그래피 기술 개발

중국과학원 창춘(長春)광학정밀기계·물

리연구소 연구팀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

형 펨토초 레이저 플라즈몬 리소그래피

(FPL) 기술을 이용하여 100nm 두께의 실

리콘계 산화그래핀 박막 표면에서 고품질 

마이크로나노 주기구조(periodic structures) 쾌속 제조를 구현하였다. 해당 

성과는 “light: Science & Applications”에 게재되었다.

그래핀 발견 이후 2차원 재료가 점차적으로 재료 분야의 연구 이슈가 되었

다. 자기조립, 전자빔 리소그래피 및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등 기술을 이용해 

그래핀 상에서 마이크로나노 구조를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밴드갭, 

흡수, 캐리어 이동도(carrier mobility) 등 성능도 조절할 수 있지만 시간 소

모가 크고 비용이 높으며 범용성이 낮은 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용 절

감, 마이크로나노 구조 그래핀 고효율적 제조가 현재의 주요 해결과제이다.

펨토초 레이저 가공 기술은 초고피크출력/초단펄스지속시간의 독특한 비교

우위로 인해 다양한 재료의 초정밀 마이크로나노 가공 영역에 광범위하게 응

용되고 있다. 레이저 직접 묘화(laser direct writing)의 경우 정밀도는 매우 

높지만 초정밀 마이크로나노 제조 효율은 제고의 필요가 있다. 가공 정밀도/효

율의 동시 확보는 해당 기술의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유연하면서도 간편한 가

공 수단으로 가공 정밀도/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펨토초 레이저 실

용화의 핵심이다.

연구팀은 FPL 기술로 2차원 박막 재료에서 대면적 고품질 서브마이크론 주

기구조 쾌속 제조를 구현할 수 있음을 최초로 입증하였다. 펨토초 레이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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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광학 특성에 힘입어 FPL 가공 과정에 재료 표면 결함, 이물질 등 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으며 가공 기저(fundus)도 재료 종류의 제한을 쉽게 받지 

않는다. 해당 가공재료는 우수한 기계적 성능을 보여주었고 또한 기존의 습식 

전사법을 사용한 완전 전사가 가능하였다. 이는 관련 재료 주기성 마이크로나

노 구조의 유연성 제조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05.1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5/1

1/content_444553.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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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궤도에 응용되는 신형 유리섬유 복합재료 개발

시난(西南)교통대학, 구이저우성(贵州省)

재료산업기술연구원 연구팀이 관련 재료응용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궤도교통 고강도 

난연성 유리섬유 복합재료와 제품의 연구개

발 및 응용” 프로젝트가 쓰촨성(四川省) 청두

(成都)에서 성과 감정에 통과됐다. 해당 프로

젝트는 궤도 전력, 비상 시설에 고강도 난연성 유리섬유 신소재 “갑옷”을 착용

하여 강도, 난연성, 내부식성, 절연성, 열전도성 및 내수성 등 종합성능지표를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궤도 시설은 장기간 노천에서 햇볕에 노출되고 빗물에 젖거나 터널의 음침

하고 습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종합 성능 지표에 대한 요구가 높다. 현재, 

궤도교통 제품 개발에 사용 가능한 복합재료는 주로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와 유리섬유 복합재료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제조비용이 높고 주로 철도차량 

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반면, 유리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은 보급 및 

응용 범위가 넓다.

특히, 궤도 케이블 트레이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철도 교량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가 대면적 손상되어 선로의 정상 운행에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기존에 현장에 설치된 철도 통신신호 난연성 마그네

사이트 복합재료 케이블 트레이는 주로 마그네사이트 분말, 염화마그네슘 및 

유리섬유 직물을 수작업으로 바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재료 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취성도 있어서 케이블 트레이의 대면적 손상 및 내구성 저

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산학연협력을 통해 완성한 해당 연구 성과는 초미세 무기 난연성 입자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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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복합 변성을 통해 무기 입자가 폴리머 매트릭스에서 균일한 분산이 어려운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초미세 입자 난연성 중합체 복합재료의 고성능

을 달성하여 고강도와 난연성을 모두 보유한 유리섬유 복합재료를 개발하였다. 

연구진은 해당 고성능 재료를 기반으로 신형 유리섬유 복합재료 자기잠금식 

케이블 트레이, 장착 구멍 구조의 시트필름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일체형 

터닝 케이블 트레이 및 도상(ballast) 시트필름 플라스틱 독립식 비상대피 플랫

폼 등 시리즈의 제품을 개발하여 쓰촨성（四川省）, 충칭시(重庆市), 구이저우

성(贵州省)의 여러 궤도교통 선로에 광범위하게 응용하였다. 그 중, 많은 제품

은 최초로 궤도교통 분야에 사용되었다. 해당 연구 성과는 4개의 발명 특허, 

11개의 실용신안 특허, 6개의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다.

2020.06.03.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0

2/content_44596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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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세계에서 가장 얇은 단일분자 전자소자 개발

샤먼(廈門)대학 고체표면물리화학 국가중

점실험실 Hong Wenjing(洪文晶) 연구팀은 

영국 랭커스터대학(Lancaster University) 

Colin J.Lambert 연구팀과 공동으로 실온에

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얇은(머리카락 

지름의 약 60,000분의 1 두께) 단일분자 전자소자를 제조하였다. 해당 성과는 

“Science Advances”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반도체는 국가의 “산업식량”에 비유된다. 그 중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실

리콘계 마이크로 전자소자의 소형화는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유기분자

를 사용한 신형 분자전자소자(molecular electronic device) 구축은 반도체

장치 소형화의 중요한 잠재적 기술 방안이다. 현재 유기분자 소자 소형화의 크

기 한계는 해당 분야의 중요한 기초과학 문제로 되었다.

연구팀은 2개 단일층 그래핀 전극 간격 정밀 조절을 통해 단일 평면 유기분

자를 2개 단일층 그래핀 전극 사이에 연결시켜 전기전도 채널 길이가 단일 원

자층 두께밖에 안 되는 초박 단일분자 전자소자를 구축하였다. 이외 분자 미세 

구조 정밀 조절을 통해 해당 전자소자의 전자 전달(electron transport) 성능

을 뚜렷이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당 초박 분자 전자소자는 나노 규모 전자 전달의 독특한 양자 터널링 특성

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반도체장치 소형화 분야에서 분자전자소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2020.06.08.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0

4/content_446099.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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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고순도 희토금속,� 합금 표적재료 제조기술�개발

스퍼터링 박막재료인 고순도 희토금속과 

합금 표적재료는 희토 기능성소재 및 그 소

자의 핵심 재료로 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

이,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첨단기술 산업 혁신

에 중요한 지원를 제공한다. 그러나, 중국

의 희토금속과 표적재료 생산 기술은 설비

가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제품 등급이 낮다.

유옌(有研)과학기술그룹과 유옌희토신재료주식유한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고순도 희토금속, 합금 표적재료 및 그 제조 기술”은 2019년도 중국유색금속

공업과학기술 1등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개발로 자체 개발한 전자 정보는 이트

륨, 에르븀, 란타늄, 가돌리늄, 스칸듐 표적재료 및 OLED용 고순도 이테르븀 

증발 재료를 사용했고 순도가 4N 이상이며 60가지 불순물 원소 총량이 

100ppm 미만이다. 그 중, 고순도 이테르븀 증발 재료 제품은 중국의 여러 

OLED 제조업체들이 응용되고 있다. 높은 스칸듐 함량(Sc>20%)의 알루미늄-

스칸듐 합금 표적재료 제품은 순도가 3N5 이상이다.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 

테르븀과 디스프로슘 표적재료의 대규모 생산을 달성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다. 고순도 희토금속과 금속 표적재료의 국산화 제조는 중국산 칩

과 그 소자 및 고성능 자성재료 개발을 위한 핵심 원자재 공급을 보장할 수 있

다.

2020.08.25. https://mp.weixin.qq.com/s/dfuBX1Xr2H8RXOpUj2cj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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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바이오닉 층상 관절연골 윤활재료 개발

중국과학원 란저우(兰州)화학물리연구소 

고체윤활국가중점실험실 재료표면/계면 연

구팀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D.Dini 교수 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신형 바이오닉 층상 관절연

골 물윤활 재료를 구축하여 거시적 거친 스케일 접촉 조건에서 높은 내하중, 

낮은 마찰 및 내마모성능의 통합을 달성하여 고성능 연질 물윤활재료의 실제

적 공학 응용을 촉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게재되었다.

천연연골은 고체-액체 2상 특성을 보유하며 전형적인 층상 구조 특성과 특

수 응력 소산 메커니즘을 가진 습하고 매끄러운 재료이다. 전통적인 표면 개시 

중합방법으로 제조된 폴리머 브러시 층은 비교적 얇고 거시적 거친 접촉 스케

일에서 전단 및 마모가 쉬워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응용을 제한한다. 히드로

겔은 친수성 폴리머 네트워크로 구성된 고분자 재료이지만, 전통적인 히드로겔

의 수화 능력은 내하중 능력에 반비례한다. 수화도가 높은 히드로겔 재료는 너

무 부드러워서 높은 내하중 전단 과정에서 변형되기 쉽다. 역학적 강도가 비교

적 높은 겔은 표면 수화 성능이 좋지 않아 히드로겔에 우수한 윤활 성능을 제

공하지 못한다. 지난 20년간, 학술계의 연질 윤활재료에 대한 연구는 계면 윤

활, 기계적 내하중 및 내마모성을 시너지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천연 관절연골의 계면 물윤활 메커니즘, 생화학적 구조 분포 특성 

및 특수한 기계적 응력 소산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중층 구조 폴리머 

브러시/히드로겔 복합재료의 제조 방법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개시제를 고강

도 이중 가교 히드로겔 네트워크에 접목시키고 원자 이동 라디칼 중합(AT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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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폴리머 브러시가 겔의 표면 아래에서 성장하게 하였으며, 히드로겔 네

트워크에 얽혀지게 하여 전형적인 계층 구조를 달성했다. 재료의 상부 층은 이

온형 폴리머 브러시의 존재로 인해 느슨한 섬상 구조를 형성하고 더 높은 수화 

정도를 보유하여 윤활 및 마찰 감소의 역할을 한다. 하부 층 겔은 조밀한 네트

워크 구조를 유지하여 재료에 더 높은 내하중 능력을 부여한다. 연구에 따르

면, 표면층과 바닥층의 두께 및 두 층의 역학적 계수 매칭 정도는 계면 윤활 

성능을 제어하는   핵심 요소이다. 바이오닉 층상 재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하

(~ 10 N, 접촉 응력 ~ 8.5 MPa) 조건에서 50,000회의 왕복 순환 마찰 후에

도 약 0.025의 안정적인 표면 마찰 계수를 유지하며 이는 재료의 윤활 성능을 

입증한다. 연구진은 재료 표면의 마모 흔적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50,000회의 

순환 테스트 후에 재료 표층은 거의 마모 현상이 없음을 발견했다. 이는 해당 

재료의 내마모성을 검증한다. 연구진은 계면 윤활과 접촉 역학의 이중 각도에

서 실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해석을 통해 바이오닉 층상 관절연골 재

료의 윤활, 내하중 및 내마모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였다.

2020.09.04.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20-06/0

9/content_446386.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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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형 반도체 레이저 개발

중국과학원 창춘(長春)응용화학

연구소 Qin Chuanjiang(秦川江) 

연구팀은 일본규슈대학교와 공동으

로 신형 저비용 반도체 재료 페로브

스카이트 기반 레이저를 개발하여 

기존에 레이저가 저온에서만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작동하던 어려움을 해결하

여 실온에서 지속적으로 레이저 광선을 출력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레이

저를 구현했다. 관련 성과는 “Nature”에 게재됐다.

레이저는 입사광 또는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키는 소자로서 발광이 매

우 균일하기에 산업, 의료, 정보, 과학연구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페

로브스카이트 반도체 재료는 저비용 용액으로 가공할 수 있고 발광 파장을 조

절할 수 있으며 방출 스펙트럼이 안정한 등 장점을 보유하기에 가공 물질로 이

용할 수 있어 레이저 분야에서 응용 전망이 밝다. 하지만 실온에서 지속적으로 

여기 되어 몇 분 동안 작동한 후 페로브스카이트 레이저 광선이 소실되는데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기반도체 소자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결합된 후 먼저 엑시톤을 형성한 

다음 에너지를 방출한다. 엑시톤은 일반적으로 일중항 상태 엑시톤 및 삼중항 

상태 엑시톤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삼중항 상태 엑시톤은 직접적인 발광 

효율이 낮다. 기존 연구에서 유기반도체의 지속적인 레이저 광선 생성을 방해

하는 주요 요인은 삼중항 상태 엑시톤의 고유적인 특성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삼중항 상태 엑시톤이 준이차원(Quasi-two-dimensional) 페로브스카이트 

레이저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하지 못했다.

준이차원 페로브스카이트는 동일한 반복 단위의 무기 구조가 유기층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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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인 재료이다. 최근 연구에서 해당 재료의 삼중항 상태 엑시톤 수명이 1마이

크로초에 달함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레이저 광선 소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추측했다. 삼중항 상태 엑시톤은 발광하지 않지만 발광하는 일중항 상태 엑시

톤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그들이 모두 발광하지 않는 형식으로 에너지를 상실

하도록 한다.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에 존재하는 장수명 삼중항 상태 엑시톤이 

존재할 경우 삼중항 상태 엑시톤을 제거하여 레이저 광선에 대한 간섭을 방지

해야 한다.

상기 연구에 기반해 연구팀은 준이차원 페로브스카이트에 비교적 낮은 삼중

항 상태 에너지 준위 유기층을 도입해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생성되는 장수명 

엑시톤을 자발적으로 유기층에 전이시켜 일중항 상태 엑시톤의 에너지 손실을 

감소시켜 광 여기 조건에서의 지속적인 레이저 광선 생성을 달성했다. 페로브

스카이트 레이저를 공기 중에 설치하여도 삼중항 상태 엑시톤은 산소에 의해 

소멸되기에 지속적인 레이저광선 생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삼중항 상태 엑

시톤이 레이저 광선 소실을 초래하는 원인임을 더한층 입증한다. 이외, 레이저

는 상대습도가 55%인 공기 중에서 지속적으로 1시간 작동한 후 레이저 광선 

세기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발광 스펙트럼도 이동하지 않는다.

동 연구는 페로브스카이트 레이저 작동 과정에서 삼중항 상태 엑시톤의 핵

심 역할 그리고 삼중항 상태 엑시톤에 대한 제어가 지속적인 레이저 광선 생성

에서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해당 성과는 저비용, 용액에 의한 가공 및 초소형

화 기반 전기 유도 페로브스카이트 레이저 소자를 개발하여 광통신, 광정보 처

리, 광기억 장치 및 대규모 집적회로 플레이너 공정(Planar process)을 통해 

구성된 광전자 시스템에 응용하게 된다.

2020.09.10. https://mp.weixin.qq.com/s/O3Lv6nEMA2D7VRDDNSeG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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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분 동안� 80%�충전 가능한 신소재 리튬이온전지 개발

중국과학기술대학 Ji Hengxing(季恒星) 교

수 연구팀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

스캠퍼스(UCLA),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등 

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리튬이온전지 전극재

료 연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

팀은 흑린 복합재료를 새롭게 설계하여 흑린 

복합재료로 리튬이온전지의 고용량, 쾌속 충전 및 장수명이 가능해졌다. 해당 

성과는 “Science”에 게재되었다.

리튬이온전지에서 에너지는 리튬이온과 전극재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지를 

통과한다. 따라서 전극재료의 리튬이온 전도성은 충전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이

다. 이외 단위질량 또는 단위부피의 전극재료가 얼마만한 리튬이온을 수용하는

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백린의 동소체(allotrope)인 흑린의 특수한 층상구조는 매우 강한 이온 전도

성 및 높은 이론적 용량을 부여하기에 쾌속충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잠재력 

있는 전극재료이다. 하지만 흑린 층상구조의 가장자리에서부터 구조파괴가 쉽

게 발생하는 등 실제 측정 성능은 이론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감안해 연구팀은 “계면공학(Interfacial Engineering)” 전략을 사용하

고 인-탄소 공유결합을 통해 흑린과 흑연을 연결하여 재료구조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흑린/흑연 복합재료 내부의 리튬이온 전도성을 향상시켰다. 전극재료

가 운행과정에서 전해액에 의해 점차적으로 분해된 화학물질에 피복될 수 있

고 따라서 일부 물질이 리튬이온의 전극재료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유리

표면의 먼지가 빛의 투과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

은 가볍고 얇은 폴리머겔(Polymer gel)로 방진 외투를 만들어 흑린/흑연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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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표면에 입혀 리튬이온의 순조로운 진입을 보장하였다.

연구팀은 일반적 공법노드맵과 기술파라미터를 사용해 흑린 복합재료 전극

판을 제조하였다. 실험실 측정 결과 9분 동안의 충전으로 약 80%의 전기량을 

회복시키고 2,000회 순환 후에도 90%의 용량을 유지하였다. 해당 재료의 대

규모 생산이 실현되고 알 맞는 양극재료 및 기타 보조재료가 발견되며 코어셀 

구조, 열관리 및 리튬석출 보호 관련 최적화 설계가 완성될 경우 에너지밀도가 

350Wh/kg에 달하고 쾌속충전 성능을 갖춘 리튬이온전지를 획득할 전망이다.

동 리튬이온전지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1,000km로 끌어올릴 수 있다. 현

재 완전히 충전된 테슬라 Model S의 주행거리는 650km이다. 쾌속충전 성능

은 전기차 사용자의 체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2020.10.22.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

ml/2020-10/20/content_455318.htm?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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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플라스틱 대체 가능한 고강도 바이오베이스 재료 생산

기술�개발

중국과학기술대학 Yu Shuhong(俞書宏) 연

구팀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 바

이오베이스 재료(Bio-based materials) 생산 

방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과는 “Nature 

Communi- cations”에 게재됐다.

석유 기반 플라스틱은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 기반 플라

스틱과 유사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지속 가능한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을 찾

아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폴리머에 방

향성이 일치한 작은 입자 충전제를 첨가하여 폴리머의 기계적 성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폴리머 중의 입자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압력을 이용해 바이오베이스 폴리머에서 작은 입자를 배열하는 공

법을 개발했다. 압력의 작용 하에 재료의 두께가 감소되고 입자는 행으로 배열

된다. 셀룰로스계 폴리머는 수직 배열된 광물 입자 사이의 공극을 메워 벽돌벽

(Brick wall)과 유사한 구조를 형성한다. 해당 구조는 재료가 많은 고성능 플

라스틱보다 우수한 기계적 성능을 보유하도록 한다. 따라서 일반 플라스틱이 

취화 또는 연화되는 온도에서도 해당 플라스틱의 기계적 성능은 안정하다. 연

구팀은 핸드폰케이스 제조를 통해 해당 공법의 확장성 그리고 해당 재료의 쉬

운 가공성을 입증했다. 해당 공법의 개발은 바이오베이스 재료의 산업에서 응

용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20.11.10. 

https://www.cas.cn/cm/202011/t20201105_476542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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