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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주기율 속에 담긴 비밀

우주는 몇 개의 원소로 이뤄져 있을까요? 언뜻 수천, 수만 가지의 원소가 있을 것 같지만 정답은 118개
입니다. 이 118개의 원소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한 눈에 정리한 것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01 주기율표의 탄생
학습목표 1. 주기율표의 발전 역사와 규칙성을 알 수 있다.
	 2. 여러 원소의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통  합 
과  학 원소 탄생, 그 험난한 여정

 1차시 교재

그림 출처 ‘주기율표 속에 담긴 비밀’ / 동아사이언스 2017. 3. 1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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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율표를 보는 법은 간단합니다. 서로 비슷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가진 무리끼리 배열돼 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족인 알칼리 금속 원소들은 공통적으로 은백색을 띠며 열과 전기를 잘 전달
합니다. 반응성이 커서 물과 만나면 폭발을 일으키죠. 2족인 알칼리 토금속과 함께 폭죽의 원료로 쓰입
니다. 반면 18족인 원소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무색, 무취, 불에 타지 않는 기체 원소로 비활성 
기체라고 불립니다. 네온사인을 밝히는 가스의 원료입니다. 그밖에 노란색으로 색칠한 전이 금속은 합
금에 많이 사용되고, 하늘색 준금속 원소를 기준으로 왼쪽엔 금속, 오른쪽엔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1번 수소부터 92번 우라늄까지는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져 지구로 전해졌지만 나머지 26개 원소는 사
람이 실험실이나 원자로에서 합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위치의 원소들끼리는 왜, 비슷한 성질을 띠는 걸까요?
1869년 주기율표를 발명한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상대적인 질량(원자량) 순서로 정렬
하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죠.
이유는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원소를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정렬해보니, 첫째, 같은 족 원소들
의 전자껍질 수는 아래로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둘째, 같은 족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 전자의 수가 모두 
같았습니다. 셋째, 같은 주기에 있는 원자의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이런 조건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바꿔 원소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결정지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오묘한 규칙성을 이용해 주기율표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원소를 계속 찾아 나가고 있
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한 뒤, 멘델레예프가 정립한 원소 주기율표를 이용해 원소들을 분류해
보자.1

분류 원소

1족 원소  

2족 원소  

13족 원소  

14족 원소  

15족 원소  

16족 원소  

17족 원소  

18족 원소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표준상태에서 기체인 원소  

표준상태에서 액체인 원소  

표준상태에서 고체인 원소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참고 동영상

‘주기율표 속에 담긴 비밀’ / 

동아사이언스 2017. 3. 10. 

http://

dongascience.donga.com/

news.php?idx=1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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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개인별로 멘델레예프의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을 만들어 분류표를 완성해보자.

분류된 원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기율표를 만들어보자.

(예시)

3

2
분류 원소

 

 

 

 

 

 

 

 

 

그림 출처  Theodor Benfey의 와선형 주기율표(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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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과학 발전과 과학기술 정책
학습목표 1.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가상의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 볼 수 있다.
	 2. 실제 과학자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에 성공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 주제 원소 이름

주기율표에 이름을 남긴 과학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불과 100여 가지 원소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를 합쳐야 모두 120가지가 되지 않는다. 
2011년 12월 1일 국제순수응용화학협회(IUPAC)는 수년 전 만든 인공 원소 2종의 이름을 제안했다. 원자
번호 114번은 플레로븀(flerovium, 줄여서 Fl)이고 116번은 리버모륨(livermorium, 줄여서 Lv)이다. 리
버모륨은 이 원소를 만든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를 기념하기 위해 연구소가 위치한 도시인 
리버모어(Livermore)에서 이름을 따왔다. 플레로븀은 이 원소를 만든 러시아의 플레로프 핵반응연구소
의 설립자인 게오르기 플레로프(Georgy Flerov)를 기려 명명했다. 
1913년에 태어난 게오르기 플레로프는 러시아의 저명한 핵물리학자로 1942년 구소련의 지도자 스탈린
에게 미국과 독일의 핵무기 개발 경쟁 상황을 편지로 알려 구소련 역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큰 역
할을 한 과학자다. 1957년 자기 이름을 딴 플레로프 핵반응연구소를 세워 1989년까지 소장으로 재직했
고 1990년 사망했다. 사후이지만 후학들 덕분에 주기율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부분은 물질 이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4원소 얘기를 했다지만 오늘날 원소의 개념이 과학계에 도입된 것
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에 이르러서다. 따라서 어떤 물질에 부여된 이름 가운
데 그 물질이 단일 원소로 이뤄진 경우 그 물질명이 곧 원소명이 됐다. 금이나 은 같은 많은 금속의 원소명
이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 
한편 라부아지에 이전에는 당연히 원소일 거라고 생각했던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이뤄진 복합물
질로 밝혀졌다. 수소(hydrogen, H)는 물이라는 뜻이고 산소(oxygen, O)는 부식시킨다는 뜻이다. 즉 해
당 원소의 특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20세기 과학자는 자연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원소를 각종 정제법과 분석법을 동원해 발굴했고 이
름을 붙였다. 가장 유명한 예가 퀴리 부부가 찾아낸 폴로늄과 라듐이다. 라듐(radium, Ra)은 빛을 방사한
다는 뜻을 지닌, 즉 원소의 특징에서 부여한 이름이지만 폴로늄(polonium, Po)은 퀴리 부인의 조국 폴란
드를 기려 명명했다. 
최초로 과학자의 이름을 딴 원소는 1944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글렌 시보그 교수팀이 만든 퀴륨
(curium, Cm, 원자번호 96)이다. 연구자들은 퀴리 부부를 기려 이런 이름을 붙였다. 그 뒤 새로 확인된 
원소에 종종 과학자의 이름을 붙였는데 다음과 같다. 

· 99번 아인슈타늄(einsteinium, Es): 1952년 수소 폭탄 폭발 잔해물에서 발견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을 기려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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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페르뮴(fermium, Fm): 1952년 수소 폭탄 폭발 잔해물에서 발견했다. 이탈리아 태생의 핵물리학
자 엔리코 페르미를 기려 명명했다. 
· 101번 멘델레븀(Mendelevium, Md): 1955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글렌 시보그 교수팀이 만들었
다. 주기율표의 창시자인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를 기려 명명했다. 
· 102번 노벨륨(nobelium, No): 1957년 스웨덴의 노벨연구소에서 102번 원소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며 
노벨륨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지만 그 뒤 실험 착오로 밝혀져 철회했다. 1966년 구소련의 플레로프 핵반응
연구소에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름은 그대로 남았다. 
· 103번 로렌슘(lawrencium, Lr): 1961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만들었다. 입자가속기 사
이클로트론을 발명한 미국 핵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렌스(Ernest Lawrence)를 기려 명명했다. 
· 104번 러더포듐(rutherfordium, Rf): 1966년 구소련의 연합핵연구소(JINR)에서 만들었다. 핵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뉴질랜드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포드를 기려 명명했다. 구소련의 과학자
들은 구소련 원자폭탄의 아버지인 핵물리학자 이고르 쿠르차토프를 기려 쿠르차토븀(kurchatovium)이
라고 명명했으나 논란 끝에 1992년 러더포듐으로 결정됐다. 
· 106번 시보귬(seaborgium, Sg): 1974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만들었다. 여러 원소를 
만든 미국 화학자 글렌 시보그(Glenn Seaborg)를 기려 명명했다. 
· 107번 보륨(bohrium, Bh): 1981년 독일 중이온연구소(GSI)에서 만들었다. 양자역학의 설립자인 덴마
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를 기려 명명했다. 
· 109번 마이트너륨(Meitnerium, Mt): 1982년 독일 중이온연구소(GSI)에서 만들었다. 오스트리아의 핵
물리학자 리제 마이트너를 기려 명명했다. 
· 111번 뢴트게늄(Roentgenium, Rg): 1994년 독일 중이온연구소(GSI)에서 만들었다. X선을 처음 발견
한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뢴트겐을 기려 명명했다. 
· 112번 코페르니슘(Copernicium, Cn): 1994년 독일 중이온연구소(GSI)에서 만들었다. 지동설을 주장
한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를 기려 2009년 명명했다. (중략)

원소의 명명권은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연맹(IUPAC)과 국제 순수 및 응용물리학연맹(IUPAP) 관할이지
만 이들 단체는 원소를 처음 만든 기관에 이름을 지을 우선권을 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원소를 
만든 연구소가 속한 나라의 이름이나 지명, 과학자 이름을 따서 명명되는 이유다. 이미 웬만한 원소는 다 
만들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든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라고 한다. (후략)

위 기사에 나온 원소 외에 다른 원소들은 이름이 정해진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해 정
리해보자.1

기사 출처 ‘주기율표에 이름을 남긴 과학자들’ / 동아사이언스 2011. 12. 26.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5395376 

분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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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새로운 원소를 발견한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지 생각해보고, 이유를 함께 정리
해보자.

핵심 주제 새로운 원소 발견

꽉 찬 주기율표 새로운 화학 문 여나	

2015년 12월 31일,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연맹(IUPAC)과 국제 순수 및 응용물리학연맹(IUPAP)은 일
본 이화학연구소(RIKEN)의 니시나 가속기연구센터(RNC) 모리타 고스케 박사팀에게 113번 원소(임시
명:Uut, 우눈트륨)에 대한 명명권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존재가 드러난 118개 원소 중 4개의 
원소가 아직 이름이 없는 가운데,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원소 명명권을 획득한 것이다. 모리타 박사팀은 
2003년 9월 실험에 착수해 세 번에 걸쳐 113번 원소(278Uut)를 발견했다. 러시아와 미국도 113번 원소를 
발견했으나, 실험의 완성도가 떨어져 인정받지 못했다.

0.0002초를 위한 12년

113번 원자량이 매우 큰 초중 원소(superheavy element)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두 종류의 원자핵
을 충돌시키는 핵융합을 통해 합성된다. 하지만 원소 그대로 존재하는 시간이 0.0002초에 불과해 직접 관
찰하기는 매우 어렵다. 때문에 알파붕괴된 횟수와 붕괴로 생성된 원소를 검출해 간접적으로 역추정해야 

2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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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알파붕괴는 원소가 알파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다른 종류의 원소로 바뀌는 것으로, 알파붕괴 한 번
에 원자번호는 2, 질량수는 4가 감소한다.
연구팀은 아연(70Zn)의 원자핵을 선형입자가속기에서 가속한 뒤 비스무트(209Bi) 금속판과 충돌시켜 113
번 원소를 합성했다. 첫 발견은 2004년 7월에 있었다. 충돌 직후 네 번의 알파붕괴와 105번 원소인 더브
늄(262Db)이 감지됐다. 이를 통해 113번 원소가 네 번 알파붕괴(원자번호 8감소)해 105번 원소가 된 것으
로 역추정했다. 간접적으로 113번 원소가 합성됐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05년 4월, 
다시 한 번 네 번의 알파붕괴와 105번 원소를 검출하면서 113번 원소 입증에 한 발짝 다가섰다. 1998년
과 2003년에 독일의 중이온가속기연구소(GSI)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했음에도 원소 검출에 실패한 것
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거둔 큰 성과였다.
하지만 IUPAC은 이를 새로운 원소의 발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알파붕괴를 이용한 원소 검출법은 붕괴 
횟수와 관련이 많은데, 네 번의 붕괴로는 새로운 원소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또한 알파
붕괴 발생시간, 알파입자가 가지고 나온 에너지량 등의 데이터 값이 1, 2차 실험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모리타 박사팀은 확증을 위해 실험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좀처럼 발견이 이뤄지지 않았다. 
모리타 박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운이 닿을 날이 다시 올 것이라 믿었다”
고 말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12년 8월, 모리타 박사팀은 마침내 113번 원소를 확증하는 실험결과를 
얻어냈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 나타난 105번 원소 더브늄이 연달아 두 번 더 알파붕괴하면서 101번 원소
인 멘델레븀(254Md)이 나타난 것이다. 여섯 번의 연이은 알파붕괴와 멘델레븀은, 이것이 113번 원소로부
터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더군다나 세 번에 걸친 이들의 발견은 IUPAC으로부터 인정
받기에 충분했다. 권영관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실험장치 팀장은 “실험 완
성도에 있어 네 번의 알파붕괴와 여섯 번의 알파붕괴는 매우 큰 차이”라며 “이제까지 원소 발견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주도하고 아시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일본이 이 구도
를 깼다”고 말했다.

그 어딘가 있을 ‘섬’을 향해
113번 원소는 존재 시간이 너무 짧아 실용적인 용도가 없을 뿐더러, 밀도, 녹는점, 산화상태 등의 화학적 
특성을 직접 측정할 수 없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원소들을 토대로 몇 가지를 예측할 뿐이다. 초중 원
소는 발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 앞으로도 화학적 특성이 밝혀질 가능성이 극히 적다. 그럼에도 113
번 원소의 발견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 ‘불안정한 바다(sea of unstability)’ 한가운데에 있을 ‘안정성의 섬
(island of stability)’ 때문이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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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금속인가? 비금속인가?  

2. 상온에서 녹는점과 끓는점은 
몇 C゚이며, 삼중점은?

 

3. 금속이라면 불꽃색은 무슨 색인가?  

4. 반응성의 크기는 어떠한가?  

5. 지구에 존재하는 시간은 얼마인가?  

6. 몇 주기에 속하는 원소인가?  

7. 몇 족에 속하는 원소인가?  

8. 가장 유용한 특징은 무엇인가?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2월호 ‘꽉 찬 주기율표 새로운 화학 문 여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2N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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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6년 6월, 113번 
원소의 이름은 
‘*니호늄’으로 확정됐다.

‘안정성의 섬’은 안정된 핵을 가진 초중량 원소군을 일컫는다.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핵 안의 양성자 개수
가 많아지면서 원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빠르게 붕괴된다. 하지만 120번대의 몇몇 원소들은 이론상 반
감기가 수 초~수 개월로 굉장히 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 팀장은 “안정성의 섬에 속한 초중 원소들은 실용
적인 부분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원자핵 구조와 핵물질 분열과 관련한 특성을 이해
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13번 원소를 입증하기 위해 그 아래 번호대의 원소들이 발견돼야 했듯
이, 120번대 원소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13번 등의 하위 원소들이 우선적으로 발견돼야 한다.
*113번 원소의 새로운 이름은 2017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IUPA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새로운 이
름의 후보로는 일본의 영어 이름을 딴 ‘자포늄’을 비롯해 연구소 이름을 딴 ‘리케늄’ 또는 ‘니시나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리타 박사의 이름을 딴 ‘모리타늄’이 될 수도 있다. RIKEN은 올해 안으로 후보명을 정할 
예정이다. 모리타 박사는 RIKEN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과의 지루한 싸움이었지만 이 실험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정성의 섬’을 발견하고, 주기율표 7열과 8열에는 
원소들의 화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120번 이상의 원소를 발견하기 위해 중이온가속기를 대전에 건설하고 있다. IBS 중이온가속
기건설구축사업단은 2009년부터 한국형 중이온가속기인 ‘라온(RAON)’ 건설을 시작했다. 2021년 완공
이 목표다. 권 팀장은 “모리타 박사가 속한 RIKEN과 건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
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기 위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기율표에 있는 다양한 원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새로 찾아낼 원
소의 특징을 상상해보자.

자신이 상상한 원소의 실존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11

모둠원과 함께 각자 상상한 원소의 실존 가능성을 평가해보자. 만약 실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해보자.

핵심 주제 기초과학 지원

100년 日기초과학 경쟁력의 상징	

도쿄 시내에서 전철로 40분 쯤 달리면 사이타마(埼玉) 현와코(和光) 시가 나온다. 이곳엔 일본 기초과
학 연구의 산실로 불리는 이화학연구소(理化學硏究所·RIKEN)가 있다.
2016년 6월 이화학연구소는 일본 기초과학 연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모리타 고스케(森田
浩介) 이화학연구소 그룹장 겸 규슈대 교수가 발견한 113번 원소가 ‘니호늄(nihonium)’으로 공식 결정
됐기 때문이다.
니호늄은 일본의 자국어 발음인 ‘니혼’에서 따왔다. 주기율표의 원소 이름에 국가명이 들어간 경우는 아
시아에서는 니호늄이 처음이다. 그간 주기율표 전체에서도 국가명이 들어간 원소는 게르마늄(독일), 폴
로늄(폴란드), 프랑슘(프랑스), 아메리슘(미국) 등 4개가 전부였다.(후략)
 
장기 연구 안정적 지원
이화학연구소의 경쟁력은 기초과학에 대한 일본 정부와 사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밑거름이 됐다. 이는 
연구개발(R&D) 평가 시스템에서도 드러난다.
이화학연구소 본부에서 연구개발 평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마루야마 료스케(丸山亮介) 평가추진과장
은 “이화학연구소는 논문 수 등을 기준으로 삼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
다”며 “113번 원소 발견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연구를 했는지 여
부가 평가에서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리타 그룹장이 113번 원소를 처음 발견한 건 2004년이었다.
2016년 기준 이화학연구소 연구원은 약 3500명이다. 이 가운데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연구원 신분을 유
지하는 임기제 연구원이 90%로 대다수다. 정년이 보장된 테뉴어 연구원은 10%에 불과하다. 마루야마 
과장은 “테뉴어 연구원 수를 4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구자가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시스템 최초 도입
이화학연구소의 R&D 전략은 다분히 정성적이다. 5가지 전략에서 숫자는 찾아볼 수 없다. 연구개발 성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운영 모델을 개척하고, 과학적 우수성을 통해 새로운 연구개발 결과를 얻음

3
평가 대상

존재여부 가능성 이유
평가 기준

(        )원소   

(        )원소    

(        )원소   

(        )원소   

(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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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세계를 이끌며, 과학기술 혁신의 허브가 되고, 전 세계 우수한 인재의 산실로 자리 잡을 것이며, 
과학연구에서 세계 수준의 리더를 양성하라고 권고한다.
마루야마 과장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가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에서 힌트를 얻어 일본에서는 이화학
연구소가 처음으로 R&D 평가 시스템에 자문위원회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센터장의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이화학연구소 종신 주임연구원 29명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인 한국인 김유수 박사는 “외부 전문가 5명
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연구 성과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꼬박 하루가 걸린다”며 “단순히 평가만 받
는 게 아니라 향후 연구 계획이나 연구실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일본의 R&D 평가시스템은 오랫동안 정량 평가보다 정성평가에 무게를 두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며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동료 과학자에게 인정받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령 평범한 수준의 논문 10편보다 뛰어난 논문 1편이 과학자로서 더 인정받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화학연구소는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100주년 홈페이지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초 연
구를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마루야마 과장은 “유도
만능줄기세포(iPSC)를 통한 재생의학이나 지난해 새로 개설한 인공지능(AI)센터 등을 통해 미래사회를 
바꿀 기초과학 연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칸막이 없는 연구 문화’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 자율성 최대화, 최대 효율 끌어내
독일의 기초 과학 연구를 책임지는 막스플랑크협회는 독일 전역과 해외에 총 83개 연구소를 설립해 운
영하고 있다. 연구소 운영에 드는 비용은 독일 연방정부와 주(state)가 절반씩 부담한다. 때문에 정부로
부터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연구소 규모가 결
정되는 제약도 있다.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2개 연구소는 막스플랑크연구소 중 3위 안에 드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후략)

정성적 평가, 공동 저자 부담 줄이고 협업 늘려
막스플랑크협회는 각 연구소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R&D평가 기준으로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저
널에 등재된 논문 수, 특허 수 등 정량화된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외 전문가로 이뤄진 과학자문위
원회(SAB·Scientific Advisory Boards)의 피어 리뷰(동료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를 평가한다.
R&D 평가에서 논문 수를 우선 순위에 두는 정량적 평가 방식에서는 논문의 공동 저자가 많으면 저자의 
수에 따라 연구실적을 다르게 평가한다. 대학이나 연구소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흔히 공동 저자
가 n명이면 교신 저자와 제1저자가 2/(n+1), 나머지 저자들은 1/(n+1) 만큼 연구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다. 즉, 이런 평가 시스템에서는 공동 저자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즉, 협업
이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 방식에서는 공동 저자의 수가 많은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동 연구를 높
게 평가한다. 풀데 박사는 “다른 과학자와의 협력은 평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협업이 활발해지면 연구의 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슈투트가르트 막스플랑크 지능시스템연구소에
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손광효 박사는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언제든 협
업을 요청한다”며 “정량적 평가 방식을 고수하는 연구소의 경우 향후 평가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줄어든
다는 부담감에 협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엄격한 과학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신뢰 확보
정성적 평가의 한계도 있다.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인 만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과학자문위원회는 연구소 별로 운영되며, 연구소 규모에 따라 5~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막스



13

플랑크협회 전체 과학자문위원 수는 750여 명이다.
과학자문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스플랑크협회 소속이 아니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
학자들로 구성된다. 풀데 박사는 “연구단장(Director)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과학자를 우선적으로 선
발하며, 같은 대학, 연구소, 혹은 공동연구를 진행한 과학자는 최대한 배제한다”며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해 R&D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과학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연구자들은 과거에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협력 관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풀데 박사는 “막스플랑크연구소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며 “R&D 평가 역시 연구자에게 책임
을 묻거나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성공 실패 보다 ‘성실 연구’ 최우선

융합과 협력 연구에 비중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미국 국립보건원(이하 NIH)의 구호는 이곳 연구자들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 NIH가 운영하는 연구과제는 보통 NIH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연구 
프로그램’과 연구소 밖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외부 연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과학적 우수성이다. 논문 수나 임팩트 팩터(IF)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독창성, 학
계에서의 영향력, 사회적 공헌도, 높은 재현성 등이 평가 기준이다.
롤랜드 오웬스 NIH 내부 연구 프로그램 담당 부원장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처럼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연구 주제는 연구자의 과학적인 연구 능력과 잠재적 가능성
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연구가 30% 정도를 차지하는 내부 연구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에서 연구의 독창성이 차지하
는 비중이 크다. 반면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외부 연구 프로그램은 사회 공헌도를 중요하게 본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부 연구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질병 퇴치로 인류에 공헌한다는 NIH의 비전과 임무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도 평가에서 중요한 잣대가 됐다. 오웬스 부원장은 “연구 수준도 중요하지만 본질
적으로는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는 연구여야 한다”고 말했다.
NIH는 올해 7월 내부 연구 프로그램의 평가 제도를 일부 재정비 하고, 연구자들 간의 융합과 협력이 얼
마나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의 비중을 늘렸다. 공동 연구나 학회 활동,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오웬스 부원장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연구가 점차 늘고 있어 융합과 협력이 중
요해졌다”며 “리더십과 멘토링, 연구실 구성원의 인종과 성 다양성, 의사소통 능력도 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후략)
 

연구비보다 ‘연구 자유’가 중요했다	

노벨상 수상자 104명 연구비 최초 분석
과학이라는 생태계를 숲에 비유하면, 연구비는 숲을 풍요롭게 가꾸는 양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6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국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연구비(4.29%)를 지원하
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노벨상 수상을 기대하는 이유도 이처럼 과감한 투자에 있다. 하지만 과연 연구
비를 많이 주기만 하면 뛰어난 성과가 나올까. 혹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진 않
을까. (후략)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100년 日기초과학 경쟁력의 상징’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4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연구비보다 연구 자유가 중요했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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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자유, 그리고 협업	

실험자 천국의 명과 암
LMB는 분명 이상적인 연구소지만,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예컨대 LMB 
소속 과학자는 3분의 2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일부 젊은 그륩 리더의 경우 6년 후 평가를 받아 정년 보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연구 성과의 과학적인 우수성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연구소를 떠나게 된다. 정년
이 보장된 그룹 리더는 5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받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통과한다. 
처우의 경우, 박사후연구원 급여를 기준으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아주 좋은 것도 아니다. 영국의 높은 물
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 박사후연구원은 대개 2~3년 정도 연구소에 머물다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 다만 LMB에서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고 대학 교수 등 
안정적인 자리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LMB에서 연구한 것이 좋은 경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선순환 구
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후략)

“받기도 힘들고 받아도 힘들었어요”	

신임 교수 이공계 씨의 첫 연구비 이야기 
한국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따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이유는 국가 연구비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
문이다. 정부는 올해 약 19조 원의 R&D 예산에서 기초과학에 약 5조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국립대 인
건비와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풀뿌리 연구(일선 과학자들의 상향식 제안 과제)
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3조 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정부 R&D 예산은 각 부처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지원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곳이 미래창조과학부다(34.3%, 2015년 기준). 미래부와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연구재
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구재단이 집행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약 2조 7807억 원이다(기초, 
응용, 개발 연구 포함). 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 그 중 풀뿌리 연구와 기획과제의 비중은 각각 1조 1095
억 원(39.9%)과 1조 4988억 원(53.9%)이었다. 이는 노벨상 수상 업적의 다수가 상향식 과제에서 나왔
고, NIH 전체 예산의 74%가 풀뿌리 연구에 투자된 것과 대조적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비 지원 기관의 과도한 요구와 간섭을 지적했다. 정부 연구비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지원된다. 각 부처마다 연구 과제를 관
리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연구자에게 과도한 간섭을 한다. 
(후략)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커피와 자유, 그리고 협업’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39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받기도 힘들고 받아도 힘들었어요’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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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편
에 속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노벨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모둠별로 역할극을 정해 

전달하고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자.

모둠원의 의견을 모아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의 순위를 정해보자. 과학자
의 노고를 떠올리며, 그 입장을 이해해보자.

1
역할극 이름   모둠 이름   

메세지   

배역

이름 역할과 특징 

연구소장  

연구원1  

연구원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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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여성 과학자가 남성 과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이유를 각자(여학
생, 남학생, 부모, 연구책임자 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3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7년 9월호 ‘너와 나의 연결고리 과학자언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9N037

여학생 입장 남학생 입장 부모 입장 연구책임자 입장

·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 남녀성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군대를 갖다오지 않아 
애국심이 덜하고 연구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 여자가 하기에는 
위험한 직업이다.

· 남자 연구원에 비해 
체력이 약해 오랜시간 
연구에 몰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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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구자는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남성 연구자보다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이 오기 
쉽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과학계에서 성공한 여성 과학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각 모둠의 역할극에 대해 평가해보자.

4

1. 여성 과학자로써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2. 극복방법은?
3. 여성 과학자로써 보람을 느낀 점은?
4. 한국의 경력단절 여성 과학자에 하고 싶은 말은?

인터뷰 후 느낌과 
생각 변화

 

모둠 연기의 특징과 칭찬할 점

(        )모둠  

(        )모둠  

(        )모둠  

(        )모둠  

(        )모둠  

5

참고 도서
‘과학 하는 여자들’
(김빛내리 외, 
메디치미디어)

참고
이공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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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자외선 차단제 속 화학물질

‘알쓸신잡’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3

Step 1. 차단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로 차단 효과입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자
외선 A(320~400nm), 자외선B(280~320nm), 자외선C(100~280nm)로 나뉘는데요. 각각이 피부에 미
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파장이 긴 자외선A는 피부 속 진피까지 도달해 노화를 촉진하고, 자외선B는 표
피에서 흡수, 산란되면서 화상을 일으킵니다.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C는 암을 유발할 수 있죠. 다행히 
자외선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지표까지 도달하는 것은 주로 자외선A와 자외선B입니다. 자
외선 차단제는 이 둘을 동시에 막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차단 효과를 따질 때는 커버할 수 있는 자외선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기필터 vs. 무기필터
자외선A와 자외선B는 차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외선A는 주로 이산화티탄(TiO2)이나 산화아연
(ZnO) 분말을 이용합니다. 나노 크기의 분말을 피부에 발라 자외선A를 물리적으로 산란시키죠. 보통 무
기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얼굴이 허옇게 보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자외선B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합니다. 옥시벤존(벤조페논-3), 뷰틸메톡시디벤조일메테인 
같은 약 20가지의 유기화합물 중 5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만들어요. 유기화합물이 자외선B를 흡수해 열
에너지로 분산시키는 원리입니다. 각각의 유기화합물은 조금씩 다른 영역대의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01 자외선 차단 제품의 진실
학습목표	 1.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종류를 알아본다.
	 2.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안정성과 유해성, 그리고 위해성을 알고 구매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통  합 
과  학 화학제품의 세 얼굴

	1차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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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을 섞어 쓰면 더 넓
은 범위의 자외선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이런 
무기 자외선 차단제와 유
기 자외선 차단제가 둘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
합하는 방법이 다양하니 
라벨을 잘 봐주세요. 
힌트는 *PA등급과 *SPF
지수입니다. 각각 자외
선 A, B와 관련 있는 지표
지요. 만약 실내에서 주
로 생활한다면 SPF지수
가 15, PA등급이 +이상이
면 충분합니다. 창문을 통해 자외선B, 자외선C가 대부분 걸러지고,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도 형광등 
안쪽에 코팅된 이산화티탄 성분이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변에서 피부를 구릿빛으로 그을리기 
위해서는 자외선B는 강력하게 막고 자외선A는 거의 막지 않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색소침착을 유도
하는 것은 자외선B가 아닌 자외선A이거든요. 즉 PA등급은 낮고 SPF 지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애초에 
자외선A만 방출하는 태닝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끈적끈적할수록 차단 효과 UP

차단제 성분 외에 베이스 성분과 제품의 물성도 차단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차단 
효과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단제의 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비어-람버트 법칙에 따라 차단제
를 바른 두께와 농도가 클수록 빛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도가 아주 많이 높아지면 
피부에 해롭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복잡한 우회로를 찾는 이유입니다.
한불화장품 기술연구원 화장품연구소 연구팀은 같은 농도의 자외선 차단제라도 점도가 다르면 차단 효
과가 달라진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네 종의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으로 에멀젼을 만든 뒤, 점도
를 다르게 했더니 자외선 SPF가 15.15에서 70.01까지 점도와 비례해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에멀젼
의 점성과 탄성이 높으면 피부 위에서 화학 성분들이 구조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결과적으로 균
일한 차단막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찐득찐득해서 바르면 불쾌한 자외선 차단제가 차단 
효과는 더 높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Step 2. 민감성
다른 화장품과 달리 자외선 차단제는 유독 ‘순한’ 제품을 고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부 좀 아껴보겠다고 
발랐다가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차라리 긴 옷으로 햇볕을 가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최대한 적게 쓰는 것
이 답입니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안전하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근본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B를 
흡수해 무해한 열에너지 형태로 바꿔 없애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와 같은 유해한 광 생성물이 생깁니
다. 피부세포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다분하죠.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흡수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6
년 4월에 열린 제98회 미국내분비학회에서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가 남성의 정자 세포 기능을 방해한다
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대 닐스 스카케벡 교수팀이 29가지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

*PA
(Protection grade of UVA)
자외선A 차단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흑화를 일으키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의 비율 등급. 뒤에 쓰인 
+의 개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더 
우수하다.

*SPF(Sun Protect Factor)
자외선B 차단제품을 바른 
부위에서 홍반을 일으키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과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부위에서 홍반을 일으키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의 비율. 
SPF100은 이것을 피부에 
바르면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화상을 입지 않고 100배 이상 
오래 햇볕을 쬘 수 있다는 
뜻이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SPF수치에 10~15분을 
곱한 값이다.

*비어-람버트 법칙
(Beer-Lambert Law)
log(초기 빛 강도/용액을 
통과한 빛의 강도) = 
흡광계수×농도×통과 거리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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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조사한 결과, 13가지가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고 남성 생식에 필수적인 정자의 칼슘이온 회로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13가지 성분 가운데 8가지는 이미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아기용 천연 자외선 차단제
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실은 녹차추출물, 올리브오일과 함께 이산화티탄(TiO2)이나 산화아연(ZnO)이 
들어 있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더군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유기 자외선 차
단제에 비해 시중의 제품군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나노 크기인 무
기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성 논란이 시끄러웠으니 말입니다. 유럽연합(EU) 화장품 안전성 평가위원회
(SCCS)는 차단제 물질의 순도, 결정구조, 용매, 사용 면적까지 제한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 하에 무기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천연 자외선 차단제는 아직 기초 연구 단계입니다. 식물 역시 태양의 자외선 때문
에 DNA가 손상되고, 성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해 자외선차단물질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데, 그중 하나가 
‘시나포일 말레이트(Sinapoyl malate)’라는 성분입니다. 2014년부터 시나포일 말레이트의 자외선B 
흡수 특성을 연구해온 바실리오스 스타브로스 영국 워릭대 화학과 교수는 e메일 인터뷰에서 “다음 세대
의 자외선 차단제는 자연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용, 약용으로 쓰이는 국화
과 꽃의 추출물, 해조류에 들어있는 마이코스포린유사아미노산(MAAs) 성분 등을 천연 자외선 차단제 
후보 물질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Step 3. 지속성
자외선 차단제는 두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합니다(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기 자외선 차단제 물질이 일회성(?)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흡수한 뒤 들뜬 상태가 되면 물질의 구조가 
깨지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물질은 더 이상 자외선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덧바르지 않아도 되는 자외선 차단제

그런데 2017년 4월 ‘미국화학학회
(ACS)’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새
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바실
리오스 스타브로스 교수팀은 유기 
자외선 차단제 물질 중 하나인 옥시
벤존 분자가 빛을 흡수해 들뜬 상태
가 됐을 때, 90%는 분해되며 열을 
방출하지만 10%는 깨지지 않고 들
뜬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
냈습니다. 이는 물체에 빛을 쪼인 
뒤 빛을 제거해도 장시간 빛을 내는 
인광 현상과 유사합니다.
연구팀은 들뜬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옥시벤존 원자들이 특정 결합을 중
심으로 회전돼 있는 것을 관찰했습
니다. 스타브로스 교수는 “회전 부
위를 조작하거나 물질에 진동을 일
으켜 초과한 에너지를 열로 바꾸면 물질을 다시 안정된 바닥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며 “자외선을 흡수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중략)
한편 피부발림성과 지속성을 논하는 데 용매도 빼놓을 수 없는 기준입니다. 보통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
나 물로 씻겨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을 용매로 사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에 피부
가 번들거리는 것도 바로 이 오일 탓입니다.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성분인 만큼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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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유 전자쌍이 많고 전기 음성도(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 값이 큰 편입니다. 분자들의 극성도 높습니
다. 때문에 이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극성이 높은 오일이 필요합니다. 극성이 높으
면 원료 사이의 전자 이동이 적어서 자외선 차단제가 안정해집니다. 단, 아무리 안정한 자외선 차단제라
도 너무 차갑게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매의 용해도는 낮아집니다. 애써 고
른 자외선 차단제에서 차단 성분이 빠져나오면 낭패잖아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과 자외선 차단 지수를 조사해
보자.

다음 질문을 읽고 관련 내용을 조사해 이를 근거로 나에게 꼭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보자.2

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알쓸신잡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3’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32 

제품명 PA등급 SPF지수 대표 성분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꺼내보고, 친구 것과 
비교하며 표를 정리한다.

질문 조사한 내용

나는 하루 중 어디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가? 
이 장소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가?

 

교실의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은 대체로 어떤 종류인가?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자외선A, 
B, C가 모두 차단되는 것일까?

 

나에게 필요한 자외선 차단제의 
PA등급과 SPF지수는 무엇인가? 

 

1번에서 조사한 제품 중 이 조건과 
가장 일치하는 제품은 무엇인가?

 

평소 쉽게 접하는 사물의 
자외선 차단 정보를 조사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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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에 들어 있는 대표 성분의 장단점을 모둠별, 개인별로 조사해 발표해
보자.

나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았다면 바로 구매할 것인가? 구매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광고를 찾아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자.

3

4

5

구매 여부 이유

예 / 아니오  

문제가 되는 문구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성분 특징과 장단점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Ethylhexyl Methoxycinnamate) 

· 오일(OIL)에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 투명한 미황색의 지용성 액체 
성분이다. 이는 자외선A, 자외선B를 동시에 차단해주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자외선A보다 자외선B의 차단효과가 뛰어나 자외선B를 
차단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국내 배합 한도 : 7.5%
· 부작용 : 낮은 수준의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광고 내용을 미리 조사해 
온다. 제품의 안정성, 
화학 성분 노출 시간의 
안내 등에 초점을 두고 
문제점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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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학제품 사용과 우리의 안전
학습목표	 	1. 화학성분 노출계수의 의미를 알고 적당한 사용량을 알 수 있다.
	 2. 화학성분과 천연성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프롤로그 

모둠별, 개인별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흡입형 제품을 찾아 제품의 성분명과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자.

핵심주제 노출계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노출계수를 따져라

2016년, 살생물제(biocide) 제품 4개 중 1개가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
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바이오사이드 유효
성분의 유해성 평가기술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살생물제 제품 1432개 중 329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
니딘(PHMG),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또 같은 물질은 아니지만 섬유탈취제인 ‘페브리즈’에도 흡입 시 폐를 손상할 수 있는 ‘제4기 암모
늄클로라이드’가 들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처럼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 모
른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다.
“유기생물을 제거하는 살생물제에 독성물질이 사용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제품에 쓰인 성
분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같은 살생물제라고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인체에 노출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살생물제는 방부제, 살균제, 보존제, 항생제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포르말린과 같
이 독성이 강한 방부제는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금지돼 있다. 살균제는 피부노출까지는 허용되고, 보존
제와 항생제는 먹어도 되는 대신 허용량이 정해져 있다.

1
흡입형 제품 제품명 전성분 사용방법 주의사항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노출계수는 노출시간, 
접촉, 면적, 노출농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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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서는 이것을 ‘노출계수’로 정의한다. 사용하는 빈도와 양, 노출시간, 접촉 면적, 체중, 사용하는 공
간 넓이 등 노출계수를 합산해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노출계수는 제
품이 실내공기 정화용인지 섬유 탈취용인지, 영유아용인지 일반 성인용인지, 액상인지 자동 분사되는 
스프레이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독성 영향은 바로 이런 노출계수에 비례한다. 노출계수는 제
품을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평가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다.
문제는 노출계수에 따른 
노출 지침을 지키지 않
는 것이다. 2016년 가습
기 살균제 사태에서처럼, 
하루에 1~2번 피부에 노
출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
다고 알려진 물질을 24시
간 흡입하는 제품에 활용
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같은 이유로 페브리즈에 
들어있다고 추정되는 제
4기 암모늄클로라이드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는 없
다.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
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 대부분의 독성물질
들처럼 피부 노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받았을 뿐
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발표한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
서에서 새로운 제형일 경우에는 노출 평가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초나 겔 형태의 
제품은 국내외적으로 분석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한 노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출계수와 용도가 서로 다른 살균제와 보존제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다
림질보조제, 물티슈 등 수분이 많이 든 제품에는 대부분 보존제가 들어있다. 제품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은 독성이 강하지 않다. 이 교수는 “보존
제의 용도는 살균이 아니다”라며 “독성물질의 양도 살균제나 소독제의 10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존제 중에는 PHMG, CMIT, 파라벤처럼 독성을 가진 물질도 있지만, 에탄올이나 구연산, 아스
코르브산(비타민C) 같은 천연 물질도 있다.(후략)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6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노출계수를 따져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6N031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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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읽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왜 그토록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자.

위 기사에서 노출계수를 계산하는 식을 찾아 다시 적어보자. 실제 사용한 제품 중에
서 노출계수를 표시한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자.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화학제품의 노출계수 표시 여부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보자.

1

2

3
판매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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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품 제품명 전성분 관련 기사

의약외품 치약  oo치약   

화장품  여성 청결제    

     

제품 이유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사용하는 세정제, 위생용품 등을 찾아 
성분을 알아보고 인체유해성과 환경위해성을 다룬 언론 보도를 참고해 자신의 생

각을 발표해보자.

조사한 바를 토대로,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될 화학제품이 있는지 짝과 함께 토론해
보자.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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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관련 기사 중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선택하고, 기사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 내가 ‘아는 점’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알게 된 점’은 무엇인지 정

리해보자.

분석한 기사를 바탕으로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될 화학제품과 그 이유에 대해 토론
해보자.

기사제목  

주제  

해로운 이유  

대처 방법  

아는 점  

알고 싶은 점  

알게 된 점  

제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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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여성용품의 안전성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경로 추적해보니

2017년 여름, 일회용 생리대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셌다. 발단은 여성환경연대가 김만
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팀에 의뢰한 생리대 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였다.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가 시험에 사용한 생리대 제품명 11개를 모
두 공개했지만 소비자 혼란만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식약처가 김교수팀의 시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제품만 못 박아 판매중지를 촉구했던 여성환경연대가 경쟁업체인 유한킴
벌리와 ‘특수관계’인 점이 드러나면서 일회용 생리대 논란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이래저래 소비
자 불안만 커졌다.
논란의 핵심은 일회용 생리대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다. 현재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
회용 생리대에서 실제로 검출됐는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회용 생리대에서 나올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과학동아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일회용 생리대 10개의 구조를 분석했다. 일회용 생리대는 크기와 
종류를 고려해 제조업체와 상관 없이 임의로 10개를 골랐다. 또 제조업체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
히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의 구성 성분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왔다면 생리대의 
어느 부분때문일지 추정해 봤다.

표지층_생리혈 통과시키는 ‘커버’

식약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외품기준)’ 고지에서 일회용 생리대의 구조를 표지층, 흡
수층, 방수층 등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각 층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도 지정하고 있다.
표지층은 피부에 직접 닿는 안쪽 부분으로 주로 ‘커버’라고 부르는 면이다. 생리혈을 생리대 내부로 통과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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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조섬유, 면섬유, 폴리에틸렌 필름(표지용) 등을 쓸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분석 대상인 10개 가운데 7개가 표지층으로 부직포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영 한국생산기술연구
원 휴먼융합기술그룹장은 “부직포에는 미세한 구멍이 많아 혈액을 잘 통과시키고 흡수한다”며 “이로써 
피부에 직접 닿는 면을 보송보송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중 3개는 순면이 아닌 합성섬유 부직포를 쓰고 있었다. 생리대에 사용되는 합성섬유 부직포는 폴리프
로필렌 같은 열가소성 고분자 섬유를 얽은 뒤 뜨거운 바람을 가해 결합시킨다.
이렇게 만든 부직포는 접착제를 이용해 만든 부직포에 비해 인장강도가 낮아 잡아 당기면 쉽게 찢어진
다. 그러나 감촉이 부드럽고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다. 접착제를 쓰지 않아 인체와 환경에 친화적이라
는 장점이 있다.
10개 중 나머지 3개는 부직포가 아닌, 폴리에틸렌 필름을 쓰고 있었다. 폴리에틸렌은 가볍고 유연한 열
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생리대 표지용 폴리에틸렌 필름에는 생리혈을 통과시키는 작은 구멍이 송송 뚫
려 있다. 사실상 미세한 관이다. 가느다란 관의 벽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액체가 이동하는 현상인 
‘모세관 작용’을 통해 생리혈이 생리대 내부로 전달된다.
‘날개형’ 제품에는 표지층 양쪽에 날개가 부착돼 있다. 생리혈이 옆으로 새는 것을 막고 속옷에 붙어 생
리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날개는 대부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든 부
직포로 조사됐다.

흡수층_생리혈 빨아들이는 생리대 핵심 층

표지층 밑에는 생리혈을 빨아들이는 흡수층이 있다. 생리대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많
은 양의 생리혈을 빠르게 흡수하고 흡수한 뒤에는 새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다. 외품기준에는 화
학펄프로 만든 흡수지, 면섬유, 흡수 솜, 고분자흡수제 등을 쓸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흡수층은 제조업체마다, 그리고 같은 업체라도 제품의 종류마다 구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직
포, 흡수지, 면상펄프 등 세 가지 구성물로 이뤄진 제품의 경우 면상펄프가 주로 생리혈을 흡수한다. 목재
에는 섬유질과 비섬유질이 섞여 있는데, 이중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섬유질만 빼낸 것을 목재펄프라고 
부른다. 면상펄프는 목재펄프의 한 종류로, 의료용 솜과 비슷한 모양으로 폭신폭신하게 만든 재료다.
윤혜정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면상펄프는 종이를 만드는 펄프보다 섬유의 길이가 더 긴 고급 펄프
를 원료로 만든다”며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천천히 건조시켜 표면적을 넓혀 흡수성을 좋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흡수층 재료로 면상펄프만 쓸 수는 없다. 원료 자체가 고급인데다, 느리게 건조시키기 때문에 단
위 시간당 제조량이 적어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또, 솜이기 때문에 보풀이 잘 일어나고 쉽게 흩어진다.
이를 보완하는 게 바로 부직포와 흡수지다. 흡수층의 부직포는 표지층의 부직포와 달리 생리혈을 많이 
흡수하도록 목재펄프를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폴리에틸렌 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폴리에스터 섬유,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코폴리머(공중합체) 등을 추가해 만든다. 흡수지는 목재펄프로 만든 얇은 종이
로, 갑티슈라고 불리는 미용티슈와 같다.
고흡수성 고분자(SAP·Super Absorbent Polymer)를 추가로 쓰는 제품도 있다. SAP는 자체 무게의 
500~1000배에 이르는 물을 흡수할 만큼 흡수력이 뛰어난 합성 고분자 물질이다. 탄소 원자로 이뤄진 
고분자 사슬에 물을 좋아하는 이온을 붙여서 만든다.
물을 흡수하면 백색가루에서 투명하고 동그란 겔 형태로 바뀐다. 그 뒤에는 압력을 가해도 물이 다시 새
어 나오지 않는다. 흡수층이 부직포로만 구성된 제품도 있는데, 이는 흡수력보다 얇은 모양에 더 주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수층_플라스틱 필름으로 물은 막고 바람은 통하게

일회용 생리대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가장 바깥 면인 방수층이다. 생리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
는 역할을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프로필렌 필름 등을 쓸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방수층으로는 분석 대상이 된 제품 10개 모두 폴리에틸렌 필름을 쓰고 있었다. 표지층에 쓰는 폴리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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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필름과 달리 생리혈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은 뚫려 있지 않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지름이 수 마이
크로미터(μm·1μm는 100만 분의 1m)인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물은 막고 공기는 통과시키는 기능성 
필름이다. 폴리에틸렌 필름 외에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든 부직포를 추가로 쓰는 제품도 있다.
고성혁 연세대 패키징학과 교수는 “폴리에틸렌 필름은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할 만큼 독성이 없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공정과정에서 원료 아닌 화학물질 포함 가능성도

일회용 생리대의 층별 소재 가운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을까.
흡수층에는 목재펄프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윤혜정 교수는 “목재펄프로 만든 대표 제품인 종이는 먹어
도 문제가 없을 만큼 독성이 없다”며 “목재추출물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올 수 있지만, 이론적으
로 목재추출물은 목재펄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 제거된다”고 덧붙였다.
부직포의 원료인 고분자 섬유는 단위 분자들을 화학적으로 붙여 긴 사슬로 만든 물질이다. 윤충식 서울
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고분자 사슬 사이에 간혹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단위 분자가 끼어 있을 수 있다”며 
“온도가 올라가면 고분자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단위 분자가 방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온 상승은 한계가 있다. 윤 교수는 “단위 분자가 방출될 만큼 고분자 결합이 느슨해지려면 온
도가 섭씨 100도는 돼야 한다”며 “체온과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면 생리대 고분자 섬유 속 
단위 분자가 방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른 가능성은 접착제와 향료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일회용 생리대 10개 모두 접착제로 하이드로카본수
지와 SBC(스티렌부타디엔공중합체) 열가소성 고무수지를 쓰고 있었다. 하이드로카본수지는 석유수지에 
수소를 첨가한 물질이다. 석유수지는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다. 석유수지 안에 남
아 있는 이중결합은 열이나 산화에 약한데, 수소를 첨가하면 이중결합이 제거돼 색과 맛, 냄새가 없어지고 
열이나 산화에 더 안정해진다.
SBC는 스티렌(C8H8)과 부타디엔(C4H6)의 합성물질로, 천연고무를 대체하려고 개발된 합성고무다. 식
약처는 “SBC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지정한 그룹3(인체 발암물질로 분
류할 수 없음)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료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향료 물질이 기체 상태로 휘발되고 있다는 뜻
이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한국독성학회 사무총장인 최경철 충북대 수의
과대 교수는 “생활 속 수많은 물질에 향료가 쓰이는 만큼, 인체에 유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일회용 생리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지
적했다. 과거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다이옥신 같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데, 제조업체가 포
함시킨 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제품에 쓴 순면의 원재료인 목화를 키우는 과정에서 들어간 성분일 
가능성이 있다”며 “석유계 물질로 만드는 일회용 생리대의 특성상 화학물질을 완전히 없애기란 불가능
한 만큼 향후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 해야 위해성 판단 가능

전문가들은 ‘유해성(hazard)’과 ‘위해성(risk)’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이고,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
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다.
즉,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해성과 노출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해성이 크면 노출량이 적어
도 위해가 클 수 있고, 유해성이 작아도 노출량이 크면 위해가 클 수 있다. 일회용 생리대의 경우 소비자
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위해성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일회용 생리대의 위해성을 평가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생리대를 
이루는 각 원료의 유해성을 알아도, 여성 생식기의 피부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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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조현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독성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면 이
를 중화하기 위해 알도케토 환원효소가 분비된다”며 “혈장에서 이 효소의 농도를 재면 독성물질의 흡수
량을 간접적으로 잴 수 있다”고 말했다. 알도케토 환원효소는 황체호르몬과, 생리통을 심하게 만드는 프
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의 대사에 관여한다. 조 교수는 “화학물질의 생식독성은 연구가 아직 많이 
되지 않은 분야”라며 “피해자 역학조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기사를 읽고, 대표 여성용품인 생리대 안에 어떤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각 물질의 
기능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여성용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발표해
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10월호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경로 추적해보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0N041

1
화학물질 기능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점 해결 방안

여성 단체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관찰하고 판매 업체에 안정성 보장을 요청

소비자  성분표시에 적혀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제품 구입

제품 개발자  최대한 자연친화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 개발

제품 판매자  광고비, 제품 포장비 등을 줄이고 제품의 성능에 비용 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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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발전하는 화학물질, 종착지는 자연?
학습목표	 	1. 과불화화합물의 정의를 이해하고 용도와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2. 과불화화합물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을 알아보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3차시	교재

*과불화화합물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에서 
수소가 플루오린으로 치환된 
물질이다. 발수력이 강해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 
반응성이 낮아 쉽게 융출되지 
않지만, 정확한 위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또 자연계에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관리가 필요하다.

핵심주제 발전하는 화학물질, 종착지는 자연?

편리한 현대의 딜레마, 포장지 속 과불화화합물

고대하던 한강 소풍날, 빗방울이 살짝 비치지만 거뜬히 막아주는 바람막이를 입고 텐트를 펼친다. 피자
와 치킨, 그리고 피크닉 메뉴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샌드위치까지 깔끔하게 포장해왔다. 다 먹고 난 
뒤엔 분리수거해 버리면 그만이니 세상 얼마나 편한가. 이게 다 *과불화화합물 덕분이다. 
과불화화합물. 이름은 낯설지만 방수제와 윤활제, 페인트와 잉크, 종이, 섬유, 카페트, 조리도구, 반도체 
세정제, 소화약제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특히 반질반질하게 코팅된 종이 음식 포장지에는 두세 개 중 
하나에 과불화화합물이 쓰였다. 과불화화합물은 다른 물질은 따라올 수 없는 발수력(물을 튕겨내는 성
질)을 자랑한다. 게다가 열을 가해도 안정적이고 먼지가 묻지 않으며 심지어 기름도 스며들지 않는다. 
비결은 구조에 있다. 탄소가 여러 개 결합한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에서 수소가 플루오린으로 치환돼 있
는데, 안정한 플루오린 성분 때문에 표면장력이 실리콘보다도 낮다.

패스트푸드 포장지에도?

그러나 너무 팔방미인인 것도 문제다. 미
국 침묵의 봄 연구소 로렐 샤이더, 미국 캘
리포니아주 독성물질관리국 시모나 발안, 
미국 호프칼리지 화학과 마가렛 디킨슨 등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과불화화합물이 식
품 포장지에 널리 쓰인다는 점을 잠재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연구팀은 미국 전역의 패스트푸드 레스토
랑에서 음식을 포장하는 일회용품 407개 
샘플을 수집해 들어있는 과불화화합물의 
양을 측정했다.
샘플은 포장지, 비접촉 포장지, 포장용 판
지, 종이컵 등 6가지였다. 연구팀은 이것
을 메탄올에 넣은 뒤 180초 동안 양성자
빔을 쪼였다. 플루오린이 방출하는 감마
선 에너지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전체 샘플의 33%에서 검출 한계(16nmol/cm2) 이상의 플루오린이 검출됐다. 많은 것은 50배인 
800nmol/cm2에 달했다. 플루오린이 검출되는 비율은 피자 박스와 같은 포장용 판지에서보다 햄버거 
포장지와 같은 접촉식 포장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위 그래프).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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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플루오린이 다량 검출된 샘플 가운데 20개를 추려 대표적인 과불화화합물인 퍼플루오르알킬
설포네이트(PFAS) 등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평가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기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20개 중 14개에서 PFAS 성분 또는 PFAS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전구체 물질이 검출됐다. 14
개 중 10개에서는 그 양이 200nmol/cm2을 초과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2011
년부터 자발적으로 탄소가 8개(C8)인 과불화화합물(탄소사슬이 길수록 발수력이 뛰어나지만, 잠재적
인 유해성도 크다)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음식을 먹는 사람
이 과불화화합물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출은 안 된다지만…위해성 연구 필요

한 연구만 보고 과민반응해서는 안 된다. 포장지에 과불화화합물 성분이 들어있더라도 녹아나오지 않으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 위해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도 “과불화화합물은 안정적이
고 반응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외선과 같은 강한 자극을 가하지 않는 한 용출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나 많은 곳에 쓰이는가
는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 허가대상 물질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다. 실제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발표한 ‘과불화화합물의 제품 이용 실태 및 관리방
안 마련’ 보고서를 보면 시중에 얼마나 많은 물건에 과불화화합물이 쓰이는지 새삼 놀라게 된다. 연구를 
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KOTITI 시험연구원이 조사한 16개 제품군 중 14개에서 과불화화합물 사
용이 확인됐다. 300점을 분석한 결과 약 17%인 5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사용 비율이 높은 제품군은 
프라이팬과 코팅주방용기, 방수가공 아웃도어, 오염방지 가공 카페트, 어린이용 가방, 일회용 식품 포장
용 종이였다.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위생접시와 종이호일에서도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물론 과불화화합물이 걱정할 정도로 용출된 사례는 없었다. 제품을 빨거나 피부에 접촉시킬 때를 가정
해 와류진탕추출기에 넣고 인공 침, 인공 땀으로 시료를 추출해 봤지만, 녹아 나오는 과불화화합물의 농
도는 모두 검출 한계 미만이었다. 김재우 KOTITI 시험연구원(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코티티) 미래환경
분석본부장은 “일회용 포장용 종이의 경우 입에 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출되는 양이 다른 제품군
에 비해 높을 수도 있다”면서도 “위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함유량뿐만 아니라 피
부 흡수율, 사용 특성과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불화화합물의 장점을 알아보고 과불화화합물을 사용하는 분야를 조사해 정리해
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편리한 현대의 딜레마, 포장지 속 과불화화합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34

1
장점

 

사용 분야

눌음방지코팅프라이팬 소방약제 세척제 의류

페인트 반도체 및 LCD 제조 신발 가구

인화지 컬러프린터기 종이호일 신발

햄버거 포장 종이    



34

방수가공 아웃도어에서 햄버거 포장 종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
불화화합물의 유해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또 대체품에 대해 토의해

보자.

과불화화합물을 대신할 수 있는 각 제품의 장단점을 모둠별로 정리해보자. 그 다음 
각 모둠에서 두 사람은 오른쪽(또는 앞뒤) 모둠으로 이동해 다른 모둠 의견을 메모

하며 전체 의견을 종합해보자.

2

3

제품 대체 방법 및 대체품 다른 의견

코팅주방용기 옥수수제품  

   

구성 장점 단점

모둠원1   

모둠원2   

모둠원3   

모둠원4   

 

구성 장점 단점

(          )모둠   

(          )모둠   

(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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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3번 결과를 이용해 각 모둠별 신문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해보자.

각 모둠의 기사 발표를 듣고, 앞으로도 계속 과불화화합물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
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적어보자.

모둠별로 발표한 신문기사에 대해 평가해보자.6
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됐는가?  5      

중립적 입장에서 
작성했는가?  5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했는가? 5    

내용이 
참신했는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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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인플루엔자의 똑똑한 생존 전략

세상에서 가장 영악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경기도 포천에서 길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됐다. 사인을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
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2009년에 대유행했던 신종플루처럼, AI 바이러스가 돼지나 고
양이 같은 중간 숙주를 거치며 변이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동물로부
터 유래한 인플루엔자는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 이종 간 전염을 예방할 백신도 없기 때문
이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변이가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골칫덩어리다. 반대로 말
하면 다양한 숙주를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정복해 자손을 널리 퍼뜨리는 똑똑한 전략가다. 의학이 발달
하면서 인류는 인플루엔자를 감시하거나 예측해 방어하려 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를 피해 갖
가지 모습으로 변모하며 숙주를 찾아다닌다. 인류는 과연 세상에서 가장 영악한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01 바이러스의 이해
학습목표	 1. 바이러스의 구조를 이해하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원인을 살펴보고, 구제역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통  합 
과  학 백신은 옳다?

	1차시	교재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세상에서 가장 영악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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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최근에 치명적인 독감을 일으켰던 세 종류의 바이러스를 나타낸 것이
다. 세 종류의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아는대로, 보이는대로 자유롭게 정리해보자.

·겉모습이 다르다 / 유전물질이 다르다

변신의 귀재, 인플루엔자의 똑똑한 생존전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 겨울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북반구 국가에서 계절성 독감을 일으킨다. 겨
울에 유행하는 이유는 5℃ 이하의 낮은 온도와 습도 30% 이하의 건조한 환경에서 오래 생존하고 잘 증
식하기 때문이다. 매년 찾아오는 인플루엔자를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사실 바이러스 입장
에서는 새든 돼지든 사람이든 감염을 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생물의 몸속에 

1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인간과 바이러스 공존 가능할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4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공처럼 둥근 모양으로 지름은 
약 80~120nm다. 핵단백질에 
따라 A, B, C로 나누는데 대개 
A형 중 H1N1과 H3N2, 그리고 
B형이 계절성 독감을 일으킨다. 
종류와 분리된 지역, 분리주 
번호, 발견된 연도의 순서로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2014년 
홍콩에서 유행했던 A형 
인플루엔자(H3N2) 이름은 
‘A/HongKong/4801/2014’다. 
또는 표면에 붙은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H○N○으로 
번호를 매긴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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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지 않고서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숙주의 세포 안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번식하기 위해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과 효소를 마치 제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이용한다. 유전정보를 복제하고, 유전물질을 둘러싸는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 ‘완전한 바
이러스 개체’로 조립한 뒤 세포 밖으로 내보낸다. 새로 태어난 바이러스들은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이나 
콧물을 타고 바깥으로 나와 다른 숙주를 찾아 또다시 먹이 사냥에 나선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유전정보는 비교적 단순하다. 생물은 유전물질인 DNA를 그대로 베낀 사
본(RNA)을 만들어 거기에 담긴 유전정보대로 단백질을 만들지만, 바이러스는 DNA나 RNA 둘 중 한 가
지만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헤르페스나 B형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DNA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
스(HIV)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를 갖고 있다. 인플루엔자는 총 8개의 RNA 조각을 갖고 있는데, 
각 조각은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정보만을 담고 있다.(후략)

위 기사를 읽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 유전물질(RNA)과 단백질로 구성
· 숙주가 필요 
· 전염성이 있음

핵심주제 구제역 바이러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2017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충남 홍성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약 11개월 만인 2017년 2월 5일 충북 보
은에서 다시 발생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전북과 경기까지 퍼지더니, 결국 일주일 만에 소 1200마리가 
넘게 도살됐다. 
구제역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농민과 전문가들은 각각 다른 원인을 들고 있다. 또 구제역
이 한번 발생한 지역은 전방 3km 이내에 모든 *우제류를 살처분하기 때문에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구제역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구제역에 대처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017 구제역 전파 원인은?

밀집해서 사육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와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키우는 밀집 사육 방식을 탓했다. 그만큼 구제역 바이러
스가 나타났을 때 전파율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송대섭 고려대 약대 교수는 “친환경 복지 축
산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는 영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구제역이 유행했다”며 “밀집 사육을 근본적인 

*우제류
소와 돼지, 사슴, 낙타, 기린, 
영양 등 발가락이 짝수 개인 
동물. 소목이라고도 부른다.

2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변신의 귀재, 인플루엔자의 똑똑한 생존전략’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4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2017 구제역 바이러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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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꼽기 어렵다”고 밝혔다. 밀집 사육으로 인해 농가 안에서 구제역이 빨리 퍼질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빠른 속도로 전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송 교수는 
“무조건적인 소독보다는, 축산환경에 적합한 소독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축의 분
변이나 혈액 같은 유기물이 쌓여 있으면 소독을 하더라도 이 안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까지 잡기 어렵다”
며 “소독하기 전 뜨거운 물로 축사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잘못했다?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포르말린 같은 화학약품으로 병원성을 없앤 불활성화 백신이다. 세포 안에서 
증식할 수는 없지만 면역계가 이를 항원으로 인식해 항체를 만든다. 특히 바이러스의 구조단백질을 차
단하는 항체를 만들어,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세포에 붙는 걸 막는다.
국내에서는 2010~2011년 구제역이 발생한 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정책을 도입했다. 법적으로 50마
리 이하의 농가에서는 공중수의사가, 50마리 이상의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돼 있
다. 그런데 백신을 보관하거나 접종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다보니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농가에서 
백신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했거나 접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백신은 냉장 보관했다가 접종
하기 몇 시간 전에 상온에 둬야 하며, 주사기를 근육에 직각으로 꽂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신
을 맞더라도 효능이 떨어진다. 송대섭 고려대 약대 교수는 “농가에서는 수없이 많이 이뤄지는 일이기 때
문에, 백신 관리나 접종 방법을 몰라 제대로 못했다는 추측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백신을 맞고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농가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한편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맞으면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다거나 임신한 소는 유산한다, 
한우 육질이 떨어진다 같은 우려 때문에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백신을 맞으면 
육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일부 젖소는 유산을 하거나 우유 생산량
이 줄어들 수 있다. 구제역 백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불활성화 백신에 들어있는 면역증강제 때문이다. 면
역반응을 증강시키기 위해 넣는 이 물질은 오일 성분으로,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
만 송 교수는 “사람마다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다른 것처럼 동물도 각각 다르다”면서 “이런 부작용
이 일어날 확률은 5% 이내”라고 말했다. 확률이 극히 낮은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백신을 접종해 구
제역을 예방해야 한다.

효능이 떨어지는 ‘물백신’이다?

경기 연천군에서는 수의사가 직접 백신을 맞혔는데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백
신 자체의 효능이 떨어지는, 일명 ‘물백신’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이 
RNA로 변이가 많아 아형이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아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
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효능이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다. 구제역 백신은 원료로 사용한 균주와 실제 유행한 바이러스와의 ‘면역학적 상관관계’가 0.3
이 넘으면 효과가 있다고 본다. 2011년 이후로 영국 백신 제조회사인 메리얼사에서는 ‘O1 마니사(O1 
manisa)’ 균주를 백신의 원료로 쓰고 있다. 2014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유행했던 구제역 바이러스 균
주 3개를 분리해 O1 마니사 균주와의 면역학적 상관관계를 분석해봤더니 각각 0.42, 0.29, 0.59였다.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야생동물이 옮겨왔다?

일부 전문가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북한으로부터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북쪽
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고라니와 멧돼지처럼 비무장지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야생동물이 바이러스
를 옮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 교수는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항상 구제역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구제역을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천 농장주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여
행했으며, 당시 그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정보가 99.8%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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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생존 능력과 전파력이 높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도 생존력이 강하다. 두 바이러스는 구조
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캡시드 바깥을 지질로 된 막(외피)이 둘러싸고 있지
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외피가 없이 캡시드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그런데 소독제에 대해서는 두 바이러스의 희비가 뒤바뀐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수돗물이나 비눗물
(계면활성제) 등에 닿으면 외피의 지질이 녹으면서 바이러스의 구조가 망가진다. 손만 잘 씻어도 독감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강산(pH6.52 이하)이나 강염기(pH11.22 이상)에
만 약하기 때문에, 구연산이나 가성소다로 소독해야 한다. 이렇게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높기 때문
에 구제역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오랫동안 더 멀리 전파된다.

구제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으로, 소와 돼지, 사슴 같은 우제류  사이에
서만 도는 전염병이다. 기사를 통해 구제역의 전파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반경 3km 이내 농가에 있는 우제류는 살처분된다. 비윤
리적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구제

역에 대처할 다른 방법은 없을지 짝과 함께 생각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2017 구제역 전파 원인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66

1
제시된 전파 원인 동의/반대 의견 제시

밀집해서 사육하기 
때문이다.

반대 ·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잘못했다.

동의 · 백신은 단백질이므로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

효능이 떨어지는
‘물백신’ 이다.

  

야생동물이 옮겨왔다.   

바이러스의 생존 능력과 
전파력이 높다.

  

2

내 의견
· 효과적인 구제역 치료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정부의 방역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짝 의견 · 구제역은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므로, 자연치유를 기다린다.

개인적, 사회적인 관점을 
고려해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종소리나 벨소리가 들리면 
논쟁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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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백신의 안전성
학습목표	 1. 백신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2.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본 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4가 백신, 맞을까 말까?

4가 백신, 맞을까 말까?	

사람에게 계절성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주로 A형 2종과 B형 2종 등 4종이다. 오소믹소바이러스
과(Orthomyxoviridae)에 속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 서열에 따라 크게 A, B, C형으로 나뉜다. 
이 중 사람을 감염시키는 건 A형과 B형이다. (중략)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2월과 9월,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유행하게 될 독감 바이러스 3종을 예
측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A형/H1N1과 A형/H3N2가 반드시 포함되고 B형은 빅토리아와 야마가타 중 1
종이 포함됐다. 전세계 제약사들은 WHO에서 배양한 해당 균주를 공급받아 3가 백신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B형을 한 종만 포함한 이유는, 한마디로 B형 바이러스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B형 바이러스
는 A형에 비해 유전적 변이가 적다. 1990년대 들어서야 빅토리아와 야마가타 두 계통으로 구분됐으며, 
A형 독감에 비해 증상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4가 백신, B형 바이러스 추가
그런데 B형 독감 연구가 늘면서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 이후 B형 독감이 전
체 독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59.8%까지 늘었다는 점이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년 말 유행한 전체 독감의 48.5%가 B형 독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는 전체 독
감의 약 27%가 B형 독감으로 추정된다. 이는 A형/H1N1 보다 더 높은 수치다. A형 독감에 비해 덜 위험
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강진한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011~2012 절기 B형 인플루엔
자 감염의 임상 양상’ 연구에서 “B형 독감은 임상 양상과 검사실 소견으로는 A형 독감과 구분할 수 없
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B형 바이러스에 대한 WHO의 예측이 자주 빗나갔다는 점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2013년 12월 학술지 ‘감염과 화학요법’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WHO가 
권고한 B형 바이러스의 거의 절반이 실제 유행한 바이러스와 일치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2001~2011
년 사이에 다섯 차례, 유럽에서는 2003~2011년 사이에 네 차례나 예측이 틀렸다. 한 유행 절기에 두 계
통이 동시에 유행하기도 했다. 한국도 비슷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두 가지 계통의 B형 바이러스가 절기마다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중략)

만능은 아니지만…가장 뛰어난 해결책
하지만 제약사의 홍보 내용처럼 4가 백신이 독감 발생률을 크게 줄일지는 미지수다. 사람에게 계절성 
독감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는 4종이지만, 이들의 변종까지 따지면 사실상 천문학적인 개수의 독감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 독감 백신은 H와 N 단백질을 *항원으로 사용해 면역반응을 유도
한다. 그런데 이들 단백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과거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이

*항원과 항체
우리의 몸 안으로 병원체나 
독소 같은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침입하면, 
이에 대항하는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항체다. 
이런 항체를 만들게 하는 
원인 물질을 항원이라고 한다.



42

미 있더라도 빠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 만약 이렇게 WHO의 예측이 빗나가면, 4가 백신도 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모든 독감 바이러스에 공통으로 있는 항원을 공격하는 ‘만능 백신’ 연구도 활발
하지만, 아직 상용화된 건 없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
화중 국립보건원 연구사는 “유행할 바이러스를 100% 정확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변종 바
이러스들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등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백신이 만능이 아니라고 해서 맞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백신은 여전히 최선의 독감 예방책
이다. 4가 백신은 B형 1종을 추가함으로써 3가 백신보다는 불일치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췄다. 예방 확
률이 높은 4가 백신이냐, 가격이 싼 3가 백신이냐, 선택만이 남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그 해 겨울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해당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다.

1)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백신의 기능을 
추측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12월호 ‘4가 백신, 맞을까 말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2N018

1

백신의 기능
· 백신을 접종한 뒤,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과 맞는 항체가 생성된다.
· 바이러스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변신의 귀재, 인플루엔자의 똑똑한 생존전략’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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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까지 지난해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토대로 만든 백신으로는 당해 겨울에 유
행하는 독감을 예방할 수 없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3) 최근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면 3가 백신, 4가 백신 중 어떤 걸로 접종하겠냐
는 질문을 듣게 된다. 사람에게 계절성 독감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 4종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백신이 시판을 시작하면서 관련 제약사들은 자신만만하게 “독감을 잡겠다”라고 주장
하고 있다. 과연 4가 백신으로 정말 독감을 퇴치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완벽
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할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핵심주제 백신, 꼭 맞아야 할까?

백신을 못 믿는 사람들	

‘안아키’와 ‘안예모’를 들어봤는가. 안아키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안예모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이하 안예모)’이다. 이름만 봐서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모임으로 보인
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들은 백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중략). 안
예모는 자신들이 백신을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아토피 피부염, 발달
장애,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소아당뇨 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
이 접종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 HA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생긴 돌연변이로 인해, 새끼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의 모양이 바뀐다. 백신을 
통해 미리 몸속에 생긴 항체가 붙지 못한다.

· 바이러스의 변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4가 백신이 독감을 퇴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능 백신이 
만들어진다면 바이러스의 퇴치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의 진화 능력은 미지수이므로 확언할 수 없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변신의 귀재, 인플루엔자의 똑똑한 생존전략’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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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불신,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단체들의 주장 때문에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부모가 생긴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26일 
질병관리본부는 ‘2016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0세~12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 1068명을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 전체 보호자의 33.4%가 예방접종 무용론을 접한 경험이 있다
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예방접종을 포기한 부모는 극소수(3.4%)지만, 47%가 해당 정보로 예방접종에 부
정적 태도를 갖게 됐다(매우 그렇다 7.9%, 약간 그렇다 39.1%)고 답했다. 전세계적으로도 백신의 안전성
에 대한 불신은 문제가 되고 있다.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하이디 라슨 박사는 e메일 인터
뷰에서 “백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과학자와 보
건당국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왜 불신하게 됐나
백신 불신의 역사는 종두법이 개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됐다. 1796년, 영국의 의사인 에드
워드 제너는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8세 소년의 팔에 접종했다. 제너는 우두에 감염됐던 사람은 천
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연두를 예방하는 종두법을 만들었다. 두창바이러스(variola 
major)로 인한 천연두는 치사율이 30~35%로 높으며, 생존자의 65~85%는 소위 곰보라고 불리는 심각
한 흉터가 남는다. 천연두로 전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1만 명 이상이 천연두로 사망했다. 무시무시한 천연두를 제너
의 종두법으로 예방할 수 있음이 증명됐지만 왕실과 종교인들은 접종을 강하게 거부했다. 소의 고름을 
몸에 넣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컸거니와, 신이 내린 벌인 천연두를 감히 인간이 치료하려 한다며 반대했
다. 그러나 종두법의 유효성은 점차 인정받게 됐고, 1803년에는 왕립제너협회가 설립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백신 접종 강제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펼쳐졌다. 1871년, 영국에서는 천연두 백신을 강제적으
로 접종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백신접종 반대조직이 만들어
졌다. 1970년대 초에는 ‘영국의학저널’에 백일해 백신이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이 제시됐고, 
70~80%이던 백일해 접종률이 4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백일해 백신과 뇌손상에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뒤에야 접종률을 다시 높일 수 있었고, 1992년에는 백일해 백신 접종률이 
9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영국에서부터 21세기 새로운 백신 불신의 역사가 쓰이게 됐다. 훗날 사기
로 판명된 논문 때문이다. 1998년 2월 의학저널 ‘랜싯’에는 자폐아 12명 중 8명이 MMR(홍역·유행성이
하선염·풍진) 백신을 맞은 며칠 뒤부터 자폐증 증상이 나타났다는 앤드루 웨이크필드 영국 로열프리병
원 박사의 논문이 실렸다. 언론은 이 내용을 앞 다퉈 보도했으며 백신접종반대 운동이 시작됐다. 영국
의 MMR 백신 접종률은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홍역 감염자는 늘어났다. 하지만 그의 사기는 
곧 들통났다. 2004년 영국 선데이타임스의 브라이언 디어 기자가 탐사보도를 통해 웨이크필드 박사가 
MMR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연구비 5만5000파운드(약 8000만 
원)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연구에 맞지 않는 사례는 의도적으로 제외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
혀졌다.(중략)

백신 불신은 심리학적인 오류?
사람들이 백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꽤 흥미롭다. 위험 인
식, 위험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폴 슬로빅 미국 오리건대 심리학과 교수를 e메일로 인터뷰 했다.
슬로빅 교수는 1987년 ‘사이언스’에 대중의 위험 인식과 전문가들의 위험 인식에 큰 차이가 난다는 ‘위
험 인식(Perception of Risk)’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 집단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이나 행동이 가
장 위험한지를 본 결과, 여성유권자연맹 회원과 대학생들은 원자력 발전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20위로 생각했으며, 1위는 자동차였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에는 예방접종을 여성유권자연맹에서는 가장 안전한 것(30위)으로 생각했으며, 전문가들은 스키 타기
(30위)나 등산(29위)보다 위험하다(25위)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연구가 진행된 시기에 백신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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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중과 전문가의 위험에 대한 이 같은 인식 차이에 대해 슬로빅 교수는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은 연간 사망자 수와 같은 자료를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만 일반인은 사
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 전에 없던 미지의 위험인지, 위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출되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입장과 대중의 불신 사이의 차이도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슬로빅 교
수는 “백신을 맞으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져서 백신의 혜택을 알 수 없다. 심지어 백신을 맞지 않아
도 바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이 백신의 위험 감소 효과를 체감할 수 없게 한다”며 “결국 
백신으로 인한 이익은 낮게 느끼고 어쩌다 발생하는 백신의 부작용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거부는 ‘부작위 편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부작위 편향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행동을 했을 때 돌아오는 손해에 더 신경을 쓰는 심리 현상이다. 슬로빅 교수는 “부모들 역시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의 위험보다 백신을 맞고 난 뒤 부작용을 더 신경 쓰는 부작위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뒤에는 그 생각을 바꾸기가 무척 어렵다. 자기 믿음과 일
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이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
켜 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동기화된 추론’,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수정하
는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사실이 자신의 믿음과 어긋나면 사실을 부인하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
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슬로빅 교수는 백신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의료 및 보건 
당국을 믿으세요.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은 꼭 예방접종을 하세요.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에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 기사를 읽고, 아래에 제시된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해 정리해보자.

백신은 정말 옳다	

백신, 질병 예방에 효과 없다?
백신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 미국에서만 매년 약 1만 6000명의 환자를 발생시켰던 폴리오 바이러스
(소아마비)는 영·유아 백신 프로그램 덕분에 현재는 거의 100% 예방된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풍진 등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들도 백신 접종에 의해 거
의 완벽하게(98~100%)예방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으로 약 
80% 이상의 영·유아가 백신을 접종받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약 300만 명의 사망을 막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중략)
몇몇 국가에서 일어났던 백신 거부 운동에 따른 감염병 증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봐도 백신의 효과는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백신을 못 믿는 사람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57

1
논제 : 백신, 꼭 맞아야 할까? 

찬성 :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신은 다수를 위해 맞는 것이며,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거부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의점
여러 자료를 통해 논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자기 입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포스트잇에 
적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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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증명된다. 미국은 2000년에 이미 종말을 선언한 홍역의 집단 감염과 대규모 확산이 발생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4년 667건, 2015년 118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홍역에 걸린 대다수의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모들의 
백신 접종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WHO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년간 홍역이 
96%나 감소했고 이 질병을 박멸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발병이 많아졌다”며 “지난 50년 동안의 노
력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홍역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안전성,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백신에 대한 우려는 이미 첫 천연두 백신 접종이 시작된 18세기부터 존재해왔을 정도로 오래된 이슈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으로 점차 바뀌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공공 보건에 매우 중요하다. 백신에 대한 우려가 아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개개인의 질병에 대한 방어를 약화시키며, 질병의 대발생(outbreak) 확률을 높이기 때
문이다.
백신은 질병의 발생을 미리 차단하고자 건강한 영·유아, 소아, 성인에게 투여된다. 안전성에 대한 철저
한 검증 없이는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는 수십 년 동안 백신의 품질, 임
상시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백신 개발은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이뤄진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표준 지침에 따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백신 접종을 시행한
다.(중략)
까다로운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백신 접종 뒤에는 때때로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이 보고
된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과민반응, 쇼크, 마비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백신 투여에 따른 인체의 면역반응 중 하나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적인 관련성만으로 이런 중증 이상반응의 원인이 백신인지를 밝혀내기는 의학적으로 어려
워 논란이 일 수 있다.
백신 접종 뒤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WHO는 ‘백신 안전에 대한 글로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백신 이상반응 감시, 신속대응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피해 국
가보상제도가 구축돼 있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각 지역 보건
소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보건복
지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120일 이내에 보상심의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제도
들을 통해 백신 접종 뒤 생기는 이상반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가가 안전을 보장한다.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백신도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의한 질병의 예방 효과가 주는 이
득은 백신 접종 뒤에 드물게 발생되는 부작용(게다가 대부분이 백신과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백신이 자폐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백신 접종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이 제기된 것은 1998년 영국의 소화기학자 앤드루 웨이크필드 박사
가 ‘랜싯’에 게재한 논문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확한 데이터와 윤리적인 문제로 해당 논문은 영구 철회
됐다. 백신 반대론자들은 백신의 사용과 자폐증에 걸린 어린이의 수 증가가 비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폐증이 증가한 것은 과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자폐증으로 진단하지 않던 아이들이 자폐증으로 진단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러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도 MMR 백신과 자폐증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중략)
백신 반대론자들은 백신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첨가하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체내에서 독성을 
일으킨다고도 주장한다. 백신 속 알루미늄 화합물은 미세한 조직손상을 일으켜 면역 반응의 강도를 증
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극히 일부의 경우 이러한 미세한 조직 손상이 홍반, 가려움증 및 미열과 같은 경
미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장기간의 모니터링 결과 심각한 부작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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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됐다. 또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권장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고 가정했을 때, 백신에 의해 체내에 주입되
는 알루미늄 화합물의 양은 총 4.4mg으로 같은 기간 동안 모유(7mg)나 분유(38mg)에 의해 섭취하는 
알루미늄의 양보다 훨씬 적다.

‘자연 감염’이 백신보다 낫다?
백신을 거부하는 일부 사람들은 홍역, 수두, 디프테리아,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독감 등이 치
명적이지 않으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백
신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 매년 수십만 명의 영·유아가 이런 감염병으로 사망했으며, 백신 접종에 의해 
사망률이 99~100% 감소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소아의 백신 접종이 각종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소위 ‘위생가설’에 기초한 주장이
다. 위생가설이란 백신에 의해 일반적인 소아기 감염증에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알레르기 만
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여러 논문에서는 백신이 천식, 다발성 경화증, 관절
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일으킨다는 가설은 메타 연구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백신 유해설을 일
축했다. 또 백신이 특정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킨다고 밝힌 연구는 증거가 부족하며, 대조군
이 없다고 지적했다(PMID:12612250).(중략)

백신 부작용 신고 제도가 유해성을 입증한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백신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CDC와 미국식
품의약국(FDA)이 지원하는 백신 안전성 감시프로그램 ‘VAERS’를 운영 중이다. 1990년 이후 20만 건
이 넘는 백신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백신 반대론자들은 이런 부작용 신고 사례가 백신의 유해성을 입
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된 사례의 대부분은 미열이나 홍반과 같은 단순 반응
이다. 매우 드물게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고된 부작용들이 반드시 백신에 의해
서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신 접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증상이 우연히 겹쳤을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환자의 병력, 다른 약물 복용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
다. 실제로 VAERS에 보고된 부작용 중 대부분이 백신 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PMID:12825543, doi:10.1016/j.vaccine.2005.07.069). 결국 이런 프로그램은 백신의 유해성을 입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신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빠르게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백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

백신은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다?
백신 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경제성이다. 결핵, 말라리아, 에볼라 같은 백신이 절실히 요구되
는 전염병 대부분은 주로 빈곤한 국가에서 문제가 된다. 선진국에 기반을 가진 거대 제약회사들이 회사
의 이익만을 고려하면 이러한 질병들에 대한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최근 
에볼라가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됐을 때 경제성 문제로 백신 개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문제
가 됐다.
백신의 개발과 생산이 제약회사에 크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백신 개발은 정부, 대학 및 비영리 
단체의 연구 기금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백신의 강력한 효과를 
고려하면 백신 접종으로 천연두처럼 질병 자체가 사라지면 제약회사들은 백신으로 더 이상 이익을 추구
할 수 없게 된다. 정말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약회사라면 백신을 만들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치료제를 구입하기를 원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규모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
한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백신은 정말 옳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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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나타난 백신 접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정리해보자.

과학적 개념과 논리적 근거를 들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짝과 함께 생각해보자.

짝 토론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모둠원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자.

2

3

4

다양한 의견 동의/반대 나의 의견

백신, 질병 예방에 
효과 없다.

반대 · 역사적으로 입증된 백신의 효과

안전성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백신이 자폐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자연 감염’이 백신
보다 낫다.

  

백신 부작용 신고제도가 
유해성을 입증한다.

  

백신은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발됐다.

  

내 의견  

짝 의견  

모둠1
(나 & 짝 2인)  

모둠2
(다른 2인)  

유의점
개인적, 사회적인 관점을 
고려해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종소리나 벨소리가 들리면 
논쟁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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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내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발표해보자. 백신 접종에 대해 다른 모듬의 입
장을 잘 듣고 이를 평가해보자.

지난 2차시의 수업을 떠올리며 선생님과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자.

주제 정리

체내에서 단백질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이러스의 구조는?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할까?  

정부의 방역 정책에서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방역 당국에서 바이러스 관련 규제를 만들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백신, 꼭 맞아야 할까?  

모둠1  

모둠2 나의 의견

모둠3 나의 의견

모둠4 나의 의견

모둠5 나의 의견

모둠6 나의 의견

모둠7 나의 의견

모둠8  나의 의견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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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동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해보자. 

01 신소재 활용 제품의 이해
학습목표	 1.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킨 신소재 개발 사례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2. 신소재를 개발하는 방법과 기술을 알고, 다양한 소재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를 조사하고 신소재 기능을 활용한 제품을 고안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편리함과 환경 사이, 신소재

	1차시	교재

1
참고 동영상
‘접어서 주머니에 쏙’…‘폴더블 
스마트폰’ 내년에 / 연합뉴스TV 
2017.10.28.
https://www.youtube.com/
watch?v=OOIFoVv8x9s
LG 롤러블 디스플레이 TV 공개 
/  LG 페이스북 2018.01.09.
https://www.facebook.
com/LGtalks/
videos/1848729301827281/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폴더블폰의 접히는 부분에 흔적이 남지 않을까?

폴더블폰은 계속 접었다가 펴도 쓸 수 있는 걸까? 

폴더블폰에서 쓰는 소재는 어떤 것일까? 

유리가 휘어질 수 있는 것일까?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접을 수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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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에 대해 정의해보자. 

핵심주제 신소재를 개발하는 방법

폴더블폰, 그분이 오신다

1. 유리만큼 단단한 필름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
이의 최상층에 쓰이는 단단한 유리를 대체할 재료다. 투명하고 휘어질 뿐 아니라 유리와 비슷한 수준으
로 경도(단단함)가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 등장한 재료가 휘어지는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이다. 폴리이미드는 고분자 화합물의 일종으
로, 영하 273℃의 극저온과 400℃의 고온에서 물성이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소재다. 특히 현존 플라스
틱 중에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유연해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소재로 많이 쓰였다.
이런 장점 때문에 폴리이미드는 일찍부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 유리를 대체할 소재로 꼽혔다. 하지
만 투명하지 않고 노란색을 띤다는 게 문제였다. 색을 제거하고 투명하게 만들면 내열성이 떨어져 디스
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300℃ 이상의 고온을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6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초로 투명한 폴리이미드 필름을 개발
하면서 가능성이 열렸다. 350℃의 열을 견딜 뿐 아니라 접힌 부분의 반지름을 3mm로 만들고 20만 번
을 접었다 펴도 흔적이 남지 않았다. 또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 경도를 높여 주는 물질을 코팅한 뒤 연
필에 750g의 물체를 얹은 상태로 필름을 긁었을 때 경도가 9H인 연필까지 견뎠다. H는 물질의 단단함
을 나타내는 단위로, 연필심의 굳기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 유리의 경도는 약 10H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필름 소재를 연구하는 박장웅 UNIST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은 유리에 비해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필름을 만들 때 작은 유리 알갱이들을 넣는 방법으로 보완하
고 있다”고 말했다.

2. 얇게 더 얇게
책이든 디스플레이든 얇을수록 접기가 쉽다. 따라서 폴더블폰을 만들려면 디스플레이 두께를 최대한 얇
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다섯 개 층으로 이뤄진 OLED 디스플레이의 층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OLED 디스플레이는 바닥에서부터 하부 필름층, OLED 패널층, 터치스크린 패널층, 편광자, 유리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각 층은 수십~수백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 분의 1m)까지 다양한 두께로 
이뤄져 있으며, 점착제를 더해도 전체 두께가 2mm 이하로 얇은 편이다. 하지만 두께가 약 100μm인 종
이로 따지면 20장을 겹쳐놓은 것과 같은 두께다. 접기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합치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가령 편광자와 
터치스크린 패널을 하나의 층으로 만드는 것이다. 편광자는 외부의 빛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반사돼 나오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OLED 층에서 나오는 빛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터치스크린 패널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입력 장치로, 촘촘히 배열된 전극에 흐르는 미세 전
류가 사용자의 손을 타고 흘러 나가면 연결된 회로에서 그 양을 측정해 터치를 인식한다. 삼성디스플레

2
동영상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신소재에 대해 자유롭게 
정의를 내린다. 

과학 기술을 이용해 기존 소재의 결점을 보완하고 더 뛰어난 기능과 성질을 가지거나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소재.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이거나 가공 방법을 달리해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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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편광 필름 위에 플렉시블 터치스크린 패널 센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두께를 약 3분의 1로 줄였다. 
여기에는 은나노선과 인듐주석산화물(ITO) 등이 쓰였다. 60℃와 습도 93% 조건에서 10일 동안 수분 
침투 방지와 열 차단 효과를 확인했고, 온도를 영하 40℃에서 85℃까지 변화시키는 실험을 20차례 반
복해도 이상이 없었다.

3. 접히는 전자회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빛이 나오는 부분을 휘어지게 만드는 기술이 가
장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빛을 내는 OLED 자체는 유기화합물이라서 오히려 잘 휘어진다. 실
제로는 다른 부분을 휘어지게 만들기가 어렵다. 그 중에서도 OLED를 제어하는 박막트랜지스터층을 휘
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OLED에 촘촘히 박혀 있는 수백 만 개의 개별 화소는 모두 박막트랜지스터에 1대 1로 연결돼 
있다. 각 화소가 트랜지스터의 동작 신호에 따라 켜지거나 꺼지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트
랜지스터를 심는 회로기판은 기존의 불투명한 폴리이미드 등으로 휘어지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트랜지스터인데, 다행히 폴더블폰은 접히는 부분만 휘어지게 만들면 된다. 따라서 단단한 무기
물로 만든 트랜지스터를 휘어지게 만들 필요 없이 회로를 설계할 때 접히는 부분에 트랜지스터가 놓이
지 않게 배치하면 된다. 트랜지스터 사이를 잇는 전선 역할을 하는 전극만 신축성 있게 만들면 된다. 박
장웅 교수는 “전극을 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말발굽 형태로 배치해 기판이 휘어질 때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신축성 있는 소재인 액체금속을 쓰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4. 강하고 유연한 점착제

김 교수는 폴더블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기술이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층을 서로 붙여 주는 
‘점착제’라고 말했다. 점착제는 접착 성질이 있어서 붙였다 떼기를 반복할 수 있는 물질이다.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서 접착 능력을 나타내는 본드나 순간접착제 등의 접착제와는 다르다.
같은 크기의 종이 여러 장의 끝을 정확히 맞춰놓고 접어보면, 안쪽 종이와 바깥쪽 종이의 휘어지는 정도
가 달라서 접고 나면 끝부분이 정확히 포개지지 않는다. 여러 층으로 이뤄진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
이도 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점착제가 유연하지 않으면 안쪽 디스플레이가 구겨질 수 있다. 또 
수십 만 번 접었다 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점착제의 물성이 변하지 않아
야 한다. 가령 영하에서 점착제가 단단하게 굳거나 갈라져서는 안 된다.
김 교수는 이런 점착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휘어지지 않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는 아크릴 계열의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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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장점

화면을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서 볼 수 있다. 

얇게 만들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단점

화면 두께가 얇으면 이어폰 잭을 탑재할 공간이 부족하다. 

디스플레이가 두 개라면 전력을 많이 소비할 것이다. 

전력 소비를 대비할 배터리를 탑재할 공간이 부족할 것이다.

 

점착제를 썼는데, 실리콘 계열의 점착제를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신축성 있는 
점착제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의 각 층이 휘어질 때 받는 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새로 만든 점착제로 실험한 결과 상온에서 60만 번, 저온과 고온에서 10만 번을 접었다 펴도 
디스플레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폴더블폰을 만들기 위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모두 개발한 게 
아니라 11개 대학의 연구진과 협업한 결과”라며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강조했다. 일부는 대학에서 연구
한 결과를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진이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킨 것이다.
박 교수는 “폴더블폰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박 교수팀은 나무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보다 더 단단한 필름을 개발 중이
다. 액체금속을 전극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 정밀하게 패터닝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폴더블폰 다음엔 어떤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전자기기가 등장할까. 김 교수는 “둘둘 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섬유처럼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과
학자들은 신축성 있는 메모리와 배터리, 트랜지스터를 연구하고 있다.

폴더블폰에 사용된 신소재의 기능을 정리해보자.

폴더블폰에 사용된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보자. 

· 디스플레이의 표면은 투명하고 휘어진다. 
· 디스플레이의 표면은 유리만큼 단단해야 한다. 
· 디스플레이의 두께가 얇아야 한다. 
· 디바이스 안쪽에 있는 전자회로는 접혀야 한다. 
· 디스플레이는 열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 디스플레이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강하고 유연하게 붙일 점착제가 필요하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폴더블폰, 그분이 오신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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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가진 신소재가 있
으면 좋을지 토의하고, 아래 표에 따라 의견을 정리해보자. 

핵심주제 자연을 모방해 만든 신소재 사례

오징어 위장술 모방한 신소재 개발

낙지나 오징어 같은 두족류는 피부의 질감을 바꿔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위장한다. 최근 이를 모방해 신
축성 있는 소재의 표면 질감을 바꾸는 기술이 개발됐다.
로버트 셰퍼드 미국 코넬대 기계항공공학과 교수팀은 두족류의 피부 위장술을 조사했다. 두족류는 물속
을 헤엄칠 때는 유체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매끈한 피부를 유지하다가 몸을 숨겨야 할 필요가 생기면 0.2
초 만에 피부 위에 원통형 돌기를 세운다. 유럽의 한 오징어 종은 최소 9개 그룹의 피부 돌기를 각각 제
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 참여한 로저 한론 미국 우즈홀 해양생물연구소 박사는 “두족류는 몸을 보호할 만한 껍데기가 없
는 부드러운 연체동물이고, 주요 방어 기제는 변신하는 피부”라며 “많은 동물들이 피부돌기를 갖고 있
지만 낙지나 오징어처럼 빠른 속도로 피부 돌기를 연장하거나 수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먼저 고무 같은 성질을 가진 실리콘 탄성중합체와, 길이가 일정한 섬유질로 만든 그물망을 붙
였다. 이렇게 만든 막을 부풀리면 섬유질 그물망은 그대로 있고 실리콘 탄성중합체만 늘어나면서 평평
한 2차원 막이 울퉁불퉁한 3차원 모양으로 바뀐다. 사전에 그물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최종 모
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논문의 제1저자인 제임스 피쿨 코넬대 기계항공공학과 박사는 “지금까지 공학자들은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소재의 모양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며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는 모양을 빠르고 쉽게 제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2017년 10월 13일자에 실렸다.

과학자들이 탐내는 생체모방 명품 7선

연잎 반도체 : 물에 젖어도 주소록 살아 있는 스마트폰
풀잎에 맺히는 새벽이슬은 둥글다. 물방울들은 동글동글 맺혀 있으며 무거운 것은 굴러 떨어진다. 식물 

3

불편한 점

떨어뜨리면 디스플레이 창이 깨진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된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에 젖으면 사용이 힘들어진다. 

개선한 
신소재

디스플레이가 깨져도 알아서 스스로 붙는 소재가 있으면 좋겠다. 

오랜 시간 동안 배터리가 지속되면 좋을 것 같다.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배터리가 있으면 좋겠다.

물에 젖어도 젖지 않는 메모리 소자가 있으면 좋겠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11월호 ‘오징어 위장술 모방한 신소재 개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1N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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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거리
과학동아 2012년 3월호
‘게코 도마뱀 발다박에서 
딱정벌레 날개를 봤습니다!’
http://dl.dongascience.
com/magazine/view/
S201203N039 

중 가장 동그란 형태의 물방울을 잎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연이다. 연잎 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기가 무수히 나 있다. 이 덕분에 물방울과 잎 바닥면의 각도가 150°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60°보다 크면 물을 튕겨내는 성질, 즉 소수성이 크다. 연잎 표면은 이러한 ‘초소수성’ 때문에 생체모방 
공학의 단골 메뉴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잎 표면을 이용해 물속에서도 젖지 않으면서 전원이 없어도 정보를 계속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저항메모리 소자, RRAM)를 국내 과학자가 개발했다. 물에 빠져도 
고장나지 않고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로’ 똑똑한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이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용기중 교수와 이승협 박사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이 메모리 소자는 
2012년 4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지에 소개됐다. 실제로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
는 후속 실험에도 성공해 같은 과학학술지 6월호(2012년)에도 실렸다.
방수 반도체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주제였다. 용 교수팀은 우선 연잎 표면처럼 가는 선 모양
의 텅스텐 산화물 분자(W18O49)를 오돌토돌하게 정렬해 나노 반도체를 합성했다. 이 나노 반도체의 표
면을 단분자막으로 코팅해 물속에서도 젖지 않는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다.
용 교수팀이 개발한 연잎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묻지 않는 섬유, 스스로 깨
끗해지거나 성에가 끼지 않는 유리 등이다. 생체모방공학의 교과서인 연잎의 진가는 지금부터다.

거미줄 방탄조끼 : 기관총도 막아낼까
갈등하는 히어로 ‘스파이더맨’의 필살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화려한 필살기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저 
도심 빌딩 속을 날아다니는 모습만 그려진다. 그것마저도 거미줄에 매달려 위태위태한 모습이다. 그래
도 스파이더맨을 슈퍼히어로로 만든 힘은 어디서 왔을까. 위태해 보이는 가느다란 거미줄이 아닐까. 어
떻게 저런 얇은 거미줄이 끊어지지 않고 몸을 지탱하는 것일까. 비밀은 거미줄의 나노구조에 있다. 선과 
블록의 나노구조 배열이 엄청나게 질긴 거미줄을 만들어낸다.
거미줄의 배열구조에 착안한 과학자는 거미줄보다 6배 더 질긴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김선정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팀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를 거미줄의 배열 구조
로 결합시켜 훨씬 강한 신소재를 만들어냈다. 방탄조끼에 사용하는 합성섬유 케블라보다 12배 이상 튼
튼해 우수한 인공근육 소재로 쓸 수 있다.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인공근육 소재는 강하고 유연하면서도 전기가 잘 통해야 한다.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가 그런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소재다. 그러나 그래핀은 2차원 평면 구조로 이
뤄져 섬유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탄소나노튜브로 인공근육 섬유를 만들었
다. 하지만 탄소나노튜브는 섬유로 만들면 서로 엉키는 성질이 있어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탄소나노튜브 섬유를 만든 뒤엉킨 부분을 강제로 풀어 다시 배열하는 후처리 과정이 있지만 방법이 복
잡했다.
과학자들에게 힌트를 준 것은 거미줄이다. 2차원 평면인 그래핀과 가는 선 모양의 탄소나노튜브가 결합
한 뒤 스스로 배열되도록 하자 추가 공정 없이도 강력한 섬유 소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는 더욱 강력한 
방탄조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방탄조끼를 입고 전장에 나가거나 대테러 작전에 나서는 군인들
은 앞으로 거미를 발견할 때마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른다.

딱정벌레-도마뱀-잠자리 : 누구 접착제가 가장 강할까
생체모방공학으로 탄생한 아이디어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은 ‘찍찍이’라고 불리는 접착
제가 아닐까. 게코도마뱀의 발바닥을 모방해 만든 접착 재료가 이제는 딱정벌레로 확대됐다(과학동아 
2012년 3월호 136페이지 기사 참조). 서갑양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가 게코도마뱀의 발바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한 접착 재료에 이어 최근에는 딱정벌레의 날개와 몸통이 닿는 부위를 이용해 더 
강력한 접착 재료를 개발한 것이다.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는 갈고리 모양의 섬모가 달린 면과 고리가 달린 반대쪽 면으로 이뤄져 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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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면 섬모와 고리가 맞물려 매우 강력하게 붙는다. 생체모방 벨크로를 탄생케 한 첫번째 ‘스승’은 게
코도마뱀이다. 게코도마뱀은 발바닥에 50~1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섬모가 촘촘히 나 있다. 이는 도마
뱀이 벽이나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어도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접착력을 만든다. 서갑양 교수는 실리
콘 고분자로 만든 접착면에 도마뱀 발바닥의 섬모 역할을 하는 미세 돌기를 새겨 넣어 도마뱀 접착 재료
를 개발했다.
두번째 스승은 딱정벌레다. 딱정벌레는 겉날개를 닫고 있다가 날아가려고 할 때 겉날개를 열어 속에 접
혀 있는 뒷날개를 펼친다. 겉날개와 몸통이 닿는 부분이 닫고 있을 때는 단단히 고정돼 있지만 날려고 할 
때는 매우 쉽게 떨어진다. 딱정벌레 접착제는 이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서갑양 교수가 최근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잠자리다. 수놈이 암놈에 붙을 때의 메커니즘을 유심히 관찰
하고 있는 서 교수가 또 어떤 큰일을 낼지, 생체모방의 한계는 어디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모둠별로 위에서 제시된 신소재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아래 내용을 정리해보자. 

앞으로 신소재를 개발한다면,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고 싶은지 설계하고 이
를 발표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2년 7월호 ‘과학자들이 탐내는 생체모방 명품 7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7N010

1
신소재 종류 성질 이용 사례 장단점

텅스텐 산화물
물 속에서도 젖지 않는 
메모리 소자

방수 휴대폰
물에 빠져도 
잘 쓸 수 있다.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 
결합

질기고 강하다.
인공 근육 소재
방탄조끼

추가 공정없이 강력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

    

기능 제품 이유

스스로 냉동 효과를 
가지는 합금

 냉장고
스스로 냉동을 하기 때문에 펌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 사용량이 
감소한다. 소음과 진동도 감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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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소재 활용 제품에 대한 ‘우리의 약속’
학습목표	 1. 신소재 활용과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대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2. 신소재가 쓰인 제품에 대해 실천할 ‘우리의 약속’을 의사결정해 구성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신소재 활용 제품의 재활용 문제

갤럭시노트7 
430만 대의 운명은?

출시와 동시에 전세계 곳곳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갤럭시노트
7이 대부분 회수됐다.	삼성전자
는 발빠르게 사고 원인을 조사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회수한 휴대폰을 어떻게 처분할
지 밝히지 않았다.	국제환경단
체 그린피스는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선별하고 금속자원을 회
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갤럭시노트7(이하 갤노트7)은 
2017년 2월 기준으로 306만 대 
중 약 98%가 회수됐다(총 생산
량은 430만 대). 2017년 2월 20
일,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가 이
를 핵심 부품은 그대로 두고 케
이스와 배터리 등을 새롭게 바
꿔 리퍼비시(refurbish, 재정비) 
제품, 이른바 ‘리퍼폰’으로 판매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
나 삼성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리퍼비시 vs 금속 회수
사실 리퍼비시는 갤노트7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재제조’ 혹은 ‘재사용’이라고 한
다. 사용 후 제품을 분해해 세척, 검사, 보수, 재조립 등을 거쳐 다시 상품화하는 것이다. 녹이거나 파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질 재활용과는 다르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전자기기를 처리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재제조가 자원 절약이나 환경 보호 측면에서 가장 좋다”고 말했다. 한
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 연구센터에 따르면, 재제조는 물질 재활용에 비해 자원 회수율은 
25%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 이상 적다. 비용은 70% 이상 저렴하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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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회로기판 등에서 금속 원소를 뽑아내 재활
용하는 방법이다(재제조를 하는 경우, 발화 원인으로 지목돼 재활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이 방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도시광산이라고 부른다.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시광산연구실 책
임연구원은 “다 쓴 전자제품을 흔히 전자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라고 부르지만, 산업 관점에서 보면 사
실 천연광석과 동등하다”고 말했다.
도시광산은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꼽히지만, 폐전자기기의 재활용률이 전세계적으로 20%를 
밑돌아 도시광산 업체들이 ‘원료’를 구하기가 몹시 어렵다. 생산품 대부분이 회수된 갤노트7에 관심이 쏠
리는 이유다. 독일의 환경 영향성 조사기관인 외코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산된 430만 대의 갤
노트7에는 금 100kg, 은 1000kg, 코발트 2만kg, 팔라듐 20~60kg, 텅스텐 1000kg 등이 들어 있다.
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에는 크게 건식제련과 습식제련이 있다. 건식제련은 용광로에 녹여서 금속을 회수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동 광석과 스마트폰 부품을 용광로에 넣으면, 부품에 포함된 금, 은, 팔라듐 등
이 동과 함께 녹아 나온다. 이를 다시 제련해 고순도의 금, 은, 동, 팔라듐을 만들 수 있다. 대량처리가 가능
하고 복잡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 금속 외에 이온화 경향이 큰 나머지 금속은 
용광로 안에서 산화되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다. 국내 기업 중에는 LS니꼬동제련이 이 방법을 쓴다. 
스마트폰에 있는 나머지 금속을 모두 회수하려면 습식제련을 병행해야 한다. 산이나 알칼리에 금속을 
녹여 분리한다. 이론적으로 적절한 용매만 있으면 모든 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금속으로 만
든 전극이 실리콘 기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산과 금속을 만나게 하려면 잘게 부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습식제련을 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고려아연, 성일하이텍 등이 있다.

배터리 ‘갈아’ 용매에 ‘녹여’ 처리
성일하이텍은 특히 갤노트7의 발화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로부터 금, 은, 백금, 코발트, 팔라듐 등을 회
수하는 업체다. 2017년 2월 9일, 전북 군산 공장을 찾았다.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온 각종 배터리를 크기 
별로 분리한 뒤, 폭발하지 않도록 방전시키고 있었다.
뒤쪽에 있는 커다란 기계는 끊임없이 배터리를 갈고 있었다. 배터리 양극을 이루는 양극활물질에 값비
싼 금속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자력을 이용해 철 등을 빼내고, 비중 차이를 이용해 분리막처럼 가벼운 
물질을 제거한다. 석탄처럼 새카만 양극활물질이 열처리를 거쳐 네모난 용기에 담겨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고 있었다.
이 원료를 습식공정에 넣으면, 관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용매를 거치게 된다. 황산이나 질산 등이 주 원
료인 용매는 종류별로 서로 다른 금속을 녹인다. 이아름 성일하이텍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은 “용매의 
성분비, 온도, pH, 관의 길이 등에 따라 추출되는 금속의 순도, 회수율 등이 민감하게 달라진다”고 말했
다. 습식제련의 핵심 기술인 셈이다. 이를 각각 농축하거나 다시 물에 녹인 뒤 환원제를 넣으면 금속 결
정을 얻을 수 있다. 전세계 다양한 도시광산 업체들은 금, 은, 백금, 팔라듐, 코발트, 구리, 인듐, 인, 갈륨, 
니켈, 몰리브덴, 바나듐, 탄탈, 납, 로듐 등을 회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에 갤노트7을 팔기만 하면 되는 걸까. 환경단체나 도시광산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한국에 이보다 더 발전적인 선례를 남기기를 바라고 있다.

“재활용 용이한 ‘에코디자인’ 실현해야”
기술은 있지만, 갤노트7에 든 금속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천연광석 제련이 더 저렴
한 경우다. 회수한 금속을 이용해 다시 소재를 만들 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추출하지 않는다. 이재천 책임
연구원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목적 금속을 회수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대기업
이 나서서 회수한 금속을 다시 구매해서 쓰는 등 자원이 순환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제품의 수리와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
고 있다. 이를 에코디자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일체형 배터리처럼 향후 분리해서 재활용하기 쉽지 않
은 디자인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 제조사들은 제품의 기능 구현(판매 중심)에만 관심이 있
고, 재활용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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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매립? 현실성 없는 얘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16년 11월부터 ‘갤럭시를 구하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재사용 가능
한 부품을 선별하고 금속자원을 회수할 것을 삼성전자에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삼성전
자가 회수한 갤럭시노트7을 폐기(매립)할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제조사가 성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갤럭시노트7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 인쇄회로기판(PCB)에는 보통 비소, 안티몬, 베릴륨, 카드뮴, 납, 리튬 등 유해금속이 
들어 있다. LCD 액정에는 수은이 있고, 배터리나 충전기에도 유독 물질이 있다. 실제로 2012년 미국의 
비영리 환경기관 에콜로지센터가 휴대폰 36종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납, 브롬, 염소, 
수은, 카드뮴이 나왔다. 만약 불법 매립되면 중금속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고, 야외에서 소각
할 경우 다이옥신이 발생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겐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 규제에 맞게 처리한다고 해도 문제다. 유해물질은 보통 배출 가능한 최대 농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
다. 총 생산량 430만 대를 처리하려면 몇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생산 원가가 상당할 텐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냥 폐기 처
분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삼성전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폐기처분·재활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설정하고, 그들
의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 정리해보자.  1

구분 주장 근거

소비자   

환경부 
관계자   

제조사   

환경단체   

경제 
정부관계자   

재활용 업체 
대표   

금속 채굴 
업체 대표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갤럭시노트7 430만 대의 운명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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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신소재 활용 제품의 인체 유해성·환경오염 문제

화장품 바르다 나노 중독 될까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산화티타늄은 보통 흰색이지만, 나노입자로 만들면 투명해진다. 차단제를 발
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뜨는 ‘백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눈을 커 보이게 하는 마스카라와 아이라이
너에 함유된 탄소 나노입자는, 피부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고 번지거나 뭉치지 않는다. 나노
입자는 살균·멸균·항균 효과도 뛰어나 칫솔·치약·세탁기·젖병 등에도 널리 쓰이며, 폐수 정화나 자동차 
신소재에도 활용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나노제품은 
2006년 212종에서 2013년 1628종으로 최근 7년 사이 약 7.7배 증가했다. 화장품만 보더라도 2020년
에는 세계적으로 약 105t이 유통될 전망이다. 
문제는 나노입자가 기존 화학물질에 비해 인체의 미세한 장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다.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허파세포로 들어가며, 심지어 뇌로도 들어갈 수 있다. 영국리버풀대 비
비안 하워드 교수는 금 나노입자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
단순히 통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미국 환경청(EPA)의 벨리나 베로네시 박사는 자외선 차단제
에 들어가는 산화티타늄나노입자가 뇌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로체스터대 귄
터 오베르되스터 교수는 프라이팬 코팅재로 흔히 쓰는 테플론(PTFE) 나노입자를 쥐가 15분 동안 마시
게 했더니 4시간 만에 죽었다고 보고했다. 하워드 박사는 2003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노입자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생체조직과 더 잘 반응해 독성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
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나노입자가 중금속처럼 먹이사슬을 거치며 점점 더 쌓인다는 점이다. 2002년 3월, 미국 
라이스대 생물환경나노기술센터는 가공된 나노입자가 실험동물의 장기에 쌓여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만약 나노물질이 박테리아에 들어간다면, 결국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들어
와 점점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오염물질이 사람까지 전달되는 매우 주요한 경로다. 수은이나 카드뮴, 구리, 아
연 같은 중금속이 먹이사슬을 따라 하위 피식자에서 상위 포식자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
하는 참치나 연어는 수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어서 이들 물고기 안에는 중금속이 많이 농축된
다. 미국 식품 의약국(FDA)과 소비자 단체가 임신부의 참치 섭취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도 이 때
문이다.
안윤주 건국대 보건환경과학과 교수는 최근 나노입자가 중금속처럼 먹이사슬을 따라 여러 차례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각 증거로 최초로 확인해 ‘나노톡시콜로지(Nanotoxicology)’라는 학술지에 발표
했다. 원생동물인 유글레나와 동물플랑크톤인 모이나물벼룩, 어류인 제브라피시로 이뤄진 3단계 먹이
사슬에서 유글레나에게 먹인 형광 나노물질을 모이나물벼룩과 제브라피시의 내장 안에서 관찰했다. 제
브라피시의 배설물에서도 형광이 보였는데, 이는 수생태계의 다른 생물들도 나노입자에 노출될 수 있다
는 뜻이다. 머잖아 나노입자 때문에 참치 섭취를 금지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지도 모른다.
현대의 첨단과학기술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나노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하려면 기술 개발과 함께 유용성
과 위해성을 함께 연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노와 관련된 위험성 연구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다. 초미세
크기의 나노물질을 환경이나 생물체 안에서 측정하는 기술조차 아직 확립돼 있지 않다. 진정한 나노강
국은 나노제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나노안전성 기술이 강한 나라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화장품 바르다 나노 중독 될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45



61

내가 쓴 화장품이… 해안을 더럽힌다고?  

바다 오염의 새로운 골칫덩이가 등장했다. 다름 아닌 미세플라스틱. 이름처럼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으
로, 해양 생물의 뱃속을 채우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해안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질제
거제나 치약에 들어있는 미세한 알갱이 ‘마이크로비드’고, 다른 하나는 일반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 풍
화돼 부서진 미세플라스틱이다. 크기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
은 지름 5mm 이하다.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각질제거제의 마이크로비드다. 영국 플리머
스대 이모젠 네퍼 교수팀은 2015년 10월 15일자 ‘해양오염회보(Marine Pollution Bulletin)’에 발표한 
논문에서, 각질제거제 1mL당 919개에서 많게는 1만8906개의 마이크로비드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한번 씻을 때 사용하는 양이 약 5mL인 것을 감안하면, 4595개에서 9만4530개의 마이크로비드가 하수
도를 따라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미국 UC 데이비스의 첼시 로치먼 박사팀은 2015년 9
월 3일, 미국에서 하루에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마이크로비드가 8조 개에 달한다는 논문을 ‘환경 과학
과 기술(Environmental cience&Technology)’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논문에서 “마이크로비드가 
지름 0.1mm의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300개 이상의 테니스 코트장을 마이크로비드로 
덮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우리나라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밀도, 세계 평균의 13배
우리나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2015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
남 거제를 포함한 32개 바다에서 1km2당 55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전국 12개 해안에서 확
인된 미세플라스틱의 평균 밀도는 m2당 1만1871개로 전세계 평균 대비 13배나 높았다.
우리나라 해안에 이렇게 많은 미세플라스틱에 떠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양식업에 쓰이는 부
표가 발포스티렌(스티로폼)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부서지면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KIOST가 조사한 미세
플라스틱 중 95%가 발포스티렌이었다. 양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60L 부표가 분해되면 지름 5mm의 미
세플라스틱 400만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부터 기존 부표
에 비해 잘 부스러지지 않는 친환경부표를 연간 약 6만 개씩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부표 역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부스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코팅한 필름도 플라스틱이다. 생분
해성 물질을 이용한 부표를 쓰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수처리공정 역시 문제다. 현재 공정으로는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마이크로비드를 완벽하게 걸러내기 
어렵다. 우리나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차적으로 큰 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뒤 ‘스크린’을 이용해 작
은 쓰레기들을 처리한다. 스크린은 일종의 촘촘한 망으로, 구멍 너비는 50mm 전후다. 미세플라스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스크린을 통과해도 물보다 비중이 큰 0.2mm 이상의 부유물은 추가적인 공정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마
이크로비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비중이 1미만으로 물보다 작다. 즉, 상
당수의 마이크로비드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다.
홍상희 KIOST 남해특성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하수처리과정이 미세플라스틱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이크로비드를 검출하는 등 집중
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먹이 사슬 타고 해양 전체로 퍼져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다양
한 수상 생물이 삼킬 수 있다. 핀란드 해양조사기관의 아우티 세텔 연구원팀은 2014년 2월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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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ollution)’에 발표한 논문에서 요각류, 담륜충, 섬모충 등 다양한 동물성 플랑크톤의 
50% 이상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지 3시간 만에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했다고 밝혔다. 동물성 플랑크
톤은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에 위치하는 생물로, 다양한 해양 포식자의 먹이다. 때문에 미세플라스
틱의 피해는 해양 생태계 전체로 퍼질 수 있다.
실제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진주 담치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
다. 벨기에 겐트대 콜린 얀센 교수팀은 체내에서 0.06mm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진주 담치를 대상
으로 조직, 혈액 등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환경오염’ 2015년 4월호에 발표했다. 작업 전후를 비
교하니 작업 후에 체내에 남은 미세플라스틱의 크기가 더 작았다. 이는 0.06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은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몸에 쌓인 미세플라스틱은 생물의 먹이 섭취에 영향
을 주고,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인간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람의 몸에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하지만 영국 런던대 알렉산더 플로렌스 교수팀은 0.15mm 크기의 입자가 소화관의 미세한 구멍을 통과
해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01년 2월 17일 ‘약물전달회보’에 발표했다. 담치나 새우 
등 해양생물 몸 속의 미세플라스틱이 우리의 혈액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했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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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들어간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에서 흡수한 오염물질과 더불어 내분비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을 
내보낸다. 폴리에틸렌 조각은 소수성 물질을 매우 잘 흡수하는데, 해양오염물질의 대다수는 소수성을 
띤다. 이모젠 네퍼 교수팀은 각종 염료나 의약품의 합성 원료로 사용되는 페난트렌과 살충제 성분인 디
디티(DDT)가 특히 미세플라스틱에 잘 흡착된다는 연구결과를 2015년 9월 15일자 ‘해양오염회보’에 발
표했다. DDT는 현재 사용이 금지됐을 정도로 독성이 심하고 잔류성이 큰 물질이다. 해양생물이 유해물
질을 흡착한 미세플라스틱을 먹을 경우, 이 물질들은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 플라스틱 제조 시 
들어가는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와 같은 내분비계교란물질도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

신소재 사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설정하고, 그들의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 정리
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월호 ‘내가 쓴 화장품이…해안을 더럽힌다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1N036 

1
기술 주장 근거

소비자   

환경부 
관계자   

제조사   

의료인   

경제 
정부관계자   

 하수처리 
관계자   

 어업인

 국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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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신소재 활용에 대한 우리의 약속

모둠원들의 의견을 모아 신소재 활용 제품 사용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만들어보자. 1
구성 의견 논의점

모둠원1   

모둠원2   

모둠원3   

모둠원4   

모둠원5   

우리의 약속(안)  

특징 또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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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약속’ 발표 자료를 참신하고 유쾌하게 준비해보자. 

1) 발표 형태, 시간, 준비물 등을 선택한다.

2) 모둠 만들기 및 역할을 분담한다.

3) ‘우리의 약속’ 발표 자료 제작 과정에 대해 정리한다.

2

발표 형태  

발표 예상 시간  

준비물  

  

  

칭찬할 점  

아쉬운 점  

새롭게 
깨달은 점  

더 알아볼 점  

이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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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 3

설득 논리가 
충분한가? 3

현실적인가? 3

참신한가? 3

합계

모둠별 
상호 
평가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모둠별로 ‘우리의 약속’을 발표하고 평가해보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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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구 시스템
01 지구와 화성 사이  #화성 이주
02 화산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화산과 지진

생명 시스템
03 엄마 둘, 아빠 하나  #미토콘드리아
04 수다스러운 DNA  #DNA
05 미지의 생명을 설계하다  #유전자 가위

시스템과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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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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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우주방사선을 극복하라

화성으로 진출한 우주인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화성에 머무르며 탐사를 할 예정이다. 화성 표면에 오랜 
시간 있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온도도 엷은 대기도 아니다. 우주방사선이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 내부에서는 많은 양의 방사선이 방출된다. 플레어나 코로나질량방출과 같은 격렬한 태
양 폭발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전자와 양성자가 빠른 속도로 분출된다. 모두 인간
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태양계 밖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도 있다. 은하 우주선(GCR)이다. GCR의 대부분은 양성자이지
만, 헬륨이나 다른 무거운 입자들도 포함돼 있다. GCR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우주선이나 거주지 등과 
부딪히면서 2차 우주선을 발생시켜 우주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거대한 자
기권이 우주 입자들의 방향을 바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화성은 자기권도 없는데다 대
기까지 엷어 우주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다.

01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이해하기
학습목표 1.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알고, 이를 화성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지구와 화성 사이

 1차시 교재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1월호 ‘우주방사선을 극복하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1N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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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지구’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 시스템은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지구 시스템의 예를 찾아보자.

� 기권 : 지구 표면을 둘러싼 기체가 존재하는 영역

� 수권 : 기권을 제외하고 바다에 분포하는 해수와 육지에 분포하는 육수를 포함하는 영역

� 지권 : 지구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딱딱한 암석과 내부 영역

� 생물권 :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영역

� 외권 :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영역

1
지구는 수많은 생명체를 
포함하는 거대한 시스템이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그림 출처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비상교육 119쪽

구분 상호작용의 예시

기권↔외권 태양폭풍에 의한 오로라 발생

기권↔생물권 호흡, 광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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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벨트가 지구 보호한다고?

2012년 9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반 앨런 프로브’라는 쌍둥이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쓸 
수 있는 모든 방사선 차폐 기술을 적용해 만든 최첨단 위성이었지요. 수명은 2년으로 설계됐습니다. 결
과는 어땠을까요? 2014년 9월 설계 수명을 넘긴 뒤, 놀랍게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그동안 반 앨런대에서 직접 관측한 데이터 자체가 매우 희귀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과학자들
이 이제 풍요로운 데이터에 파묻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반 앨런 프로브 위성 덕분에 인류는 다채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제논문(SCI)만 147편에 
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2013년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세 번째 방사능 벨트 발견’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까지 방사능 외대는 하나로 알려져 있었는데, 에너지가 매우 높은 전자 영역(4MeV가 
넘는 초상대론적 전자 영역)에서 새로운 벨트가 관측된 겁니다. 즉 방사능 내대, 슬롯영역, 방사능 외대
의 기존 3중 구조가 틀렸다는 얘기였습니다. 반 앨런대는 방사능 내대, 슬롯1영역, 방사능 외대1, 슬롯2
영역, 방사능 외대2 등 5중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요.
당시 학술지 ‘네이처’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다니엘 베이커 미국 콜로라도대 대기 및 우주
물리연구소(LASP) 교수팀은 지구 상공 1만 1000km 인근에서 고에너지 킬러 전자를 완벽하게 차단하
는 보호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을 고장 내는 주범이라고만 생각했던 반 앨런대가 사실은 
영화 ‘스타트랙’에 나오는 함선 엔터프라이즈호의 보호막처럼 인간을 태운 채 우주를 항해하는 지구를 
위험한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구팀은 고속의 전자가 지구 주위를 돌다가 상층대기와 만난 뒤, 지구 내부로 서서히 들어오면서 소멸되
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반 앨런 프로브 위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에너지 전자가 뚜렷한 경
계선을 기준으로 안쪽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얇고 단단한 보호막이 있었던 겁니다. 
연구팀은 지구 상공에 위치한 ‘플라스마권’과 반 앨런대의 상호작용으로 이 같은 보호막이 만들어졌을 것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의 입자들이 산란되면서 고에너지 전자의 확산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호막의 정확한 정체를 알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내대가 주로 양성자로 이뤄져 있지만 전자도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해 왔는
데, 이 성과를 통해 내대에는 에너지가 매우 높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없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기온조절·자외선차단, 유일한 푸른 행성 지구의 생명체 지켜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태양계내의 다른 행성들과 뚜렷이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기층일 것이
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은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대기층의 적절한 
온도와 압력, 산소를 포함한 적절한 대기성분, 그리고 특히 태양으로부터의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는 오존층 덕택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구는 오묘한 조화를 갖춘, 축복받은 행성인 셈이다. 이에 
더해 지구는 풍족한 물까지 갖고 있다. (중략)
대기 중에 쌓인 산소분자(O2)는 어느 정도 고도에 이르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에 의해 산소원자(O)로 
광해리되고, 산소원자와 산소분자는 다시 결합해 오존기체(O3)를 형성한다. 오존기체는 다시 태양의 자
외선을 받아 산소원자와 산소분자로 광해리된다. 때때로 오존기체는 산소원자와 결합해 두 산소분자를 
형성한다. 이렇게 해 오존기체의 생성과 손실이 평형상태에 이르러 성층권의 오존층이 형성된다. 이렇
게 수십억 년 전부터 평형을 이뤄 온 오존층은 지구상의 인간과 생물체를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
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2월호 ‘방사능벨트가 지구 보호한다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2N036

기사 출처 과학동아 1993년 5월호 ‘기온조절·자외선차단, 유일한 푸른행성 지구의 생명체 지켜준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305N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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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지구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요소(기권, 수권, 지
권, 생물권, 외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토의해보자.

핵심주제 테라포밍(Terraforming) 프로젝트 –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화성’ 조성하기

태양계 행성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경관이 가장 뛰어난 화성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스위스의 알파스 
산맥, 미국의 그랜드 캐년…. 유명한 여
행지는 공통적으로 경관이 아름답다. 행
성 중에서도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이 
바로 화성이다. ‘레드플래닛’이라는 별
명답게 붉은 노을이 장관이다(공기 중
에 붉은 먼지와 모래가 햇빛을 받아 노
을처럼 보인다). 또 지표에는 높이가 2
만 5000m인,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
인 올림푸스 산(Olympus Mons)이 있
고, 적도부근에는 길이가 4000km, 폭이 100km, 깊이가 7km나 되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협곡 왈레스 
마리네리스(Valles Marineris, 마리네리스 협곡)도 있다. 마리네리스 협곡의 별명은 ‘화성의 흉터’다. 화
성은 북반구와 남반구 지형도 매우 비대칭적이어서 일주 여행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북쪽은 용암이 흘
러내려 평평하고 남쪽은 소행성이 충돌한 듯 분화구가 수두룩하다.

Tip 현지 생명체를 만날까
화성 여행이 ‘핫’한 이유는 현지에서 생명체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화성에 있는 골짜기에
는 대부분 물에 침식된 흔적이 남아있다. 과거에 상당한 양의 물이 흘렀다는 증거다. 화성 탐사선 큐리오
시티는 특히 극지에서 다량의 얼음을 찾아냈다. 과학자들은 이 물을 이용해 화성에 존재했을 생명체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과학자는 지구인을 화성에 이주시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하지만 
화성은 생명체에게 달갑지 않은 조건도 많이 갖고 있다. 일단 대기가 지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희박
하기 때문에 운석 충돌이나 태양풍의 영향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을 수가 없다. 또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얼어 있는 물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화해버린다. 화산 활동이 없기 때문에 표면과 행성 내부 
사이에 화학 물질과 광물의 순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죽은 행성’인 셈이다.

테라포밍(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지구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의 의미를 
먼저 학습한 뒤 기사를 읽는다.

2
지구 시스템의 하위 요소 역할

외권 반 앨런대에서 고에너지 태양풍 입자를 막아줌.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9월호 ‘태양계 행성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9N002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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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사선을 극복하라(1)

화성 표면에 내리쬐는 방사선은 우주인의 수명을 줄인다. 2006년 ‘국제 화성 과학 탐험 저널’에 실린 연
구에 따르면 거대한 태양 폭발이 발생할 경우,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양의 방사선이 화성에 방출된다. 
1년 동안 화성 표면에 도달하는 GCR 역시 인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보다 1.54배 많은 양이었다. 이 양
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직후, 사고가 일어난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량보다 2배 가까이 많
은 양이다(일본 후쿠시마현 공식 발표 결과 기준).
우주방사선은 암이나 심혈관 계통, 중추신경계의 질병을 유발한다. 2015년 7월 마이클 델프 미국 플로
리다주립대 교수팀은 우주방사선이 우주인의 심혈관 계통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우주비행 경험이 있는 42명과 그렇지 않은 35명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17%의 발병률을 보여 경험이 없는 경우 (9%)보다 두 배 가까
이 높았다. 우주비행을 한 우주인 중 지구 저궤도를 다녀온 그룹은 11%, 달에 다녀온 그룹은 43%로, 우
주방사선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발병이 증가했다.
암 유발 위험성도 크다. 네이처에 실린 리뷰 논문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암
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0.1~3%이내인 반면, 화성은 3~30%에 달했다. 화성에 도달하는 방사선량과 암 
유발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수학 모델링을 통해 구한 결과다. 심지어 인지기능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미국 UC어바인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방사선을 일정치 이상 쬔 쥐는 물체나 장소를 잘 인지하
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하는 지구와의 차이점을 적고 어떤 문제가 예상되
는지 토의해보자.

우주방사선을 극복하라(2)

화성의 토양이 가장 좋은 방사선 보호막
방사선으로부터 화성 우주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주복과 거주지에 효율적인 차폐막을 개
발하는 것이다. 달과 화성에 필요한 건설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이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1월호 ‘우주방사선을 극복하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1N037

1
차이점 예상되는 문제점

화성은 지구에 비해 대기가 1/100 수준으로 희박함. 운석충돌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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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 극한건설연구단 연구위원은 “현지의 토양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
로 정보가 많은 달의 경우 토양(월면토)을 0.5m 두께로 쌓는 것이 GCR을 막는 데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미국 연구진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
화성은 아직 토양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화성 탐사로봇 큐리오시티는 2012년 화성의 토양에 결정성 
장석, 휘석, 감람석 등의 광물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밝혔다. 뒤이어 2013년에는 게일 크레이터 근처 락
네스트 지역의 토양에 이산화황(SO2)이 다량 포함돼 있다는 것을 추가로 밝혔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이 정보를 이용해 황을 주성분으로 한 ‘화성 콘크리트’를 개발해 2016년 5
월 21일 ‘건설과 건축재료’에 공개했다. 연구팀은 모조의 화성 토양과 액체 황(용융황)을 합성해 새로운 
콘크리트를 만들었다. 연구팀은 화성의 토양과 황의 비율이 각각 50%이고, 골재(자갈이나 모래)의 크
기가 1mm일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50MPa(메가 파스칼)로, 
지구 대기압의 500배 가량의 압력을 버틸 수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소로 방사선 입자를 물리쳐라!
토양이 아닌 신소재를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NASA 고다드 우주 비행 센터의 우주방사선 공학자 
조나단 펠리쉬 연구원은 “방사선 입자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한 크기의 고에너지 입자를 우주선
(혹은 거주지)에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다.
양성자, 중성자와 크기가 비슷하면서도 이들을 잘 막을 수 있는 물질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바로 수소
다. 수소는 우주에 풍부한 물질이기도 하고, 물속에도 있으며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에도 포함돼 
있다. 이 말은 우주인이 사용하고 난 물을 이용해 차폐 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장 손쉽게 차
폐막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폴리에틸렌이다. 수소가 매우 높은 비율로 함유돼 있고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강한 열과 힘에 견디지 못해 거대한 거주지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NASA가 차폐막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신소재는 ‘수소와 화합한 질화붕소나노튜브(hydrogenated 
boron nitride nanotube)’다. 질화붕소나노튜브(BNNT)는 우리가 잘 아는 탄소나노튜브와 유사한 모양
이다. 탄소 대신 질소와 붕소가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에서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고온에서도 안정적이며 중성자 흡수력이 뛰어나다. 더구나 붕소는 2차 우주선에
서 발견되는 2차 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원소다. 튜브 안에 수소 분자를 넣어주면 수소와 화합한 
BNNT가 된다.
NASA 랭리연구소에서 2014년 발표한 논문에는 액체수소, 물, 질화붕소, 폴리에틸렌, 수소와 화합한 질
화붕소가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나와있다. 논문에 따르면 30cm 두께 차폐막
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물이나 붕화질소보다는 폴리에틸렌이 효과가 좋았다. 단, 붕화질소에 수소를 
5%만 함유해도 폴리에틸렌보다 뛰어난 차폐 효과를 보였다. 더구나 이 물질은 구부리기 쉬운 소재라 
우주복에도 활용할 수 있다.

최초의 화성 집, 물로 짓는다

부풀려서 채우면 끝
오랜 비행으로 당신도 절절하게 체감했겠지만, 지구와 화성은 아주 멉니다. 가장 멀 때는 약 4억 100만 
km, 가장 가까울 때도 약 5460만 km나 되죠. 오래 걸리는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구에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1kg의 물건을 보내는 데에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화성까지는 더 많은 비
용이 든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서 돔 형태의 집을 짓게 됐습니다. 착착 접어서 화성으로 배송한 뒤 현지에서 부풀린 것이죠. 속을 
채운 재료는 화성에서 직접 구했습니다. 바로 물이랍니다. 화성의 지표 아래에는 얼음이 존재하거든요. 
NASA의 연구원들이 계산한 바로는 하루에 1m3의 물을 채취할 수 있으며, 400일이면 속을 꽉 채울 수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1월호 ‘우주방사선을 극복하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1N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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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물은 평균 기온이 영하 62℃인 화성의 추운 환경 덕분에 얼음으로 변해서 구조물들을 더 단단
하게 지탱합니다.
집을 둘러싼 얼음 바로 아래에는 이산화탄소 단열층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역시 화성에서 구할 수 있
습니다. 화성 대기의 95%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층은 외부의 온도 변화는 물
론 차가운 얼음으로부터 단열작용을 해서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위험한 우주방사선, 얼음으로 막아
화성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라는 점 외에도 물로 집을 지은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물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아주 춥
고, 강한 모래폭풍이 불기도 하죠. 대기의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 정도로 희박해서 자외선도 막지 못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우주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이 세포와 DNA를 손상시켜 암과 같
은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다
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각 기술의 효과에 대해 토의해보자.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최초의 화성 집, 물로 짓는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31

2

3

개발 중인 기술 효과

화성 토양을 이용한 차폐막 건설 은하 우주선(GCR)이 생명체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 방안

희박한 산소량 극관에 있는 얼음으로부터 산소를 발생시키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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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우주개발에 관한 쟁점
학습목표 	1. 우주개발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우주개발에 대한 주요 쟁점 인식하기

화성 탐사? 여성 우주비행사 연구부터

여성과 남성이 신체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성 호르몬 분비도 달라 질병에 대한 증상도 다르게 나타난
다. 우주처럼 극한 환경이 아닌 지구에서 조사한 자료를 봐도 다양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 질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7~10년가량 늦게 나타난다. 발병률과 사망률도 여성
이 훨씬 낮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심혈관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면역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엔 장단점이 있다. 여성은 바이러스나 박테
리아 감염에 저항성이 높은 반면,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질환에 더 많이 걸린다. 또한 여성은 폐
경 이후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신체 구조적인 차이도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멀미를 잘 느낀다. 전정신경(평형감을 뇌에 전달하는 청
신경의 일부)에 유수 축색(수초로 둘러싸인 축색)의 수가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다. 우주비행에서도 여
성이 멀미에 더 취약할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우주생리학을 연구하는 김영효 인하대 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우주는 환경이 지구와 전혀 다른 만큼 발병양상이 다를 것”이라며 “지구에서 나타나는 차이
가 우주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구에서 안 나타나는 차이가 우주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ASA는 심혈관계, 면역계, 감각운동계, 근 골격계, 생식계, 행동적응 등 6가지 세부분야에서 우주비행
사의 성 차이를 산발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2014년 논문으로 발표했다. (중략)
정신건강 영역에선 이미 선발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보정되고 있다. 우주비행사를 선발할 때는 매우 높
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요구한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의 주치의였던 정기영 전 공군항공우주
의료원장은 “장기간 고립된 환경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주인을 선발할 때 정신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NASA는 논문에서 “지구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여성의 수가 남성
보다 두 배가량 많지만, 우주비행사는 심리검사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정신건강에 
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할 때는 연구결과가 성 차별로 연결돼 한쪽 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정 원장은 “화성여행을 하는 건 장기적으로 인류가 화성에 거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초기부터 비행팀에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NASA는 4~5년마다 한 번씩 우주비
행사를 뽑는데, 2013년에는 여성과 남성을 각각 4명씩 뽑았다. NASA에서 성별을 똑같이 맞춰 뽑은 건 
처음이다. 이들은 화성여행을 목표로 현재 훈련받고 있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7월호 ‘화성 탐사? 여성 우주비행사 연구부터’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7N052



77

우주쓰레기 청소 대작전

작고 무시무시한 우주쓰레기!
우리 지구는 지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안 쓰는 인공위성, 우주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장비, 우주선
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 등 여러 가지 물체들이 지구 주변을 끊임없이 돌고 있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쓰
레기들이 지구 주변에 있는 걸까요? 1978년, 미국항공우주국의 도널드 J. 케슬러는 인공위성들이 서로 
충돌해 생긴 우주쓰레기들 때문에 결국 우주선을 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를 
‘케슬러 증후군’이라고 부르지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이론을 비웃었어요. 우주쓰레기가 지구 대기권에서 
소멸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위성들이 우주쓰레기에 의해 훼손되기 시작했고, 이
에 여러 나라들은 서둘러서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주파편 경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답니다.

총알보다 빠른 쓰레기?
우주쓰레기의 속도가 느리면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아 지구 대기권으로 빨려 들어오고, 대기와의 마찰열
에 의해 불에 타서 사라져요. 어떤 물체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궤도를 돌기 위해선 최소한 초
속 7.5km의 속도로 움직여야 한답니다. 즉, 우주쓰레기들은 초속 7.5km 이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파괴력은 속도에 큰 영향을 받아요. 파괴력은 보통 무게와 속도의 곱인 ‘운동량’
으로 비교한답니다. 총알의 속도는 초속 400m 정도예요. 즉, 총알과 같은 무게인 우주쓰레기는 최소 초
속 7.5km 이상이므로, 총알보다 운동량이 20배 정도 큰 셈이지요.

다양한 매체(신문, 방송, 동영상 등)에 나타난 우주개발에 관한 쟁점을 조사해보자.

우주개발에 관한 쟁점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을 생각해보자.

1

기사 출처 어린이과학동아 2016년 22호 ‘우주쓰레기 청소 대작전’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622N013

주요 쟁점 출처

우주개발을 할수록 우주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함.

과학동아 2001년 2월호 ‘쓰레기로 몸살 앓는 우주공간’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
S200102N017

  

  

  

우주쓰레기는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선, 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관심이 높지만, 수명이 다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
고 내버려 두는 개발국의 자세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법이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다. 따라서 우주쓰
레기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하며, 우주쓰레기를 발생시킨 국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우주쓰레기 과세
제도’를 만들어 우주쓰레기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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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캠페인 활동 포스터’ 제작

모둠을 만들고, 각자 맡을 역할을 논의해보자.

모둠원의 의견을 모아 우주개발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을 정리해보자.

캠페인 활동을 위한 포스터의 초안을 구상하고, 실제로 만들어보자. 

캠페인 활동 포스터는 
형식에 제한이 없다. 
PPT는 물론, 옷 
프린팅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구상안’란에 포스터의 
형식 및 종류, 내용의 
배치 등을 미리 구상해 
그린다.

2

3

1
이름 역할 비고

  모둠장

 모둠원

  모둠원

  모둠원

  모둠원

  모둠원

  모둠원

예상되는 쟁점 해결 방안

  

  

  

  

준비물 하드보드지, 유성매직, 색연필, 색종이, 스크랩 기사

캠페인 이름 화성 이주를 위한 첫 걸음 – 믿을 수 있는 우주개발부터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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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제작한 포스터를 이용해 ‘교실 내 캠페인 활동’을 하고 평가해보자.4
평가 대상 평가

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내용면

참신한 
내용인가? 5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5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5      

내용이 
논리적인가? 5      

구성면

참신하게 
구성했는가? 5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는가? 5      

자료의 배치는 
적절한가? 5      

완성도가 
있는가? 5      

합계      

모둠별 
상호 
평가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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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불의 고리

2016년 일본과 에콰도
르에서 불과 31시간 간
격으로 강력한 지진이 연
달아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불의 고리’가 
활성화된 게 아니냐는 우
려가 나왔습니다.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조
산대를 일컫는 말입니
다.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 그리고 지난 1만 년 동안 가장 강력했던 지진 25건 중 22건이 일어난 뜨
거운 지역이죠. 태평양 남서쪽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캄차카반도, 알류샨 열도, 북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등 태평양 외곽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어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길이만 
4만 km가 넘고, 인접한 화산의 수는 450개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
다. (후략)

01 화산 폭발과 예측
학습목표	 1. 화산이 폭발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로 제안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화산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차시	교재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불의 고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07

그림 출처 Gringer(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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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불의 고리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화산 활동에 대해 조사해보고, 지도에 표시해보자.

 

지도를 보고 화산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2

1
구글맵(https://
www.google.co.kr/maps)을 
활용하면 지역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을 
오른쪽 클릭한 뒤 ‘이곳이 
궁금한가요?’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알 수 
있다.

화산 이름 발생 연도 발생 위치

 세인트헬렌스 화산 1980년 미국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의 사이에 위치 (46°N, 122°E)

  

   

   

   

   

   

그림 출처 Eric Gaba(위키미디어)

180 E゚90 E゚90 W゚

60 N゚

30 N゚

30 S゚

60 S゚

90 S゚

180 W゚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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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화산과 판의 경계

흔들리는 백두산, 꿈틀대는 후지산 D데이는 언제?

바다에서 태어난 후지산
일본 열도가 화산과 지진으로 늘 요동치는 것은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태평양
판, 필리핀판, 북미판, 유라시아판 등 무려 4개의 지각판이 만난다. 유라시아판과 북미 판은 대륙판, 태
평양판과 필리핀판은 해양판이다.
해양판은 판과 판이 갈라지는 경계인 해령에서 흘러나온 맨틀물질이 식어 만들어진다. 보통 해양판은 
밀도가 높아 무거운데다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점점 더 무거워진다. 해양판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고 가벼운 대륙판을 만나면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태평양판은 북미판 아래로, 필리핀판은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攝入)하며, 같은 해양판이지만 태평양
판은 또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한다. 판 아래로 파고드는 해양판은 지하 50~70km 부근에서 녹아 마그마
(암석이 고온으로 가열돼 용융된 것)가 된다.
사실 지하 50~70km는 암석이 녹아내릴 만큼 뜨겁지 않다. 암석이 녹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야 하는데, 이 깊이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해양판과 함께 끌려 들어간 바닷물이 암석의 녹는점을 
낮추는 바람에 마그마가 생긴다. 물이 끼어 들어가면서 암석의 결합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
긴 마그마는 지표면으로 분출하면서 화산을 만든다.
처음엔 바다 속에서 분화해 해저 화산을 만든다. 시간이 지나 화산체가 커지고 물 밖으로 나오면 섬이 된
다. 보통 해구를 따라 곡선(호) 형태를 보이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화산체를 호상열도라고 한다. 태평양
판과 필리핀판은 지금도 끊임없이 섭입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계속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특히 후지
산은 4개의 판이 모두 만나는 곳에 있다.

육지를 뚫고 솟아오른 백두산
백두산은 태생부터 다르다.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가운데서 솟아올랐다.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한가운
데, 그것도 두께가 30km가 넘는 대륙판을 뚫고 화산이 생긴 것은 매우 독특한 사례다.
백두산은 하와이처럼 열점 기원 화산으로 설명한다. 지금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하와이에서는 
판의 경계와 관계없이 맨틀 깊은 곳에서 내부 물질이 솟아올라 해양판을 뚫고 분출한다. 백두산도 비슷
한 과정으로 생겼을 것으로 본다.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백두산은 판의 경계와 멀리 떨
어져 있어 섭입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적다”며 “이럴 때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열점 현상
뿐”이라고 말한다. 차이점은 하와이 화산은 열을 지어 있고 백두산의 분화구는 거의 한 지역에 몰려있다
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백두산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타케시쿠리타니 일본 오사카시립대 교수(당시 일
본 토호쿠대 교수)는 2011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과정에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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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해양판이 지하로 섭입할 때 일반적으로 200~300km에서 완전히 녹는다. 
그러나 쿠리타니 교수는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태평양판이 지하 500km 부근까지 들어간다”며 
“이 판 덩어리가 함께 들어간 물과 함께 마그마를 생성할 수 있고, 이것이 백두산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두산 화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년도 채 안 된다. 여전히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가 있어 활
동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그 성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가설이 제
기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는 어떤 화산이?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는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하지만, 상태에 따라 암석권, 연약권, 하부맨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연약권이 맨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내부에서 뜨겁게 데워진 맨
틀 물질은 지표면 부근으로 상승하다가 단단한 암석권에 부딪혀 옆으로 퍼지는데, 이 과정에서 암석권
이 물위에 뜬 배처럼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암석권(판)이 움직이며 벌어지는 부분에서는 맨틀 물질이 
흘러 나와 굳어 새로운 판을 만든다. 바로 ‘해령’이다. 흔히 생각하는 화산 활동처럼 거대하고 화려하지
는 않지만 지구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활동이다.

화산의 기원을 판 경계와 관련해 구분하고, 앞에서 조사한 화산을 분류해보자.

핵심주제 화산 폭발의 영향

20억 t 천지 물이 마그마와 만나면?

백두산이 내일 폭발한다면
백두산 꼭대기 천지 칼데라 호수에는 약 20억 t의 물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지하 약 10km 지점에는 화
산 가스를 가득 품은 점성이 큰 규장질 마그마 방이 존재한다. 온도가 1000℃가 넘는 마그마가 폭발하
면서 수온이 7℃가량 되는 천지의 물과 만나면 마그마는 급랭하면서 산산조각난다. 마그마에 들어있던 
화산 가스까지 튀어나오면서 마그마는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된다. 팝콘과 같이 튀겨진 가벼운 화
산재 덩어리인 부석이 화산체 주변에 쌓인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흔들리는 백두산, 꿈틀대는 후지산 D데이는 언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01

1
판의 경계 화산 발생 과정 화산 이름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하는) 경계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녹아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됨

후지산

판이 멀어지는 (발산하는) 경계

판의 경계와 상관 없는 곳 (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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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보다 더 작게 부서진 파편은 화산재 구름을 형성한다. 수증기와 함께 분화구 상부 대기 상층에 기
둥 모양으로 솟구친다. 화산재 구름은 계절풍(대기권 내에서)과 제트기류(성층권 내에서)를 따라 이동
하다가 화산체에서 멀어짐에 따라 점차 낙하해 쌓일 것이다. 이것을 ‘강하 화산재’라고 부른다. 백두산은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므로 백두산의 동쪽 즉 북한의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지역에 강하 화산재가 
비처럼 내리게 된다. 분화된 화산재의 양이 매우 많은 경우,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화산재의 일부는 분화구의 벽을 넘어 끓어 넘치거나 분연주가 붕괴되며 쏟아진다. 
화산의 사면을 따라 시속 40~120km의 속도로 빠르게 흘러내리는 화산재를 ‘화쇄류’라 한다. 온도가 
500℃ 안팎인 고온의 화쇄류는 예부터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원인이었다. 화쇄류의 영향 범
위를 예측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중요한 이유다.

마그마가 올라오는 소리를 감시한다

풍요와 재앙의 상징
일정을 마치고 카타니아로 돌아갈 때는 따로 버스를 이용했다. 화산이 터질 때마다 파괴되고, 다시 짓는
다는 도로 가장자리에는 화산 활동으로 생긴 바위와 흙이 시커멓게 쌓여 있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불
모지 같은 분위기였지만, 군데군데 식물은 자라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을 머리맡에 두고 사는 기분은 어떨까. 흙에 영양분을 공급해 농사를 풍성
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도 유용한 고마운 존재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에트나 산으로 향할 때 페코라 씨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2002년 폭발 당시 예보에 따르면 우리 집에도 용암이 들이닥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대피
했지만, 다행히 용암이 비켜나가서 무사했지요.”

화산 폭발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2월호 ‘20억t 천지 물이 마그마와 만나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2N028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마그마가 올라오는 소리를 감시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05

1

긍정적 영향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부정적 영향

유독한 화산 가스가 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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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화산 폭발 예측, 활용과 피해 예방

마그마가 올라오는 소리를 감시한다

어디서 언제 얼마나 크게 터질까
“에트나 산은 2011년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28번이나 폭발했습니다. 때문에 공항도 대여섯 번이나 
폐쇄됐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이 지척에 있기 때문에 감시센터는 24시간 돌아간다. 지아만코 박
사는 에트나 산에만 해도 60여 개가 넘는 센서가 있다며 다양한 센서의 종류를 나열했다. 대부분은 지진
계였다. 지진은 화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곧바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고 대
비한다. 나머지는 중력 센서, 자기장 센서, 이산화황(SO2) 감지 센서, 적외선카메라, 광학카메라 등이 있
었다. 지아만코 박사는 “에트나 산에만 있는 신기술 센서인 ‘인프라사운드(저음파탐지기)’는 지진계에 
잡히지 않는 가스 분출 소리를 감지해 마그마가 언제 지표면에 올라오는지를 알아낸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얻은 정보는 감시센터의 한쪽 벽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들어
가자 한 명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감시시스템이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 겉으로는 다
소 한가로워 보였다.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진동이 생기면 바로 근무자에게 알려준다. 상시 대기 중
인 근무자는 자동감시시스템이 감지한 위험 요소 중에서 헬리콥터에서 나오는 열이나 자동차, 천둥 때
문에 생기는 진동 같은 잡신호를 걸러낸다.
지아만코 박사는 화산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언제’  ‘얼마나 크게’라는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서’는 쉬워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마그마가 중
앙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통로를 만들거나 아예 화산 밖에서 터져 버리면 위험하거든요. ‘언제’는 
인공위성으로 지형의 움직임이나 열 발산을 측정해서 추정합니다. ‘얼마나 크게’는 3D로 측정한 화산의 
모양, 국지적인 중력 변화, 분출되는 이산화황 가스의 양 등으로 추정하고요.”
용암이 분출해 지형이 바뀌면 매번 지형도를 새로 그려야 한다. 다음에 용암이 분출했을 때 흘러내릴 경
로를 예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백두산 화산학자다

“2016년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활성단층지도가 없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이 활성단층 지도만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화산 연구기관이 없는 나라
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뿐일 겁니다.” 손영관 경상대 지질학과 교수는 기관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지질학자 중에서 정확히 ‘화산학(Volcanism)’을 전공한 학자는 거의 없다. 화산학으로 학
위를 받아도 취직할 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뉴스에서 화산 관련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는 데 비
해 백두산 연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화산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된다는 점이다. 시작은 2010년 봄 아이
슬란드의 에이야퍄들라 이외퀴들 화산 폭발이었다. 당시 마그마가 빙하와 만나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대
기 중에 다량 방출됐다. 이로 인해 일주일이 넘게 유럽의 하늘길이 막혔다.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화산 때문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손 교수는 바
뀐 분위기를 반기면서도 ‘반짝 관심’에 그칠 것을 경계했다. 그는 “지질학 특성상 하나의 주제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화산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마그마가 올라오는 소리를 감시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05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2월호 ‘나는 백두산 화산학자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2N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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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폭발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조사해보자. 화산 폭발 예측을 위한 자
신의 아이디어를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안하고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화산 활동의 장점을 활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보자. 정리
한 내용을 토대로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1

2

장점 활용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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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지진 규모와 진도

5가지 키워드로 본 한반도 지진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규모 5.1과 규모 5.8인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일주일만에 규모 4.5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또 일어났다. 한반도 중부 이남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고, 여진은 423회(2016년 9월 22일 기상청 발표 기준) 넘게 이어졌다.

엇갈린 지층이 방출한 가공할 에너지
2016년 경주 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규모가 가장 컸다. 그전까지 가장 큰 
지진이었던 1980년 평안북도 의주 지진(규모 5.3)보다도 13배 정도 강력했다. 규모는 지진으로 발생한 
에너지의 양을 정의하는 단위로, 숫자가 1이 커질 때마다 에너지는 32배로 강해진다(로그 스케일).
규모 5.8의 진동은 한반도 전체를 흔들었다. 경주와 부산에서는 진도6, 즉 집이 흔들리고 집안 가구가 움직
이는 진동이 느껴졌다. 서울에서도 그릇이나 창문이 흔들리는 수준의 진도4의 진동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
다. 지진의 에너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규모 5.0)보다도 수십 배 컸다는 자극적인 해석도 나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과 기상청은 양산단층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우수향 주향이동) 
경주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치 손바닥을 비빌 때처럼 단층의 왼쪽과 오른쪽이 엇갈려 옆으로 밀
리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한반도에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이런 주향이동 단층이 많고, 지진은 
대부분 여기서 일어난다. 일본처럼 판의 경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가 위치한 유라시아판이 인
도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끼어 있는 탓에 지층에는 계속해서 압력이 쌓인다. 이것이 지반이 약한 단층대
를 따라 한번에 방출되는 게 지진이다. 이윤수 지질연 지질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이번 지진의 특성
을 살펴보면 주향이동 단층의 수평운동이 주로 일어났고, 동시에 지표면에 수직한 면과 10° 남짓한 각도
를 갖는 역단층 운동도 함께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02 지진의 발생과 예측
학습목표	 1.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지진을 예측하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로 제안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5가지 키워드로 본 한반도 지진’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28



88

서해에도 쓰나미가 온다

이제는 ‘쓰나미’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2011년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 대지진’ 사건 때문이다. 후쿠시
마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9.0의 강진 탓에 파고가 1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본 동쪽을 덮쳤다. 바닷
가에 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마저 무너졌다. 스마트폰 덕분에 사고 당시 쓰나미가 몰려오던 모습
은 여러 각도에서 찍혔다. 1t이 넘는 자동차들이 종이배 흐르듯 물살에 휘말리고, 집이 힘없이 무너지는 
광경은 이미 지나간 동영상임에도 몸을 떨리게 만든다. 당시 최대 파고는 40.5m에 달했으며 해안에서 
10km 안쪽까지 바닷물이 밀려왔다.
안타깝게도 쓰나미는 예보하기도 피하기도 어렵다. 바로 수심과의 관계 때문이다. 쓰나미는 파도의 분
류에서 천해파에 해당한다. 파장이 100~500km로 긴 이 파도의 속도는 무려 시속 760km나 된다. 제트
여객기와 맞먹는다. 센다이 동쪽 179km지점에서 연안까지 도달하는 데 1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
진이 발생한 즉시 피한다고 하더라도 몸을 피할 시간이 겨우 15분이란 의미다. 쓰나미 자체를 예보할 순 
없냐고? 먼저 지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썩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지진과 그 발생 원인 및 피해를 조사해보자.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의 규모를 조사해보자. 자신의 경험 또는 언론 보도 자료를 이용해 두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관측된 진동(흔들림)의 정도를 이야기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7월호 ‘서해에도 쓰나미가 온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7N008

1
발생 지역 발생 연도 발생 원인 피해

경주 2016년 활성 단층 건물 파괴

 

 

      

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 
날씨누리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http://
www.weather.go.kr/
weather/
earthquake_volcano/
domesticlist.jsp

리히터규모 표와 수정 
메르칼리 진도표를 
활용해 지진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을 
스스로 파악해 본다.

2
 경주 지진 (2016.9.12.) 포항 지진 (2017.11.15.) 지역

규모 5.8 5.4  

느낌 

전혀 느끼지 못함 책상 위의 컵이 쓰러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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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지진 규모와 달리 진도는 진동(흔들
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같은 규모의 지진에 대해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

는 이유에 생각해 보고,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핵심주제 지진 예측, 피해 예방

지진 예측 가능할까

지진 예보는 얼마나 가능한가
지진 예측을 오로지 주기성에 의존하기에는 부족하다. 과학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인공위성, 
변형률계 등을 활용해 매질에 쌓이는 응력의 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8.6 지진이다.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대지진 이후, 남쪽 지역에 큰 응력이 누적된 것을 알아차렸다. 이를 통해 가까운 시기
에 남쪽 지역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다. 실제로 2005년 3월 28일 2004년 진원지에서 동남
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규모 8.6의 지진이 발생했다.
라돈 가스 탐지, 지하수 수위 변화, 동물의 행동 분석, 전자기장 탐지 등 다양한 방법도 쓰인다. 1975년 
겨울, 중국 정부는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인구 백만의 도시인 하이청시의 주민 전체를 대피시켰다. 당
시 중국 정부는 수개월간 미소지진, 지반 변위, 지하수위 변화, 동물들의 이상 행동 등을 관찰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이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하이청시 주민 대부분 대피시켰다. 이로
부터 수일 뒤인 1975년 2월 4일 규모 7.3의 지진이 이 지역에 발생했다. 하이청시는 2041명 사망, 2만 
7538명 부상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는 데 그쳤다. 예보가 없었다면 사망자 수는 15만 명으로 
예측됐다.

지진과 빅데이터-빅데이터로 경보하고 대피한다

우리나라 지진 대비 어떻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과 기상청의 관측 자료를 통합해 실시간 지진 경보를 한다. 지질연은 
대전 지진연구센터를 비롯해 주요 단층지역에 지진관측소 35곳, 기상청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을 위
한 지진관측소 127곳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의 지진 자료는 국가망을 통해 실시간 공유된다.
국가지진정보센터에서는 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진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진앙의 위치, 규모 등
을 분석한다. 역시 P파와 S파의 속도차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관측소에서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은 1TB(테라바이트)가 넘는다. 이중에서 지진 신호만을 골라내 분석하려면 고도의 컴퓨터 알고리듬

3

· 지반 물질의 종류가 강할수록 진도가 높다.
·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진도가 높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3년 5월호 ‘지진 예측 가능할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5N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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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신진수 지질연 지진연구센터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지진 발생부터 사람들에게 
경보가 전해지기까지 약 1~2분이 걸린다”며 “2015년까지 50초 이내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줄이
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관측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일본은 지진이 발생한 뒤 5초 만에 
경보가 가능하다. 지진을 처음 감지할 때나 정확한 진앙 위치를 찾을 때 관측소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 전라북도
와 부산시, 대전시에서 시범 운영(2015년 당시)하고 있는 ‘스마트 빅보드’ 시스템이다. 스마트 빅보드에
는 다양한 빅데이터, 즉 위성 영상, 무인헬기 영상, CC(폐쇄회로)TV 정보, GPS, 기상정보, 포털사이트 
뉴스, 휴대전화 재난신고 정보, 범죄 발생 신고 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 등이 연계돼 있다.
기본 바탕은 3차원 지도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3D 영상으로 재현돼 있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여기에 시
내 곳곳에 설치된 3300여 대의 CCTV 영상을 덧입혀 보여준다. 기상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중호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점을 스스로 찾아 그 지역의 CCTV를 보여주기도 한다.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악천후
나 야간에 CCTV영상이 특히 유용하다.
또 스마트 빅보드를 이용하면 각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진’ ‘침수’ ‘폭우’와 같은 키워드를 스마트 빅보드에 입력하면 각 지역별로 위험한 정도가 그래픽으
로 나타난다. 스마트 빅보드는 각 지역의 소셜미디어 정보도 분석한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3300만 개
의 트윗과 30억 개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분석해 의미를 추출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나, 조난 요청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부터 총 34억 원을 들여 스마트 빅보드 시스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석가탑과 첨성대 큰 지진에 견딘 비결

무게추가 달린 거대한 ‘오뚝이’, 첨성대
첨성대도 2016년 경주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추정된다. 우리 선조들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다(국보 제31호).
우리는 2009~2010년 KAIST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와 함께 지진이 첨성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진행했다. 약 15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첨성대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인공 지진을 일으켜 첨성대
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또한 건축문화재에 대한 지진의 영향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반 상태와
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첨성대 주변 지반에 대한 시추 조사와 탄성파 탐사(지표면에 진동을 발
생시켜 이로 인한 파형의 전파시간 등을 분석해 지질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 전기 비저항 탐사(전류를 
흘려 지하의 전기적 물성을 추정하는 방법)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첨성대는 상부가 하부보다 날렵하고, 12단까지 내부가 크고 작은 돌과 흙 등으로 조밀하게 채워
져 있었다. 오뚝이처럼 무게 중심이 아래(대략 3~5단)에 있어, 지진 같은 큰 진동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다.
게다가 첨성대의 각 단은 원형으로 구성돼 있다. 원은 도형 중에서 외부 힘에 가장 안정적인 구조다. 그
래서 첨성대는 어느 방향에서 외력이 가해져도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각 단을 이루는 돌은 안쪽으로 뿌리
가 길게 뻗어 있어 무게 중심이 안쪽에 위치해 쉽게 붕괴되지 않았다.
첨성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지진파의 충격을 감쇄시키는 ‘무게추’가 달렸다는 것이다. 현대 건축물에
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보강재를 넣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거나(내진), 건물과 지반 사이 전단변
형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주기를 길게 변화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면진), 완충
기나 대형 무게추를 달아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 지진의 충격을 상쇄시킨다(제진).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6월호 ‘지진과 빅데이터-빅데이터로 경보하고 대피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6N007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9월호 ‘석가탑과 첨성대 큰 지진에 견딘 비결’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9N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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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조사해보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안하고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지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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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질 재해에 관한 쟁점
학습목표	 1. 찬반 논쟁(Pro-Con)을 통해 지질 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3차시	교재

핵심주제 포항 지진 -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가 꼭 필요했나?

전국이 흔들, 가슴이 철렁, 포항 지진 5대 이슈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건물 벽이 떨어져 
나가고, 땅은 쩍쩍 갈라졌다. 진앙과 가까운 포항 북구 한동대에선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대피했다. 
일순간 도시가 패닉에 빠졌다. 이 지진은 서울에서도 감지됐다. 건물의 흔들림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체
감진도 2였다. 2017년 11월 20일 오후 4시까지 규모 4.3을 비롯해 여진이 58차례나 더 발생했다.

지진 피해 컸던 이유는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에 비해 규모가 0.4 작았다. 지진에너지로 따지면 4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체
감 강도와 피해는 더 컸다.
우선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가 경주 지진 때보다 얕다. 경주 지진은 진원이 지표면에서 15km지점
이었던 반면 포항 지진은 지표면에서 9km 아래였다. 지진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진원이 지하 5km 이
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진원이 얕은 만큼 지진에너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전달돼 피해를 키운 
셈이다. 외곽에서 발생한 경주 지진과 달리 주택이 밀집한 흥해읍 인근에서 발생한 것도 포항 지진의 피
해를 키웠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전국이 흔들, 가슴이 철렁, 포항 지진 5대 이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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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 시험(2017년 11월 16
일 예정)이 일주일 연기됐다. 이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예상되는 입장을 적어보자.

소모둠끼리 수능 연기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보자. 각자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
거를 들어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한다. 1차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에서 토론에 임한다. 2차 토론에서는 찬성의 입장이었던 소모둠은 반대의 입
장에서, 반대의 입장이었던 소모둠은 찬성의 입장에서 다시 토론해보자.
 
[1차 토론]

[2차 토론]

1
구분 주장 근거

정부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경제 관계자   

교사   

학부모   

학생   

   

   

2

 주장 반론

찬성   

반대

 주장 반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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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모둠의 최종 입장을 발표해보자. 관련된 쟁점들을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각각 제안해보자.3주장 또는 반론 시 지난 시간에 

조사했던 지진 예측과 피해 
예방 방법을 활용한다.
찬성, 반대 외에 제 3의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주장  
 

근거  
 

해결
전략

국가적 
차원

 
 

개인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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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평가해보자.

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참신한 내용인가? 5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5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5

내용이 논리적인가? 5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했는가? 5

합계

모둠별 
특별한 
의견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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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미토콘드리아, 넌 누구니?

미토콘드리아, 넌 누구니?

1897년 독일의 과학자인 ‘칼 벤더’는 현미경을 통해 쌀알처
럼 생긴 알갱이 속에 구불구불한 실과 같은 구조가 들어 있
는 세포 소기관을 관찰했다. 그는 이 모양을 보고 그리스어
로 ‘실, 끈’이라는 뜻의 ‘마이토스(mitos)’와 ‘알갱이, 입자’
라는 뜻의 ‘콘드로스(chondros)’를 합쳐서 ‘미토콘드리아
(mitochondria)’라는 이름을 붙였다.
ATP라고 하는,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곳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다. 물론 미토콘드리아가 
없어도 ATP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양은 아주 적다. ATP는 근
육 운동, 물질 합성, 능동 수송 등 많은 곳에 이용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핵이 있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소기관이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다
른 기관들과 다른 점은 독립적인 DNA를 갖는 것이다. 독자
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기에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증식
이 가능하다. 이 점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처음에는 세포 
내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세균으로 세포 밖에 따로 존재

01 미토콘드리아 이해하기
학습목표	 1. 미토콘드리아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미토콘드리아와 모계 유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엄마 둘, 아빠 하나

	1차시	교재

그림 출처 GIB

그림 출처 G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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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 있었다는 세포 내 공생설이 나왔다.
유전적으로 봤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흥미로운 점은 모계 유전이 된다는 점이다. 세포 핵의 DNA는 아버
지와 어머니에게서 반씩 물려받지만, 우리의 세포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오직 어머니에게서 
유전된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모계 유전되는 이유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될 때, 정자에 있
는 미토콘드리아는 파괴되고 난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만이 남기 때문에, 수정란에 존재하는 것은 난
자의 미토콘드리아가 돼 우리는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를 갖게 된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돼 있다. 진핵 세포의 구조를 살펴보자.  

1)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세포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일을 하는지 위 기사를 읽고 정리해보자.

3) 유전물질(DNA)을 가지고 있는 세포소기관은 무엇인지 조사해보자. 

기사 출처 어린이과학동아 2018년 3호 ‘과학마녀 일리의 과학용어 따라잡기’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803N022

그림 출처 domdomegg(위키미디어)

동물 세포

세포질
핵

세포막
세포벽

엽록체
액포

미토콘드리아

식물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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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먼 옛날에 미토콘드리아는 독립적인 세포였을지도 모른다. 어떤 과학자는 어느 날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세포에게 잡혀 함께 살면서 세포 안에 자리를 잡은 거라고 생

각했다. 이를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한다.

1)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특징 때문에 세포 내 공생설이 등장했는지 써보자.

2) 세포 내 공생설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3) 세포 내 공생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도 조사해보자.

미토콘드리아는 모계 유전된다. 세포 핵의 DNA는 부계와 모계에서 반반씩 물려받
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는 100% 엄마로부터 유전받는 것이다.

1) 앞에서 소개한 기사를 읽고 미토콘드리아가 모계 유전이 되는 이유를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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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

·

· 

· 

나와 다른 
친구 의견

·

·

· 

· 

·

·

2) “미토콘드리아의 모계 유전에 의해 아이의 성(姓)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한
다”는 아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의견을 정리해보자.

‘알쓸신잡’과 생물학적 호주제

미토콘드리아 DNA(mtDNA)와 호주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구? mtDNA는 오롯이 엄마에게서 온 DNA
야. 우리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정확하게 절반씩의 DNA를 물려받았다고 알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에게서 조금 더 많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난자의 크기는 정자보다 5배 이상 큰 데, 그 안에 핵과 각
종 영양분이 있는 세포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즉, 2세의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는 엄마의 것
과 똑같아. 미토콘드리아는 엄마에게서,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다시 외증조할머니에게서 물려받
았지. 이렇게 이전 세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해. 1987년 레베카 칸 미국 하와이대 교수는 전세계 여성 147명의 mtDNA를 분석해, 모든 현생인류
가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살던 한 여성(미토콘드리아 이브)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
단다. 이런 이유로 “굳이 따지자면 혈통을 추적할 수 있는 여성의 성을 따르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다”는 
이야기가 나온거야.

3) 미토콘드리아로 생긴 유전병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에게서 유전되겠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이 있을까?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7월호 ‘알쓸신잡과 생물학적 호주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7N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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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 부모 아이의 유전 기술 살펴보기
학습목표	 1. 세 부모 아이의 유전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 부모 아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엄마 둘, 아빠 하나

친부모가 3명이라고?

아브라힘 하산. 이 아이는 두 명의 엄마와 한 명
의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어떻게 이
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하산의 부모는 두 아이를 낳았지만 각각 생후 8
개월과 6세에 숨지고 말았다. 엄마가 지닌 미
토콘드리아 때문에 생기는 ‘리 증후군’(Leigh 
syndrome)이라는 유전병 때문이었다. 이 유전병은 진단받은 환자의 75%가 호흡곤란, 심장기능이 상
실되는 유전성 신경대사장애로 2~3세에 사망하는 병이다.
건강한 아이를 원했던 부모는 미국 뉴욕의 한 출산센터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부부에게 ‘세 부모 체외수
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있는 여성의 난자에서 유전정보가 포함된 핵을 추출하고, 유전적 이상이 없는 
여성의 난자에 이식하는 방식이다. 즉, 기증자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임신을 원하는 엄마의 핵을 넣
어 난자를 만든다. 이 난자가 수정되면 엄마와 아빠의 유전정보가 담기며, 미토콘드리아 기증자의 미토
콘드리아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 부모 아이라고 부른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별도의 DNA를 지니지만 난자핵의 DNA처럼 아이
의 외모와 지능 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세 부모 체외수정으로 아이를 낳아도 원래 엄마의 형질을 그
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원래 인간의 난자나 배아를 자궁 주입 전에 변형시키는 행위는 금지돼있었기 때
문에 유전질환 환자 가족과 일부 과학자는 세 부모 체외수정을 허용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고, 어떤 나라
는 이 법안을 가결했다.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하산은 리 증후군의 걱정없이 건강하게 태어났
다. 현재 ‘세 부모 체외수정’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로 미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은 법적 규제가 없는 멕시코에서 이뤄졌다.
세계 최초의 세 부모 아이는 세상에 충격을 줬다. 이 새로운 기술이 생명 윤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선별할 수 있고 게다가 안정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우려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출산을 주도한 존 장 의사
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윤리라고 답했다고 한다.
유전자 기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미래가 비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새로운 기술은 윤리를 거스
르는 것일까? 유전병에서 탈출하는 것일까?

사진 출처 새희망출산센터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7월호 ‘친부모가 3명이라고? 영국, 세 부모 체외수정법 도입 추진’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7N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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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아래 영상을 보고, 이 사건과 논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세 부모 체외 수정 기술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해보자(단, 다른 사람의 핵과 미토콘
드리아는 다른 색으로 표현한다).

(예시)

1
세계 첫 ‘세 부모 아기’ 탄생…기대와 우려 공존 / SBS 뉴스

https://youtu.be/GTUXzqio4mY

사건

논쟁의 내용

논쟁의 이유

2

엄마의 난자

기증자의 난자

아빠의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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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하산을 왜 ‘세 부모를 가진 아이’라고 하는지 설명해보자.

‘세 부모’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말해보자.

세 부모 아이에 대해 아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사람의 입
장에서 생각해보자. 

3-1

3-2

4

‘세 부모’라는 단어에 
동의한다.  

‘세 부모’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상황 생각 및 의견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을 가진 어머니  

미토콘드리아를 
기증하는 또 다른 
여성(어머니?)

아이 아버지 

찬성 입장
병원 의사

반대 입장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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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모 아기 시술을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국가를 조사하고, 그 이유와 
특징을 써보자.

1) 세 부모 아기 시술을 허용하는 나라

2) 세 부모 아기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미토콘드리아를 바꾸는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의 주장을 
쓰고, 근거 자료를 조사해 정리해보자.

5

6
 주장 근거

찬성  

반대

·

·

· 

·

·

·

· 

·

국가 허용하는 이유와 특징

영국

· 영국은 총리까지 나서 엄마의 특수 유전병 대물림을 피할 수 있는 획기적 진보라고 
말한다.
· 영국은 생명 윤리에 엄격한 가톨릭의 영향을 덜 받은 곳. 1978년 시험관 아기도, 
1996년 사상 첫 복제 포유류인 ‘돌리’ 양도 영국에서 나왔다.

국가 허용하지 않는 이유와 특징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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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찬반 대립토론
학습목표	 1. 세 부모 아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2. 자신의 의견을 찬반 대립토론을 통해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다. 

3차시	교재

핵심주제 비윤리적인 기술 vs 유전병에서 해방

찬반 대립토론을 위한 역할을 나눠보자.

미토콘드리아를 바꾸는 ‘세 부모 아이’를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 그리고 사회자, 청중으로 구성한
다. 찬성과 반대팀은 같은 수로 4~6인으로 구성한다. 사회자는 1인으로 시간을 체크해 전체 진행을 하
고, 청중은 토론을 듣고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사회자는 교사가 하거나 
진행 학생을 뽑는다. 1

역할 이름 특징

토론팀

‘세 부모 
아이’ 찬성

  

  

  

  

  

  

‘세 부모 
아이’ 반대

  

  

  

  

  

  

사회자   

청중  



105

각자의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배치로 앉아보자. 
* 	찬성팀과 반대팀은 마주 보고, 청중은 교실 뒤에 앉는다.

역할별로 모임을 갖는다.
	* 	찬성팀과 반대팀은 각각 팀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주장과 근거를 최소 3가지 이상 작성

하자. 근거는 실제 사례 또는 과학적 자료, 도서, 뉴스 등 공신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청중은 찬성팀과 반대팀이 의견을 모을 동안, 2차시 마지막에 정리한 의견을 서로 	

 나눠보자.

2

3

교탁-사회자

청중

찬성팀 반대팀

주장   

근거   



106

아래 순서에 따라 찬반 대립토론을 진행해보자.

<찬반 대립토론 순서도>
첫주장(입론) → 작전타임 → 1차 반론 → 작전 타임 → 2차 반론 → 작전 타임 → 최종 변론 → 청중 투표

<주의사항>
· 증거 제시도 시간에 포함된다. 
· 토론 중에는 토론자를 교체할 수 없다.
·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배분한다.
· 의견을 말할 때와 들을 때 예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상대방 의견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4

단계 발표 순서 시간(50분) 내용

첫주장(입론)
찬성팀 5분 · 찬성팀이 먼저 첫 주장을 하고, 반대팀이 이어서 

첫 주장을 한다.반대팀 5분

작전 타임 양팀 4분

· 상대팀의 논리적 허점에 대해 모든 팀원이 자기 의견을 
낸다.
· 상대팀의 세 개 이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1차 반론
반대팀 4분

· 반대팀이 먼저 하고, 이어서 찬성팀이 반론한다.
찬성팀 4분

작전 타임 양팀 4분 
· 1차 반론 내용을 듣고 다시 어떤 반론을 펼칠 것인지 
생각을 나눈다.

2차 반론
찬성팀 4분

· 찬성팀이 먼저 하고, 이어서 반대팀이 반론한다.
반대팀 4분

작전 타임 양팀 4분 

· 최종 변론에는 앞의 토론 내용이 잘 정리돼야 하며, 
반드시 상대팀의 반론에 대한 우리팀의 반론이 들어가야 
한다.
· 상대팀 모순은 부각하면서 우리팀의 모순이 드러난 
주장이나 근거자료는 과감히 버린다.

최종 변론
반대팀 4분

· 반론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팀원이 나누어 발표한다. 
찬성팀 4분

청중 투표 판정인  4분 · 청중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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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찬성과 반대팀의 주장과 반박을 적으면서 찬반 대립토론에 참여해보자.

모든 토론이 끝나고 청중은 찬성과 반대 의견 중 어떤 의사결정에 동의하는지 투표
하자. 이때 몇몇 청중은 생각을 발표해보자.

단계 발표 순서 주장 및 반박 내용

첫주장(입론)

찬성팀  

반대팀  

1차 반론

 반대팀  

찬성팀  

2차 반론

찬성팀  

반대팀  

최종 변론

반대팀  

찬성팀  

청중
투표 결과

찬성에 동의 (명) 반대에 동의 (명)

 
 

청중 생각

찬성에 동의 반대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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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모 아이’의 찬반 대립토론을 잘 경청한 뒤, 아래 평가 기준에 따라 팀을 평가해 
보자.

평가 기준
점수

찬성팀 반대팀

기본 
평가

(20점)

(표현) 정확한 용어를 쓰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가? (5점)  

(태도) 예의를 지키며 토론에 참여했는가? (5점)  

(협동)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는가? (5점)  

(시간) 토론 시간을 잘 지켰는가? (5점)  

첫 주장
(입론)
(10점)

논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잘 전달했는가? (5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잘 제시했는가? (5점)  

1차 
반론

(15점)

상대방의 논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는가? (5점)  

토론의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5점)  

쟁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가? (5점)  

2차 
반론

(15점)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부각시키며 반론을 
제시했는가? (5점) 

 

상대방이 제시한 반론에 대해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들어 
대응했는가? (5점)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우위에 있음을 자신있게 
주장하는가? (5점)

 

최종 
변론

(10점)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의 큰 흐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했는가? (5점)

 

반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적절하게 보충하며 자신의 주장을 
부각시키는가? (5점)

 

합 계                  점                        점

7
점수  1 2 3 4 5

평가 매우 못함 조금 못함 보통 조금 잘함 매우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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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유방암 유전자

안젤리나 졸리는 왜 유방제거수술을 받았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10년 가까이 투병하다가 56세에 타계했다. 어머니는 첫 손주를 보고 품 안에 데
리고 다닐 때까지는 살았지만, 내 다른 아이들은 외할머니의 사랑과 자애로움을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
했다.”
2013년 5월 14일자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세계적인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기고문 ‘나의 의학적 
선택(My Medical Choice)’은 이렇게 시작한다. 어머니를 유방암으로 잃은 졸리는 유방암 관련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자신도 브라카1(BRCA1)이라는 유전자가 변이형이어서 일생 동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라는 진단을 받았다. 고민 끝에 졸리는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방을 들어내기로 결심했고 2013년에 수술을 받았다.

나도 졸리의 수술을 받아야 할까?
미국 시사잡지 타임은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는 수술을 이용한 유방암 예방법을 널리 알게 된 계기가 되
었지만 남용될까 우려된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했다. 가족에 유방암이 있다고 해서 변형 브라
카 유전자가 원인일 확률은 5~10%이다. 유방절제술을 고민하기보다는 사전 MRI(자기공명영상)검사 
등으로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또 암세포만 제거하는 유방종양절제술이 유방절제술만큼 안전
하다는 것도 증명됐다.
물론 이 수술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브라카 변형 유전자를 갖고 있을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01 유전자 관련 논쟁 이해하기
학습목표	 1. DNA를 이용한 여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만들 수 있다. 

통  합 
과  학 수다스러운 DNA

	1차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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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 된다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예방 수술을 안 할 경우 평생 짊어져야 할 마음의 고통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 사례를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유전자 검사나 절제 수술, 유방 재건 성
형수술에 큰 비용이 드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가족력이 걱정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되 만일 브라카 변
형 유전자가 있다면 선택할 방법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검사해 미래에 걸릴 질병을 미리 알아내고 이를 
대비하는 예방의학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안젤리나 졸리의 수술은 예방의학이 현실로 다
가왔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더 많은 질병 유전자가 밝혀질 것이고 예방할 수 있는 병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예방의학은 과연 우리에게 유토피아만 안겨줄까? 건강염려증을 퍼뜨리며 정작 치료보다 더 많
은 비용을 예방에 쏟아 붓게 만들지도 모른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질병 유전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환갑쯤에 
반드시 걸릴 난치병을 알려주는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일일까.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인 ‘브라카1(BRCA1)’ 유전자에 대한 위 이야기를 살펴보
고, 토론해 볼 만한 질문을 만들어 보자.

위의 질문 중 좋은 질문 4개를 선별해 표시하자.2

1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예) 가족에 유방암이 있을 때 변형 브라카 유전자가 원인일 확률은 몇 %인가?

 ·

 ·

 ·

 ·

 ·

 ·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

예) 안젤리나 졸리의 선택은 현명했던 것일까?

 ·

 ·

 ·

 ·

 ·

 ·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안젤리나 졸리는 왜 유방제거수술을 받았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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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유전자 특허

인간 유전자는 특허가 아니다

유전자는 과연 특허 대상인가
브라카1(BRCA1)은 암 유전자로도 유명하지만, 이를 발견한 미국 생명과학회사인 미리어드 지네틱스
(이하 M.G.)가 특허로 등록하면서 ‘사람의 유전자가 과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을 불
러일으키면서 더 유명해졌다.
2013년 6월 13일, 유전자 연구와 생명공학계의 미래가 걸린 ‘세기의 재판’이 끝났다. 미국 대법원은 “자
연적으로 발생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단순히 분리됐다는 이유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
다. 즉, 인간의 유전자는 더 이상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생명과학회사 M.G.가 보유한 7건의 인간 유전자 특허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특히 브라카1, 브라카2 유
전자 특허가 주요 쟁점이었다. 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DNA를 복구하는 데 문제가 생겨 유
방암이나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세계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최근 유방절제수
술을 받은 까닭도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 유전자 40% 특허 등록
M.G.는 1994년에 브라카1, 1995년에 브라카2에 대한 특허를 각각 획득했다. 유전자 자체에 대한 특허
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이 유전자를 연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M.G.로부터 반드시 허락
을 받아야만 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M.G.가 비싼 의료검사를 독점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발전을 막
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전자 특허 논란은 인간게놈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른 2000년 6월부터 빨라졌다. 인간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밝혀지는 족족 인터넷에 공개돼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지식(퍼블릭 도메인)이 됐다. 그러
나 전체 DNA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을 맡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는 다른 운명에 처했다. 과
학자, 기업들이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앞다퉈 신청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체 인간 유전자 약 2만 
1000개 중 2% 이상이 특허로 등록됐다. 유전자 분석기술의 발달로 특허신청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 
오늘날에는 인간 유전자의 약 40%가 특허로 등록돼 있다.

1심과 뒤집힌 2심, 그리고 다시 반전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를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먼저 특허와 발명의 의미를 점검해보자. 
특허란 발명한 대상을 일정기간 독점할 수 있게 해주는 지배권이다. 발명의 사전적 의미는 ‘아직까지 없
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해내 만드는 것’이다. 이미 인간의 몸속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해서 발명의 산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2010년 3월 뉴욕남부지방법원은 M.G.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1심). 인간의 유
전자는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자연의 산물’이며, 몸 안이 아닌 실험실에 있다 해서 자
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속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7월 연방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2심). 몸 안의 유전자와는 달리 실험
실에서 유전자를 만들려면 인공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발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M.G.의 주장에 손
을 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3년 6월 13일. 미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연방순회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었다(3심 최종심). “DNA는 자연의 산물로 인체에서 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며 “M.G.가 이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브라카뿐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에 등록된 유전자 특허가 사실상 모두 무효가 됐다. 일부 의료
업계와 유전공학 기업은 “특허로 수익보장이 안 된다면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생명공학계 전반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해 1953년 노벨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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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도 M.G.의 특허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으로 보내 이번 판결을 지지
했다.
이 판결은 인간의 유전자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을 되새겨 줬다. 유전자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세포 등 적어도 생명체에서 나온 모든 것은 생명에게 권리가 있다.

유전자 특허 논란에 대한 위 기사를 살펴보고, 토론해 볼 만한 질문을 만들어보자.

위의 질문 중 좋은 질문 4개를 선별해 표시하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3년 7월호 ‘인간 유전자는 특허가 아니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7N029

1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예) 유전자 특허에 관해 미국에서는 몇 번의 재판이 이뤄졌는가? 

 ·

 ·

 ·

 ·

 ·

 ·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

예) 유전자 특허가 취소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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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나눠야 사는 과학 21세기 공유과학’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7

기사 출처 ‘이번엔 잡는다… 장기미제 100여 건 DNA 재분석 끝내’ / 한국경제 2017.10.1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1125841

핵심주제 DNA를 국가 소유로?

나눠야 사는 과학 21세기 공유과학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옛말을 ‘공유하는 것이 힘이다’로 바꿔야 할 시대다. 여러 분야에서 투명하게 정
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계산 자원이 확보되면서, 개인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안전성과 파급력 면에서 더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최
근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두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DNA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번엔 잡는다”… 장기미제 100여 건 ‘DNA 재분석’ 끝내

1998년 10월 27일 서울 한 아파트에서 30대 주부가 목졸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살해되기 전에 성폭행
까지 당했다. 경찰은 범인 얼굴이 나온 CCTV와 DNA까지 확보했지만 초동수사에 실패했다. 영원히 미
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18년이 흐른 2016년 11월 경찰이 DNA 분석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해결됐다. 성
(姓)씨까지 추적하는 DNA 분석 신기술인 ‘부계혈통 분석’과 2010년부터 구축한 ‘구속피의자 DNA 데이
터베이스’로 범인을 특정한 덕분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기 미제 살인사건 증거자료로 보관하던 DNA 100여 건의 재분석을 마쳤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기술은 DNA만으로도 범인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수사기관의 분석 기법과 장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에서 
얼굴 생김새나 범행 방식 등을 추론하는 기법까지 등장했다. 
강력사건 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DNA 재분석 작업은 장기 미제 살인사건이 해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 대치동 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국사범 DNA’를 모으는 방법? 법으로 가능해

2017년 8월, 이씨(44)는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곧 이씨의 DNA 시료를 채취
하러 나오겠다는 통보였다. 당국은 이씨가 수감 때부터 DNA 시료 채취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씨는 
“수감생활 4년 동안 검찰은 교도관들을 통해 ‘범죄자이기 때문에 DNA를 채취하겠다’고 온갖 협박을 했
고, 저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왜 그의 DNA가 이토록 필요한 것일까?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DNA 시료 채취 요구는 ‘디엔
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
에이법)에 근거를 둔다. 이 법은 수형인, 구속 피의자, 
범죄현장 등에서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 범죄 수사 및 예방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2010년 제
정됐다. 실제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내 신원
정보를 범죄현장 증거물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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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시국사범 DNA를 모으는 방법? 법으로 가능해’ / 경향신문 2017.9.21.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918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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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조기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수사기관은 설명한다.
디엔에이법에서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방화·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폭행,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 성폭력, 마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범죄 등 11가지다.
그렇다면 반드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DNA 신원정보를 남겨야 할 정도로 이씨는 흉악범에 재범 가능
성이 높은 사람일까?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
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가가 DNA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
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디엔에이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당시 9명 
재판관 중 4명은 “재범 위험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특정 범죄 수형인들의 DNA 시료를 획일적으로 채취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DNA 시료 채취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
을 최소화하는 것”이란 보충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DNA 수집 논란에 대한 위 기사를 살펴보고, 토론해 볼 만한 질문을 만들어보자.

위의 질문 중 좋은 질문 4개를 선별해 표시하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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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DNA 데이터베이스와 개인 맞춤 의학 

정보의학시대 논쟁, DNA 공공 데이터베이스

염기서열을 밝히는 것과 분석하는 것은 다르다
2001년 발표된 ‘인간게놈지도’를 통해 전체 게놈의 99%에 해당하는 32억 쌍의 염기서열이 해독됐다. 
하지만 염기서열이 밝혀졌다고 우리가 인간의 게놈에 대해 다 알게 된 것은 아니다. 염기서열을 밝히는 
것과 유전자를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네 개의 알파벳(A,T,G,C)으로 이뤄진 유전 코드가 어
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밝혀야 비로소 활용가치가 생긴다. 
어떤 유전자가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지, 또 어떤 유전자가 머리카락과 눈 색깔을 결정하는지 등 유전자
와 형질을 연결 짓기 위해서는 DNA 염기서열과 그 DNA를 가진 개인의 형질 특성을 모두 다 알아야 한
다. 더구나 게놈은 개인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DNA-개인 형질’의 정보 쌍이 있어야 하
며, 최소 10만 개의 쌍은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과학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DNA를 공개해 데이터 ‘규모’를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
다. 2007년, 미국의 생물학자 크레이그 벤터 박사는 자신의 전체 염기 서열을 공개하며 “이는 개인의 
게놈 비교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개인 맞춤 게놈 정보 시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
다. 2008년,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 박사와 우리나라 김성진 차병원 의과학종합연
구원장이 미국 국가생명공학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젠뱅크’에 자신의 DNA를 
기부했다.

유전자 정보로 개인 식별 가능해… 관련 법안 필요
자신의 유전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DNA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생물학적 정보를 만천하에 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름,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지우고 DNA만 공개한다 하더라도 금세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개인의 DNA 공개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보험에 들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큰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미국 한 철도회사는 손목이 아프고 손이 무감각해지는 손목터널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의 사전 확인을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채취해 DNA 검사를 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은 2008년 5월부터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INA)’을 시행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발
전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졌다고 건강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높일 수 없고, 고용주들은 근로
자의 유전자 정보를 고용이나 해고, 인사, 승진 등에 반영할 수 없다. 신동일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우
리나라도 유전자 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시급하다”며 “과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놈 해독 10만 원 시대… 앱으로 질병 예측할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여러 과학자들이 DNA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규모가 커진 DNA 공공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해 게놈을 상세히 이용하고, 이를 통해 개인 맞춤 의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하기 때문이다. 서정선 소장은 “현재의 의학은 경험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래는 정보 의학, 정밀 의학
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유전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
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모든 정보가 의사에게 치우쳐있어 환자는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었다”며 
“정보 의학 시대가 오면 환자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의학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미국의 유전체해독장비업체인 일루미나는 유전정보 분석업체인 헬릭스를 설립하고, 병원에 갈 필요 없
이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볼 수 있는 ‘DNA 앱 스토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헬릭스가 계획한 DNA 앱 스토어를 이용하면 20달러(약 2만 3000원)에 자신이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에 관여하는 ‘속도 유전자(ACTN3)’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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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면 침 샘플을 헬릭스에 보낸다. 결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단은 속도 유전자와 같
이 재미 위주의 유전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질병에 관한 정보까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DNA 공공데이터베이스 논란에 대한 위 이야기를 살펴보고, 토론해 볼 만한 질문을 
만들어보자.

위의 질문 중 좋은 질문 4개를 선별해 표시하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정보의학시대 논쟁, DNA 공공 데이터베이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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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짝 토론(하브루타)
학습목표	 �1. 일대일 토론을 통해 나의 의견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짝 토론(하브루타)
짝 토론은 친구(하베르)와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경
험하게 하고 표현력을 키워준다. 앞에서 만든 개인 질문 중에 몇 개를 뽑아 짝과 일대일
로 이야기를 나눈 뒤 가장 좋은 질문을 뽑아보자. 이 질문으로 모둠별 토론을 해보자. 여
기에서 좋은 질문이란 창의적이며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다.

내가 쓴 질문 중 토론할 질문을 골라 짝과 질문에 대해 묻고 답해보자. 짝의 질문에 
나도 답해보자. 이때 서로의 질문과 대답 내용을 정리하며 듣는다. 진지하게 토론하

며, 너무 큰 소리로 하지 않는다.
1하나의 질문 당 2분 정도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체크한다.

유방암 유전자

나의 질문 친구의 대답

1. 나도 졸리의 수술을 받아야 할까?  

2.  

3.  

4.  

친구의 질문 나의 대답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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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특허 

나의 질문 친구의 대답

1. 유전자는 과연 특허 대상인가?  

2.  

3.  

4.  

친구의 질문 나의 대답

1.  

2.  

3.  

4.  

DNA를 국가 소유로?

나의 질문 친구의 대답

1. 범죄 예방을 위해 DNA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2.  

3.  

4.  

친구의 질문 나의 대답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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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데이터베이스와 개인 맞춤 의학 

나의 질문 친구의 대답

1.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개인에게 질병 
확률을 미리 알려주는 게 옳을까?

 

2.  

3.  

4.  

친구의 질문 나의 대답

1.  

2.  

3.  

4.  



120

짝 토론의 질문 중 최고의 질문을 선별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2

유방암 유전자

최고의 
질문

이유

유전자 특허

최고의 
질문

 
 

이유

DNA를 국가 
소유로?

최고의 
질문  

이유

DNA 
데이터베이스와 
개인 맞춤 의학

최고의 
질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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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모둠 토론
학습목표	 �1. DNA를 이용한 여러 기술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 2. 하나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차시	교재

핵심주제 모둠 토론
4명이 한 모둠을 만든 뒤, 짝 토론에서 정한 최고의 질문 중 하나를 고르자. 고른 질
문으로 깊게 토론(하브루타)하고,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자.1

유방암 유전자

질문  

답

나의 대답 (        )의 대답

  

(        )의 대답 (        )의 대답

  

유전자 특허 

질문  

답

나의 대답 (        )의 대답

  

(        )의 대답 (        )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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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해보자. 발표를 들으며 다른 모둠의 내용을 정리하자.

유방암 유전자

(       )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DNA를 국가 소유로?

질문  

답

나의 대답 (        )의 대답

  

(        )의 대답 (        )의 대답

  

DNA 데이터베이스와 개인 맞춤 의학

질문  

답

나의 대답 (        )의 대답

  

(        )의 대답 (        )의 대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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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특허 

우리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DNA를 정부 소유로?

우리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DNA 데이터베이스와 개인 맞춤 의학

우리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       ) 모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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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소감 정리와 평가
하브루타 수업에 대해 소감을 짧게 정리해보자.

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보자.

1

배운점
 

느낀점
 

개선할 점
 

 

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평가 기준

지문을 편견 없이 
분석했는가?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었는가?

짝 토론 할 때 상대방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했는가?

상대방 의견을 비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는가?

토론하며 내용을 잘 
정리했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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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디자인 생물학

최소유전자로 디자인 생물학 문 열다

‘생물을 디자인한다.’ 
이 발칙한 상상은 DNA가 유전물질임이 밝혀지던 1940년대부터 시작됐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인간의 지나
친 욕심으로 바라봤고, 프랑켄슈타인, 가타카 등의 영화는 인간이 이 욕망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는지를 여실
히 보여줬다. 그리고 2016년 영화 속 상상은 현실이 돼 인간이 디자인한 첫 인공생명체가 태어났다. 과연 이 생
명체는 인류의 위협이 될 것인가, 구원이 될 것인가. 생물을 설계하는 합성생물학, 그 명과 암을 살펴본다.
2010년 5월 ‘사이언스’에는 최초의 인공생명체가 태어났다는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됐다. 미국의 합성
생물학자인 크레이그 벤터 연구팀의 성과였다. 연구진은 마이코플라스마 마이코이데스라는 박테리아
의 유전자 전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뒤 또다른 박테리아인 마이코플라스마 카프리콜럼의 유전자와 
‘바꿔치기’ 했다. 카프리콜럼의 ‘몸(세포)’에 마이코이데스의 ‘영혼(유전자)’이 들어간 이 생물은 놀랍게
도 성장과 분열을 거듭했다. 이것이 ‘JCVI-Syn1.0’이다. 그리고 6년 뒤인 2016년 3월, 자연계에는 존재
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 ‘JCVI-Syn3.0’이 탄생했다. Syn1.0에서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유
전자만 선별해 디자인(설계)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생명체’다. 벤터 박사가 2008년 테드 강연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공언한 지 만 8년 만에 성공한 것이다. 인간의 디
자인으로 만들어진 첫 생명체, JCVI-Syn3.0(이하 Syn3.0)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후략)

01 합성생물학의 이해
학습목표	 1.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합성생물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미지의 생명을 설계하다

	1차시	교재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최소유전자로 디자인 생물학 문 열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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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인가 재앙인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생명과학자는 요즘,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인 크리스퍼(CRISPER)가 혁명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벨상
은 따 놓은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섣부른 것은 아
닐까. 느긋하기로 소문난 생명과학자들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을 거슬러 유전자 
가위의 역사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자.
유전자 조작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0년대다. 1970년 DNA의 특정 서열을 인지해 자르는 ‘제한효소’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DNA를 자르고 붙이고 삽입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탄생했다. 그러나 제한효소
를 활용한 유전자조작기술은 그 한계가 명확했다.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의 길이가 너무 짧았다. 제한효소
는 6~8개의 염기서열을 인식한다. DNA의 염기는 A,G,C,T 등 4가지기 때문에 만약 염기 여섯 개를 인지
하는 제한효소를 쓰면 약 46(4096)개의 순서쌍밖에 구분하지 못한다. 제한효소를 활용해 유방암 유전자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려면 그 부분을 정밀하게 도려내야 한다. 고작 4096개를 구분하는 
효소로는 이런 정밀한 조작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DNA는 길이가 32억 개가 넘는데, 4096개마다 한 번
씩 반복되는 서열을 잘랐다가는 산술적으로 7만 개가 넘는 다른 DNA까지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한효소는 플라스미드 같이 염기서열이 수천 개 내외인 곳에서만 사용됐다.
제한효소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인 징크 핑거(Zinc Finger)
와 탈렌(TALEN)을 활용한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 가위가 연구됐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인식서열이 10개 
내외로 짧았고, 이렇게 짧은 서열을 자르기 위해서 수천 개가 넘는 유전자 가위 DNA를 새로 이식해야 
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이런 상황을 종식시킨 새롭고 강력한 유전자 가위가 2012년 개발된 
‘CRISPR(크리스퍼)’다.(후략)

살아 있을 때는 바나나 향을 내지만 죽으면 바닐라 향을 내는 대장균을 설계해보자.

1) [DNA정보표]에 A, G, C, T의 네 개의 알파벳 중 하나를 골라 채워보자.

1지난 단원에서 학습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복습하며 활동지를 
채워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6월호 ‘축복인가 재앙인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6N038

T A C                   

                     

[DNA 정보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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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표를 참고해 1)의 [DNA정보표]를 [RNA정보표]로 바꿔보자.

3) 아래의 암호표를 보고 각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어보자.

4) 살아 있을 때는 바나나 향을 내지만 죽으면 바닐라 향을 내는 대장균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아미노산은 최소 10개로 구성
· 마지막 3개의 아미노산 번호는 순서대로 ‘001’ 로 구성

A U G                   

                     

DNA A G C T

RNA U C G A

[RNA 정보표]

￬ ￬ ￬ ￬ ￬

시작하기▶

RNA 정보 번호 RNA 정보 번호 RNA 정보 번호 RNA 정보 번호
UUU

0
UCU

0

UAU
0

UGU
0

UUC UCC UAC UGC
UUA

1
UCA UAA 연결멈춤 UGA 연결멈춤

UUG UCG UAG 연결멈춤 UGG 1
CUU

0

CCU

1

CAU
1

CGU

1
CUC CCC CAC CGC
CUA CCA CAA

1
CGA

CUG CCG CAG CGG
AUU

1
ACU

0

AAU
0

AGU
0

AUC ACC AAC AGC
AUA ACA AAA

1
AGA

1
AUG 0 ACG AAG AGG
GUU

1

GCU

1

GAU
0

GGU

0
GUC GCC GAC GGC
GUA GCA GAA

1
GGA

GUG GCG GAG GGG

합성생물학은 유전자를 레고 
블록 같은
부품으로 보고 이를 
쌓아나가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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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신이 만든 대장균은 위 조건을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DNA정보표]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될까? 

살아 있을 때는 바나나 향을 내지만 죽으면 바닐라 향을 내는 대장균은 새로운 생
명체일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핵심주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둘러싼 논란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논란들

새로운 생명,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010년 크레이그 벤터 연구진의 논문이 발표됐을 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생명윤리위
원회에 합성생물학의 이익과 위험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물이 같은 해 
12월 발간된 ‘새로운 방향: 합성생물학과 신생 기술의 윤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
된 현실적 위험은 크게 생물안전성과 생물안보 두 가지로 나뉜다. 생물안전성은 위험물질이 비의도적으
로 혹은 환경방출용으로 외부에 노출됐을 때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다. 생물안보는 
바이오테러에 대한 문제, 즉 의도적으로 병균이나 독성물질을 훔치거나 생태계에 방출하는 경우다.
생물안전성 문제는 사실 합성생물학이 등장하기 전부터 활발히 논의돼 왔다. 1990년대 중반 외래 유전
자를 삽입해 만든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등장이 논의가 시작된 주요 계기였다. 하지만 합성생물학
이 등장한 이후 생물안전성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합성생물학으로 만들어지는 생명체가 기존
의 GMO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위해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생물의 특정 유
전자가 삽입된 콩은 GMO의 일종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전히 콩이다. 그런데 합성생물학으로 콩의 최
소유전체에 다양한 유전자를 대거 삽입한다면, 이 콩을 생물학적으로 콩이라 부를 수 있을까. 
자연산 콩과 합성 콩의 생물학적 차이를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합성 콩이 기존 생태계에 노출됐을 
때 합성 콩에 삽입된 다양한 유전자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한편에서는 GMO의 안전성을 통제하는 현재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목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묘책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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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논란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45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합성할 수 있어

1918~1919년 전세계 2000만~50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스페인독감 바이러스(H1N1)가 실험실에
서 합성된 적이 있다. 1997년 미국 워싱턴DC의 연구진이 1918년 사망자의 조직에서 바이러스 유전체
의 염기서열을 알아냈고, 2005년 H1N1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 상세한 염기서열은 ‘네이처’에, 바
이러스를 다시 살려내는 과정은 ‘사이언스’에 각각 발표됐다. 문제는 연구진이 실험과정에서 합성용 유
전자를 우편으로 간단히 주문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학계는 ‘테러리스트에게 어떻게 하면 생물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셈’이라며 연구진을 비판했다.(중략)
연구자들이 바이러스를 합성하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발병 메커니즘을 밝히고 효과적인 치료책을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위험성 생명체를 합성하는 연구를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 과
연 바람직한지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합성생물학 연구자들도 이런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현
재의 제도로 위험이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생물안보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
로 가장 낮은 위험등급(Biosafety level 1)의 유기체를 사용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전문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무렵부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 실험을 하는 아마추어 과학자들이 늘어나면서 다
시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생명의 유전정보를 해킹하고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바이오해커’
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서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자신의 부
엌이나 거실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아예 마을이나 
학교에 실험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을 교육하며 새로운 생명체 제작을 독려하는 사례도 많다.
대다수 바이오해커의 목표는 생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다. 또한 이들의 창의성과 교육 활동이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영양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병원체를 합성하는 기술
이 언젠가는 바이오해커에게도 전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만일 합성생물학자들이 변종 돌
연변이를 만들고 그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다면 합성생물학의 지식과 기법을 눈여겨보고 있는 바
이오해커 집단에게 변종 바이러스 제작 매뉴얼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숨을 불어 넣어 다시 태어난 합성생물들 

신약과 센서 분야의 합성생물학

신약 분야에서 고수익이 예상되는 이유는 화학적으로 합성하기 어려워 식물에서 추출해야 했던 다양한 
천연물 재료를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말라리아 치료제
인 아르테미시닌의 전구체, 아르테미신산을 합성하는 합성효모다. 아르테미시닌은 국화과 식물인 개똥
쑥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으로 말라리아의 특효제다. 이 성분을 찾아낸 중국의 전통의학연구원 투 유
유 교수는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물질이 간단한 구조 같아 보여도 화학적으
로 합성하기엔 꽤 복잡하다는 점이다(추후 화학합성법을 개발하긴 했지만 너무 단계가 많아 추출하는 
방법보다 경제성이 떨어졌다). 아르테미시닌을 대량으로 얻는 방법은 개똥쑥을 키워 추출해내는 방법
이 유일했다. 그런데 2006년, 미국 UC버클리 화학공학과 제이 키슬링 교수가 맥주효모균에 개똥쑥의 
유전자를 합성해 아르테미시닌의 전구체인 아르테미신산을 만드는 ‘합성효모’ 제작에 성공했다. 합성효
모는 배양액 1L에 115mg의 아르테미신산을 생산했다. 이후 2014년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는 빌&멜
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반합성 아르테미신산(SSA)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중략).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가 항암이나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플
라보노이드를 생산하는 미생물 연구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천연물을 생산하는 미생물 연구도 많이 되
고 있지만, 합성생물학 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구조 변형, 부품 조합을 만들어 신약을 발굴하는 쪽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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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숨을 불어 넣어 다시 태어난 합성생물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46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11월호 ‘잘 나가는 크리스퍼 ‘처녀생식’ 논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1N026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6월호 ‘축복인가 재앙인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6N038

현재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시제품을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센서’ 분야다. 바이오센서
는 생물학적 결합을 이용해 특정 물질을 감지하는 센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에서는 특
정 화학반응에 필요한 효소를 찾기 위한 바이오센서를 개발 중이다. 효소의 최종산물에 의해 활성화되
는 유전자와 녹색형광단백질(GFP) 유전자를 합성하면 이같은 바이오센서를 만들 수 있다.(후략) 

잘 나가는 크리스퍼 ‘처녀생식’ 논란

크리스퍼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기존에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 뒤에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캐스9’을 주입했다(그림 위). 반면, 2017년에
는 유전자 가위를 정자와 함께 주입했다(그림 아래). 이를 통해 수정을 하기 전, 염색체의 복제가 일어나
기 전에 크리스퍼가 유전자를 교정한다면 정상 염색체 두 쌍을 가진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면 모든 세포가 정상 유전자를 가진 배아가 탄생하게 된다.

축복인가 재앙인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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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논쟁 전 자신의 주장 조별 논쟁에서

제시된 의견들2. 논쟁 후 수정된 주장

새로운 생명,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생명의 존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측면

 
유전자 치료, 장기 이식 등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합성생물학의 
부정적 측면

 
인간 배아의 사용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새로운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은 
누구의 것인가

 
기술 소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9월호 ‘유전자 가위 둘러싼 세기의 ‘특허 전쟁’ 2라운드 돌입’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9N034

유전자 가위 둘러싼 세기의 ‘특허 전쟁’ 2라운드 돌입

2012년 생물학계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특허 전쟁’이 벌어졌다.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인 ‘CRISPR(이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둘러싼 싸움이었다. 크리스퍼 기술은 DNA에서 원하는 
부위에 특정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생물의 DNA를 편집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분자생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획기적이었다. 크리스퍼 기술은 2015년 무렵부터 계속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됐다.
경제적 가치도 만만치 않다. 인도에 기반을 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오캄스(Occams) 비즈니스리서
치· 컨설팅에 따르면 2022년까지 크리스퍼로 인한 수익은 연평균 23억 달러(약 2조6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도 있는 법.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실제 세포에 적용하는 데 성공한 미국
의 두 기관이 2012년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 전쟁의 막이 올랐다. 2017년 초, 이 특허 
전쟁은 끝이 난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특허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위의 기사를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해보자. 이를 토대로 조별로 
논쟁해보자.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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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나도 과학기자!
학습목표	 1. 논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과학 글쓰기를 통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차시	교재

대략적인 줄거리, 
캐릭터에 대해 
조별로 의견을 모아 
온다.

핵심주제 합성생물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지난 시간에 조별 논쟁을 통해 얻게 된 합성생물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발표
물(웹툰/상상화/포스터 등)로 제작해보자. 

참고

1

그림 출처 네이버 웹툰, 과학동아 2017년 12월호 ‘인기 웹툰, 과학기자가 쓴다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43(오른쪽)

Chuck waday, 과학동아 2016년 5월호 ‘기자가 도전해 본 디지털 생물학’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5N043(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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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로 작성한 발표물을 게시하고, 다른 조의 발표물을 살펴보며 학급 친구와 더 다양
한 의견을 공유해보자.

2차시 동안 진행한 자신의 활동을 정리해보자. 이를 바탕으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다
양한 논쟁거리를 기사문으로 정리해보자. 

신과 함께: 과학으로 편안한 저승길을

줄거리: 직장생활 중 과한 음주로 39세에 요절한 주인공 김자홍. 기차를 타고 저승에 도착한 그는 자신
에게 선임된 국선변호사 진기한과 함께 49일 동안 7가지 지옥문을 지나며 이승에서 저지른 죄를 심판받
는다. 그런데 첫 번째 ‘도산(刀山)지옥’에서부터 난관이 시작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싱
크로율 99%의 캐스팅 라인업 때문에 개봉과 동시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다만 웹툰에서 저승 
재판을 변호하는 진기한 변호사가 영화에서 빠진 것은 팬들에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결단력이 탁월해 위기 때마다 주인공을 구해주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볼 수 없다니요.
웹툰 속 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승의 세 번째 지옥인 한빙지옥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서천 식물원
에 가서 뼈살이꽃, 살살이꽃을 훔칩니다. 참고로 한빙지옥은 타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사람, 특히 
부모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사람을 심판하는 지옥입니다. 작가는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손
과 발이 잘린다고 설정했습니다. 진 변호사는 훔친 뼈살이꽃, 살살이꽃으로 잘린 조직을 재생시킵니다.
실제로 동물의 재생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양서류의 일종인 영원(newt)은 다리가 잘
려도 두 달만 지나면 새 다리가 나옵니다. 다리 외에도 망막, 수정체, 턱 등이 재생 가능합니다. 비결은 
줄기세포입니다. 근육세포나 골격세포를 줄기세포로 역분화 해 훼손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절
단된 부분에 미분화된 줄기세포 덩어리가 생기고, 이것이 새로운 조직으로 분화합니다.
저라면 이것으로 손과 발을 재생시키는 데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유전자를 교정해 기능을 높여야죠. 
요즘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핫’한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특정 유전자의 기
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빙지옥 다음으로 지날 네 번째 지옥이 검수(劍樹)지옥인데, 

2

3

인상 깊었던 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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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이뤄진 숲에서도 베지 않는 손과 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거해지옥에서 거대한 톱으로 몸
이 잘리는 형벌을 받아도 계속해서 팔과 다리가 자라나게 한다든가요. 염라대왕이 당황한다는 설정, 은
근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인기 웹툰, 과학기자가 쓴다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2N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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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학변화
01 검은 황금 언제까지 가능할까?  #에너지
02 배터리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배터리

생물 다양성과 유지
03 지금은 인류세일까?  #인류세
04 비상! 슈퍼박테리아의 위협  #슈퍼박테리아
05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라!  #멸종

변화와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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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석유 매장량

검은 황금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대 문명의 중심에 서있는 원료 ‘석유’. 자동차 연료에서 화학 섬유까지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찾
기 어렵다. 현대 문명만이 아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방수용 재료로 원유를 뜻하는 ‘역청’을 썼다는 성경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석유를 얼마나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확실히 말하지 못한다. 
석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석유 매장량의 비밀
‘검은 황금’이라는 별명처럼 석유는 소유한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겼다. 지금은 산유국으로서의 
명성이 떨어졌지만 쿠웨이트는 한 때 석유를 수출해 국민의 생활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결해 주기도 
했다.
석유가 산업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59년 미국 세네카 석유회사가 지하 21m를 굴착해 
원유를 생산한 이후부터다. 그 뒤 가솔린, 디젤 기관 같은 석유 엔진과 PVC(폴리염화비닐) 같은 플라스
틱 제품이 발명돼 현대인이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됐다.
그러나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전체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가 없다. 단지 석유가 주로 발견되는 지층이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 층인 것으로 미루어 중생대에 살았
던 생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뿐이다. 그러니 석유가 지하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는 더욱 알기 어
렵다. 게다가 산유국에서는 관련 자료를 기밀로 취급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01 검은 황금의 고갈
학습목표 1. 석유의 매장량이 한정돼 있음을 알고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2.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체 에너지를 찾아보고 에너지 절약 방법도 말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검은 황금 언제까지 가능할까?

 1차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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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장량은 영국 석유 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석유·가스 매장량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n년 쓸 만큼 석유가 
남아있다’고 발표하곤 한다. 이쯤 되면 매장량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약 20년 전 기자가 초등학교 때 남
아있는 석유가 짧아야 20년 길어야 50년이라고 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고도 수 년이 지
난 지금도 ‘40년 쓸 정도 밖에 안되는 석유가 남았다’는 뉴스를 듣는다.
석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매장량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석유 매장량은 크게 추
정 매장량과 확정 매장량(가채 매장량)으로 구분한다. 추정 매장량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
장량이다. 지구 전체에 묻혀있는 매장량으로, 아직 유전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지질 자료 등에 의해 석
유가 있는 곳이나 아직 생산하진 않지만 곧 생산이 가능한 곳을 포함한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고려하
는 매장량이기 때문에 이 매장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확한 석유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정 매장량을 따져야 한다. 확정 매장량은 유전에서 양
을 확실히 확인했으며 정부 규제 하에서 일반적인 기술을 이용해 상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매장량을 
말한다. 더이상 새로운 유전을 발견하지 않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 확정 매장량
을 전년도 생산량으로 나눠 현재 소비 수준으로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지 계산한 값이 바로 ‘가채년수’다. 
2012년은 42년으로 발표됐다.

석유 대체할 궁극의 에너지는 무엇일까

수십만 년 전에 만들어져 땅속에 감춰져 있던 석유가 인류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고작 100년이 조
금 넘었다. 불을 켜는 등화용 석유의 시대가 에디슨의 백열전등 발명으로 끝나자 기차, 자동차 등에 수많
은 내연기관이 등장했다. 곧이어 선박과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석유의 사용이 확산되고, 화학공업의 발
달로 수많은 부산물이 등장하면서 석유는 곧 에너지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 석유는 곧바로 부강함
의 상징이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는 엄청난 원유매장량을, 나머지 강대국들은 그 원유를 사들일 경
제력을 갖고 있다. 석유 수요에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면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수요의 50% 이상
을 차지한다.
하지만 오늘날 석유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석유자원의 고갈이다. 알래스카에
서 미국 본토로 이어진 초대형 송유관은 몇 년 전부터 수송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동의 대형 유전들
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1901년 미국의 버몬트 지역에서 ‘스핀들톱(Spindletop)’이라는 상업 유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2년 12월호 ‘검은 황금 어디까지 가능할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12N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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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만들어 원유를 캐내기 시작하면서 석유산업의 중심지로 군림했던 텍사스에서는 이미 땅속의 석유
를 찾아보기 힘들다. 석유를 쉽게 캐낼 수 있는 땅속 대신 심해로 주요 생산지가 옮겨지면서 생산 비용 
자체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1배럴 (1배럴=158.9L)에 10달러를 밑돌던 석유 생산 원
가는 2010년에는 20달러를 넘어섰고 조만간 이마저 2배로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순히 원유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지구온난화’ 논쟁은 석유산
업과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상기후와 온난화의 원인을 
석유에 돌리고 있다. 모두가 석유 시대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그러
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많은 재생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현재 상황에
서 뚜렷한 대안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유 역시 ‘기술개발이 더디다’ ‘성공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경제성이 없다’ 등 제각각이다. 

석유 시대는 과연 끝났을까 : 명인성 vs 리처드 하인버그
미국 텍사스를 거점으로 50년 가까이 석유 개발에 참여해온 명인성 박사는 “석유의 수명은 오히려 늘어
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석유개발에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적이다. 
명 박사는 “미국의 석유소비량(2010년 기준)이 하루 2200만 배럴인데, 이는 세계 소비량의 30%에 육
박한다”며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석유를 찾아
낼 수 있는 기술에 더 투자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9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2030년이 돼도 석유가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명 박사는 “석유시추선이 만들어지면서 깊은 바다에
서 석유를 캐내고 있고, 브라질 해안 등에서 생산되는 혼탁한 석유도 이제는 정제해 사용할 수 있게 됐
다”며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오일샌드(석유가 섞인 모래)와 오일셰일(석유를 함유한 암석)에서 찾
을 수 있다. 그는 “캐나다에 대량으로 매장된 오일샌드와 미국에만 1조 3000억 배럴가량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오일셰일만 해도 석유 수명은 최소 100년 이상 연장된다”며 “두 가지 모두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접어들었다”고 소개했다. 한편에서는 극지의 석유자원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후략)

위 기사가 쓰여질 당시(2012년) 석유의 가채년수는 42년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석
유의 가채년수는 어떻게 변했을지 토의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0년 5월호 ‘석유 대체할 궁극의 에너지는 무엇일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005N022

1
 그렇게 생각한 이유

증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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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를 통해 실제 매장량과 현 시점의 가채년수를 알아보자.

석유가 고갈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점을 조사해보자. 

실제로 석유가 고갈됐다고 가정하고, ‘석유 없는 하루’ 체험을 하고(또는 상상해보
고) 경험을 나눠보자.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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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가채년수가 정해져 있다면 석유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 모
둠원 역할을 분담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해 조사해보자.

대체 에너지 원리 개발 가치와 특징

풍력발전   

태양광   

태양열     

광전지 패널     

수소 에너지   

석탄   

목재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 에너지   

천연가스   

에탄올   

쇠똥연료   

미생물 에너지   

핵융합   

조력발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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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조사한 대체 에너지를 분석하고 에너지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무엇
인지 적어보자.

대체 에너지 개발만이 최선일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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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부의 정책과 일자리 창출
학습목표 1. 대체 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에너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발표할 수 있다.   
	 2. 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와 직업을 알아보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에너지 정책

에너지, 당분간은 천연가스에 기대야할까	

탈석탄. 탈원전.
문재인 정부에 들어 시작된 에너지 정책 대전환 프로젝트는 위의 두 단어로 요약된다. 탈석탄 정책이야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 체제를 맞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만(박근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
년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발표해 국제무대에서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모순된 정책을 폈다), 탈원전은 안 그래도 벅찬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
움이 될 원전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논쟁이 분분하다.
사실 원전이야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100% 안전한 게 아니므로 싫다
는 여론(심리)이 우세하면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정치)) 이 자리에서 필자까지 뛰어들 의욕은 
없다. 다만 이미 수조 원이 들어간 신고리 5·6호기까지 백지화하는(물론 평가를 위해 공사를 일시중단
하기로 했다지만 이건 수순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결벽증적’ 정책을 보며 ‘과유불급(過猶不
及)’이라는 옛말이 떠오르기는 한다. 아무튼 정부는 현재 에너지란 건물을 받치고 있는 석탄과 원자력이
라는 두 기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기둥 자체를 없애는 대신 천연가스와 재생 에너지라
는 다른 두 기둥을 강화해 건물을 지탱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림 출처 미국 국토관리국(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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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생 에너지를 보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6%에서 20%까
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불과 13년 사이에 이게 과연 가능한 목표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여덟 가지 재생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해양,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와 세 가지 신재생 
에너지(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술 수준에서 에너지를 대량으
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물음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비율(2017년 기준) 
가운데서도 80% 이상은 폐기물과 바이오연료(주로 목재)를 태워 얻는 거라는 사실을 보면 더 그렇다. 

지구촌 이산화탄소 배출량 올해부터 줄지도
물론 재생 에너지가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는 아니다. 지구촌에서는 에너지 대혁명이 진행되
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학술지 ‘네이처’ 2017년 6월 29
일자에는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해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
보다 2 C゚ (가능한 1.5 C゚) 이내로 유지하는 것)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실렸다.
크리스티아나 피구어레스 미션 2020 부의장 등 지구 에너지 정책 전문가 5명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는 시점인 2020년을 전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정점을 칠 것이라는, 즉 
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난 3년 사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세를 멈췄고 
어쩌면 2016년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구촌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든 경우는 이미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경제침체와 관련이 있다. 즉 
1980년대 초와 1992년, 2009년으로 오일쇼크와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적인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일어
난 현상이다. 그런데 최근의 발생량 정체는 지구 경제가 연간 3%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태
에서 일어난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변화를 이끈 나라들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을 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국
내총생산이 1.6% 늘어났음에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3%나 줄었다. 중국 역시 지난해 경제가 6.7%나 
성장했음에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오히려 1% 줄었다. EU는 발생량 감소가 시작된 지 꽤 됐다. 이런 일
이 가능한 건 재생 에너지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중국의 전력수효가 5.4% 늘었지만 그 가
운데 3분의 2를 재생 에너지(주로 수력과 풍력)가 맡았다. 미국 역시 2016년 신규 발전의 3분의 2 가까
이가 재생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다. 에너지 혁신 모범생인 EU는 2016년 풍력과 태양광이 신규 에너지
의 4분의 3 이상을 맡았고 석탄수요는 10%나 감소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발전에서 재생 에너지
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23.7%에서 2020년 26~27%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50년에는 
태양광만으로 지구촌 전기 생산량의 29%를 감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나라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를 이끄
는 태양광, 풍력, 수력 모두 여건이 좋지 않다. 농사지을 물도 없어 쩔쩔매는 물부족 국가이므로 수력은 
말할 것도 없고 풍력 역시 바람이 많은 곳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발전기를 세울 곳이 마
땅치 않다. 필자는 십수 년 전 대관령에 놀러 갔다가 풍력발전기를 처음 보고 두 번 놀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컸고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남은 건 태양광인데 우리나라는 일조량도 많지 않고(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며칠 씩 해를 보기 어렵다) 
역시 부지 확보도 쉽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늘리는 게 그나마 해결책인 것 같다. 다만 태양광의 비
율이 커지는 만큼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백업요원(결국은 화력발전이다)도 늘려야 한다. 결국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탈원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
한 대안은 천연가스인 셈이다.
 
탄소배출 제로인 천연가스발전
‘그런데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천연가스에 올인하는 게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과 캐
나다에서 셰일가스가 채굴되는 등 천연가스 매장량이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다 각국의 재생 에너지 비율
이 올라갈수록 석탄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수요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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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천연가스 역시 화석연료 아닌가?’
물론 그렇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다른 화석연료와 큰 차이가 난다. 동일한 에너지를 낼 때 천연가
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절반 수준이고 석유(가솔린)의 4분의 3 수준이다. 천연가스의 주성분
인 메탄(CH4)은 이산화탄소가 될 탄소원자와 물이 될 수소원자의 비율이 1:4이지만 석탄은 그 비율이 
1:2 보다도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자력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
아무튼 당분간 우리는 천연가스를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천연가스를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중략)
미국의 스타트업 넷파워(NET Power)가 텍사스 휴스턴 근교에 짓고 있는 25메가와트급 데모 플랜트는 
로드니 알램이라는 은퇴한 화학공학자가 고안한 ‘알램 순환(Allam cycle)’을 채택한 천연가스발전소다. 
이 장치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현 시점(2017년 7월) 널리 쓰이고 있는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을 
잠깐 살펴보자.
천연가스와 공기를 혼합해 연소하면 뜨거운 기체가 나오면서 가스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낸다. 터
빈을 나온 기체는 압력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보일러로 들어가 물을 끓이고 수증기가 증
기터빈을 돌려 또 전기를 만든다(그래서 ‘복합’이다). 압력이 낮아진 수증기는 냉각탑에서 물로 액화돼 
다시 보일러로 간다. 이처럼 터빈 두 개를 돌리기 때문에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의 발전효율은 60%에 
가깝다. 참고로 석탄화력발전은 석탄을 태워 수증기를 만들어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므로 발
전효율이 40%가 채 안 된다. (후략)

셰일가스, 물과의 전쟁	

셰일가스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미치겠다. 연못에 살던 물고기가 다 죽었다.”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 작은 마을에 물을 실은 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지나간다.”
기자가 e메일로 미국 환경단체에 알아본 셰일가스 개발지 주변의 분위기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주
민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물 때문이다. 셰일가스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자원이다. 그러나 파내기가 쉽
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단점을 극복한 것이 물을 이용한 수압파쇄법이다. 수압파쇄법을 자세하
게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지하의 셰일층을 깨고 많은 양의 물을 집어넣는다. 이 물이 셰일층에 저장돼 
있던 가스를 지상으로 밀어낸다. 이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물에 각종 화학물질과 살생물제, 계면활성제 
등을 섞는다. 수압파쇄법의 눈부신 발전으로 2009년 배럴당 58달러였던 셰일가스 생산비용은 2012년 
17~40달러까지 내려갔다. 아직 석유보다는 생산단가가 비싸지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셰
일가스가 에너지 혁명을 일으킨다고 기대를 모았던 것도 이 덕분이다. 물에 화학물질을 섞는 방법을 처
음 성공시킨 미국의 석유업자 조지 미첼은 지금도 ‘셰일가스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하지만 개발 방식 때문에 셰일가스는 처음부터 환경오염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먼저 지하수 오염이
다. 개발업체들은 셰일층이 지하수층보다 수km나 밑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암석
의 깨진 틈을 타고 메탄가스와 화학물질이 올라와 지하수에 섞일 수 있다는 경고가 개발 초기부터 있었
다. 미국의 비영리독립언론 ‘프로퍼블리카’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보도한 셰일가스 위험성은 자못 심
각하다. 셰일가스 시추공 주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과 스트론튬, 독극물인 비소 등이 발견됐다. 
와이오밍주에서는 시추공 근처 주민의 94%가 건강이상을 느꼈으며 81%가 호흡기질환에 걸렸다. 메
스꺼움, 부비동염, 숨가쁨, 수면장애, 발진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질병도 다양하다. 환경문제에 민감한 
유럽에서는 주민들이 셰일가스 개발을 강력히 거부해 여태 한 삽도 못 뜨고 있다. 미국에서도 버몬트와 
뉴욕에서는 주정부가 셰일개발을 금지시켰다.
물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셰일가스 유정 하나를 팔 때 물 1400만L가 들어간다. 인구 5만 명인 도시에서 

기사 출처 ‘에너지, 당분간은 천연가스에 기대야할까...’ / 동아사이언스 2017. 7. 11.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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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쓰는 양이다. 석유 개발에 비해 1000배나 많은 물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추정이 미국에만 3만 
개 이상 있다. 세계에서 셰일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물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물이 훨씬 부족한 지역에 셰일가스가 묻혀 있다.

다른 나라는 석유 에너지 고갈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분석해보자.

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3월호 ‘셰일가스, 물과의 전쟁’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3N030

주요국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2010년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2016년

16.7%

6.8%

24.7%

13.9%
17.3%

10.5% 10.1%
15.9% 14.9%

29.3%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도자료’

나라 에너지 절약 정책 대체 에너지 개발 정책

일본   

중국   

미국     

정책 적용 시 장점 적용 시 단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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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읽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때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지 모둠원과 함께 
토의해보자.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세울 때 어떤 측면을 고려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을지 토의
해 보자.

개발비용, 환경, 매장량, 편리성, 유지 및 운영비용, 석유개발투자비용, 안전성….

3

4

구분 주장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대체 에너지 개발 기업   

소비자

개발지역 주민

대체 에너지 개발 과학자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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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12월 20일 발표한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2030
년까지 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발전량 비중

(2016년 기준 7%)을 20%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
리기 위해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 뒤, 발표자가 실천 가능한 한 가지
를 선택해 실제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보자.

핵심주제 재생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한 학문	

에너지자원공학과. 정은혜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자원공학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사
라지는 순간까지 함께 할 학문”이라고 말했다. 자원에 대한 인류의 욕구는 처음 도구를 만들었던 순간부터 
시작됐다. 지금의 도구들(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5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활동 분야

· 녹색 연합에 가입해 활동하기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 에너지 센터 사이트 자료 찾기
· 재생 에너지 관련 뉴스 스크랩 및 댓글 남기기
· 해외 재생 에너지 활동 조사하기
·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 조사하기 
· 태양광 패널 실제로 설치하기
· 민관 공동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예산 감시하기

활동 결과
· 활동 사진을 붙이거나 의견을 작성한 글을 캡쳐한 사진 또는 가입한 모임의 인터넷 
주소를 적을 수 있다.

느낀 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한 학문’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55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 변화
전체 재생 에너지 내 비중(%)

태양광
57%

태양광
38%

수력
12%

바이오
16%

폐기물
25%

풍력
8%

2030년
2017년 풍력

28%

바이오
5%

폐기물
6%

2030년 계획 63.8GW2017년 설비 용량 15.1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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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인류와 함께 해 왔다. 이제 석유 에너지를 넘어 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기 위
해 우리는 어떤 직업군이 필요할까? 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직업군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 재생 에너지 관련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
·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할까?
·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에 대해 조사해보자.

1

2
자격증 취득 과정 및 전망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기사(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생산 기술기사  

연료전지 에너지 생산 기술사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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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학과를 찾아 조사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을 알아보자.3
학과 소개

에너지자원공학과

대학 :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졸업 후 진로 : 정부부처와 공사, 기업 등에 취업
학과소개 :  화석 및 재생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저장, 재활용과 분배, 
에너지 경제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구환경 변화를 다루는 공학의 한 분야이다. 
전공분야는 에너지 자원개발시스템, 재생 에너지, 지구환경 및 인간 생활환경, 
에너지인프라 및 건설기반 등의 네 분야로 나눠진다. 

자원공학과  

재료공학과

재생 에너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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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나만의 일자리 만들기
모둠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해 재생 에너지 관련 직업을 만들고 신입직원을 뽑아
보자.

모둠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해 재생 에너지 관련 직업을 만들고 이력서를 써보자.

1

2

유의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직업 이름  

개발 분야 나의 의견

관련 업무 나의 의견

필요 자격증 나의 의견

우대 학과 나의 의견

희망 연봉 나의 의견

사회기여도 나의 의견

근무지역  나의 의견

직업 이름  

희망 개발 분야  나의 의견

희망 업무 나의 의견

보유 자격증 나의 의견

우대 학과 나의 의견

희망 연봉 나의 의견

희망 근무지 나의 의견

적성과 장점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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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활동 내용을 평가해보자.

스스로 자기 활동에 대해 평가해보자.

스스로 자기 활동에 대해 평가해보자.

새롭게 알게 된 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나의 약속  나의 의견

3

4

5

모둠 평가 내용 매우
그렇다(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1) 총점

1

① 모둠원 모두가 일자리 창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는가?

    

② 현실성 있는 일자리인가?     

③ 창출한 일자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2

① 모둠원 모두가 일자리 창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는가?

    

② 현실성 있는 일자리인가?     

③ 창출한 일자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3

① 모둠원 모두가 일자리 창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는가?

    

② 현실성 있는 일자리인가?     

③ 창출한 일자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매우
그렇다(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1) 총점

① 나는 재생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② 나는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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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배터리 원리

건전지 손목시계부터 우주왕복선까지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기의 흐름 속에 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전기는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대량으로 공급된다. 그런데 
전기는 집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한다. 휴대용 전원이 바로 전지다. 볼타전지로 
시작한 화학전지는 휴대용 전자제품의 에너지원부터 자동차, 우주왕복선의 동력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건전지를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건전지가 제공하는 에너지
의 50배나 된다.

배터리의 종류를 알고 있는 대로 써보자.

리튬이온배터리, 니켈카드뮴배터리, 니켈수소배터리, 망간 배터리….

01 배터리의 원리
학습목표	 1. 실제로 볼타전지를 만들어 실험하고 전지의 원리를 이해한다. 
	 2. 변화를 거듭하는 배터리를 통해 창의적인 배터리를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다.

1

통  합 
과  학 배터리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1차시	교재

기사 출처 과학동아 1996년 5월호 ‘건전지 손목시계부터 우주왕복선까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605N025

알고 있는 배터리를 모두 
적어보자. 전지와 배터리를 
혼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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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학반응의 원리는 무엇인지 실제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

실험 준비물 아연판 2개, 구리판 2개, 집게전선 4개, 묽은 황산 용액, 전압계, 꼬마전구, 비커 1개
실험 방법 
실험1) 아연판 2개를 묽은 황산 용액에 담근 후 각각을 집게 전선으로 연결해 전압을 측정한다.
실험2) 구리판 2개를 묽은 황산 용액에 담근 후 각각을 집게 전선으로 연결해 전압을 측정한다.
실험3) 아연판 1개와 구리판 1개를 황산 수용액에 담그고 집게 전선으로 연결해 전압을 측정한다.
실험4) 실험3의 금속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해 보자.

1) 어떤 경우에 전압계가 움직이는지 이야기해보자.

실험4)만 불이 들어오며 전압계가 움직인다.

2) 실험4)에서 금속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야기해보자. 

아연판은 검게 변하며, 구리판에는 기체가 발생한다.

3)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토의해보자.

아연판의 전자가 구리판으로 이동하면서 묽은 황산 용액의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 기체가 되는 것이다.

2유의점
용액에 담겨져 있는 
금속판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용액 속에 담겨 있는 
아연판과 구리판이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출처 어린이과학동아 

2013년 11호 ‘스마트하게 즐기는 

수백 년 전 과학실험’

http://dl.dongascience.com/

magazine/view/C201311N007

그림 출처 Gringer(위키미디어)

잘 닦은 
구리판

잘 닦은 
아연판

묽은 황산 용액

전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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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배터리의 변신

건전지 손목시계부터 우주왕복선까지

화학전지는 이탈리아의 과학자 볼타가 처음 만들었다. 볼타전지라 불리는 이 최초의 전지는 묽은 황산 용
액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담근 후 두 금속판을 도선으로 연결해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화학전지는 이온화 
경향이 다른 두 종류의 금속(전극)을 전해액(전기가 잘 통하는 액체나 점상물질)에 담가놓고 두 금속을 도
선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온화 경향이란 어떤 물질이 고유전자(e-)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말한다. 즉 볼타전지에서는 
묽은 황산용액이 전해액이고, 이온을 잘 받아들이는 구리가 양극(환원반응)이 되고, 이온을 잘 내놓는 아
연이 음극(산화반응)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지만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
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그란 모양의 전지는 전해액을 내장해 사용한다. 그런데 이 전해액은 
묽은 수용액이 아니고 약간 젖어있는 분말가루 상태이기 때문에 건전지(dry cell)라고 부른다. (후략)

준비해 온 배터리를 꺼내놓고 모양과 크기 등을 비교하고 용도와 전압 등을 조사해
보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전자 제품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배터
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얻어 전자 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는지 토의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1996년 5월호 ‘건전지 손목시계부터 우주왕복선까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605N025

1못 쓰는 건전지나 배터리를 
미리 준비한다.

배터리
특징

전압(V) 모양 성분표시 사용처

휴대폰 배터리 3.58 사각 판 모양 리튬이온 휴대폰

bexel 1.5 원기둥
무수은

무카드뮴
벽시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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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미래형 배터리

무선으로 충전하는 와이파워 시대

와이파워는 전선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빗댄 표현으로,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말한다. 무선충전기술의 또 다른 표현이다. 2015년 7월 7일, 임춘택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팀
은 송신기로부터 50cm 이내에서는 충전기 없이도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작은 ‘와
이파워존’을 만든 것이다. 같은 달 29일, 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다이폴코일 공진방식’으로 평면 수신기 만들어
임 교수의 연구실 중앙엔 도서관 책상만한 크기의 코일이 놓여있었다. 그다지 복잡해 보이진 않았다. 자석
같이 생긴 철심에 전선이 둘둘 말려있는 솔레노이드 코일이 십(+)자 형태로 놓여 있는 구조였다. 두 개의 
막대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해서 ‘다이폴코일 공진방식’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무선충전되는 것을 확인하
고 싶다고 요청하자 임 교수가 코일 위로 검고 평평한 뚜껑을 씌웠다. 무선충전테이블이 만들어진 셈이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연구원 2명이 테이블 위로 휴대전화를 올리자 화면에 충전 중을 의미하는 번개
가 바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돌리고 뒤집고 흔들어도 휴대전화 화면의 번개는 사라지지 않았다. 임 교
수는 “기존에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충전 가능한 제품은 개발돼 있었지만, 기존 코일(루프 코일)은 
구 모양이라 휴대전화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면 다이폴코일을 이용하면 두께가 3mm 
정도의 평평한 전기 수신기를 만들 수 있다. 실용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좋은 해결법이 있는데 
왜 이제서야 개발된 걸까. “루프코일이 성능이 좋으니까요. 지금까지 쭉 루프코일을 써왔으니까 다른 코
일을 사용할 생각을 다들 못했죠.”
다이폴코일 공진방식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전통적인 무선충전 방식들의 장점
만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충전은 무선전력전송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전통적으로 무선전력전
송은 크게 자기유도방식과 자기공명방식으로 나눈다. 자기유도방식은 송, 수신 코일 간의 전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한다. 송신코일 속 전류가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이 자기장이 수신코일에 전류를 일으키는 
원리다. 이 방식은 전력 손실이 적어 전송효율이 90%(이론적)에 이르는 반면, 전송거리가 1cm 내외로 
매우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극복한 것이 자기공명방식이다. 자기공명방식은 2007년 마린 솔랴사치 미국 MIT대 교수팀
이 고안한 것으로 송, 수신부에 추가적인 공진코일(입력코일, 부하코일 등)을 사용해 먼 거리까지 전력
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송신부 코일에서 공진 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동일한 공
진 주파수를 가진 수신부 코일에 집중적으로 전기가 전달되는 원리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수m 내외까
지 무선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지만, 민감도가 높아져 온도변화와 같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이 크
게 달라진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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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폴코일 공진방식은 추가적인 공진코일 없이 수m까지 무선전력전송이 가능하다. 즉, 환경에 덜 취
약하면서도 멀리까지 전력을 보낼 수 있다. 임 교수팀은 이 방식으로 2014년 3월, 7m 떨어진 수신기에 
10W의 전력을 전송하는 실험에 처음 성공했고, 지금은 실제 휴대전화까지 충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제 규격들은 모두 루프코일을 이용한 기존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공계 직업 정보 [화학&신소재]

요즘 전자제품의 핵심은 배터리다.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전자제품은 한 번 충전으로 얼마
나 오래 작동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결정된다. 배터리 연구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
점을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예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할 수도 있다. 특히 리튬의 경우 원료를 수
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옷이나 컵 
표면 등 어디에나 쉽게 인쇄하는 신개념 배터리는 이미 국내에서 개발 중이다. 웨어러블 기기에 필수인 
휘어지는 배터리도 상용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전자제품에 맞춰 모둠별로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어
보자.

배터리 이름 천하제일 배터리(예시)

장점 어디서나 충전가능

단점 배터리 주인만 충전가능

충전방법 사람의 체온으로 충전  

충전시간 용량에 따라 다름

배터리의 모양 원하는 모양으로 제작가능

특징 물이 묻어도 고장이 나지 않음, 날씨가 추워도 배터리 소모 속도가 빨라지지 않음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9월호 ‘무선으로 충전하는 와이파워 시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9N04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8년 1월호 ‘이공계 직업 정보 [화학&신소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801N0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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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 3      

상품 가치가 있는가? 3      

현실적인가? 3      

참신한가? 3      

광고는 유익한가? 3       

합계      

개발한 배터리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만들어보자. 

배터리 제품 광고를 발표하고 평가해보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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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까?
학습목표	 1. 배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다.
	 2. 배터리 기술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배터리의 역사

전기, 이제 주변에서 수확한다	

종종 그립다. 한 번 충전하면 2~3일은 끄떡없던 ‘피처폰’이.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충전
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엔 없었다. 그러나 어쩌랴, 휴대전화의 눈부신 발전 속도에 비해 배터리는 거북이 
걸음이다. 설상가상 전자기기는 점점 작아져 배터리가 설 자리가 사라졌다.
2020년, 이제 모든 일을 ‘손목에 차는 컴퓨터’ 한 대로 해결할 수 있다. K씨도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기 위
해 S사 대리점을 찾았다. 그런데 점원이 추천한 신제품을 보곤 깜짝 놀랐다. 기기가 고장 나기 전까진 배
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 비밀은 체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손톱만한 부품에 있
었다. 웨어러블 기기를 책임질 신기술.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이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4년 7월호 ‘멍청아 문제는 배터리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7N009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2월호 ‘전기, 이제 주변에서 수확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02N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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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자산업은 배터리 기술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1쪽 그림을 참고해 배터리 역사 중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표를 만들어보자. 

핵심주제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까?

다섯 개의 모둠으로 나눠줘 배터리를 선택하고 모둠 안에서 2인 1조로 배터리의 장
점과 단점을 조사해 기록한 뒤 발표해보자. 

1

1
종류 장점 단점

1차 전지   

2차
전지

납축전지
(Lead-acid)

  

니켈카드뮴
(Ni-Cd)전지

  

니켈수소
(Ni-MH)전지

  

리튬이온
(Li-ion)전지

  

리튬폴리머
(Li-Polymer)전지

    

1800년 1859년 1866년 1889년

알렉산드로볼타 : 
세계최초 구리아연전지 
발명

가스톤 블랑테 : 
납축전지 발명. 지금도 
자동차 배터리로 쓰임

조르주 르클랑세 : 
망간을 이용한 최초의 
전지. 지금의 망간전지의 
모태

발데마르 융너 : 
니켈카드뮴 축전지 발명

1954년 1955년 1970년 1991년

제랄드 피어슨 : 
태양전지 발명

로이스 어리 : 알칼리 
건전지 발명  

리튬전지 상용화 : 
알칼리 건전지에 비해 
출력전압이 2배

일본(소니와 아사히 
카세이 사) :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전지 상용화. 
가전업계 혁명  

1997년 2004년 2020년

리튬이온고분자전지 
발명. 누스 염려 적어짐

엣잉 치양 : 전극에 지름 100nm인 인산철 입자를 
도핑해 전기전도도를 크게 증가시켜 리튬이온 전지 
성능 극대화. 이후 성능이 크게 발달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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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4년 7월호 ‘멍청아 문제는 배터리야’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7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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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제를 모둠별로 선택해 조사하고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
요한지 토의해보자.

1) 안전한 배터리 설계 가능 여부

2) 배터리 없이 사용되는 제품이 전기를 얻는 방법

3) 연간 배터리 안전사고 비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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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제품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

5) 배터리 기술 개발과 경제, 환경문제

모둠에서 발표한 내용을 듣고 배터리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의해
보자.3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  이유
 
 
 

투자
방법  

배터리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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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해보자.4
‘배터리 기술 개발 투자 의견’ 평가하기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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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인류세의 시작, 콜럼버스일까 핵폭탄일까�

2000년, 한 지질학 회의에 참석한 노벨화학상 수상자 폴 크뤼천은 계속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회의 의
장이 자꾸만 홀로세(Holocene Epoch)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현재를 일컫는 시대가 공식적으로는 1만 
1000년 전에 시작한 홀로세인 것은 맞지만, 그는 지금의 지구가 이전과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이제 끝냅시다.”
크뤼천이 불쑥 입을 열었다. 그리곤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세(Anthropocene Epoch)에 있는 겁니다.”
일순간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갑작스런 그의 제안에 회의 주제는 인류세로 전환됐다. 이어진 휴식 
시간에도 주요 화제는 단연 인류세였다. 누군가는 그에게 그 용어에 대한 특허를 내라고 제안까지 했다.
그 뒤 지난 10여 년간 과학자들은 인류세가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언제를 인류세의 시작시기로 할지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했다. 

01 지질 시대와 생명체 대멸종 가설의 이해
학습목표	 1.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 2. 생명체 대멸종 가설과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지금은 인류세일까?

	1차시	교재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4월호 ‘인류세의 시작, 콜럼버스일까 핵폭탄일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4N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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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지질 시대 구분하기
지질 시대는 이언, 대, 기, 세로 구분한다. 크게 선캄브리아대와 현생이언으로 구분하
고, 현생이언은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며 이는 다시 캄브리아기~제4기

로 세분화한다.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24시간이라 한다면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각각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시간에 해당할지 다음 
페이지 시계(24시간 기준)에 그리고, 각 시기별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을 표시해보자.

1

이언 대 기 기간

현생이언

신생대
제4기

약 6500만 년 전~
제3기

중생대

백악기

약 2억 5000만 년 전~쥐라기

트라이아스기

고생대

페름기

약 5억 4000만 년 전~

석탄기

데본기

실루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캄브리아기

은생이언
(선캄브리아시대) - - 약 46억 년 전~

그림 출처 어린이과학동아 2016년 11호 ‘지금이 인류세라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611N006

18세기?
20세기?

5차 대멸종
(6500만 년 전)

4차 대멸종
(2억 년 전)

3차 대멸종
(2억 5100만년 전)

2차 대멸종
(3억 5900만년 전)

1차 대멸종
(4억 4300만년 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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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삼엽충과 공룡은 서로를 알지 못해�

지구가 생겨난 약 45억 년 전부터 현생인류가 등장한 약 1만 년 전까지를 ‘지질 시대’라고 부른다. 더 크
게 나눠 약 4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모두를 지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질 시대는 크
게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눈다. 시생대와 원생대를 합쳐 ‘선캄브리아시대’라고 부
르기도 한다. 고생대의 시작인 ‘캄브리아기’ 이전의 시대라는 의미다.
각 ‘대’는 다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고생대는 캄브리아, 오르도비스, 실루리아, 데본, 석탄, 페름이
라는 여섯 개의 기로 이뤄져 있다. 중생대는 트라이아스, 쥐라, 백악 이렇게 세 개의 기로 나눠진다. 신생
대는 다시 제3기와 제4기로 나눈다. 현생인류는 제4기에 출현해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0시

18시 6시

12시

구분 대 시간 (24시간 시간 기준)

현생이언

신생대      시          분 ~  24 시   0 분

중생대      시          분 ~      시          분

고생대      시          분 ~      시          분

은생이언
(선캄브리아시대) - 0 시   0 분   ~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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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런 시대를 구분할까. 우리가 지금 달력을 만들고 연도를 구분하는 것처럼 당시 생
물도 자기들끼리 시간을 나눠 썼을까. 아쉽게도(?) 시대 구분은 사람이 한 것이다. 암석에 새겨진 지각운
동의 흔적과 생물이 남긴 화석을 바탕으로 했다.
이때 시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준점을 세운다. 예를 들어 고생대 캄브리아기의 시작점은 삼엽충 화
석이 처음 등장한 지층이다.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는 삼엽충을 포함해 당시 지구상의 생물 중 90% 이
상이 사라져 버린 ‘페름기 대멸종’이다.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중생대도 함께 끝난다. 이렇게 지질 
시대 내내 생물들이 계속 사라졌다 다시 등장하며 생명의 긴 연결고리를 이어갔다.
삼엽충과 공룡이 절대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삼엽충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비로소 공룡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에 많은 개체수가 넓게 퍼져 산 생물의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부른다. 그 시대를 
잘 알려 주기 때문이다. 화폐석은 신생대 제3기의 표준화석이고, 고생대의 푸줄리나와 필석, 중생대의 
암모나이트, 신생대의 매머드 등도 중요한 표준화석이다. 어느 지층에서 표준화석이 나오면 바로 그 시
대를 알 수 있다.

최후의 날, 공룡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억 30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약 1억 7000만 년을 주름잡던 공룡이 한 순간에 사라졌다(일
부 살아남은 게 지금의 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의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과연 6600만 년 전, 공룡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장 널리 알려진 공룡 멸종 가설은 196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루이스 앨버레즈와 아들 윌터 앨버레
즈가 1980년에 주장한 ‘운석충돌설’이다. 앨버레즈 부자는 중생대 백악기 말과 신생대 제3기의 지질 사
이에서 1~3cm 두께의 붉은 점토층을 관찰했다. 이 층을 ‘K-T 경계층’ 혹은 ‘K-Pg 경계층’이라고 부른
다. 앨버레즈 부자가 이 층에서 주목한 건 많은 양의 이리듐(Ir)이었다. 이리듐과 같은 10족 원소는 지구
에서 거의 발견하기 힘든데, 이 층에서만 유난히 많은 양의 이리듐이 발견됐다.
앨버레즈 부자는 운석의 충돌이 많은 양의 이리듐을 만들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10년 뒤인 1990년 멕시
코 유카탄반도 지하, 수 km 지점에 거대한 크레이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운석충돌설은 정설이 
되는 듯 했다.
다른 가설도 꾸준히 등장했다. 인도 데칸고원에 용암대지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규모 화산폭발로 
멸종한 것이라는 ‘화산폭발설’이 나왔다. 포유류가 공룡의 알을 훔쳐 먹었기 때문이라는 ‘알 도둑설’, 공
룡의 방귀에서 나온 메탄가스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방귀멸종설’ 등 다소 황당해 보이
는 가설도 있다. 2016년 무렵에도 꽤 그럴 듯해 보이는 공룡 멸종 가설이 여럿 추가로 발표됐다. 

기사 출처 어린이과학동아 2014년 23호 ‘삼엽충과 공룡은 서로를 알지 못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423N007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최후의 날, 공룡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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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시대에도 다양한 생명체가 출현함과 동시에 여러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약 2
억 5000만 년 전에는 공룡이 멸종하면서 중생대의 끝을 알리고 신생대가 시작돼 지

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각 모둠원이 다음의 생명체 대멸종(공룡 대멸종) 가설 중 하나
를 골라 전문가 역할을 해보자.  

같은 가설을 고른 전문가끼리 모여 그 가설이 공룡이 멸종한 원인으로 제시되는 이
유와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과학적 타당성을 조사한 뒤, 자신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정리해보자.

모둠은 5명으로 구성한다. 

가설명 전문가 주장

운석 충돌설

화산 폭발설

알 도둑설

이상 기온설

자연 선택설

담당 가설

증거

과학적 타당성

자신의 의견

전문가 집단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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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가서 담당했던 대멸종 가설에 대해 공유하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조사해보자.

모둠의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가설이 과학적으로 가장 타당한지 토의한 뒤 발표해
보자.

제시된 5개의 대멸종 가설 
이외에 다른 멸종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운석 충돌설

화산 폭발설

알 도둑설

이상 기온설

자연 선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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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류세의 시작과 끝
학습목표	 �1. 인류세의 추가, 시작과 끝에 대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 2. 인류세의 지속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규칙을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핵심주제 인류세의 시작은 언제일까?

인류세의 시작, 콜럼버스일까 핵폭탄일까�

지질 시대 나누는 핵심, ‘생물’
지구는 46억 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정 생물이 갑자기 출현하거나 멸종할 수도, 대기 조성
이나 지각 조성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또한 전체 대륙이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생물이 대규모 이동
을 할 수도 있다. 이중에서 지질 시대를 나누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생물의 출현과 멸종’이다.
또한, 지질 시대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는 생물의 큰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대표할 만한 표준층서
구역(Global Boundary Stratotype Section and Point, GSSP)이 필요하다. 표준층서구역은 뚜렷한 
변화가 기록된 퇴적층으로 그 시대의 시작점이 된다. 예로,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된 것은 공
룡의 멸종과 포유류의 번성이 주된 이유지만, 그것만으론 신생대가 시작한 연도를 정확히 규정할 수 없
다. 때문에 이 시기에 일어난 특징 중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당시 공룡을 멸종
시킨 운석충돌로 생성된 이리듐이 쌓인 퇴적층을 이용하면 신생대가 6만 6000년 전에 시작했다고 규
정할 수 있다.
표준층서구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일단 지구 전체에 일어난 사건이어야 
한다.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각 시대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퇴적층 상하부로 적당한 두께의 연속된 퇴적층이 있어야 한다.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위경도, 높이, 깊이 등)가 정확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보전도 잘 돼있어야 한다.
홀로세는 시작된 지 ‘고작’ 1만 1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고생대부터의 총 38개의 ‘세’가 지속된 평균 기
간은 1420만 년 정도다. 이중에서 홀로세는,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신생
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홀로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인 인류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학자는 이제 다음 논쟁으로 넘어갔다.

생물탄생 이래 불변-대기온도의 미스터리�

지구의 기온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지질 지대는 크게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며, 신생대는 제3기와 4기로 나뉘고, 제4기
는 다시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홀로세에 속한다. 지질학적 
연구에 의하면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는 4회에 걸친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현재는 빙하시대가 끝난 

2차시	교재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4월호 ‘인류세의 시작, 콜럼버스일까 핵폭탄일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4N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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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과학동아 1994년 8월호 ‘생물탄생 이래 불변-대기온도의 미스터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408N043

때로 생각해 후빙기라 불리기도 하지만 빙하기가 다시 닥쳐오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생대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

ΔT는 현재와 지질 시대의 평균 기온의 차이, ΔTCO2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변화에 의한 기온 변화량, Δ
Ts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증감에 따른 기온 변화량, ΔTa는 반사율 변화에 의한 기온 변화량을 나타낸 것
이다. ΔT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ΔTCO2로 지구 평균 기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기의 온
실효과로 작용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지질 시대
각 시대의 시작과 

끝(100만 년)
ΔTCO2 -ΔTs ΔTa ΔT

전기 캄브리아기 570-545 3.3 3.9 3.6 3.0
중기 캄브리아기 545-520 4.6 3.6 3.0 4.0
후기 캄브리아기 520-490 2.8 3.5 3.0 2.3

전기 오르도비스기 490-475 7.7 3.4 3.4 7.7
중기 오르도비스기 475-450 6.3 3.2 3.4 6.5
후기 오르도비스기 450-435 6.3 3.1 3.4 6.6
전기 실루리아기 435-415 4.6 2.9 3.0 4.7
후기 실루리아기 415-402 4.6 2.8 3.0 4.8

전기 데본기 402-378 4.6 2.7 3.2 5.1
중기 데본기 378-362 6.1 2.5 3.0 6.6
후기 데본기 362-346 7.8 2.5 3.0 8.3
전기 석탄기 346-322 10.0 2.2 3.2 11.0

중-후기 석탄기 322-282 6.1 2.1 1.0 5.0
전기 페름기 282-257 9.2 1.8 0.8 8.2
후기 페름기 257-236 4.7 1.7 3.2 6.2

전기 트라이아스기 236-221 4.8 1.5 3.0 6.3
중기 트라이아스기 221-211 7.4 1.5 2.8 8.7
후기 트라이아스기 211-186 5.7 1.4 2.8 7.1

전기 쥐라기 186-168 6.0 1.3 3.0 7.7
중기 쥐라기 168-153 7.2 1.1 3.2 7.7
후기 쥐라기 153-133 8.9 1.0 3.0 10.9
전기 백악기 133-101 6.9 0.8 3.0 9.1
후기 백악기 101-67 7.7 0.6 3.2 10.3

팔레오세 67-58 4.0 0.4 3.0 6.6
에오세 58-37 6.0 0.3 2.8 8.5

마이오세 37-25 0.3 0.3 2.8 2.8
플라이오세 25-9 4.0 0.1 2.4 6.3

플라이스토세 9-2 1.8 0 1.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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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에서 70억으로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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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2년 1월호 ‘1000명에서 70억으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1N003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1월호 ‘길들여지지 않는 새, 이클립스 깃털을 찾아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1N052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늘자 20세기 중반 일
부 국가는 산아제한 등으로 인구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큰 의미가 없었다. 여성
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더이상 예
전 같은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지구 인구가 100억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학자 중에는 인류가 지구에 끼치는 지질학적, 기후학적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
대를 ‘인류세’라는 다른 지질 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류세라는 말은 폴 크루첸 독일 막
스플랑크 화학연구소 교수가 2002년 ‘네이처’ 기고에서 처음 사용했다.

길들여지지 않는 새, 이클립스 깃털을 찾아서�

적색야계의 후손은 다른 의미에서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 ‘치느님’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동서고금
을 통틀어 인간과 가장 밀접한 동물이 된 것이다. 지질학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특정 종의 뼈가 발견되
는 지층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는데, 닭뼈가 있는 지층을 ‘인류세’라고 재정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과학적으로 인간이 살았던 때를 증명하기 위해 인간의 뼈로 명확히 조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인
간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집닭이 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매년 약 400억 마리의 닭이 도축되고 약 
200억 마리의 닭은 그와 관계없이 항상 사육되고 있다. 닭의 용도는 단순히 식재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닭이 독감 백신 제조를 위해 희생된다.

지질 시대에 인류세를 추가해야 할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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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의 시작 시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양한 매체(신문, 방
송, 동영상 등)를 통해 인류세의 시작에 대한 주장을 조사해보자. 

인류세의 시작 시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2

3

인류세 시작 시기 이유 출처

1945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과학동아 2016년 4월호 
‘인류세의 시작, 
콜럼버스일까 핵폭탄일까’
http://dl.dongascience.com/
magazine/view/S201604N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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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인류세 ‘시작’ 뿐만 아니라 ‘끝’도 중요하다!

인류가 만든 ‘문명’, 30조 t에 달해�

인류가 지구에 살면서 이룩한 문명(테크노스피어)의 총량이 30조 t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테
크노스피어는 집, 공장, 공항, 도로부터 컴퓨터 시스템, 스마트폰, CD, 심지어 쓰레기 매립지까지 모두 
포함한다.
영국 레스터대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그동안 지질학자들이 도시, 시골, 지하, 해양, 대기 등 다양한 곳
에서 계산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전 세계 문명의 무게를 측정했다. 그 결과, 30조 t이
라는 근사치를 얻었다. 이는 테크노스피어가 지표면 1m2당 50kg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마크 윌리엄스 영국 레스터대 지질학과 교수는 “테크노스피어가 지구의 새롭고 중
요한 현상임을 보여준다”며 “인간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인류세 리뷰’ 2016년 11월 28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기후 변화 알려주는 수학 방정식 개발�

윌 스테펀 호주국립대 교수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이 인류가 기후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는 ‘인류세 방정
식’을 개발했다. 인류세는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가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킨 시기를 말한다.
연구팀은 대기와 해양, 숲과 습지, 수로와 빙상 등 지구환경을 조사해 이것들이 인류의 발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인류세 방정식을 도출하고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진
행되고 있는지 계산했다. 그 결과 인류가 지구온난화 속도를 170배나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펀 교수는 “공전궤도의 변화, 대규모 화산 분출 등 지구에 영향을 끼친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했다”
며, “그 중 인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영국 학술지 ‘세이지’ 2017년 2월 
10일자에 실렸다.

인류가 지구에 살면서 이룩한 문명(테크노스피어: 집, 스마트폰, 쓰레기 등)의 총량이 
30조 t에 달한다. 이처럼 인류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류와 

지구 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인류세 방정식’도 개발됐다. 따라서 학자들은 지질 시대에 
인류세를 추가하는 것 못지않게, 인류세의 기간을 길게 지속시키기 위해 지구를 보호하려
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규칙을 만들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1월호 ‘인류가 만든 문명, 30조 t에 달해’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1N012

기사 출처 수학동아 2017년 4월호 ‘기후 변화 알려주는 수학 방정식 개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M201704N002

1

집

학교

등하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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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규칙’을 발표하고 평가해보자.2
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참신한 내용인가? 5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5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5

내용이 논리적인가? 5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했는가? 5

합계

모둠별 
특별한 
의견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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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슈퍼박테리아와 항생제의 관계

비상! 슈퍼박테리아 한국 상륙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신종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나오면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발견된 슈퍼박테리아는 강력한 최신 항생제에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확산 속도가 빨라 의학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슈퍼박테리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4명에게서 ‘카바페넴’이라는 강력한 항
생제에 내성이 생긴 장내세균을 분리했다고 발표했다. 세균을 분리했다는 말은 환자로부터 채집한 시
료에서 균의 정체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로 밝혀졌다. 12월 9일에 감염이 확인된 
환자 한 명은 간질성폐질환을 오래 앓고 있는 50대 남성으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해 면역력이 떨
어져 있는 상태였다. 70대 여성은 당뇨와 화농성척추염을 앓아 장기간 입원 중이었고 13일에 확인된 
70대 남성은 척수골수염으로, 또 다른 60대 남성은 만성 간질환자로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하고 있
었다.(중략)

01 슈퍼박테리아의 이해
학습목표	 1. 세균의 증식과 진화의 개념을 알고, 항생제의 원리를 이해한다.
	 2. 슈퍼박테리아의 자연선택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그 출현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비상! 슈퍼박테리아의 위협

	1차시	교재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1년 1월호 ‘비상! 슈퍼박테리아 한국 상륙’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1N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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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세균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항생제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
할까�

슈퍼박테리아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추론해보자.

2

3

1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항생제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세균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
세포벽 합성을 막아 분열을 막고, 결국 
파괴시킨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내성균 리턴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27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1년 1월호 ‘비상! 슈퍼박테리아 한국 상륙’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1N041

항생제가 작용하는 부위의 구조가 살짝 변해있다. 따라서 항생제가 작용하지 못하고, 결국 세포벽을 붙여주는 
효소가 벽을 성공적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증식에 성공한다.

항생제

슈퍼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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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슈퍼박테리아의 자연선택 개념 이해

주제 슈퍼박테리아(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선택 모의 실험

준비물
꾸미기 폼폼이(10mm), 스타이로폼 구(10mm) 각각 50개씩, 얕은 바구니,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 판, 계산기 등

실험방법

1. 비내성 세균 모형(꾸미기 폼폼이) 36개와 내성 세균 모형 (스타이로폼 구) 4개를 쟁반 위에 
잘 섞어 놓는다(1세대).
 2. 벨크로 테이프가 붙어 있는 판으로 모두 20개체 정도가 남을 때까지 세균 모형을 
제거한다.  
 3. 쟁반 위에 남은 각각의 세균 모형 수를 세어 같은 종류의 세균 모형을 남은 수만큼 더해 
준다(2세대).
 4. 2~3의 과정을 반복하여 9~10세대까지 쟁반 위에 남은 세균 모형의 수를 세어 표에 
기록한다.
 5. 각 세대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실험결과

 

결론

1. 전체 세균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 

2. 자연 상태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추론해보자.
 →

교과서 참고
벨크로 테이프가
붙어있는 판은 
항생제를 나타낸다.

쟁반 속 세균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비내성
세균수 

내성
세균수 

총
세균수

1세대 9 1 10 10

2세대 18 2 20 10

3세대 36 4 40 10

4세대 22 3 25 12

5세대 44 6 50 12

6세대 16 3 19 15.8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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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을 통해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해보자.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해졌고 목이 긴 기린만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면서 기린의 목이 지금처
럼 길어졌다.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점
차 증가하는 과정을 자연선택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지속적으로 항생제가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자연선택에 의해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항
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 집단이 형성된다.  

자연선택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

2

1

그림 출처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비상교육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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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슈퍼박테리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학습목표	 	1. 육색사고모자 기법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토의한다.

핵심주제 슈퍼박테리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양날의 검’ 항생제
세균 감염으로부터 인류 구한 항생제의 불편한 진실	

플레밍의 ‘실수’로 페니실린이 발견된 지 80년이 지났다. 페니실린은 포도상구균을 물리치며 맹활약했
지만 세균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페니실린의 ‘약발’이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들이 등장했고, 이제는 어
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판치고 있다.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묘안은 없을까. 슈퍼박테리
아를 뒤쫓는 슈퍼항생제를 만나보자.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낫는다? 
지난 6월 EBS는 다큐프라임 ‘감기’편에서 미국이나 영국 의사들은 초기 감기 환자에 약을 처방하지 않
지만 한국 의사들은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0개의 약을 처방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
작됐지만 약에 의존하는 사회분위기는 여전하다. 한국은 노약자들에게 장티푸스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생제에 관한 
부정확한 지식과 추측이 떠돈다. 항생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
다. 항생제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자.

감기에 항생제는 무용지물? 
항생제(antibiotics)는 항(anti)과 생명(bios)의 합성어로 곰팡이나 박테리아(세균)가 만드는 화학물질 
중에서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죽게 만드는 물질이다. 그렇다면 EBS 다큐프라임 ‘감기’에서
처럼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면 효과가 있을까? 감기는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다. 감기의 원인은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생명체다.(중략)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된 뒤 단순한 감기에 항생제를 먹는 일은 많이 줄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종합감기약에는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다. 항생제를 투약하려면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이 임의로 항생제를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 중앙대 약대 최광훈 교수는 “감기의 합병증으로 세균성 편
도선염이나 폐렴 같은 염증이 생겼을 때에만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며 “단순한 감기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낫는다”고 말했다.

내성도 ‘감염’된다? 
사실 항생제가 박테리아를 모두 죽이는 것은 아니다. 항생제가 안 듣는 박테리아도 있다. 박테리아가 항
생제에 내성을 갖는 것. 왜 그럴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미생물과 곽효선 연구관은 “박테리아는 자신이 만든 물질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갖는데 이로부터 항생제 내성유전자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내성유전자가 다른 박테리아로 

2차시	교재

개별적으로 기사를 미리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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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져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새로운 박테리아가 탄생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말과 글로 정보를 교환하
듯 박테리아는 유전정보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형질을 획득해 진화하는 셈이다. 
박테리아가 항생제 내성을 쉽게 갖는 또 다른 이유는 분열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박테리아는 세포의 
크기가 약 0.2~5μm(마이크로미터, 1μm=10-6m)에 불과하다.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부피 당 표면
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물질대사가 빨리 일어난다. 대장균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면 약 20분
마다 2배로 분열해 하루에 총 72번 분열을 한다. 대장균 1마리가 하루가 지나면 272(4.7×1021)개로 분
열하는 셈이다. 그런데 분열속도가 빠를수록 DNA 복제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
약 복제과정에서 한 마리라도 내성을 갖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한다.
선천적으로 박테리아가 특정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박테리아마다 세포벽의 구조와 물질대
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포벽을 잘 투과하지 못하는 세파마이신 같은 항생제는 세포벽
이 두꺼운 포도상구균이나 폐렴균에 잘 듣지 않는다. 포도상구균이나 폐렴균은 세포벽을 이루는 펩티도
글리칸이란 물질로 된 층이 살모넬라균과 콜레라균보다 약 5배 두껍다. 항생제가 세포벽을 잘 통과하지 
못하니 항균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항생제보다 센 박테리아 있다? 
박테리아 중에 가장 센 녀석이 슈퍼박테리아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된 
박테리아는 세포분열로 자손들에게 내성유전자를 전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성유전자가 다른 박테리
아에게 전달돼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가진 내성유전자 mecA는 1960년대 초반 처음 발견된 뒤 20
년도 안 걸려서 전 세계로 퍼졌다. 그리고 1996년 미국과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항생제 중 가장 
강력한 반코마이신으로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인 VRSA(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상구균)가 나타났다. 
MRSA가 장구균(VRE)으로부터 반코마이신 내성유전자(vanA)를 넘겨받아 슈퍼박테리아로 진화한 것
이다.(중략)

항생제가 사람을 공격한다? 
항생제는 단세포인 미생물을 죽이는 독성물질이지만 다세포인 사람도 공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혈
증을 치료하는 폴리마이신은 박테리아의 세포막뿐 아니라 사람의 세포막도 파괴할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벽 합성을 막는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는 독성이 없
다. 그러나 페니실린을 투약한 환자 5000명 중 1명은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기 때
문에 주사하기 전에 반드시 민감성 검사를 해야 한다. 민감한 사람은 음식에 남아 있는 미량의 페니실린
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또 최초의 합성 항생제 클로
람페니콜은 장티푸스나 폐렴에 큰 효과를 보이며 값도 매우 싸다. 하지만 재생 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 사용이 금지됐다.
곽 연구관은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늘어날수록 치료제를 선택하기 어렵고 더 강한 항생제가 필요하
다”며 “내성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강한 항생제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테리
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항생제가 ‘양날의 검’이 돼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비상! 슈퍼박테리아 한국 상륙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신종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나오면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발견된 슈퍼박테리아는 강력한 최신 항생제에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확산 속도가 빨라 의학계가 바짝 긴
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슈퍼박테리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중략)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08년 9월호 ‘양날의 검 항생제’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809N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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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14개국 퍼진 슈퍼 세균
NDM-1 생성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은 지난 2008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견됐다. NDM-1 효
소의 정식명칭은 발견된 지명의 이름을 따 ‘뉴델리 메탈로-베타락타마아제(New Delhi Metallo-beta 
lactamase)’다. 지금까지 영국, 미국, 캐나다, 벨기에, 중국, 일본 등 최소 14개국에서 감염환자가 발견
됐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70명, 영국이 70명이 넘는다. 지난해 8월에는 벨기에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
다. 이 효소는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를 무력화시킨다. 베타락탐 계열에는 카바페넴 외에도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항생제가 많이 속해 있다.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베타락탐 고리’라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세균은 세포벽을 합성할 때 PBP라
는 효소를 사용한다. 그런데 베타락탐 고리가 아미노산보다 먼저 PBP와 결합해버려 세균이 세포벽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세포벽을 만들지 못한 세균은 삼투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죽는다. 
하지만 세균도 질세라 대응책을 마련한다. 베타락탐 고리를 끊어낼 변종의 효소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런 효소를 베타라마네제라고 부르는데, NDM-1이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이 NDM-1이 장내세균뿐 아니
라 다른 종류의 세균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용 교수는 “NDM-1이 장내세균뿐 아니라 아시네토박터
라는 세균에서도 발견됐다”며 “어떤 세균에 먼저 존재했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쨌든 NDM-1 효소
가 여러 세균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중략)

항생제 ‘최후의 보루’ 무너져
카바페넴은 베타락탐 계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만든 항생제다.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데다 효과가 좋
아 의사들 사이에 ‘마지막까지 아껴두고 써야 할(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후의 보루’로 통했다. 하지
만 2000년대 초부터 카바페넴에 저항하는 균들이 생겨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NDM-1 생성 카바
페넴 내성 다제내성균도 그 중 하나다. 페니실린 이후 계속된 세균과 항생제의 싸움에서 다시 세균이 승
리한 셈이다.
카바페넴처럼 강력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것도 문제지만 내성이 장내세균에서 생긴 것도 문제다. 이
동건 교수는 “(또 다른 다제내성균이었던) 포도상구균보다 대장균과 폐렴간균처럼 장내세균이 더 위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을 일으키는 대장균, 폐렴간균 같은 장내세균은 
병원에서 특히 감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장내세균은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요로 감염은 병원내 감염 중 
30~4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며 폐렴은 15~20%로 두 번째로 높다.

위기 맞은 항생제의 미래는?
그동안 인간은 세균과의 싸움에서 내성이 생기면 더 강력한 항생제를 만들어 위기에 대처해 왔다. 그러
나 향후 등장할 다제내성균에 대처할 신규 항생제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동건 교
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는 항생제가 1970~1980년대에는 1년에 10개 정도 됐지만 이
후 급속히 줄어 1990년대부터는 1년에 1개나 받을까 말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제약
시장이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돈벌이를 옮겼기 때문이다. 1970, 1980년대만 해도 급성질환을 위
한 항생제는 매우 큰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심장병, 뇌혈관 질환,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용 약 쪽으로 변하
고 있다. 비만과 운동부족으로 만성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 
약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생제를 뽑아낼 자연물질의 후보군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합성비용이 늘어났다. 이마저도 개발
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대 제약회사에서는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항생제 개발 연
구는 대학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편”이라면서 “항생제를 만들더라도 암 환자들이 잘 걸리는 
진균류(곰팡이) 질환을 치료하는 데로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이 슈퍼세균 키운다
끊임없이 항생제 내성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생제의 오남용 탓이다. 이런 현상을 뒷받침 하듯 보
건복지부의 ‘2009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항진균제·항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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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을 포함하는 항감염약의 1000명당 1일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 있다.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할 환경이 어느 나라보다 잘 마련돼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항생제는 사용에 이득이 있을 때, 감염질환의 원인균에 딱 맞는 항생제를 선택해 정확한 투
약 기간과 양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일단 항생제를 쓰면 병원균을 모두 사멸할 때
까지 사용해야지, 중단하거나 너무 적은 양을 복용하면 남아 있는 균들에 의해 내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수술기구를 소독하고 손을 씻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해야한다. 일본의 한 병원에서만 9명
이 다제내성균에 감염돼 사망한 것은 감염 자체가 아니라 감염 환자를 방치한 것이 문제였음을 기억해
야한다.
의료 관리가 허술한 지역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원정 의료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저널 ‘병원감염’에서 영
국 위크셔대의 뮈르 박사는 “시스템이 다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이른바 의료관광
이 NDM-1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NDM-1 생성 다제내성균이 처음 발생
했던 2008년 3월 한 유럽인(인도 출생)의 경우 인도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은 후 감염을 확인했다. 2010
년 5월 영국에서 발생한 환자도, 2010년 6월 미국에서 발생한 감염 환자 3명도 모두 인도에 머물면서 
의료 치료를 받았다. 이에 ‘란셋 전염병’ 8월호는 인도를 ‘NDM-1 발병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하지만 인
도의료당국은 ‘악의적인 선전’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보건당국은 슈퍼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무 병원을 현재 
150곳에서 1100여 곳으로 확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은 손을 자
주 씻고 의료 기구에 접촉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슈퍼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자 중
요한 대책”이라고 조언했다.

내성균 리턴즈
	
전세계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열 명 중 한 명(9%)은 거의 모든 항생제가 듣지 않는 ‘광범위다제내성
(XDR)’ 결핵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결핵은 결핵균(대부분 미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에 의해 
발생하며 ‘아이나’와 ‘리팜피신’이라는 두 가지 항생제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약
에 내성을 갖는 결핵균이 곧 등장했는데 그게 다제내성 결핵(MDR-TB) 균이다. 이 경우 차선책으로 다
른 항생제를 조합해 쓸 수 있지만 치료성공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XDR은 나머지 항생제까지 추가
로 내성을 갖는 결핵균이다. XDR 균 중에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중략)

피해 줄일 방법은 없을까
다제내성균은 빠르게 진단해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람 대 사람 감염을 막
기 때문이다. 조은희 연구관은 “결핵의 경우 WHO 권고를 따라, 2시간 안에 확진할 수 있는 ‘진엑스퍼트
(GeneXpert)’ 기술을 보건소에 도입해 진단 중”이라고 말했다. 진엑스퍼트 기술은 결핵균의 DNA 중 항생
제 리팜피신에 내성을 갖게 하는 변형된 염기서열을 찾아 중합효소연쇄반응(PCR)으로 증폭한 뒤 진단하
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배지에 시료(가래 등)를 배양해 진단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새로운 약도 개발 중이다. 동아제약은 VRSA와 VRE에 듣는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해 현재 임상실험을 마
치고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약 개발을 위해 기전을 밝히려는 연구도 활발하다. 하지만 아직 
한계가 많다. 이영선 과장은 “최근 5년 사이 미국 FDA에서 승인 받은 항생제는 단 한 건뿐”이라고 말했
다. 최근 핫이슈인 카바페넴 내성균은 아직 신약 개발이 전세계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군비 경쟁
은 전쟁 기운만 높이듯, 항생제 개발도 결국 또다른 내성균을 만들 거라는 우려도 있다. 서로 다른 계열
의 항생제를 섞거나, 항생제와 다른 약제를 조합해 효능을 늘리는 대안도 연구되고 있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1년 1월호 ‘비상! 슈퍼박테리아 한국 상륙’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1N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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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관련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항생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처방하고, 환자는 
수칙에 맞게 마지막까지 확실히 써서 몸 안의 박테리아를 박멸한다. 결핵의 경우, 국가적으로는 강제입
원 등을 통해 전파를 막거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진단해 취약계층을 돌봐야 한다.
지난 해 개봉한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후반부에서, 19세기 말로 가버린 주인공은 그
곳에 머물고자 하는 여주인공에게 “이곳은 항생제가 없다”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미래로 돌아가자고 말
한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세계는 항생제 한 알이 없어 작은 상처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곳이었다. 우
리는 역설적으로 21세기에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쉽게 사용해서 말이다.

슈퍼박테리아 비상, 그런데… 한국엔 재래식 무기만 있다	

흔히 ‘인류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던 콜리스틴에 저항성을 보이는 세균감염자가 2015년 11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1월 ‘항생제 개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0개월 뒤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 콜리스틴은 뛰어난 항균작용으로 ‘인류 최후
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약제다.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TF 팀장은 “당시 수도권 병원 두 곳
과 경북지역 병원 한 곳에서 보관했던 세균주에서 콜리스틴 내성 유전자(mcr-1)를 발견했다”며 “이 병
원들은 환자가 진단받은 장소일 뿐이고 실제 환자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보유하고 있던 균이 병원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균이 특정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미 반세기 전에 발
견한 항생물질인 콜리스틴은 독성 때문에 사용이 제한됐으나, 세균과 만난 횟수가 다른 약제에 비해 적
었던 만큼 항균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어왔다. 이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다는 건, 어지간한 항생제에 
다 내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나올 가능성도 
더 커졌다. 문제는 한국에 이들 다제내성균을 억제할 강력한 최신 항생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내성을 갖
추면서 세균은 점점 강력하게 변하는데, 재래식 무기로만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슈퍼박테리아에 쓸 최신 항생제… 한국엔 없다
한국은 슈퍼박테리아 천국이다.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텔라반신, 피닥소마인신 등 6종의 최신 항생제
가 한국에 없다. 이형민 팀장은 “최신 항생제가 없는 것은 해외 제약사가 우리시장에 공급하지 않은 것
으로 제도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3년 6월호 ‘내성균 리턴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06N027

 

자료 출처 대한 감염 학회(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국내에 없는 신종 항생제
외국에선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최종적으로 사용

항생제
(FDA 사용 승인 시기) 주요 적용 대상

답토마이신(Daptomycin, 2003년)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 패혈증

텔라반신(Telavancin, 2009년)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 세균, 피부연부 조직 감염증

세프타롤린(Ceftaroline, 2010년) 항생제 무력화 효소 내는 장내 세균, 세균성 폐렴

피닥소마이신(Fidaxomicin, 2011년) 클로스트리디움 감염, 위막성 대장염

타조박탐(Tazobactam, 2014년) 여러 항생제 복합 내성 그람음성균, 요로 감염

아비박탐(Avibactam, 2015년) 다제 내성 그람음성균, 복강 내 감염, 세균성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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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단가다. 류충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염병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는 항생제는 
비싸도 1000원”이라며 “외국 제약사가 개발한 항생제는 한 알에 30만 원 이상인데 한국에선 그 값을 받
을 수 없다. 의료 수가가 안 맞아 수입조차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센터장은 “어떤 균에 감염됐
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현재 2~3일이 걸리는데 급한 환자는 그 사이 목숨을 잃을 것”며 “최신 항생제가 
있다면 일단 투여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환자가 
복용한 적이 없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국내항생제를 신속하게 찾아 투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이 최우선 아냐… 항생제 남용 말아야
새로운 항생제 개발도 쉽지 않다. 세균의 DNA 합성, 단백질 합성, 세포벽 합성을 동시에 다 막는 새로운 
항생물질을 발견하면 세균과의 싸움에서 장시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물질은 발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질을 찾아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밝히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을 합하면 평균 
10년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드는 항생제 개발에 성공해도 2년 안에 내성균이 생
겨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 이 때문에 미국은 개발비용을 줄이고 신물질 적용시간을 앞
당기기 위해 독성만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임상 단계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
가적인 항생제 연구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류 센터장은 “최근에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연구비로 
1년에 30억 원씩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게 전부”라면서 “이 돈으로 현재 한국의 가장 많은 세균 10개
를 뽑았고, 그것을 빠르게 검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카바페넴 내성 슈퍼박테리아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등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중이다.
‘무기 수입’도 ‘무기 개발’도 어렵다면 ‘방패’라도 잘 간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2015년 WHO가 발표한 항생제 내성 약제 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이탈리아가 1위로 31.5DDD(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에 국민 1000명 당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 받는다는 의미다.
이 팀장은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는 습관도 문제지만 아프다가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스스로 약을 중
단한다. 이건 몸속에 내성균 생산공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의사와 의견을 조율해 시기와 복용량
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생제의 역사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와 이를 쫓는 항생제의 싸움이다. 
위의 기사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항생제의 역사를 정리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6월호 ‘슈퍼박테리아 비상, 그런데… 한국엔 재래식 무기만 있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6N041

1
연도 항생제의 역사

1928~1942 페니실린 발견, 생산

1940년대 페니실린 내성 포도상구균 출현

1960년대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 출현

1966 반코마이신 개발

1996
슈퍼박테리아 출현
MRSA가 반코마이신 내성유전자를 전달받아 슈퍼박테리아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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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슈퍼박테리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모자색깔에 따라 선생님이 미리 부여한 역할을 이해하고, 모자 색깔과 그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보며 육색사고모자 기법을 이해해보자.

슈퍼박테리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토의해보자 
(개인적 측면, 경제적측면, 사회적 측면, 정책적 측면).

1) 아이디어 모으기  
토의①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을 막을 수 있는가?
의견 제시 순서 :

2

1모자 색깔에 맞는 다른 
역할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

토의 시간에 따라 모자를 
바꿔쓰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모자 색깔에 따라 그에 맞는 
사고를 해야한다.

모자 색깔 역할 할일

흰색 모자 기자 중립적, 사실·수치·정보 제시

빨간 모자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 감정과 느낌, 직관과 육감, 자기의 생각

검은 모자 병원관계자 비판적 판단, 적합·부적합 지적, 판사

노란 모자 일반 국민/의사 칭찬, 긍정적 사고, 장점

녹색 모자 제약회사 관계자 창의적사고, 변화와 새로움, 대안

파란 모자 정부 관계자 사회자역할, 종합정리

￫ ￫ ￫ ￫ ￫

모자 색깔 역할 할일

흰색 모자 기자
· 항생제와 슈퍼박테리아 설명
· 우리나라와 전세계 슈퍼박테리아 출현을 통한 현 상황 이해

녹색 모자
제약회사 
관계자

· 새로운 항생제 수입 및 개발
· 슈퍼박테리아 진단제 개발

노란 모자 일반 국민/의사
· 슈퍼박테리아 진단, 퇴치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음 

검은 모자 병원관계자
· 과연 슈퍼박테리아의 진화능력을 신약 개발의 속도가 따라갈 수 
있는가?
·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성 부정적

빨간 모자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

· 병원에서 오히려 감염되었음에 분노
·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 ￫ 병원, 국가의 역할에 부정적
· 10년 동안 국가적인 변화가 없음

파란 모자 정부 관계자
· 신약개발을 위해 연구 투자하고 있음
· 항생제를 적합하게 쓰기 위해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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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다듬기 
토의②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보자.
의견 제시 순서 :

모자 색깔 역할 할일

녹색 모자
제약회사 
관계자

· 슈퍼박테리아와 항생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 - mixed 기법 연구
· 항생제 섭취량, 섭취기간, 부작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노란 모자 일반 국민/의사

·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교육 : 적합한 항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처방
￫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섭취
￫ 항생제는 꼭 세균에 의한 질병에만 섭취
· 재정적인 면에서의 합리성 필요

검은 모자 병원관계자
· 병원 위생, 의료 관광에 대한 철저한 관리 약속
· 빠른 진단기구의 배치     · 적절한 의료수가 문제 해결

흰색 모자 기자
·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제공
·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관계자 정보 제공 및 압박

빨간 모자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

· 병원의 위생문제 개선
· 빠른 진단과 치료 가능 여부 확인

파란 모자 정부 관계자
· 병원, 제약업체들에 대한 견제, 감시
· 인력, 재정적 연구 투자
· 외국과의 연구 제휴, 의약품에 대한 공정 무역 해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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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토의한 의견들을 모아 발표해보고, 6가지 사고에 맞게 실천 가능성, 과학
적 근거에 기반해 결론을 내렸는지 평가해보자.3

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 5

설득 논리가 
충분한가? 5

다양한 관계자 
설득이 가능한가? 5

실천 가능한가? 5

의견이 참신한가? 5

발표와 산출물은 
간결하고 

명료했는가? 
5

합계

모둠별 
특별한 
의견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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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

미국에서 가장 귀한 새를 수배합니다

시작은 바닥에 떨어진 깃털 하나였을 것이다. 해변에서 반짝거리는 조개 껍데기를 줍듯, 나뭇가지 사이와 
흙바닥 위에 흩어진 깃털들을 그러모아 머리 위나 헐벗은 허리춤에 꽂아 봤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점차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옷을 갖춰 입고 오두막이 생기고 고상한 취미와 문화가 생기면서 여성들은 깃털 얹
은 모자에 열광하게 됐고 부유한 수집가이자 과학자들은 보존 처리가 잘 된 표본에 감격하게 됐다. 그들
은 아름다운 새들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사냥꾼들은 돈벌이를 위해 닥치는 대로 새
를 쏘아 죽이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 불어온 미국 남부의 목재 열풍은, 새들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아마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마 이 정도의 사냥으로, 이정도의 벌목으로 새가 몽땅 죽
어 나갈 거라고는. 지저귀는 새들은 숲 지천에 널려 있었고, 한 종의 전체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방
법은 없었다(오늘날 과학기술로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큼직한 상아색 부리로 나무를 쪼아대는 그 우렁찬 소리가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았을 때 멈춰야 
했다. 새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미국 최초의 자연보호 단체들이 탄생하고 강력한 조류 보호 
법안들이 만들어졌지만, 당시 사람들의 욕망은 이미 최대치로 들끓는 상태였다. 죽은 뒤 우아하게 모자 
위에 얹어지고 당당하게 박물관에 전시됐던 새들은, 서식지마저 빼앗긴 뒤 ‘살아있는’ 상태로는 지구상
에서 자취를 감췄다.(후략)

01 생물 다양성의 이해
학습목표	 1.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물 멸종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한다.

통  합 
과  학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라!

	1차시	교재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12월호 ‘미국에서 가장 귀한 새를 수배합니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2N049

*생물 다양성이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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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생물 다양성의 
종류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개념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는가를 나타낸 것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예시
터키 달팽이의 다양한 
껍데기 무늬와 색

삼림 초지, 하천 갯벌 사막 
농경지

예시    

교과서를 참고해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하면 된다.  
예시는 글 또는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

미국 남부 저지대의 울창한 숲을 주름잡았던 ‘흰부리딱따구리’가 불과 한 세기 만에 
사라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생물 다양성의 종류와 개념을 적절한 예시로 정리해보고,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인
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보자.

다음 글을 읽고 단봉낙타의 유전적 다양성의 원인을 추측해보자.

낙타 유전자 다양성의 비결은 여행

단봉낙타는 지난 3000년 동안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발이었다. 하지만 단봉낙타가 어떻게 가축화
됐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선택됐는지는 알려진 게 없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수의대 연구
팀은 단봉낙타가 가축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미국국립
과학원회보(PNAS)’ 5월 9일자에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동물을 가축화하면 그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크게 감소한다. 원하는 형질을 띤 개체끼
리 교배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의 단봉낙타 1100마리의 DNA를 분석한 결과, 유전적 다양성이 잘 
보존돼 있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교역로를 오가며 다른 지역의 낙타와 끊임없이 접촉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 증거
로 문화적, 지리적인 이유로 교역을 하지 못했던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단봉낙타는 유전적 다양성이 

그림 출처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비상교육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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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았다.
연구팀은 가축화된 단봉낙타의 뿌리도 찾아냈다. 멸종한 야생 단봉낙타의 뼈에서 DNA를 채취해 현대
의 단봉낙타와 비교한 결과, 아라비아반도 최남단에서 낙타가 최초로 가축화된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
은 야생 단봉낙타는 가축화가 일어난 뒤 약 2000년 뒤에 멸종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연구팀은 원인을 ‘여행’으로 꼽았다. 
·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의 낙타와 끊임없이 접촉, 교배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지킬 수 있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조별 토의를 통해 정리해보자.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와 해결책을 
정리해본다.

4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6월호 ‘낙타 유전자 다양성의 비결은 여행’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6N015

생물 다양성 
감소 이유 해결책

서식지 파괴
· 과도한 삼림 벌채 금지
· 무분별한 도로 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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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별로 미리 조사해온다.

참고
지속가능 발전 포털
(http://ncsd.go.kr)

1
국제 협약 목적과 내용

생물 다양성 
협약

· 목적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내용 국가 차원의 멸종 위기 동물 감시    - 보호 지역 설정/법적 규제 마련/종자 은행 설치

   

  

02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하기 위한 노력
학습목표	 	1.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알아본다.
	 2.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 과학 사례를 알아본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국제 사회는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간 협약을 맺어 서로를 규제하고 협
력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 협의 목적과 내용을 조사해보자.

우리나라는 동물 멸종을 막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멸종을 막기 
위한 투자 내용

국제협약
가입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
· 람사협약 가입

생물종 및 
서식지 보호 

프로그램 

· 수원청개구리 개체군 분포 조사 및 연구
· 양서류를 위한 생태 통로 조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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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다양한 첨단 과학

사라지는 생물을 디지털로 기억하는 법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수는 약 1조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종은 인간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
해 있다. 덩컨 얼시크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생물학과 교수팀은 모든 생물 종을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카메라 30개를 이용해 물체를 3D로 스캔할 수 있는 장비, ‘비스트캠’을 이용한다. 비스트캠은 
중앙에 작은 원판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뼈대로 구성돼 있으며, 뼈대마다 세 개의 캐논 ‘G16’ 기종의 카
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것으로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3D 모델링을 한다. 크기가 커서 원판에 들어갈 수 
없는 생물은 휴대용 3D 스캐너로 촬영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바다거북이나 개구리처럼 위험하지 않은 동물 종부터 작업하고 있다. 얼시크 교수는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작업은 후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프로젝트
가 완료되면 모든 3D 모델을 온라인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동물 잡는 밀렵꾼 잡는 동물로봇들!	

이제 첨단기술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을 위해서도 활약하고 있다. 그 기발한 모습을 소개한다.

밀렵꾼 잡는 동물로봇
그는 원래 박제사다. 죽은 동물의 배를 갈라 속을 빼내고 방부처리 해 세워 놓는 게 일이었다. 박제가 된 
동물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살아 있을 때만큼 생생한 모습이었다. 실력 있는 박제사인 그에게 어느 날 
지역의 야생동물 보호단체의 밀렵 단속원들이 연락을 해 왔다. “진짜 동물처럼 보이는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밀렵 단속원들을 돕기 위해 동물로봇을 개발한 겁니다.”
미국의 동물로봇 제작 업체 커스텀 로보틱 와일드라이프의 브라이언 웰스레겔 대표는 e메일 인터뷰에
서 이렇게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활개치고 있는 밀렵꾼은 야생동물의 멸종을 부르는 가장 위협적인 존
재다. 비슷한 동물로봇 제작 업체 로보틱 디코이의 마이크 클레멘 대표가 e메일 인터뷰에서 “밀렵을 막
는 활동이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해 동물로봇을 개발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들이 개발한 로봇은 밀렵꾼을 유인하는 미끼로 쓰인다. 여우, 사슴, 곰, 늑대, 엘크 등 종류도 다양하
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스티로폼으로 동물 몸체를 만든 뒤, 머리, 꼬리, 귀, 다리, 입 등에 모터와 
신호 수신기를 부착한다. 웰스레겔 대표는 “어느 부위나 원하는 조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무선 제어
가 가능한 자동차 부품과 직접 설계한 맞춤 제작 부품을 이용했다”며 “(합법적으로 얻은) 실제 동물 가
죽을 입혀 진짜 동물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단속원은 이 동물로봇을 트인 곳에 설치한 뒤, 신호 송신기가 내장된 무선 컨트롤러나 스마트폰 앱을 이
용해 동물로봇이 고개를 돌리거나 꼬리를 흔들도록 조종한다. 클레멘 대표에 따르면, 최대 1500피트(약 
457m) 밖에서도 조종이 가능하다. 만약 밀렵꾼이 이 로봇을 진짜 동물로 착각해 접근하거나 총을 쏘면 
동물로봇이 단속원에게 정보를 전송해 곧바로 순찰차가 출동한다. 트로이의 목마다. 이전에는 밀렵꾼
을 적발하더라도 이미 동물이 희생된 뒤였지만, 동물로봇은 최대 100발의 총을 맞아도 거뜬하다. 전자
부품이 망가져도 쉽게 교체해 쓸 수 있다. (중략)

고래 출현 감지 로봇
바다에서는 멸종위기종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로봇이 활약 중이다. 미국의 ‘고래와 돌고래 보호’ 단체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2월호 ‘사라지는 생물을 디지털로 기억하는 법’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2N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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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죽은 채로 발견되는 고래의 3분의 1 이상에서 배와 충돌한 흔적이 발견된다. 한국 앞바다에서도 
종종 사고가 일어난다. 작년 4월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출발한 260t급 쾌속 여객선이 출항 40분 만
에 돌고래나 밍크고래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해 회항했다. 당시 부산 해상관제센터는 “(바다에) 피가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선 고래 같다”고 교신했다.
미국 우드홀해양연구소(WHOI)는 고래 출현을 감지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이 로봇은 안테나 역할을 하
는 지름 1.2m 가량의 부표와 수중음향장치, 그리고 해저 프레임으로 구성돼 있다. 수중음향장치가 바
닷속 소리를 녹음하면 프레임 속 컴퓨터가 이를 현재까지 알려진 고래 소리와 비교해 어떤 고래가 주변
을 지나고 있는지 분석한다. 자료는 부표를 거쳐 인공위성을 통해 WHOI의 해양생태학 연구실 컴퓨터
로 전송된다.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특정 해역에 어떤 고래가 지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WHOI는 앞으
로 이 정보를 선박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배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하게 해 고래가 배를 피하게 할 계획
이다. (중략)

새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 
미국 코넬대 카를라 고메스 교수는 ‘이버드(eBird)’라는 앱을 출시해 일반 시민이 새에 대한 관찰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지금까지 약 30만 명이 총 3억 회 이상의 관찰 기록을 남겼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다
양한 새들이 각각 언제 어디에 주로 머무는지, 계절이 바뀌면 어디로 이동하는지 더 상세히 파악했고, 이 
정보를 자연보호 단체와 공유했다.
실제로 미국의 ‘자연보호협회’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버드리턴’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빅데이터로 예측
한 새들의 이동 경로 중, 특히 가뭄이 심한 캘리포니아 지역에 새를 위한 물을 남겨놓도록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역경매를 실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4년 2월 이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가 쉴만 한 물이 
있는 습지를 4만 에이커(약 162km2) 이상 확보했으며, 100만 마리가 넘는 새들이 머물다 갔다.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30% 더 높은 수였다.

야생동물 생태 파악 돕는 드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야생동물의 생태를 파악해 더 똑똑한 보호 전략을 세우려는 과학자도 있다. 고래 

그림 출처 로보틱 디코이, WHOI, 오션얼라이언스, eBird.org(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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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10월호 ‘동물 잡는 밀렵꾼 잡는 동물 로봇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10N044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12월호 ‘오지 연구원이 된 동물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2N015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오션얼라이언스사와 올린공과대학은 고래가 내뿜는 물을 수집하는 드론 
‘스놋봇’을 개발했다. 고래가 등으로 뿜는 물(콧물)을 수집해 DNA를 분석하면, 고래의 생태뿐만 아니라 
고래 몸 속으로 흘러 들어간 오염 물질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기존에는 고래 콧물을 수집하기 위해 선박
에 수많은 조사원을 태우고 며칠씩 항해를 해야 했지만, 이들이 개발한 스놋봇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
고 빠르게 고래에 접근할 수 있다.(후략)

오지 연구원이 된 동물들	

2015년 11월 5일 오전 9시. 기자는 철새를 잡아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위치추적
기를 달아 준 뒤 풀어주는 포획 현장을 찾아가고 있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다. ‘철새
를 포획할 때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새들이 꽤 많을 텐데 설마 똥을 맞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곳에서
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철새 등에 스마트폰을 달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천교 교각 아래서 만난 한승우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은 철새의 몸에 부
착하는 위치추적기를 ‘스마트폰’에 비유했다. 스마트폰처럼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문자메시지
로 위치 정보를 전송해 주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하면 철새에게 ‘카톡’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메
시지를 받기만 할 뿐 보낼 수는 없다.
철새의 몸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이유는 AI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집단폐사시키
는 AI는 아직까지 전파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길 거
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철새들의 위치와 이동 특성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국환경생태연
구소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마리의 철새들을 포획해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동시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중략)

남극 펭귄 하루 일과도 꼼꼼히 기록
동물추적연구는 1990년대 이후 기술 발전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위치추
적뿐 아니라 각종 센서 기술이 더해져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온도와 고도, 가속도, 물에 
사는 경우 수심 등을 측정해서 생물의 행동방식까지 연구할 수 있다.(중략)
펭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처럼 상세하게 연구하는 목적은 뭘까. 생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다.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이 
서식하는 남극대륙은 지구상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곳이다. 특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군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서 기후변화가 먹이사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쉽다.(중략)

동물 의사소통 엿보고, 오지 연구원으로 투입
최근에는 추적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의사소통방식을 연구하거나,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동
물을 ‘연구원’으로 투입시키는 방식까지 시도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도부 원숭이들이 향하는 방향의 각도 차이가 90° 이내였을 때
에는 서로 타협해서 방향을 조정하지만, 차이가 90° 이상일 때는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이동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의견이 나뉠 경우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 무리가 우두머
리 한 마리의 독재가 아니라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움직이며, 다수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해양 분야에서는 동물이 조사원이다. 특히 고래와 바다표범 등의 생물에 원격송수신장치(텔레메트리)
를 부착해 온난화로 나타나는 극지방의 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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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다양한 첨단 과학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기술의 장점에 대해 토의해보자.

모둠별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다양한 첨단 과학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기술의 단점과 해결책에 대해 토의해보자.2

1
기술 장점

생물정보 
디지털화 · 디지털 정보로 오랜 시간 보존 가능

  

  

  

  

기술 단점 해결책

생물정보 디지털화
· 접근이 어려운 동물은 기록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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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조별로 미리 조사해온다.

나의 노력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이다.

이유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져서 동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03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협약’
학습목표	 	1.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작성해 홍보할 수 있다.
	 2.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협약’을 의사결정해 구성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나의 노력’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타당한 이유를 함께 적어보자.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홍보
해보자. 

홍보 대상 홍보 내용 홍보 방법

우리 조원 학급 게시물 작성 학급 게시판 부착

학교 구성원
(선생님, 다른반 친구들)

캠페인 판넬 제작 교문 캠페인

부모님   

우리 동네   

환경단체 관계자   

정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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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천가능성,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표시한다.

핵심주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협약
모둠원의 의견을 모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협약’을 만들어 
보고, 발표 자료를 준비해보자.

기술 의견 채택여부(O, X)

모둠원1    

모둠원2   

모둠원3   

모둠원4   

모둠원5

우리의 협약(안)

우리 모둠만의 
강점/특징

보완해야 할 점

발표 형태  

발표 예상 시간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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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 5

설득 논리가 
충분한가? 5

다양한 관계자 
설득이 가능한가? 5

실천 가능한가? 5

의견이 참신한가? 5

발표와 산출물은 
간결하고 

명료했는가? 
5

합계

모둠별 
특별한 
의견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모둠별로 ‘우리의 협약’을 발표하고 평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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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태계와 환경
01 자연과 나의 연결고리, 생태계  #먹이 그물
02 기후변화를 잡아라!  #기후변화

자연의 구성 물질
03 편리한 전기 사용, 그 뒤에는?  #송전
04 두 얼굴의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
05 인류의 꿈, 땅 위의 ‘인공태양’  #핵융합
06 사람 온기 가득한 적정기술  #적정기술

환경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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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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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태계 평형과 생태계 변화
학습목표 1. 생태계 평형과 생태계 파괴를 이해하고, 피라미드로 표현할 수 있다.
	 2. 인간의 먹이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자연과 나의 연결고리, 생태계

 1차시 교재

핵심주제 생태계 평형과 파괴

생태계 평형이란?

연못, 숲, 섬 등 일정한 공간에서 자연환경과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
템을 생태계라고 한다. 생태계 내의 요소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이 기초가 돼 순환한다. 순환
하는 과정이 안정돼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무너진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모피를 
얻기 위한 남획으로 해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해달의 먹이인 성게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성게
의 먹이인 해초의 수는 급감했다. 이후 해달의 남획을 중단하자 먹이가 풍부한 해달의 수가 늘어났고, 
성게의 수는 줄어들었다. 그 결과 다시 해초의 수가 늘어나 원래 상태를 회복해가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카이바브 고원에는 사슴과 늑대, 퓨마 등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07년부터 
사람들이 늑대와 퓨마를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슴의 개체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고원의 풀은 
부족하게 돼 1918년부터 1924년에 걸쳐 고원은 황폐화되고 말았다.
1598년 포르투칼 선원들은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 덩치만 크고 날지는 못하는 도도(dodo:바보)새
를 발견했는데, 유럽인들의 남획으로 도도새가 1663년 완전히 멸종했다. 그러자 도도새가 배설물을 통
해서 씨앗을 퍼트려 주던 카바리야 나무가 멸종했고, 그로 인해 모리셔스 섬의 육지와 새들 중 절반이 
멸종하고 말았다.(후략)

내용 출처 ‘생태계 평형’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7983&cid=58584&categoryId=58595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천재교육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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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평형과 생태계 파괴에 관한 위 글에 나타난 먹이 사슬을 정리해보자.

오른쪽 그림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의 해달, 성게, 해초 세 개
체군이 안정된 상태일 때의 개체수 피라미드이다. 위 글을 바

탕으로 캘리포니아 해안 생태계의 회복 과정을 해달, 성게, 해초의 
개체 수 피라미드의 변화 과정으로 표현해보자.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간단한 문장을 더 자세하게 표현해보자.

1
캘리포니아 해안  

카이바브 고원  

모리셔스 섬  

2

3

해초

해달

성게

￫ ￫

해달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듦         

￫ ￫

      
         

해초

해달

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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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인간의 먹을거리와 생태계

전 세계는 얼마나 먹나

무엇을 어디에서 먹나 (주요 10국 1인당 연간 소비량)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전세계는 얼마나 먹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35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전세계는 얼마나 먹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35

아래 QR 코드를 찍으면 해당 
내용을 움직이는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https://youtu.be/OX-
ZOztr6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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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느라 얼마큼 대가를 치르나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전세계는 얼마나 먹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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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포그래픽 자료를 해석해 글로 표현해보자. 전 세계는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나 먹고 있는가?

위 인포그래픽을 보고 농축산업과 어업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자.

메가이터, 생태계를 바꾸고 진화를 일으키다

생태계 교란
인간은 기계화된 어업 기술을 이용해 매년 1억t이 넘는 물고기를 잡고 있다. 예컨대, 태평양의 먼 바다에
서 참치를 잡는 원양어선들은 ‘집어장치’를 쓴다. 바다에 던져 놓는 속이 빈 부유물로, 작은 물고기들은 
이 부유물을 포식자로부터 숨을 수 있는 피난처로 생각하고 모여든다. 뒤이어 이를 먹고 사는 참치 같은 
큰 물고기가 모인다. 이때 어선은 그물을 내려 집어장치에 모인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잡아 올린다. 돌고
래나 상어, 바다거북 등 인간이 잘 먹지 않는 큰 해양생물까지 걸려 올라온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
역마다 3~4개월간의 사용 금지기간을 두지만, 동아시아의 원양 강국들은 이런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
2015년 9월에 발표된 ‘해양생명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생물 1200종을 분석한 결과 1970년 이후 개체
수가 49% 감소했다. 인간이 즐겨 먹는 물고기는 50%, 그 중에서도 특히 참치와 고등어는 무려 74%가 
줄어들었다. 즉, 인간이 즐겨먹는 고등어는 26%만 남은 것이다! 우리가 잡는 물고기 종의 90%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남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초고속 진화
인간의 먹이 활동으로 동식물의 형질이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정점은 바로 육종이다. 육종이란 우량 
식물이나 가축을 골라 상호간의 교배를 통해 훌륭한 후대, 즉 인간이 원하는 형질 특성을 만들어가는 과
정이다. 육종으로 인해 동식물이 변화하고 있다. 인간이 먹기 위해 키우는 동물들은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가장 맛있고 비싼 부위가 커지도록 육종됐다. 육종을 통해 한국의 소들은 18개월령 몸무게가 2000
년부터 매년 평균 7.4kg씩 늘었다. 돼지는 90kg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05년부터 매년 0.9일
씩 단축됐고, 젖소는 개체당 연간 우유 생산량이 1996년부터 매년 116kg씩 늘었다. 닭의 6주차 몸무게

1-1

1-2
농ㆍ축산업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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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는 매년 57.2g씩 늘었다. 초고속 압축 진화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모든 작물은 기계수확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육종이 이뤄졌다. 기계수확하
기 편리한 형질이란, 키가 작고 이삭이 크게 달리면서도 이삭 무게 때문에 양쪽으로 벌어지지 않는 튼튼
한 줄기다. 게다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 10% 이상 함유된 돌연변이 벼를 발견해 다이어트 쌀이라
고 이름을 지어서 출시하기도 했다.

인류에겐 혜택, 하지만 그림자도 있다
다양한 형질의 동식물이 개발되는 건 인류에게는 혜택일 수 있지만, 대상이 된 동식물의 입장은 조금 다
르다. 자연선택은 생존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지만, 육종은 오로지 인간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까운 친척 간 교배가 계속될 경우 유전적으로 열성인 기형 자손이 태어나
는 등 ‘근교퇴화’가 일어날 수 있다. 번식능력이나 질병저항성 등이 떨어지는 것이다. 몇 년 전 전국을 강
타했던 구제역이 바로 질병저항성이 떨어진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 환경을 만나면서 나타난 문제다.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 인간의 지나친 먹이 활동이, 지구와 인간 스스로를 갉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위 기사는 인간의 먹이 활동으로 인해 동식물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인간의 먹이 활동이 동식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간단히 정

리해보자.

인간의 농업, 축산업, 어업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터넷을 활용해 
더 조사해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5년 11월호 ‘메가이터, 생태계를 바꾸고 진화를 일으키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511N03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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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을 토대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짝
과 토의한 뒤, 초등학생에게 이를 알리는 글을 써보자. 이때 이해를 돕기 위

해서 그림을 그려도 좋다.
2-3

국가의 노력  

개인의 노력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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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색이 정해진 뒤, 
파란 모자가 논제를 
결정해도 된다.

02 생태계 변화, 더 이상은 NO!
학습목표 1.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모자 색에 따라 역할을 나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역할 분배
토론할 논제는 다음과 같다.

여섯 가지 색(하양, 빨강, 검정, 노랑, 녹색, 파랑)이 적힌 종이로 제비를 뽑아 각자 모
자 색을 선택하자.

내 모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또한 논제와 나의 모자 색에 따른 
나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논제>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해야 한다”

1

2

3
내 모자 색깔  

의미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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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색사고모자 기법에서 모자의 의미	

소속된 집단 내에서 토론을 하다보면 사소한 차이로도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종종 있고, 자기주장이 강
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육색사고모자기법은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역할놀이로 완화
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론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집단이나 
그룹 간 상호 이해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
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냉정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핵심주제 육색사고모자 기법 토론
육색사고모자 기법으로 토론하자. 여섯 가지 색깔 중 자기가 뽑은 색깔의 모자를 쓰고, 본
인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흰색 모자(사실 모자) ￫ 논제 배경 설명하기
: 우리가 토론해야 할 논제는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해

야 한다”입니다. ‘생태계 변화’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 색깔 의미

하얀 모자 (사실 모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숫자, 데이터나 정보 

빨간 모자 (감정 모자) 느낌, 직관, 정서, 감정. 근거를 제시할 필요 없이 감정대로 진행 

검정 모자 (부정 모자) 주의, 경고, 잠재된 위험, 판사 역할, 비판적 판단, 적합과 부적합의 지적

노란 모자 (긍정 모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의 이익, 이점, 가치, 타당성 검토(논리적) 

녹색 모자
(아이디어 모자) 창조적 사고,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추가적 
대안들

파란 모자
(결론 모자) 사회자. 의제(agenda) 선정, 단계 진행, 요약 및 다른 모자 사용 통제 등 
전체적인 진행

· 흰색 모자 1 : 

· 흰색 모자 2 :

· 흰색 모자 3 :

모자 색이 정해 진 뒤, 
파란 모자가 논제를 
결정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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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모자 (감정 모자) ￫ 입장 밝히기
: 저는 논제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해야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노란 모자 (긍정 모자) ￫ 근거 제시하기
: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논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흰색 모자 1 : 

· 흰색 모자 2 :

· 흰색 모자 3 :

· 빨간 모자 1 : 

· 빨간 모자 2 :

· 빨간 모자 3 :

· 노란 모자 1 : 

· 노란 모자 2 :

· 노란 모자 3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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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모자 (부정 모자) ￫ 반론 펴기
: 저는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록 모자 (아이디어 모자) ￫ 반론 꺾기
: 생태계 변화를 막기 위한 농/어/축산업 제한에 대한 부정적 이의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파란 모자 (결론 모자) ￫ 최종 변론
: 이상 토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5

6

· 검정 모자 1 : 

· 검정 모자 2 :

· 검정 모자 3 :

· 초록 모자 1 : 

· 초록 모자 2 :

· 초록 모자 3 :

· 파란 모자 1 : 

· 파란 모자 2 :

· 파란 모자 3 :



216

핵심주제 상호 평가
각 색깔 모자의 역할을 평가해보자.1

평가 기준 평가
배점 점수

흰색 
모자

토론이 필요한 이유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 
이야기했는가? 5  

빨간 
모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하며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가? 5  

노란 
모자 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찬성했는가? 5  

검정 
모자 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대했는가? 5  

녹색 
모자 반대 의견을 극복할 수 있는 추가 대안을 제시했는가? 5  

파란 
모자 토론 내용을 잘 종합해 최종 변론을 했는가? 5  

합계  

모둠별 
상호 
평가

흰색 모자

빨간 모자

노란 모자

검정 모자

녹색 모자

파란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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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변화 파헤치기
학습목표	 1.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파악해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의 정의와 원인, 영향, 대책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기후변화를 잡아라!

	1-2차시	교재

핵심주제 기후변화 맛보기

 한반도 지구 전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연평균 기온 
변화  

연 강수량  

그림 출처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미래앤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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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에 나타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연평균 기온 및 연 강수량 변화
를 살펴본 뒤,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분석해보자.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30년 뒤 한반도의 환경과 직업 
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보자. 이를 발표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자.

기후변화 최대 피해지, 북극 스발바르는 지금

강화된 온실효과가 기후변화의 주범
초강력 태풍, 극심한 폭염과 가뭄, 때 아닌 한파와 폭설 등 기상이변에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
이변의 유력한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는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꼽힌다.
지구는 우주에서 온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약 70%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한다. 20%는 대기에 
50%는 지표에 흡수된다. 지구 기후 시스템은 에너지 평형을 이루기 위해 흡수한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

1-1

1-2

1-3

한반도  

지구 전체  

한반도의
환경 변화

 

직업 
변화

사라질
직업

새로 생겨날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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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와 달리 잘 투과되지 않는다. 가까운 대기층의 수증기
에 흡수되고 다시 지표로 방출된다. 만약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 모두를 대기권 밖으로 방출했다면 지구 
복사 온도는 255K(약 -18℃)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기층이 에너지를 흡수해 재방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는 288K(약 15℃)을 유지한다. 지표면 온도가 33℃가량 높아져서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
지하는 것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기후변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산
화탄소로 촉발된 강화된 온실효과다.

기후 조절 ‘심장’, 북극해의 이상 징후
북극해는 전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심장이다. 5대양 중 가장 작고, 담긴 바닷물도 전세계 해수의 1%
에 불과하지만, 이곳이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있는 해류 순환을 조절한다. 북극해가 차갑게 유지돼야만 
기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북극에서 전 지구 평균보다 두세 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일년생 해빙은 
물론 수년간 단단하게 다져진 다년빙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1979년 위성 관측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2017년)는 여름철 해빙 면적이 약 50% 감소했다. 2012년에는 해빙 면적이 역대 최소인 343만 km2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역대 두 번째로 작은 414만 km2로 감소했다. 그 어떤 기후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다. 

위 글은 기후 조절의 심장 역할을 하는 북극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글
에 나타난 지구의 복사평형과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바꿔보자.

(예시)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강화된 온실효과가 기후변화의 주범’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45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기후변화 최대 피해지, 북극 스발바르는 지금’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67

2-1

그림 자료 출처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강화된 온실효과가 기후변화의 주범’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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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태풍, 극심한 폭염과 가뭄, 때 아닌 한파와 폭설 같은 이상 기후의 원
인은 기후변화라고 한다. 기후변화란 무엇인지 모둠별로 인터넷을 활용해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자.

북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글에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해보자.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해보고, 
발표해보자.

2-2

2-3

2-4
나의 모둠 (       ) 모둠

 

(       ) 모둠 (       )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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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기후변화 깊게 들어가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2014)를 통해 21세기 기후변화의 가속
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
은 3.7℃, 그리고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최대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80~2100년 
즈음에는 해수면이 63cm 상승해 전 세계 주거가능 면적의 5%가 침수될 것이다. 평균 지표온도가 상승
함에 따라 다수의 지역에서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극한적인 강수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 또한 증가해 계절 간 강수량과 기온의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

4인이 한 모둠을 이뤄 아래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토의해보자.1

기사 출처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홍보포털 www.gihoo.or.kr/portal/kr/change/climateChange.do 

정의
· 
· 

원인
· 
·

영향

경제
· 
· 

환경
· 
· 

사회
· 
· 

대책

국제
· 
· 

정부
· 
· 

기업
· 
· 

국민
· 
·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책을
정리해 보자.

참고

한국환경공단 
통합기후변화홍보포털
www.gihoo.or.kr/main/
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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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쉬본 틀의 각 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간단히 적은 뒤, 모둠별로 나가 
칠판에 있는 피쉬본 틀에 각 내용을 붙여보자. 

모든 모둠의 내용을 살펴보자. 특히 기후변화의 대책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
으면 적어보자.

대책

국제
· 
· 

정부
· 
· 

기업
· 
· 

국민
· 
· 

2

3

정의

원인

영향

대책

경제

환경

사회

국제
정부

기업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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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기야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결정했다. 

02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해요
학습목표	 1. 기후변화를 늦추려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모자 색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다.

3-4차시	교재

핵심주제 기후변화 회의론?

떠내려가는 회의론 기후변화는 왜 사실인가	

“지구온난화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트위터와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
령에 당선되면서 기후변화 과학에 큰 위기가 닥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 연료 개발을 통해 경제를 부
흥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회의론으로 과학계를 압
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어떤 약속
인지 인터넷으로 조사해보자.

미국은 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을지 그 경제적, 정치적 배경을 정리해
보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3월호 ‘떠내려가는 회의론 기후변화는 왜 사실인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3N063

1-1

1-2



224

미국의 협약탈퇴가 가져올 여러 변화를 정리해보자.

기후변화는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과연 미

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은 옳은 것일지 아닐지 자신의 의견을 써보자.

다양한 환경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해보자.2

1-3

1-4

국제 협약 내용

빈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  

사막화방지 
협약  

기후변화협약
(리우환경협약)  

교토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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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역할 분배
토론할 논제는 다음과 같다. 논제를 천천히 읽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보자.

여섯 가지 색(하양, 빨강, 검정, 노랑, 녹색, 파랑)이 적힌 종이로 제비를 뽑아 각자 
모자 색을 선택하자.

내 모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또한 논제와 나의 모자 색에 따른 
나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2

3

유의점
모자 색이 정해 진뒤, 
파란 모자가 논제를 
결정해도 된다.

1
<논제>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반성하고 다시 복귀해야 한다)

내 모자 색깔  

의미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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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색사고모자 기법에서 모자의 의미	

소속된 집단 내에서 토론을 하다보면 사소한 차이로도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종종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육색사고모자 기법 토론은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역할놀이
로 완화시켜 토론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집단이나 그룹 사이에 상호 이해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이다. 문제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냉정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핵심주제 육색사고모자 기법 토론
육색사고모자 기법으로 토론하자. 이때 여섯 가지 색깔 중 자기가 뽑은 색깔의 모자를 쓰
고, 본인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흰색 모자(사실 모자) ￫ 논제 배경 설명하기
: 우리가 토론해야 할 논제는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해야 한다”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 색깔 의미

하얀 모자 (사실 모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숫자, 데이터나 정보 

빨간 모자 (감정 모자) 느낌, 직관, 정서, 감정. 근거를 제시할 필요 없이 감정대로 진행 

검정 모자 (부정 모자) 주의, 경고, 잠재된 위험, 판사 역할, 비판적 판단, 적합과 부적합의 지적

노란 모자 (긍정 모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의 이익, 이점, 가치, 타당성 검토(논리적) 

녹색 모자
(아이디어 모자) 창조적 사고,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추가적 
대안들

파란 모자
(결론 모자) 사회자. 의제(agenda) 선정, 단계 진행, 요약 및 다른 모자 사용 통제 등 
전체적인 진행

· 흰색 모자 1 : 

· 흰색 모자 2 :

· 흰색 모자 3 :

여섯 모자 모두 평등하게 
발언권을 갖는다. 같은 
색깔의 모자를 쓴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모두 
말할 수 있다.
다른 색깔 모자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듣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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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꼭 필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모자 (감정 모자) ￫ 입장 밝히기
: 저는 논제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해야 한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란 모자 (긍정 모자) ￫ 근거 제시하기
: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논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3

· 빨간 모자 1 : 

· 빨간 모자 2 :

· 빨간 모자 3 :

· 노란 모자 1 : 

· 노란 모자 2 :

· 노란 모자 3 :

· 흰색 모자 1 : 

· 흰색 모자 2 :

· 흰색 모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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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모자 (부정 모자) ￫ 반론 펴기
: 저는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꼭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록 모자 (아이디어 모자) ￫ 반론 꺾기
: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의 부정적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파란 모자 (결론 모자) ￫ 최종 변론
: 이상 토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5

6

· 검정 모자 1 : 

· 검정 모자 2 :

· 검정 모자 3 :

· 초록 모자 1 : 

· 초록 모자 2 :

· 초록 모자 3 :

· 파란 모자 1 : 

· 파란 모자 2 :

· 파란 모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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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편지 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요구하는 편지를 
써 보자.

핵심주제 발표 및 평가하기
피쉬본 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보자.

1

1
평가 기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평가 요소

각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했는가?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의 
내용이 객관적인가?      

기후변화 대책의 내용이 
참신하고 창의적인가?     

친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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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깔 모자에 따른 역할을 평가해보자.

                                                   평가 대상 평가
배점 점수

평가 기준

흰색 
모자

토론이 필요한 이유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 
이야기했는가? 5  

빨간 
모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하며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가? 5  

노란 
모자 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찬성했는가? 5  

검정 
모자 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대했는가? 5  

녹색 
모자 반대 의견을 극복할 수 있는 추가 대안을 제시했는가? 5  

파란 
모자 토론 내용을 잘 종합해 최종 변론을 했는가? 5  

합계  

모둠별 
상호 
평가

흰색 모자

빨간 모자

노란 모자

검정 모자

녹색 모자

파란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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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동영상을 보고, 만들어진 전기가 집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해보자. 

핵심주제 직류 또는 교류?!

에디슨이 블랙아웃 막는다

전기는 교류와 직류 2가지가 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다. 직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
한 데 비해, 교류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01 송전 과학지식 탐구 및 이해관계자 파악
학습목표	 1.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력 수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을 조사하고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3.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편리한 전기 사용, 그 뒤에는?

	1차시	교재

참고 동영상
‘정전이 일어난 이유는?’ / YTN 
사이언스 2017. 6. 22.
https://www.youtube.com/
watch?v=onhoP1ghjhM 전기가 만들어져서 배달되는 과정은 발전, 송전, 배전으로 나뉠 수 있다. 발전은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 근처까지 수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한다.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려면 긴 선이 
필요한데, 그 선을 지탱하는 선을 송전탑이라고 한다. 
송전탑에서는 발전소에서 끌어온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 집 근처까지 끌어온 전기를 각 가정에 공급해 
주는 과정을 배전이라고 한다. 발전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 전기를 옮기는 과정에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세게 올리고, 집 근처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춰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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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는 대형 발전소 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수도권 등 전기 수요가 많은 먼 곳에 배달한다.  넓은 지
역을 전깃줄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해야 한다. 만약 송전선로 한 개가 나무 새 항공기 번개 등에 의
해 끊어지면 순식간에 다른 회선으로 엄청난 전류가 우회해 흐른다. 설계 용량보다 많은 전류가 흐르면
서 도미노처럼 고장이 난다. 특히 교류는 다루기가 까다롭고 전력망이 복잡해서 이상 전류가 어디로 튈
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블랙아웃을 막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1965년 11월 9일, 미국 북동부 전체가 정전으로 마비된 적이 있다. 80만 명의 승객이 퇴근길에 
뉴욕 전철에 갇혔고, 모든 기차가 정지했다.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는 한동안 공항 상공을 맴돌아야 했
다. 3000만 명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전 사고로 역사에 기록됐다. 하지
만 정작 사고의 발단은 고장난 전선 단 한 개였다. 그 뒤에도 1977년, 1994년, 1996년, 1999년, 그리고 
2003년에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교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주고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형 발전소 한군데가 테러 공격이나 자연재해
로 멈출 경우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가동을 멈췄을 때 일본 동
부 지역이 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생각해보자.
이럴 때는 다른 나라나 옆에 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오면 좋은데 교류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 지역
마다 쓰고 있는 전기의 주파수대가 다르고 바로 변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전
파공학부 교수는 “일본은 동부와 서부가 각각 주파수가 50Hz, 60Hz인 교류를 쓰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는 별개의 두 나라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타격을 받지 않은 서부 지역 발
전소가 동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류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건강 문제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큰 밀양 송전탑 사례가 
그렇다. 전기가 흐르는 회로에는 전자기유도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초고압 교류 전기는 아주 센 자
기장을 만드는데 이들이 백혈병이나 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다.
“교류 전선은 땅에 묻기도 어렵습니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굵어지는 케이블을 서로 전기적인 영향을 받
지 않도록 묻으려면 땅을 엄청 깊고 넓게 파야 하거든요. 비경제적이죠.”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장길수 교수는 “바로 직류 송전”이라고 강조했다.
직류는 교류보다 송전 효율이 좋다. 직류는 100을 쓰려면 100만 보내면 되는데, 교류는 100을 쓰려면 
그보다 더 많이 보내야 한다. 교류의 경우, 직류에는 없는 ‘무효전력’이란 것을 포함해 줘야 한다.
교류는 흐르는 강과 같아서 그 강을 절대로 수직 최단거리로 건널 수 없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최
단거리를 따라 이동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반대로 직류는 흐르지 않는 강과 같다. 추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최단거리로 건널 수 있다. 이 최단거리를 건너기 위해 쓴 힘의 차이가 바로 위에서 얘기한 
에너지 차이다.
따라서 교류는 직류보다 송전할 때 손실이 많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같은 크기의 송전탑이라면 직류를 
사용했을 때 배달할 수 있는 전기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땅에 
묻을 수 있고, 발열량이 작아 관리하기도 더 쉽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직류를 놔두고 우리는 여
태 교류를 써온 걸까.
 
120년 전 직류는 멀리 갈 수 없었다

사실 미국에 최초로 공급된 전기는 직류였다. 1880년 전구의 성공으로 한껏 고무된 에디슨은 “이로써 
빛은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뉴욕으로 본거지를 옮겨 전기공
급소(직류 발전소)를 지었다. 1년 뒤부터는 고객들에게 직류를 배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경 0.8km 
안에 있는 지역에만 배달할 수 있었다. 직류의 특성상 거리가 멀어질수록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기를 보낸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좁은 복도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한 명씩 차례대로 빠르게 뛰어가거
나 혹은 열 명이 복도에 가로로 늘어서서 느리게 걸어가도 시간 당 지나갈 수 있는 총 사람 수는 같다. 하지
만 실제로는 열 줄로 늘어서면 서로 부딪치며 뒤엉켜 제대로 통과할 수 없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한 명씩 통과시키듯 전류를 작게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듯 전압을 높여야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다.
문제는 당시 기술로는 직류를 고압으로 만들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엄청난 송전 손실을 막을 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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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은 직류를 110V로 배달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사용할 때도 적당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한
번 110V로 만든 직류 전기는 전압을 쉽게 바꿀 수 없었다. 대신 전선을 굵게 만들면 되지만 전선 재료인 
구리가 너무 비쌌다.
그 무렵 유럽에서 탄생한 교류는 직류와 달리 전압을 쉽게 바꿀 수 있었다. 전압을 높여서 먼 거리를 손
실 없이 배달한 뒤, 다시 전압을 낮춰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교류 변압기 특허를 사들인 미국의 
사업가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때마침 교류 모터를 개발한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와 손을 잡고 완벽한 교
류 송전 시스템을 만들었다.

직류, 교류 전류의 크기와 방향 특징을 정리해보자. 

 

직류, 교류 전류의 장단점에 대해 각각 정리해보자.

1) 직류

2) 교류

2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3년 12월호 ‘에디슨이 블랙아웃 막는다 직류 전기 쓰면 대정전 걱정 끝’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12N023

1
· 직류 –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
· 교류 –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

장점

· 전력을 주고받기가 쉽다. 
· 송전 효율이 좋다. 
· 저렴한 비용으로 땅에 묻을 수 있고, 발열량이 작아 관리하기가 더 쉽다. 
· 다루기 쉬워 사고를 예방하기에 좋다. 

단점
· 전압을 쉽게 바꿀 수 없다. 
· 거리가 멀어질수록 손실이 커졌다.

장점 · 전압을 쉽게 바꿀 수 있다. 

단점

· 다루기가 까다롭고 전력망이 복잡해서 이상 전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 전류를 주고받기가 어렵다. 대형 발전소 한 군데가 테러 공격이나 자연 재해로 멈출 경우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국가 지역마다 쓰고 있는 전기의 주파수대가 다르고 바로 변환할 수도 없다. 
· 초고압 교류 전기는 아주 센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들이 백혈병이나 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다. 
· 직류보다 송전할 때 손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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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고압 송전선 주변, 갈등의 시작

고압 송전탑 밑에 살면 정말 암에 걸릴까?

“마을에 고압 송전탑 들어오면 죄다 암에 걸려 죽어뿐다!”
고압 송전탑 설치를 놓고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의 갈등이 빛어졌다. 울산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를 대구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밀양에 765kV 고압 송전탑 5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한전이 발표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전은 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전력수요가 늘고 있어 송전탑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
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투입돼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
충남 서산과 당진, 강원도 울진과 삼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고압 송전선 주변에서 살면 실제로 암
에 걸릴까? 도시에서는 송전선이 지하로 통과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송전선을 땅에 묻으면 안
전할까? 무엇보다 도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시골에 위험할 수도 있는 송전탑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일까?

자기장 얼마나 세야 위험할까
먼저 확실하게 해두자. 송전탑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송전선이 위험하다. 송전선에 고
압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극저주파
(60Hz)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인
체에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유도전류가 세포막 주변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온이 비정상적으
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신경계에 피
해를 입히고, 면역세포를 파괴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은 이
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얼마나 
자기장이 세야 위험하느냐다.
고압 송전선과 암의 관계를 밝혀낸 
첫 연구는 미국 콜로라도대 낸시 
워데이머 박사와 에드 리퍼 박사에
게서 나왔다. 그들은 1979년 고압 송전선에서 나오는 자기장에 오랫동안 노출된 아이들에게서 소아암 
발생률이 3배 증가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고압 송전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
면서 세계 각지에서 연구결과가 쏟아졌다. 노벨상 심사기관인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페이칭 마리아 
연구팀은 1992년 송전선 인근 17세 이하 어린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백혈병 발병률이 2mG(미리가우
스)이상에서는 2.7배, 3mG이상에서는 3.8배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에
서도 평균 2mG 이상의 자기장에 24시간 노출된 인구는 565만 명에 이른다.
논란이 커지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96년 세계 54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전자계프로
젝트’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 자기
장이 암을 유발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발암등급 2B’로 분류했다. 2B등급은 인체에 암을 일으킬만한 
증거가 제한적으로 발견됐지만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지정한다. 2B등
급에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이 포함돼 있다.
WHO는 1998년 833mG 이상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사람이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했고, 2010년에는 국
제전자계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기준을 2000mG로 올렸다. “암을 발생시킨다는 증거가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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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므로 자의적인 제한치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북유럽을 비롯
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페이칭 보고서 등을 근거로 지금도 송전선로를 새로 설치할 때 훨씬 낮은 수준인 
3mG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 위험 기준이 무려 270배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도 아직은 아리송하다. 765kV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최대 
12mG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람에
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면, 과학적으로 100% 입증되기 전이라도 정황
이나 제한적 증거를 토대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전 홍보팀 관계자는 “헤어드라
이기처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도 이 정도 자기장은 검출된다”면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
인인 2000mG도 안전한데,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833mG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첫 대규모 조사가 나왔다는데
국내에서는 2014년에 첫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불을 붙였
다. 안윤옥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당시 지식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2008년부터 고압 송전선로 주변 거주
민들의 암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2014년 10월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암, 간암, 위암 
등 17개 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남자는 1.26배, 여자는 1.18배 증가했다.
이 결과만 보면 송전선이 위험한 것 같지만 연구진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고압 송전선 자기장이 암 발생률 증가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송전선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면 자
기장 노출기간이 길수록, 노출강도가 강할수록 상대위험도가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경향성이 보이지 않
았다. 남자와 여자의 암 발생률에도 일관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고압 송전선 주변에서 암 환
자가 많이 발견되긴 했지만, 고압 송전선 때문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최 소장은 “이 정도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하면 다양
한 분석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구진이 섣불리 가능성을 차단
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최 소장은 “이번 연구는 154kV와 345kV 고압 송전선만 조사해 최근 개발된 
765kV 고압 송전선의 위험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이번 연구의 목적은 암과 고압 송전선로 간
의 통계적 관련성을 찾는 것이었지, 암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개인별 질병자료가 아닌 
거주민 집단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암의 세부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의 한
계점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주거지를 기준으로 자기장 세기를 측정했는데, 실제 동선과 생활반경을 고려하
면 사람마다 자기장 노출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전선로에서 작업을 하며 자기장에 오래 노출된 
전기기술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하면 주민들이 좀 더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압 송전선 ‘자기장’이 문제
언론에서 고압 송전선의 위험성을 문제 삼을 때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고압 송전선 이슈에서는 전자파라는 표현보다 자기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전자파는 전기와 자기의 
흐름에서 생기는 파동에너지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결합된 형태로 주위 공간으로 전파된
다.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인체에서 열을 일으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송전선에서 쓰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전기장의 영향이 미미하다.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유도전류가 핵심 문제다. 

송전선을 땅에 묻으면 안전할까?
문제가 커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송전선을 땅 밑으로 묻는 ‘지중화’다. 대도시 주민은 지중화 덕분
에 안전한 반면 지방 소도시 주민은 머리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서 위험하다며 ‘환경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서울의 지중화율은 88.2%, 밀양이 있는 경남의 지중화율
은 2.7%로 33배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중화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장은 흙이나 돌로 가린다고 줄어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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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십 m 높이의 철탑에 매달린 송전선이 수 m 깊이의 땅 속에 묻히면 사람과 실제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땅 속에 묻은 송전선 바로 위에서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지표면에서는 16.9mG, 사람 배꼽 
높이인 1.2m에서는 8mG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765kV 송전탑 바로 밑에서 측정한 자기장 세기와 비
슷하다. 최 소장은 “도로 밑에 주로 설치하는 지중화 송전선이 주거지 밑으로 지나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에 갈등이 불거진 밀양과 같은 산악지역에서 765kV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을 뚫는 터널을 지어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지중
화 상태에서는 누전과 발열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절연체로 송전선을 감싸야 하는데, 현재 345kV 송전
선까지만 기술이 개발된 상황이다. 765kV 대신 345kV 송전선으로 바꿔 땅에 묻으면 3.4배 더 많은 전
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하면 수 km를 통과하는 데 수조 원의 비용이 든다.

고압 송전선 갈등의 근본 이유는?
고압 송전선을 계속 건설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기의 ‘대량 생산, 대량 
송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생산량이 
월등한 원자력 발전소는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하
기 때문에 해안가에 짓는
다. 여기서 생산한 전기
를 도시 등 내륙으로 보
내려면 장거리 고압 송전
선이 필요하다.
2014년 8월 한전이 발표한 ‘6차 송배전계획’에 따르면, 2014년 기준 3만 1600km 길이의 송전선은 
2027년 3만 8600km로 7000km나 늘어난다. 전력 수요가 매년 2.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
다. 한전은 765kV 송전선을 신설할 계획은 없고 345kV 송전선은 가급적 지중화를 할 예정이지만, 송전
선이 더 촘촘하게 전국에 깔릴 것이다.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에 참여했던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원
전 중심의 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해야 고압 송전선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도시 주변에서 중소형 LNG 열병합발전소 등을 가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각 지
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서는 “더이상 새로
운 송전선로를 만들지 말고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여야 우리나라에서 고압 송전탑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오늘 내야 할 전기요금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싼 전기를 쓰는 대신 누군가를 암에 대한 공포
로 떨게 만들 것인가. 고압 송전탑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1월호 ‘고압 송전탑 밑에 살면 정말 암에 걸릴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1N036

사진 출처 당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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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나타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분석해 정리해보자.

송전선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경우,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과학적으
로 서술해보자. 

송전선 주변 지역의 암 유병 양상 생태학적 역학조사 그래프(다음 페이지) 왼
쪽 그래프를 보고, 고압 송전선 주변에서 장시간 노출됐을 때 암 발병이 일어

나는 것인지 분석하고 토의해보자.

상황 요약
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을 한전이 발표하자 주민들이 반대한다. 고압 송전탑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가?  

이해 관계자 한국전력 관계자  지역 주민 

주장 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 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다. 

근거

· 대구 인근 지역 전력 수요 증가
·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구 
지역으로 송전 필요
·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가정 
전자제품에서도 검출 
· 765kV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최대 12mG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833mG 이상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사람이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했으므로 안전
· 밀양과 같은 산악지역에서 765kV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은 산을 뚫는 
터널을 지어야하므로 고비용 예상 
· 현재 기술로는 터널을 뚫는 건 불가능

·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암 
발병 위험 
· 도시에서는 송전선이 지하로 통과해서 
안전하다고 하니 송전선 지중화 추진 
· 압도적인 크기로 실제보다 위험성이 크게 
느껴져 미관 해침 

1

2
송전선에 고압 교류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에 극저주파(60Hz), 즉 계속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도체인 사람 몸에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유도전류가 세포막 주변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신경계에 피해를 입히고, 면역세포를 
파괴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송전선 인근 어린이들은 2mG이상에서는 백혈병 발병률이 2.7배, 
3mG이상에서는 3.8배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송전선 근처 대부분 지역에서 암 발병 상대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다. 송전선 근처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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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과 노출강도가 증가할수록 암 발병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이 없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송전선로 노출기간, 자기장 노출강도에 따른 암 발병 상대위험도 그래프(위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고압 송전선 주변에서 장시간 노출됐을 때 암 발병이 

일어나는 것인지 분석하고 토의해보자(단, 과학적 근거를 적극 활용한다).

고압 송전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토의하고 발표해보자.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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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영상
송전 과정서 사라진 전기 
‘작년 6700억 원어치’ / 
연합뉴스TV 2016. 8. 27.
https://
www.youtube.com/
watch?v=kcDflPAgibs 

핵심주제 사라지는 전기 에너지
동영상에서 언급된 전기 에너지는 왜 손실됐을까? 토의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핵심주제 전력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

전기를 고압으로 송전하는 까닭

전력을 제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에서 교류(AC) 방식으로 들어온 전기를 가정에서는 직류(DC)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먼 거리에서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송전탑을 따라 고전압으로 전류
를 흘려보내는데, 변압기를 사용해 유연하게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교류가 유리하다. 반면 가전제품에 들
어있는 반도체 칩은 주로 직류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때문에 가전제품에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전원 공급 장치가 달려 있다.
전압을 높이면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로 줄어든다. 또 전류가 작을수록 그 제곱에 비례해 송전에 의한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 만일 전압을 두배로 높이면 전류는 반이 되고 전력 손실은 4분의 1로 떨어진다.(중략)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압을 220V로 높인 것은 도선을 통해 낭비되는 전력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효율은 높아졌지만 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확률도 높아졌다.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탐구해보자.

02 손실전력 및 변압 원리 탐구
학습목표	 1.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바꾸는 방법을 변압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2. 새로운 전력 수송 방식을 조사해 기존의 수송 방식과 비교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1

1

전력을 소비지로 보내는 동안 송전선에 있는 저항에 의해 열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열에너지에 의해 
송전하는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손실된다. 

P손실=VI=I2R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10월호 ‘마음먹은 대로 전기 제어하는 마법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10N053 

과학동아 1996년 7월호 ‘전기를 고압으로 송전하는 까닭’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607N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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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www.kepco.co.kr

2) 두산백과사전
www.encyber.com

1) 소비지 근처에 발전소를 세운다. 
2) 저항이 적은 물질로 송전선을 만든다. 
3) 송전 전압을 높여 송전 전류를 줄여 손실 전력을 줄인다. 

2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탐구해보자.

핵심주제 변압기가 작동하는 원리 

변압기가 작동하는 원리

전자기유도 현상을 잘 이해하고 변압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생각해보자.

(가) 1820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한스 외르스테드는 전도전류가 자침을 움직이게 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알아
냈다. 이렇게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전자기유도라 한다. 
폐회로 가까이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전류가 흐르는 다른 회로를 이용해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폐회로
에 전류가 통하는데, 이때 전류를 생성하는 힘을 유도기전력이라 한다. 유도기전력은 자기장 내에서 움
직이는 도체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으로 전압의 단위를 갖는다. 유도기전력은 자기력선속에 대해 다음 식
으로 표현된다. 

V = -N ∆Φ 
∆t

유도기전력은 자기력선속의 시간 변화량에 비례하고 음의 부호를 갖는다. 이것은 유도기전력으로 생기
는 유도전류가 자기력선속의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뜻하며 이를 렌츠의 법칙이라 부른다.
유도기전력은 발전기가 역학적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원리이며 자기장의 변화만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비접촉식 송전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 변압기란 전자기유도(회로를 관통하는 자기력선이 변하면 그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를 이용해 교류의 전압, 전류의 값을 바꾸는 장치다. 다른 말로 트랜스(trans)라고도 한다. 
송배전선로에 접속되는 전력용 변압기와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결합용 변압기까지 많은 종류가 있다. 전
력용 변압기는 교류회로에 가하는 전압을 그보다 높이거나 또는 낮은 전압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전
력은 변하지 않는다.

(다) 한국전력은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다중 환상망(Multi-loop) 송전계통을 토대로 전력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도심을 지나는 지중 송전설비에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해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
으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초대형 해상 송전선로를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손실량을 줄이고 대전력을 운반할 수 있는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65kV 송전계통을 구성, 운영하
는 등 송변전 전력 기술을 비롯한 다방면의 초고압 대전력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송전계통 전압은 기간송전망인 765kV, 345kV와 지역송전망인 154kV, 66kV으로 구성돼 
있으며 66kV선로는 점차 폐지하는 추세다. 현재 21세기 기간송전망으로 765kV 대전력 송전망을 구축
하는 1단계 건설사업에 이어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섬 지역인 제주도는 육지와 해저케이
블을 이용해 고압 직류(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로 계통을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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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에서 변전소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원방감시제어시스템(SCADA)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
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운영하는 기술과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하이테크 변전소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Tip 배경지식
변압기는 상호유도 현상을 이용해 교류 전기의 전압을 바꿀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다. 
I2 
I1

 = V1 
V2

 = N1 
N2

 

물론 이때 변압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 1차 코일의 소비 전력과 2차 코일의 소
비전력은 같다(V1I1 = V2I2). 

제시문 (다)처럼 우리나라의 송전선로는 효율적인 송전을 위해 66kV 선로를 점차 
폐지하고 765kV 선로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먼저 입력부와 출력부의 코일이 감긴 수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보자(단, 열로 인해 
소실되는 전력은 무시한다). 그 다음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변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이 관계를 이용해 서술해보자.

핵심주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송전선을 땅에 묻으면 안전할까?

문제가 커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송전선을 땅 밑으로 묻는 ‘지중화’다. 대도시 주민은 지중화 덕분
에 안전한 반면 지방 소도시 주민은 머리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서 위험하다며 ‘환경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서울의 지중화율은 88.2%, 밀양이 있는 경남의 지중화율
은 2.7%로 33배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중화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장은 흙이나 돌로 가린다고 줄어들지 않는
다. 수십 m 높이의 철탑에 매달린 송전선이 수 m 깊이의 땅 속에 묻히면 사람과 실제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땅 속에 묻은 송전선 바로 위에서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지표면에서는 16.9mG, 사람 배꼽 
높이인 1.2m에서는 8mG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765kV 송전탑 바로 밑에서 측정한 자기장 세기와 비
슷하다. 최 소장은 “도로 밑에 주로 설치하는 지중화 송전선이 주거지 밑으로 지나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08년 9월호 ‘변압기가 작동하는 원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809N051

 

1

같은 전력을 송전하는데 전압이 높아지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진다. 도선을 흐르는 도중 도선의 저항 
R에 발생하는 줄열로 손실되는 전력은 P손실=I2R이므로 전류가 작을수록 송전 중에 소실되는 전력이 작아진다.
입력부와 출력부의 전압은 코일이 감긴 횟수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N1 
N1

 = V2 
N1

             ∴V2=V1
 N2 
N1

 
   
입력전압 V1 보다 높은 출력전압 V2 를 얻기 위해서는 출력 쪽 코일이 감긴 횟수가 더 많아야 한다. 열손실이 

없을 때를 가정했기에 V1I1 = V2I2가 성립하고 출력부의 전류는 I2=I1 
V1 
V2

 =I1 
N1 
N2

가 된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1월호 ‘고압 송전탑 밑에 살면 정말 암에 걸릴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1N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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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직류송전(HVDC) : 반도체 발전으로 다시 고개 든 직류

직류가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도체 덕분이다. 직류를 고압으로 바꿀 수 있는 반도체 소
자가 개발된 것이다. 이제는 직류도 초고압으로 손실 없이 먼 곳까지 배달할 수 있게 됐다. 절반 크기의 송
전탑으로도 현재와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낼 수 있고 교류보다 훨씬 다루기 쉬워 사고를 예방하기에 좋다.
2012년 스웨덴의 ABB사는 고압 직류를 차단하는 반도체 소자를 개발해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
의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겼다. 전류를 손쉽게 차단하는 기술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따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물리적인 힘이 작용한다. 고압일수록 이 힘은 세
다. 만약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기계적으로 끊으려면 이 힘을 이겨야 한다. 그런데 직류는 교류와 달리 
전류가 0이 되는 순간, 즉 힘이 0이 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기계적인 차단이 어려웠다. 새 기술
이 이런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이처럼 교류 전기의 문제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직류 송전 기술이 완성되면 앞으로 직류 송전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특히 주목하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석탄 광산이 있는 서쪽에서 주로 
발전을 하고 상하이나 광저우처럼 동쪽에 있는 큰 도시에서 전력을 쓰는데, 거리가 2000~3000km에 
달해 교류 송전으로는 손실이 매우 컸다. 이미 중국에는 1GW 규모의 HVDC 설비가 있다.
국내에서도 LS산전이 제주도에 HVDC 실증 단지를 짓고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장길수 교수는 
“직류 송전망은 구축한다고 끝이 아니라 교류 계통과 함께 운영하는 경험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수
도권 계통에 적용할 경우 고장이 나도 전국 전력 계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평소에는 고장
이 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전력을 배분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꿈의 기술? 아직 피지 못한 꽃

“전기저항이 0이 된다.” 
이 단순해 보이는 현상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난 100년 동안 초전도 현상을 실생활에 
응용한 기술은 꾸준히 개발돼 왔다. 아직 초전도 현상을 이론적으로 완벽히 설명하지 못했는데도 새로운 
초전도 소재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꾸준히 들려온다. 응용이 이론을 앞서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초전도 
기술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을까.
‘전기저항이 0’이라는 말은 전기에너지가 이동 중에 손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는 
보통 열 에너지로 바뀐다. 즉, 초전도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오랫동안 전화하면 귀까지 뜨겁게 달아
오르는 휴대전화나 ‘윙~’ 소리를 내며 컴퓨터를 시끄럽게 만드는 CPU쿨러는 과거 유물이 된다.
전력을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는 초전도 케이블은 미국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앞장서 개발했다. 지난 
2005년 한국전기연구원과 LS전선은 길이가 100m인 22.9kV(킬로볼트)급 고온 초전도 케이블을 공동
개발해 2007년에는 실증 시험도 완료했다. 올해는 한국전력과 LS전선이 경기도 이천의 변전소에 길이 
500m인 22.9kV급 고온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해 실개통 적용 실증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전욱 한국전기연구원 초전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도시화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지중 케이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전도 케이블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에서 개발한 초전도 케이블은 크기가 기존 구리 케이블의 3분의 1에 불과하면서 송전 용량은 5배 이상 크
다. 초전도 케이블은 저항이 없어 낮은 전압으로 전류를 많이 보낼 수도 있다. 현재 도시 근처에 있는 초고
압 변전소나 고압선 철탑이 필요 없어진다.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온도다. 현존하는 모든 초전도체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초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3년 12월호 ‘에디슨이 블랙아웃 막는다 직류 전기 쓰면 대정전 걱정 끝’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312N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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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초전도 케이블은 고온초전도체를 이용한다. 덕분에 값
비싼 액체헬륨 대신 생수보다 저렴한 액체질소를 냉매로 쓸 수 있다. 질소는 공기 중에 풍부하고 유출돼
도 해롭지 않다. 다만 초전도 케이블은 발전소와 변전소 같은 전력 시설에 먼저 쓰일 예정이다.
조 책임연구원은 “미래에 수소 연료가 현재의 액화천연가스(LNG)처럼 각 가정에 공급된다면 액체수소
를 냉매로 이용해 초전도 케이블을 가정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실 없이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만 뽑아 쓸 수 있는 전력저장 장치도 만들 수 있다. 저항이 없어 효
율이 대단히 높고 충·방전 속도가 빠르며 수명이 길다. 초전도 전력저장 장치는 순간적으로 전력 사용량
이 급증하거나 낙뢰 사고가 났을 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쓰인다. 정전이 되면 수백억 원의 손
해를 입는 반도체 공장 같은 산업 시설에 긴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발전에 이같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하다. 날씨 변화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쑥날쑥해 전기를 모아 두었
다가 일정하게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존 모터보다 3분의 1 이상 작은 초전도 모터, 초전
도 한류기 등이 초전도 기술을 활용한 장비다.
이처럼 전력 기반 시설을 초전도체로 바꾸면 효율이나 용량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초전도 기술은 차
세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고효율 전력망이다. 전력 공급자가 소비자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공급한다. 
초전도 케이블 단면도 - 초전도 케이
블은 낮은 온도에서만 동작하기 때
문에 액체질소가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이때문에 길이가 긴 초전도 케
이블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Tip 고온초전도체와 상온초전도체
‘고온’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고온초전도체는 질소가 끓는
점인 77K(영하 196℃)보다 높은 온
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
질을 말한다. 상온은 우리가 일상적
으로 생활하는 온도인 20~29℃를 
말한다. 즉, 초전도체를 자유롭게 쓰
려면 상온초전도체가 꼭 필요하다. 

제시된 전력을 수송하는 다양한 방안 중 한 가지를 골라 모둠별로 각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을 조사해 보자.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1
기술  

장점  

단점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1년 4월호 ‘꿈의 기술? 아직 피지 못한 꽃’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4N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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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송전탑 건설에 대한 판결문 작성
학습목표	 1. 고압 송전탑에 대한 충돌을 모의재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고압 송전탑에 대한 모의재판의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 

3차시	교재

핵심주제 고압 송전탑 위험성 논란, 모의재판

‘밀양 송전탑 공사 중지’ 소송 제기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오는 18일 창원지법에 765㎸ 송전탑 건설 공사
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했
다는 게 이유다.
반대대책위는 2014년 2월 10일 성명을 통해 “한전이 사전변경 협의 없이 765㎸신고리~북경남 송전선
로 건설사업 제2구간 공사면적을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배로 늘렸지만 승인은 지난달에 환경보
전방안 검토서를 제출해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면적은 환경영향평가 제출 당시 31만 3550㎡에서 66만 7746㎡로 배로 늘었다.  
반대대책위는 또 한전이 6곳에서 헬기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36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지난달 말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고 반대대
책위는 설명했다.
반대대책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한전 측의 헬기 불법 사용과 관련해 과태료 1천만 원의 솜방망이 처
벌을 한 것은 물론 곧바로 허가까지 내줘 공사를 하도록 했다”고 맹비난했다. 

기사 출처 ‘밀양 송전탑 공사 중지 소송 제기’ / 부산일보 2014. 2. 11.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211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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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수업은 제시된 사건에 대해 사건의 원고, 피고, 검사, 변호인, 증인, 재판관
의 역할을 하며 사건의 쟁점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해보는 수업이다. 이 사건의 모

의재판 역할을 분담해보자. 

아래의 관련 법규를 참고해 토의한 뒤,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1

2

연번 역할 인원 수 담당

1 원고 1

2 피고 1

3 원고 소송 대리인, 가, 나  

4 피고 소송 대리인, A, B  

5 증인1(지역주민)  

6 증인2(암발병 보고서 작성자)  

7 법원 사무관  

8 재판관  

9 방청객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72조 2항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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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재판의 쟁점을 분석해보자. 

판결문을 작성해보자.

 증인 입증 취지

원고측

  

  

  

  

피고측

  

  

  

    

1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가능성 여부

2  

3  

4  

9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간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은 
구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업허가나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공사인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법 제57조 소정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송전탑 설치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협의를 했거나 그에 갈음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송로선로철거등] http://casenote.kr/대법원/2003다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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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정리한 모의재판 판결문을 평가해보자.

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부가 충분한 
토의를 거쳤는가?

5

판결문의 내용 중 
법적 오류는 없는가? 5

판결문이 피고와 
원고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만큼 
합리적으로 
작성됐는가? 

10

판결문이 법리공방의 
주요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10

합계

모둠별 
특별한 
의견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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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동영상에서 언급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해보자. 

01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슈 이해
학습목표	 1. 원자력 발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2. 원자력 발전소 사고 피해 사례와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원자력 발전소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두 얼굴의 원자력 발전소

	1차시	교재

1
·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00여 명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으로 보아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
·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 곳일까? 
·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 우리나라 원전이 진도 5.9-6.8 규모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 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 이번 정부가 탈핵을 정책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 동영상
‘원자력 발전소 이상 무… 
방폐장은 주의 단계’ 
연합뉴스 2016. 7. 5. 
https://www.youtube.com/
watch?v=U7_agy8Q1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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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원자력 연구 필요성

에너지계의 ‘홀드왕’을 꿈꾼다 : 도전! 유니스트⑭ 안상준 UNIST 교수

중간계투 투수가 선발투수가 만든 리드를 마무리투수에게 성공적으로 넘겨줬음을 뜻하는 ‘홀드’라는 
야구 기록이 있다. 투구수가 적어 오랫동안 괄시됐던 홀드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안상
준 UNIST 기계및원자력공학부 교수는 원자력이 에너지계의 ‘홀드왕’이 되길 바란다. “먼 미래에 대체
에너지가 성공하기 전까지 그 사이를 메워 줄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원자력 에너지”라고 안 교수
는 말한다.

환경과 효율 문제 푼 원자력 에너지
에너지원에 가장 필요한 조건 두 가지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 보존이다. 기존에 사용된 화석연료
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된 대체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이 
15~20%에 불과해 주력 에너지원으로 쓰기엔 아직 부족하다.
안 교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에너지원이 원자력 에너지라고 자신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
소나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은 것이 사
실이다. 그중 하나가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는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각인돼 있다. 이에 안 교수는 “연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만 5000명 가량”이
라며 “원자력 공학으로 인한 사망자는 훨씬 적다. 원자력 공학이 인류에 덜 해로운 셈”이라고 말했다. 또
한 후쿠시마의 원자로인 비등수형원자로(BWR)와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성이 더 좋은 가압수형원자로
(PWR)를 사용하고 있다. 안 교수는 “PWR은 일부러 방사성물질 대량유출 사고를 내기도 어렵다”며 원
전사고의 위험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핵주기’ 완성이 꿈
원자력 에너지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핵폐기물 처리다. 원료의 3~5%만 사용한 뒤 나머지 95%의 핵연
료는 땅에 묻는다. 하지만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핵 폐기장 부지를 마련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안 교수는 “일일 방사성 물질 배출량을 따지면 화력발전소보다 낮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태양으로부터 받는 방사선 양이 더 많다”며 “핵폐기물 저장시설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보다 국토가 좁아 핵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핵연료를 재사용해 폐기물 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안 교수는 핵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사용하며, 핵 비확산 등 세 단계의 ‘핵주기’ 완성을 자신의 최종 목
표로 삼았다. 원자력 에너지 분야는 국가 간에 핵심기술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해야 한다. 안 교수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핵
연료 연구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에서 5년 동안 우라늄을 자르며 실험했다. 안 교수는 “2028년, 사용후 
핵연료 재사용에 관건이 될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PGSFR) 완공을 목표로 둔 지금이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 발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0년에 PGSFR 특정설계 
승인을 획득하고 2028년에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6년 1월엔 PGSFR에 장전할 핵연료 집합체 시
제품도 만들었다. 국내 연구진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3월호 ‘에너지계의 ‘홀드왕’을 꿈꾼다 도전! 유니스트⑭ 안상준 UNIST 교수’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3N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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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에너지 효율이 높다. 
· 이산화탄소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 사고의 위험성은 낮다. 

·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 방사성 물질 대량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다. 
· 핵폐기물 처리 부지를 마련하기 힘들다. 

· 높은 에너지 효율
· 환경 보존
· 안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 연구자가 제시한 원자력 발전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핵심주제 원자력 발전의 세계 진행 상황

세계는 지금 신규원전 건설 붐 

신규 원전 건설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원전의 장점과 국가별 특성에 따른 요구,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 등이 더해져 2030년까지 신규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전력공급의 안정
성,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 그리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기요
금 등 기존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잠재적 수요까지 반영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은 확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력 수요증가와 에너지 안보의 대안 ‘원전’
중국은 신규 원전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건설 사업을 잠시 중단했으나 최
근 안전성을 높이면서 재추진 중이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원전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오는 2030년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현재 27기의 
원전을 보유한 중국은 2020년까지 열세 번째 5개년 계획인 ‘13.5계획’을 추진해 매년 6~8기의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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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규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원전 수는 약 90기까지 늘어나며 설
비 용량은 9000만 kW(킬로와트)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내륙지역에 원전건설을 금지하던 정책이 폐지
되면서 2030년에는 가동되는 원자로가 110기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듯 개발도상국은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전력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기의 신규건설과 확정단계 18기, 건
설 계획 중 39기 등 원자력 이용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2020년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지원으로 2기에 대한 건설을 추진 중에 있
으며 2031년 말까지 8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발전의 10%를 원전을 통해 해결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6기 이상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에 따라 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특정 국가에게 에너지원을 의존할 경우 비상사태 발
생 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경제, 외교적으로도 에너지 수출국에 종
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코나 핀란드가 원전 건설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속한다.
아름다운 환경이 자랑인 핀란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자국의 높은 환경규제를 고려한 대안으로 원전을 꼽
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전과 후의 원전건설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체코는 최근 러시아 가스공급 정책 등 가스 도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35년까지 기존 노후 원전을 대
체할 원전 3기의 신규 건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원전 건설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유로 기존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캐나다는 가압
중수로(CANDU)의 원천기술 보유 국가다. 세계적인 수준의 핵과학기술(Nuclear S&T)을 보유하고 있
으며, 수주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7년까지 2만 4000명의 고용이 추
가되어 약 8만 4000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2014년 기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기로 한 국가들도 점차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원전제로’ 선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전 가동을 하나둘 씩 늘려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원
전비중을 현재의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프랑스 역시 경제성과 탄소배출 규제를 이유로 
그 본격적 실행을 미루고 있는 분위기다.

안전성 강화로 국민신뢰 획득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원전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원전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
지만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획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강화, 시행해 주민의 
신뢰를 획득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심사승인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
나 지난해 안전점검을 끝내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핵안전 계획 2011년-2020년’
과 ‘원전 중장기 발전 계획 2011-2020년’ 등을 통과시키면서 신규원전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공포감 등 주관적 근거에 따라 주민 수용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
다”며 “경제적 지원이나 복지혜택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함
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관련해 높은 인식수준을 지닌 핀란드 국민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기존 원전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이 있다”고 전했다. 핀란드 정부가 원
전정책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인 스툭(STUK)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스툭은 정부와 운영사로
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핀란드만의 엄격한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적극
적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운영으로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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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 연료비가 싸서 발전단가가 낮다. 안정적인 전기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발생이 매우 낮다. 

· 지역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해 경제적인 지원에 기여한다. 

기사 출처 ‘세계는 지금 신규원전 건설 붐’ / 동아사이언스 2015. 11. 20.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990 

2

핀란드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 세계적으로 원전 프로젝트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배경에는 ‘가장 현실
적인 대안이 현재로서는 원전’이라는 공감대가 각국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원전 후보지에
서도 원전 수용에 찬성하거나 기존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고조됐던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원전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고 재평가가 진행되면서 원
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2015년 7월에 국내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81.2%,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73.0%의 국민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원전 예정지역에서는 아직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소통과 이해가 더 필요하다.

위 기사를 읽고, 에너지 수요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이유는 무
엇인가? 

핵심주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원전 사고 5가지 핵심 쟁점

원전 사고는 폭발, 노심 용융, 연료 누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재처리시설은 직접적인 원전 사고는 
아니지만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연료가 되는 우라늄 용액을 다른 용액에 섞는 과정에서 핵분열 현상이 
일어난 경우(이를 ‘임계사고’라고 한다)다. 그 외에 병원용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거나 실험로에서 누출 
또는 폭발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 
원전 사고는 관리 절차나 제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원전 기술

·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로 온실가스 제재가 심해지고 있다.

· 석탄화력 발전소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 

·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속도가 더디다. 

·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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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
원자력 발전이 실험로 수준에서 
만들어졌던 1950년대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원전 사고를 포함해 주요한 
방사성 물질 사고 21건을 
선정해 발생 연도와 국제원자력
사고척도(INES) 등급(아래 표), 
그리고 간단한 해설을 붙였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국제원자력사고척도(INES)

심각한 사고 | 방사성 물질이 요오드 131 
기준으로 수백 테라Bq이상 외부 방출

대사고 | 방사성 물질이 요오드 131 
기준으로 수천~수만 테라Bq 외부 방출

시설 외 위험 수반 사고 | 방사성 물질이 
요오드 131 기준 수천 테라Bq 이상 누출

시설 내 위험 수반 사고 1시간에 수mSV의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경우.

중대한 이상 | 방사성 물질 소량 방출, 
수mSV 정도의 피폭

이상 |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소량의 
방사성 물질이 오염됨

이례적인 사건 | 운전 범위 안에서의 이탈

척도 미만 | 평시 상황

*실제로는 더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배 등 
운송기관이나 실험로 등에서 일어난 사고 일부 
제외. 특기할 만한 피해가 없던 사고도 제외.
*자료 : 가디언 데이터블로그/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원자력운영자기구(WANO), 위키피디아

1967년 영국 차펠크로스 원전 사고
흑연감속재 조각이 연료주입구를 막아 화재가 
나고 연료 부분적으로 용융. 노심은 1969년 다시 
복구돼 가동됐고, 2004년에야 가동 중지.

1957년 영국 윈드스케일 연구로 사고
흑연감속로 노심에 화재가 발생해 주변지역까지 
방사능 방출. 영국 최악의 방사능 사고.

2005년 영국 셀라필드 사고
8만 3000L의 질산에 용해돼 있던 20t의 우라늄과 
160kg의 플루토늄이 수개월 동안 핵연료 재처리시설 
파이프의 구멍을 통해 유출된 사고.

1957년 러시아 키시팀 재처리시설 폭발 사고
핵연료 재처리공장의 폐기물 저장고 냉각장치가 고장나 70~80t의 방사성 
액체가 든 저장소가 폭발한 사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강과 
대기로 누출. 세슘 137이나 스트론튬 90 같은 방사성 물질이 강을 타고 800km2의 
넓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으로, 
200명 이상이 암으로 고통받았다. INES 등급만으로는 체르노빌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음. 당시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은폐. 미국 CIA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국의 원자력 산업 보호를 위해 은폐했다는 
사실이 후에 폭로됨.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 운전자의 실수 때문에 4기 중 하나(4호기)의 
흑연감속재에 불이 붙고 노심용융이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상공에 유출, 
유럽 전역에 퍼진 사고. 낙진 피해 지역이 3000km2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특히 멀리 1500km 떨어진 북유럽에서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발견돼 장거리 방사성 낙진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됨.
이 사고로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원자로 신규 건설을 중단.

1993년 러시아 톰스크 핵재처리시설 사고
시베리아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28km 지점까지 방사능 연기가 퍼진 사고. 
하지만 치명적인 병이나 부상은 보고되지 않음. 160명의 작업자와 2000명의 정화작업자들은 
50mSV의 방사능에 노출.

1981년 일본 쓰루가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냉각수 16t이 외부로 유출돼 100명 이상의 
운전자가 연간 기준의 1.55배에 해당하는 
방사선에 여러 날 노출된 사고.

1999년 일본 이바라키현 토카이무라 
핵재처리시설 임계 사고
우라늄 재처리시설에서 작업자 실수로 세 명이 강한 
방사선을 쐰 사고. 저장 탱크에 우라늄 용액을 붓던 
중 핵분열 연쇄 반응 시작, 푸른 섬광이 나타나고 
바륨 140, 이디움 94 등 방사성 물질 방출. 폭발은 
없었지만 작업자 세 명 중 두 명이 80여 일의 
고통 끝에 사망하고 116명의 다른 작업자들은 
1mSV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건강 문제는 없음).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일본 센다이 대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비상발전계통 이상 발생, 냉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연료봉이 노출되고 건물 외벽 
수소폭발이 일어남. 현재도 사고 진행 중.

1958년 유고슬라비아 빈차 실험용 원자로 사고
실험자들의 실수로 작동 중인 실험로에 접근, 6명이 
2000~4000mSV의 방사선을 쬠. 이 중 여성도 포함돼 
있었으나 나중에 정상적으로 출산. IAEA가 담당한 
첫 번째 원자력 사고.

1977년 구 체코슬로바키아 야슬로프스케 보훌리체 원전 사고
물기 제거하지 않은 연료봉 집합체 이용, 연료 
부식되고 방사능이 발전소에 유출. 

2003년 헝가리 박스 원전 사고
냉각수 운용 실수로 중수 탱크가 파손돼 연료봉의 
펠릿이 외부에 노출됨. 펠릿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붕산 투입. 요오드 131 흡수를 위해 암모니아와 하이드라진 투입.

1975년 독일 그라이프슈발트 원전 사고
실험 위해 일부 냉각시스템 중지시키다 한 군데에서 사고 발생, 
연료봉 10개 손상. 이 사고에 대한 교훈으로 운영과 사고 수습 
절차가 정교해졌고 구소련 원자로가 인기를 잃음.

독일

영국

동유럽

러시아

일본

1957년 러시아 키시팀 재처리시설 폭발 사고
핵연료 재처리공장의 폐기물 저장고 냉각장치가 고장나 70~80t의 방사성 
액체가 든 저장소가 폭발한 사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강과 
대기로 누출. 세슘 137이나 스트론튬 90 같은 방사성 물질이 강을 타고 800km2의 
넓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으로, 
200명 이상이 암으로 고통받았다. INES 등급만으로는 체르노빌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음. 당시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은폐. 미국 CIA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국의 원자력 산업 보호를 위해 은폐했다는 
사실이 후에 폭로됨.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 운전자의 실수 때문에 4기 중 하나(4호기)의 
흑연감속재에 불이 붙고 노심용융이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상공에 유출, 
유럽 전역에 퍼진 사고. 낙진 피해 지역이 3000km2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특히 멀리 1500km 떨어진 북유럽에서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발견돼 장거리 방사성 낙진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됨.
이 사고로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원자로 신규 건설을 중단.

1993년 러시아 톰스크 핵재처리시설 사고
시베리아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28km 지점까지 방사능 연기가 퍼진 사고. 
하지만 치명적인 병이나 부상은 보고되지 않음. 160명의 작업자와 2000명의 정화작업자들은 
50mSV의 방사능에 노출.

1981년 일본 쓰루가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냉각수 16t이 외부로 유출돼 100명 이상의 
운전자가 연간 기준의 1.55배에 해당하는 
방사선에 여러 날 노출된 사고.

1999년 일본 이바라키현 토카이무라 
핵재처리시설 임계 사고
우라늄 재처리시설에서 작업자 실수로 세 명이 강한 
방사선을 쐰 사고. 저장 탱크에 우라늄 용액을 붓던 
중 핵분열 연쇄 반응 시작, 푸른 섬광이 나타나고 
바륨 140, 이디움 94 등 방사성 물질 방출. 폭발은 
없었지만 작업자 세 명 중 두 명이 80여 일의 
고통 끝에 사망하고 116명의 다른 작업자들은 
1mSV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건강 문제는 없음).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일본 센다이 대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비상발전계통 이상 발생, 냉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연료봉이 노출되고 건물 외벽 
수소폭발이 일어남. 현재도 사고 진행 중.

1958년 유고슬라비아 빈차 실험용 원자로 사고
실험자들의 실수로 작동 중인 실험로에 접근, 6명이 
2000~4000mSV의 방사선을 쬠. 이 중 여성도 포함돼 
있었으나 나중에 정상적으로 출산. IAEA가 담당한 
첫 번째 원자력 사고.

1977년 구 체코슬로바키아 야슬로프스케 보훌리체 원전 사고
물기 제거하지 않은 연료봉 집합체 이용, 연료 
부식되고 방사능이 발전소에 유출. 

2003년 헝가리 박스 원전 사고
냉각수 운용 실수로 중수 탱크가 파손돼 연료봉의 
펠릿이 외부에 노출됨. 펠릿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붕산 투입. 요오드 131 흡수를 위해 암모니아와 하이드라진 투입.

1959년 미국 산타 수잔나 필드 연구소 사고
노심 과열로 연료가 3분의 1이 녹아내리는 
사고. 방사성 물질 기체 방출.

1964년 미국 찰스타운 방사능 물질 임계 사고
운영자의 착각으로 농도가 맞지 않은 우라늄 
용액을 처리 시설에 주입, 강한 방사선 발생한 
사고. 해당 운전자 방사선 노출로 이틀 뒤 사망.

1979년 스리마일 원전 노심 용융 사고
운전자의 실수로 냉각시스템 중단, 노심 부분 
용해가 일어나고 방사능물질 유출. 발전소는 
1000mSV, 주변 지역은 0.01mSV의 방사능이 유출. 
체르노빌과 함께 가장 유명한 원전 사고로 꼽히지만 
직접적인 인명 사고는 없었음. 하지만 이후 미국은 
원전 신규 건설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음.

2006년 미국 테네시 어윈 원전 사고
35L의 고농축 우라늄 누출, 7개월간 운영 중단.

1952년 캐나다 초크강 원자력연구소 냉각수 유출 사고
방사선 쬔 냉각수 유출. 4000m3의 물을 
퍼올려 강 오염은 막음. 1982년 연구 결과 
작업자들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1958년 캐나다 초크강 원자력연구소 실험로 화재 사고
냉각시설 이상으로 우라늄 연료봉에 화재, 연료봉이 두 
조각이 남. 1952년에 이어 같은 시설에서 두 번째 사고.

198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실험용 원자로 사고
실험용 원자로에서 운전자가 강한 방사능을 
맞고 이틀 뒤 사망. 반응로 밖에 있던 17명은 
그보다 적은 양의 방사능에 노출.

1987년 브라질 고이아니아 병원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브라질의 대도시 고이아니아에서 일어난 사고. 문 
닫은 병원에 버려져 있던 방사선 치료용 의료기기에서 
격납용기가 분리돼 그 안에 있던 세슘 137이 다량 누출. 
네 명이 사망했고 245명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

이미지 출처 | 미국 에너지부, Jan Rieke

일본

캐나다

미국

남미

세계의 원전 분포와 주요 사고
세계원자력위원회(WNA)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세계에는 443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검은 점) 62개가 
새로 건설 중이고 158개가 건설 
계획이며 324개가 건설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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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강과 대기로 누출

· 세슘 137이나 스트론튬 90, 방사성 물질이 강을 타고 넓은 생태계를 오염

·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과 암으로 고통 받음 

· 방사성 물질이 상공에 유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방사성 물질 발견

· 방사선 노출 이틀 뒤 사망 

· 우라늄 재처리시설에서 작업자 실수로 피폭, 80여일의 고통 끝에 사망

· 연료봉이 노출되고 건물 외벽 수소 폭발

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1년 4월호  ‘원전 사고 5가지 핵심 쟁점’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4N006 

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러시아 고유의 원자로(RBMK)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추가하게 했다. RBMK는 냉각재로는 물을, 중성자를 흡수해 핵분열을 늦추는 ‘감
속재’로는 흑연을 쓰는 ‘흑연감속 비등형 경수로’다(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의 원전
은 냉각재와 감속재로 모두 물을 쓴다). 흑연 감속재는 노심을 둘러싼 형태로 돼 있다. 노심 속 출력이 너
무 커지면 제어봉을 넣어서 핵분열 속도를 늦춘다. 그런데 RBMK에서는 흑연 때문에 제어봉이 잘 작동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체르노빌 원전의 첫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뒤 중성자 흡수를 높이기 위해 제어
봉 수를 늘리는 등의 안전 조치가 추가됐지만, 이후 이 원자로 건설은 줄어들었고, 2004년 이후 새로 짓
지 않고 있다. 현재도 11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폐쇄 압력이 높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어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름답고 섬뜩한, 체르노빌의 곤충들

30여년 전인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7000명이 넘
는 사람이 죽고 반경 30km가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하지만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
부는 그 이후로도 십수 년 동안 체르노빌에 남은 원전을 그대로 운영했다. 2011년부터는 원전을 관광
지로 개발해 일반에 공개했다. 스위스 출신의 과학 일러스트 작가인 코넬리아 헤세-오네거(Cornelia 
Hesse-Honegger)는 이렇게 조금씩 잊혀져가는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그곳에서 살아남은 곤충을 그
림으로써 기록했다. 스위스 취리히 작업실에 있는 작가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숲에서 아무 소리도 들
리지 않았습니다. 식물은 무성한데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가 없었죠. 겨우겨우 잎벌레 한 마리를 찾았는
데 보고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뭉툭하게 덜 자란 다리에 발은 없고, 그 자리에 대신 발톱이 자라 
있었거든요.”
작가는 체르노빌 사고 4년 뒤인 1990년 우크라이나 북서부에 있는 프리피야트를 방문했을 당시를 생생
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프리피야트는 원전노동자를 위해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 지은 계획 도시로 사고 
이후 폐허가 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가장 심각한 
‘레벨7’ 판정을 받으면서, 과거 이 지역은 외부인들의 출입이 극히 제한돼 있었다. 작가도 스위스의 의회 
의원들과 겨우 동행했다.

점점 무뎌지는 사람들에게
“그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사회에 일으킨 반향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작가는 딱 잘라 말했다. “저선량 방사성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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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6년 4월호  ‘아름답고 섬뜩한, 체르노빌의 곤충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604N032

가진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안타까운 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정부와 
과학계의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핵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입
장만 고수할 뿐.”
원전사고의 심각성이 갈수록 잊혀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예로 체르노빌 발전소에는 요
즘도 하루에 5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드나든다. 원전 폐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2011년 체르
노빌 원전이 관광지로 개발된 뒤부터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
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체르노빌 일부 지역의 지표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다고 반대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많은 지역의 방사선 수치가 일반 지역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명한다. 그러
면서 관광객들에게 방사능 노출로 건강이 나빠져도 우크라이나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
을 필수적으로 받는다.
비슷한 현상이 가까운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에서도 사상 최
악의 원전사고가 일어났다. 체르노빌과 같은 ‘레벨7’ 등급의 사고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 3
년 만인 2014년 사태 종결을 선언했다. 2016년 무렵에는 원전 주변 지역인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 지
역의 피난지시를 해제하며 주민들의 복귀를 권장했다.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농산물과 수산
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판이다. 헤세-오네거 작가는 비판적이다. 그는 2014년 9월 후쿠시마에서 열
린 국제 전문가 심포지엄 ‘방사능과 건강 위험을 넘어-탄력성과 회복을 향해’에 참석해 “농수산물의 방
사능 안전 기준치를 높여서 모든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진정한 사태 종결이 아니다”라고 말
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공포에 대해 한국은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점점 관심을 접거나 갈수록 예민
해진다. 이런 분위기를 작가에게 전했다. 그의 조언은 현실적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방사능 오
염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나 기관이 발표하는 수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에서 측정한 정확한 방사능 수치 정보입니다. 당연한 권리이지
만 현 시점에서는 싸우지 않으면 그런 진실은 얻을 수 없어요. 저 역시 노린재목 곤충들을 이용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힘없는 작은 생명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보내는 신호는 강력하니까요.”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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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이 곤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핵심주제 핵폐기물

핵쓰레기통이 넘친다

우리나라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지역에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이다(2014년 2월 기준). 원전은 
전기와 함께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도 쏟아낸다. 경수로 원
전 19기는 매년 약 1000다발, 중수로 4기는 약 1만 6000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한다.
10년이 지난 사용후핵연료 한 다발에서도 1시간에 약 
100시버트(sv)의 방사선이 나온다. 사람이 쬐면 하루 만
에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발전을 마친 핵연료 다발은 
원전에 설치된 임시저장수조에 보관한다. 물은 해로운 방
사선을 막을 뿐 아니라, 아직 뜨거운 연료다발을 식히는 
역할도 한다. 이를 *습식저장 방식이라고 하며 5년 이상 
이렇게 하면 핵연료 다발은 비교적 안정된 온도로 떨어진
다. 우리나라는 1979년 고리에서 첫 번째 상용 원전을 가
동한 이후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를 이렇게 보관해왔다.
제대로 된 저장고 없이 임시변통에 의존했던 이 방식도 이
제 한계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사
용후핵연료 저장량은 39만 2784다발이다. 총 저장용량의 
75%가 찼다. 정부가 전력의 원전 비중을 29% 이하로 낮
추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과 전력사용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곧 임시저장고는 꽉 차게 된다.

2016년, 2024년…언제 포화될 것인가
논의는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자력 위원회는 1997년까지 사용후핵연
료 *중간저장 시설을 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1998년 위원회
는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부지를 2008년까지 선정한 뒤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고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익명을 요청한 원자력계 전문가는 “2016년 포화설은 정책 목표를 잡아 놓
고, 역산으로 임시저장수조의 용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2016년에 중간저
장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2
·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 더듬이가 덜 자라고, 눈에 변형이 일어났다. 
· 머리가 훨씬 검고 무늬가 불규칙하다. 
· 더듬이의 일부가 자라지 않는다. 
· 날개가 변형된 곤충이 많고, 복부, 더듬이, 흉곽, 다리, 머리 순으로 색이나 무늬, 모양이 바뀌었다.
· 더듬이 2개가 중간에 붙어서 자라거나 서로 다른 길이로 자랐다. 

*습식저장 : 습식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수조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부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다. 
냉각기간이 짧아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중간저장 :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리·처분 

이전까지 통상 50년 이상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간저장은 보통 지상에 
콘크리트나 금속 형태의 
건식저장시설을 지어서 

처리한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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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3년 한국원자력학회 등이 발표한 자료에는 포화시점이 2024년으로 늦춰졌다. 현실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처분장 건설이 2016년까지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수력 원자력 관계자
는 “임시저장수조의 저장 간격을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촘촘하게 좁히면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고 포화시점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폐연료 다발 일부를 신규원전의 임시저장시설로 옮기
면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하면 고리 원전은 2028년, 영광 2024년, 월성 2025년, 울진 2028년으로 포화시점을 늦출 수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에 따라 2030년대까지 포화시점을 늦출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이 실질적인 한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여하튼 임시저장 방식 계산을 놓고 정부는 ‘양
치기 소년’이 됐다. 이번에 포화시점을 2024년으로 늦추는 것을 두고도 ‘말바꾸기’라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 발표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영구 처분, 중간저장, 재처리…우리는 어디로?
아무리 방식을 바꿔도 임시저장 용량이 곧 한계에 이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지금이 사용후핵연료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마지막 시점이라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는 ‘재처리 후 처분’ ‘직접 처분’ ‘위탁재처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은 직접 영구 처분
하기로 했으며, 이중 스웨덴과 핀란드가 부지를 선정한 상태다. 사용후핵연료 양을 확 줄일 수 있는 재처
리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인도 등 주로 핵무기보유국과 일본 등이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처리는 핵무
기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와 재처리된 연료를 사용하는 또 다른 원전 즉 고속증식로를 지어야한다는 부담
이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다른 국가에 맡기려고 했지만 비용과 운송 등의 문제로 사실상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영구처분장을 건설해 완전히 밀봉해버리거나 중간 저장시설에 옮겨 오랫동안 보관한 뒤 재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내에서는 건식 재활용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밀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아직은 실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영구처분할 수 있을까. 핀란드는 고준위폐기물을 직접 처분한다는 원칙
하에 2001년 ‘심지층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500m에 건설하고 있다. 스웨
덴은 2009년 처분장 부지를 선정한 뒤 2015년경 건설에 착수해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영구처분을 결정한 나라들은 지하 수백 m에 처분장을 건설하는 심지층처분 방식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이 결정이 성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심층시추공처분’ 등 대안 기술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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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전문
가들은 우리나라는 일단 ‘중간저장’을 통
해 시간을 번 뒤 선발국가의 동향을 벤치
마킹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식중간저장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시
간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주장도  최근 나오
고 있다. 강정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
학과 초빙 교수는 “기존의 *건식저장으로
도 사용후핵연료를 수십 년 이상 저장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100~200년 정도까지
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더
구나 사용후핵연료의 열량이 대체로 30년
마다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00년이 지
나면 원래의 10%로 줄어든다는 것도 중
간저장의 장점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목적지인 영구처분장 부지가 그만큼 줄어
들기 때문이다.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
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식은 10만 년이라는 시간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가능한 모든 기술적 
대안을 고려해보고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원전 부지에 중간 저장해야
중간저장시설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거나 현재 원전 부지 내에 만드는 방식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공
론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
고 현재 원전이 아닌 지역에 중간처분장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원전 등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위한 
부지 선정에만 무려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들었다. 이보다 훨씬 위험한 고준위폐기물은 얼마나 많은 시
간과 사회적인 비용이 들지 가늠하기 힘들다. 공론화 1.5년, 부지선정 3년, 건설 7년 등을 감안해 최소 
11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게다가 사용후핵연료의 이동 경로도 갈등의 현장이 될 것이다.
기존 원전 부지에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중간저장을 하는 방식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역 주
민에게 보상금을 줘야한다. 그러나 새로운 부지 선정보다는 쉬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역 사회
만 합의한다면 건설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지역사회가 저장
시설에 대한 수용성과 이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이미 원
자력 관련 시설에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어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덜하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분산식 관리 검토해야” :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인터뷰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더 이상 덮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부지, 시설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과학동아와 인터뷰에서 사
용후핵연료 중간관리와 관련해 “그동안 미뤄오면서 이미 상당히 늦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09년부
터 1년여에 걸쳐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마련 및 로드맵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원전사업에서 특히 어려운 과제로서, 선진국에서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최종처분사업은 핀란드와 스웨덴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추진단계에 들어섰고, 대부분의 국가는 관망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원전 수가 적은 나라는 임시저장수조에 보관하면 되니까 그리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요.”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여건상 중간저장 정책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
교안보상 재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복잡하며 독일은 원전 부지 외에 집중식으로 

*건식저장 : 건식저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사용후핵연료를 
콘크리트나 금속용기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운영비가 적고 시설용량 
확장이 쉬우며 작업자의 
피폭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부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일정기간 
습식저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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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3월호  ‘핵 쓰레기통이 넘친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3N006

· 다양한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 
·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분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아직 처분에 대한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고 부지가 
부족하다. 
·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반대운동에 부딪쳐 부지 내와 부지 외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건대 결국 원전 부지 외에 ‘집중식’으로 하는 방안과 부지 내에서 다루는 ‘분산식 관리’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곳에 중간저장시설을 짓는 집중식 관리는 부지 선정에 몇 년이 걸릴지 불확실하고, 적합한 부지가 어
디일지,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지, 원전 부지로부터 핵폐기물 수송은 어떻게 할지, 중수로와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따로 교체할지 등 어느 하나도 간단치 않은 과제라 지금까지와 질적으로 
다른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김 회장은 내다봤다.
그는 건식 재처리 방식, 즉 파이로프로세싱도 상용화까지 오래 걸리고 국제 기준으로는 재처리의 범주
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이므로,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접
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핵비확산을 기치로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영국도 재처
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역사적으로 보아도 원자력 정책의 핵심은 결국 
정부와 원전 규제에 대한 신뢰로 귀결됩니다.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실현성 있
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위 기사를 읽고,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을 논의해보자.

경주 방폐장 부지, 과연 ‘안녕’한가?

2014년 6월 준공 예정인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에는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폐기물이 
아닌 원전 내에서 사용된 부품, 작업복 등 중저준위폐기물을 보관한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핵종들의 반
감기를 고려해 최소 300년에서 최대 1000년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지켜본 경험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으며 300년 이상 내구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 방벽 외에 자연 방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폐장은 
암반이 단단하고 지하수 침투의 우려가 없는 지반을 선정해서 동굴처분 방식으로 핵폐기물을 보관한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은 300년은커녕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논란이 있었다. 2005년 주민투표로 방
폐장 부지를 결정하기 전, 당시 산업자원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중저
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는 이 부지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되 비공개로 하고 ‘부지안
전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활성단층이 없어서 지진발생가능성이 낮고, 양호한 암반지대이며 
투수성과 지하수 유속이 낮아서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암반은 튼튼한가? ￫ 우려
하지만 부지로 결정된 지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2009년 발표)의 내용은 정부 발표와 달랐
다. 양호한 암반의 근거가 된 암질지수(RQD·Rock Quality Designation) 값이 전혀 달랐다. RQD값이 
높으면 해당 시추공의 암반 회수율이 높다는 의미로 뚫은 암반이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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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서에는 “기반암의 RQD는 일부구간에서 50% 이하로 관찰되나, 대체로 
60~80%의 범위를 보인다”면서 “양호한 기반암 내에 처분동굴을 위치시키거나 공학적 보강을 통해 동
굴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돼 있다.
그렇지만 실제 부지조사 보고서에서는 4개 시추공의 평균 RQD값이 21~31%의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지조사보고서에서 불량한 기반암이라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틀린 숫자까지 인용해서 양호한 기반암으로 잘못 결론 내렸다.

지하수는 침출 가능성 없나? ￫ 우려
지하수도 마찬가지다. 부지조사 보고서 이후 추가 시추공을 뚫어서 좀 더 상세한 조사를 할수록 지반에 
흐르는 지하수는 풍부하고 유속이 빠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는 “기반암의 
수리전도도는 초속 2.84×10-9~1.77×10-6m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기술됐다. 아무리 빨라
도 하루에 8cm밖에 이동하지 않아 지하수 속도가 낮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후 평가된 지하수 속도는 가장 강한 암반에서조차 초속 2~7×10-4m로 평가돼 하루 평균 40m 
이동할 정도로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방폐장 지역 암반층이 방사성폐기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방벽 역
할을 하지 못해 방사성 물질이 한 달 이내에 표층수나 지표면까지 빠르게 이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공사기간이 애초 30개월에서 84개월로 늘어난 이유가 하루 최고 3000t까지 쏟아지는 지하수와 
무너지는 지반 때문이었다는 것도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지진가능성은 없나? ￫ 우려
방폐장을 지으려면 지진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을 피해야 한다. ‘지진 발생에 의해 방사성핵종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부지평
가위원회는 평가결과서에 “단층활동의 시기는 적어도 300만 년 전으로 판정됨”이라고 했다. 활성단층
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미 2003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월성원전 부지에서 각각 5km와 1.8km 떨어져 있는 
수렴단층과 읍천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확인했다. 단층 활동시기는 짧게는 3만 2000년에서 길게는 약 
8만 년 전과 12만 5000년 전으로 추정됐다.
경주 방폐장은 벌써부터 지하수 누수가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면 빠른 속도로 주
변으로 확산될 것이 명확해 보이는 경주 방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이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 선정 당시 부지선정
위원회 위원이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다.

방폐장 부지를 짓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경주는 방폐장 부지로 적절한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리해보자. 2

· 방사성 폐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낮고 튼튼한 암반이어야 한다. 
· 지하수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새지 않아야 하므로 지하수 침출이 없어야 한다. 
· 지진 발생으로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을 피해야 한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3월호  ‘경주 방폐장 부지, 과연 ‘안녕’한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3N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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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과학탐구
학습목표	 1. 원자력 발전의 기초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방사선의 종류와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핵심주제 원자력 발전의 기초 원리 

광물로 움직이는 세상, 우라늄

중성자 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는 우라늄 동위원소들
우라늄의 방사능을 발견한 인물은 1896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베크렐이었다. 그는 우라늄이 방출하는 
방사선으로 사진 감광 작용, 형광 작용, 기체 이온화 작용을 연구하는 등 최초로 방사 화학의 초석을 다
졌다. 1938년에는 독일의 과학자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우라늄235에 중성자를 때리면 바륨
의 동위원소가 생기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핵분열 현상을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우라늄은 원
자력 발전소의 연료와 원자폭탄의 주요 물질로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물론 최근에는 원자폭탄이 거의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우라늄은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된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우라늄과 원자폭탄에 쓰이는 우라늄은 같지 않다. 우라늄은 여러 동위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위원소는 원자번호는 같지만 원자량이 다른 형제 원소들을 말한다. 이들
은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르다. 우라늄은 중성자 수에 따라 우라늄234, 우라늄235, 우
라늄238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라늄235만이 중성자와 부딪혀서 핵분열을 잘 일으킨다.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에 쓰이는 우라늄의 관건도 바로 우라늄235의 구성 비율이다. 천연우라늄은 우
라늄235가 0.7%, 우라늄238이 99.3%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우라늄 동위원소의 함량을 조정하면 자
연과 달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라늄으로 바꿀 수 있다.
우라늄235를 2~5%, 우라늄238을 95~98%로 섞어 만들면 저농축우라늄이 된다. 이 저농축우라늄을 
원자로에 넣어 핵분열 시키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열만 발생시킨다.
반면 우라늄235를 95% 이상, 우라늄238을 5% 이하로 섞으면 고농축우라늄이 된다. 이 고농축우라늄
을 쉽게 폭발시킬 수 있는 용기에 넣은 후 폭탄으로 사용하면 폭발과 동시에 핵분열이 엄청나게 빠르고 
강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이다.

쓰임새가 다양한 고효율 연료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은 1㎏으로 석유 9000드럼, 석탄 3000t과 맞먹는 에너지를 만
들어낸다. 우라늄이 석유나 석탄과 같은 무게일 경우 우라늄은 화석연료보다 300만 배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다.
1000MW급 발전소를 1년 동안 움직이기 위해서는 석유 150만t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0t이면 충분
하다. 또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에 한 번 넣으면 15~18개월 동안 연료를 바꾸지 않아도 된
다. 이처럼 우라늄은 적은 양으로도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고, 연료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다른 화석 연료
에 비해 수송과 저장이 훨씬 쉽고 편리하다.

기사 출처 ‘광물로 움직이는 세상, 우라늄’ / 동아사이언스 2015. 9. 25. http://dongascience.donga.com/special.php?idx=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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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를 직접 그림을 그려 설명해보자. 

(예시)

핵심주제 방사성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원전 사고 5가지 핵심 쟁점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크게 두 가지다. 직접적으로 방사
성 물질을 맞아 입는 피해와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는 피해다.
전문가들은 일본 원전 사고로 우리나라가 입을 방사능 피해는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우선 거리가 멀
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방사성 물질이다. 원자로 밖으로 누출된 에어로
졸 형태의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유엔환경계획
(UNE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사고지역으로부터 1500km 이
상 떨어진 노르웨이나 영국에서까지 방사성 수치가 올라갔다(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치가 올라
간 것은 주변 수 백km). 방사성 물질이 상층의 바람을 타고 이동한 것이 원인이었다. 체르노빌 사고는 
흑연감속로에 큰 불이 나면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졌고, 연료봉이 녹아 생긴 방사성 물질이 상승기류를 
타고 10km 상공까지 날아갔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많지 않은데다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1100km) 편서
풍의 영향을 받는 상승기류의 방향이 동쪽이라 큰 위험이 없다. 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
장은 “①바람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전부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고, ②1~3호기의 연료봉이 모두 녹아
서 방사성 물질이 노심 외부로 방출되며 ③격납건물 밖으로 설계기준(0.5%)의 10~15배가 빠져나간다
고 계산해도, 한국에 도달하는 방사선량은 0.3mSv(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자연적으로 쐬는 방사선량인 1mSV보다 낮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은철 교수도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온다고 해도 에어로졸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방으로 퍼져가면서(확산) 날아
와 희석된다”며 “방사선량 수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선량 수치, 제대로 이해해야
언론에서 자주 혼동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중 하나는 방사선량이다. 방사선의 강도는 물론, 
시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안 된다. 또 방사성 물질이 일으키는 위험 중 일부(방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무거운 우라늄 원자핵에 중성자가 충돌하면 연쇄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핵분열 후 만들어진 생성물의 질량 합은 핵분열 전 반응물의 질량 합보다 감소하는데, 감소한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1

그림 출처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비상교육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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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의 강도에 의한 영향)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방사선량 수치를 보자. 이 수치는 시간을 고려해야만 의미를 갖는 값으로 그 자체의 높고 낮음만 비
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방사선의 절대적인 ‘강도’와는 다른 수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 18일 밤 후쿠시마 제1원전 사무실의 방사선량은 1시간에 3.244mSv였다. 3월 
20일 국내 언론에서는 이 수치가 “울릉도 기준치의 2만 3000배를 넘었다”며 흥분한 어조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방사선을 1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온몸에 쐬었을 경우 인체가 이만큼을 받는다는 
뜻이다. 평소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방사선을 말 그대로 1시간 동안 쐬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다. 만약 실수로 이 공간에 잠시 발을 들였다가 10초 만에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받
은 방사선량은 0.009mSv다(3.244/360초). 만약 100초(1분 40초) 동안 우왕좌왕하다 나왔다고 해도 
0.09mSv가 된다. 이 정도는 1년 동안 일반인 1명이 쐬는 방사선량인 1mSv의 10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이보다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
곤 한다. 예를 들어 한번 CT 촬영을 
하면 (촬영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모두 더해서) 6.9mSv의 방사선을 
쐰다. 분명 안 쐬는 것보다 건강에 
나쁘고, 여러 차례 경험한다면 위험
하겠지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
길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 어지러움증이나 구토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방
사선량은 약 1000mSv부터다.
방사선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방
사성 물질이 인체에 흘러 들어왔을 
때 입는 피해다. 이는 방사성 물질
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르다. 이
번에 가장 문제가 된 요오드 131, 
세슘 137, 스트론튬 90은 각기 영향
을 미치는 양도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르다(그림 참조). 방사선량 수치만 가지고 막연한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1년 4월호 ‘원전 사고 5가지 핵심 쟁점’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104N006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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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과 그에 따른 인체 피해에 대해 정리해보자. 

방사선량에 따른 인체 피해에 대해 정리해보자. 

핵심주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고리1호기 가동 중단 ‘방사성 때’ 어떻게 벗길까

원전 해체란 허가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뒤,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영구정지한 다음 5년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승인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총 해체 기간은 해체 계획 승인 기간(최소 5년)을 포함해 완전히 부지를 복원하기까지 15년 이상이 필
요할 것이다.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은 운영 중에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원자로 압력용기와 배관, 콘크리트 
구조물 등 주요 시설을 해체하는 ‘절단 및 철거’,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부지의 오염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는 ‘복원’ 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과정은 운전 중에 시설 내부에 누적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과 방사성 폐
기물 처리 분야다.

원전을 해체할 때 가장 먼저 제염을 하는 이유
원자력 발전소나 연구용 원자로 같은 원자력 시설에서는 운영되는 동안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중성자

방사성 물질 인체 피해

요오드 131 반감기 8일. 갑상샘에 축적돼 암 유발. 비방사선 요오드를 미리 복용하면 갑상샘 흡수 방지 

세슘 137 반감기 약 30년. 오래 침착되기 때문에 근육에 축적 위험이 있음. 암 유발.

스트론튬 90 반감기 29년. 뼈에 흡수. 골수암 위험. 

방사선량(mSv) 국소 피폭 전신 피폭

200  임상 증세가 확인

500  혈중 림프구 감소

1000  10% 어지러움과 구토

2000 수정체 혼탁  

3000 탈모  

5000 백내장, 영구 불임 50% 사망

10000 피부 전체 손상 100% 사망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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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방사성 핵종이 생긴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설 내에 점차 축적되는데, 가동 기간이 길
면 길수록 시설의 방사선 준위(방사선을 흡수한 양)가 증가한다. 이 때문에 원자력 시설은 운영기간 중
에 유지보수 작업을 해야 하고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원전을 중단한 다음에도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작업자가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이 원자력 시설 곳곳의 방사선 준위를 낮추는 제염이다. 원자로나 증기발
생기처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정도가 높은 부분(일차계통)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을 씻어낸다(그림 참
조). 이런 작업을 거쳐야만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다.
원전을 해체한 다음에도 제염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을 쉽게 분류하거나, 일부 폐기물
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원전 시설의 바닥이나 벽면 등 건물도 제염한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잘 제거됐는지를 ‘제염계수’로 나타낸다. 제염계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전의 방사선 준위 또는 농도를, 제거 뒤의 방사선 준위나 농도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제염이 효과적이다. 일차계통을 제염하는 경우, 제염계수가 5~40이 되도록 방사성 물질을 없애
는 게 목표다.

까다로운 ‘방사성 때’, 어떻게 벗길까
어떻게 오염됐느냐에 따라 제염 방법이 달라진다. 어떤 것은 표면에만 액체나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
질이 접촉해 묻어 있는 수준이므로 높은 마찰과 압력으로 때를 벗기듯이 물리적으로 닦을 수 있다(비
고착성 오염). 하지만 오랫동안 방사성 물질이 닿으면서 재료 자체가 방사성 물질로 변했거나 산화된 
부분(고착성 오염)은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는 닦이지 않는다. 화학제를 이용해 화학적으로도 벗겨내
야 한다.
 
해체 작업 뒤에도 방사성 물질이 나올까?
원전을 해체한 뒤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이 나온다. 1100MWe급 원전을 해체할 때 생기는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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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약 50만t 정도인데, 이 가운데 방사성 폐기물은 5% 미만이다. 금속 폐기물이 약 60%, 콘크리
트 폐기물이 약 30% 정도다. 원전을 가동할 때 생기는 폐기물은 대부분 방사선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
업복이나 장갑, 공구, 그리고 설비를 교체하면서 생긴 금속이다. 반면, 해체 작업을 하는 동안 생기는 방
사성 폐기물은 원전을 구성하던 부품이다. 압력용기와 내장품, 수조 콘크리트, 냉각재 펌프, 열교환기 등 
부피가 크고 방사선 준위가 높다. 건물을 부수면서도 방사성 폐기물이 생기는데, 방사선 준위는 상대적
으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폐기물에 따라 물리 화학적인 특성이 다르고 방사선 준위도 다르므로, 폐기물
을 분류해 알맞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폐기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모두 다 땅에 묻어야 할까?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선 준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구분한다. 대부분은 극저준위
에 속한다.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 준위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핵종별 허용농도보
다 100배 미만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드럼에 넣고 밀봉한다. 국내 원전을 해체할 때에는 총 1만 4500개의 드럼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 고준위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미리 제거한 뒤 해체를 시작하므로 고준위 폐기물은 
없고, 중준위가 약 4%, 저준위가 약 29%, 그리고 나머지 67% 정도가 극저준위 폐기물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지하 500~1000m의 암반에 처분하도록 권고한다(심
층처분 방식).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지하시험시설을 만들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준위 
폐기물은 지하 100~300m의 적절한 지층에 처분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지하에 매립하려면 
암반층이 지질학적으로 안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저준위 폐기물은 지하 약 30m 이내 깊이에 천연 방벽 또는 인공 방벽을 이용해 처분할 수 있다(표층처
분 방식). 훨씬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공방벽을 설치한다. 극저준위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비슷하
게 그냥 매립하면 된다.
해외에서는 주로 표층처분 방식으로 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한다. 하지만 국내 경주에 있는 방폐장에서는 
지하 100~300m 깊이의 암반 내 또는 지하 동굴에 자연방벽과 인공방벽을 이용해 폐기물을 처분한다. 

그림 출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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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굴처분 방식과 표층처분 방식을 모두 지을 수 있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저준위 폐기물이라 할
지라도 훨씬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동굴처분 방식을 택했다. 현재는 해체 시에 발생하는 대량의 저준
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는 단순 매립형 처분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과정을 모둠원과 함께 정리해보자. 

원전을 해체할 때 가장 먼저 제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해보자. 

1

2

해체 과정 설명

제염 운영 중에 발생한 오염을 제거

절단 및 철거 원자로 압력용기와 배관, 주요 시설(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방사성 폐기물 
분류 및 처리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

복원 부지의 오염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

자력 시설 곳곳의 방사선 준위를 낮추기 위해서, 원자로나 증기발생기처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정도가 높은 
부분(일차계통) 내부의 방사성 물질을 씻어낸다. 이런 작업을 거쳐야만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8월호 ‘고리1호기 가동 중단 ‘방사성 때’ 어떻게 벗길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8N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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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발전소 건설 관련 패널토의
학습목표	 1.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패널 토의를 통해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다. 

3차시	교재

핵심주제 합리적 의사결정

패널토의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자. 패널토의는 제시된 주제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중으로 구성된다. 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찬성, 반

대, 청중의 역할을 정해보자. 청중은 패널토의가 끝난 이후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
하게 된다. 전문가 집단은 되도록 찬성과 반대 동수로 구성하고, 최소 3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FACT]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사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통령 3호 업
무지시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지(셧다운)한 데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
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고리 5,6
호기 건설 백지화 여부는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공백은 신재생에너지로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다. 이 일환
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고, 2030년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까지 높이겠다는 대략적 정책 방향도 내놨다. 국내 전력 공급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이 사라진 
뒤, 안정적 전력 공급은 가능할까?

원전 찬성 전문가 원전 반대 전문가 
청중 이름

이름 특징 이름 특징

    

       

     

     

1

2

기사 출처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 원전 사라진 뒤, 전력수급 가능할까?’ / 동아사이언스 2017. 7. 1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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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상승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FACT]  탈석탄·탈원전을 향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력거래
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전력수요전망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당초 예상보다 
11.3GW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규모 원전 8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탈원전 이후에
도 전력 수급엔 문제없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원자력 발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가격이다. 초기 발전소 건설 비용은 높지만, 핵이 분열하며 나오
는 열의 양이 막대하다. 연료비가 싼 점을 생각하면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늘도 있
다. 방사선과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후처리 비용이 다른 발전 방식보다 높
다. 과연 원자력은 정말 가장 싼 에너지원일까? 원자력 발전이 사라진 뒤 전기료가 더 올라가진 않을까?

입장 안정적인 전력 수급 문제 의견

탈원전 
찬성

· 24기의 원전을 정상 가동하며 LNG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면 점차적으로 수급을 맞춰나갈 수 있다.
· 전력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엔 태양광과 풍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 반응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기술이나 전력저장장치와의 연계를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을 증가시켰다.

탈원전 
반대

· 당장은 석탄발전, 원전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다.
· 대안으로 제시되는 LNG와 재생에너지는 공간 및 기술의 한계가 있다. 
· LNG는 우라늄과 달리 연료 가격이 불안정하다.
· 재생에너지로 1400MW급 원전 1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은 서울 면적 4분의 1에, 풍력은 서울 
면적 1.4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는 바람, 태양 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엔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대비하긴 어렵다. 
· 우리나라는 햇빛이나 바람, 물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 육상에서의 풍력잠재량을 보면 
우리나라를 1로 볼 때 독일은 35로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한다. 

입장 전기료 상승 문제 의견 제시

탈원전 
찬성

· 탈원전 후 독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휘발유 가격은 하락해 전체 전력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 원전은 폐로와 폐기물 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싸지 않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불해야 할 위험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탈원전 
반대

·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다. 전기료는 오를 것이다. 
· 1kWh 당 발전 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화력(73.8원)을 줄이고, LNG(101.2원), 
재생에너지(156.5원)로 전기를 만들면 원가가 상승해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 탈원전 선언 후 전력의 35%를 청정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 독일은 프랑스보다 전기료가 두 배 
가까이 높다.
· 에너지 발전 단가엔 원전 건설 및 운영, 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등 모든 
사후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 모든 사후처리 비용을 포함해도 원자력에 비해 LNG는 49% 비싸고, 
재생에너지는 131% 비싸다.

3

기사 출처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②] 전기료 정말 안 오를까?’ / 동아사이언스 2017. 7. 17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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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계속 운영했을 때,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보자. 

[FACT]  탈원전을 향한 정책 검증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발표했다. 90여 일 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발맞춰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안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
성해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전 찬반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갈등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다. 원자력 발전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
구하고 발목을 잡는 한 가지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정성은 찬핵 단체와 탈핵 단체들의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원자력 발전은 정말 위험할까?

자신의 의견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보자. 

4

5

입장 원전 위험성, 안전성에 대한 의견 제시

탈원전 
찬성

· 국내는 원전 밀집도, 원전 단지 규모, 부지별 밀집도, 원전 인근 인구가 모두 세계 1위기 때문에 
사고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 재난으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문제다. 국내 원전 인근 지역에는 세계 
평균보다 8배가 넘는 인구가 모여 있다. 
· 부산~울산~경주 일대에 건설된 20여기의 원전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주변에 
세워졌다.

탈원전
반대

· 원안위의 다수호기 관련 규정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엔 “원자로 시설 간 
안전관련 설비를 공유하지 않아 설비 고장이 다른 원전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운영 중인 원전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지어졌다.
· 격납용기가 없던 체르노빌 원전과 달리 국내 원전 격납 건물은 1.2m 두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
·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지진이 아닌 쓰나미가 문제였다. 
· 현재까지 대형원자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1명으로 모두 체르노빌에서 나왔다. 이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매우 작은 수치다.

기사 출처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③] 원전 정말 위험한가?’ / 동아사이언스 2017. 7. 25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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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토론의 법칙’과 ‘토론의 기본’ 내용을 참고해 토론을 시작한다. 

토론의 법칙
① 기본적인 토론 형식
· 토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토론 형식에 맞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토론이 진행되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기본적인 형식은 입론, 반대 심문, 최종 변론의 세 부분입니다. 
· 각 입장의 최종 변론 후, 심판에 의한 판정으로 결론이 납니다. 
· 입론은 논제에 대한 긍정측 또는 부정측의 변론입니다. 각 입장에서 왜 논제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가를 
증거에 기반해 변론합니다. 
· 학교 교육 토론에서는 팀의 토론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입론을 합니다. 
· 반대 심문은 상대측 주장의 모순이나 문제점 또는 의문점 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논쟁을 진행합니다. 
· 최종 변론은 입론과 반대 심문이 모두 끝난 뒤, 긍정측과 부정측 각자 입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② 표준적인 토론 형식 
· 표준적인 토론 형식은 ‘긍정측 입론(6분) ￫ 부정측 입론(6분) ￫ 작전 타임(2분) ￫ 부정측 최종 변론(3분) 
￫ 긍정측 최종 변론(3분) ￫ 판정’으로 진행됩니다. 
· 토론은 긍정측의 입론으로 시작해서 긍정측의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 됩니다. 
· 토론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논의를 진행합니다. 

③ 응용형 토론 형식 
· 응용형 토론은 반대 심문을 두 차례 실시하는 방식으로 공격과 수비를 상호 반복하게 됩니다. 
· 토론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형식이 아닙니다. 토론에 익숙해진 단계에서 논의가 고조되는 방
식입니다. 
· 응용형 토론의 절차와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은 ‘긍정측 입론(6분) ￫ 부정측 입론(6분) ￫ 작전 타임(1분) ￫ 부
정측 반대 심문(10분) ￫ 긍정측 반대 심문(10분) ￫ 작전 타임(1분) ￫ 부정측 반대 심문(8분) ￫ 긍정측 반대 심
문(8분) ￫ 작전 타임(1분) ￫ 부정측 반대 심문(6분) ￫ 긍정측 반대 심문(6분) ￫ 판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④ 교육 토론의 기본 형식 
· 교육 토론의 대표적 형식은 전통형 토론과 심문형 토론입니다. 
·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긍정측과 부정측 양측의 토론 참가자 수가 같아야 합
니다. 둘째, 양측의 소요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셋째, 맨 처음과 맨 나중은 반드시 긍정측이 변론
합니다.

토론의 기본: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의 바람직한 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의 말을 집중해 끝까지 듣는다. 
· 상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듣는다. 
· 상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한다. 
· 상대의 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 상황과 맥락, 메시지, 듣는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주장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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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정리해보자. 

주장  

근거

·  

·  

·  

·  

·  

· 

대응
논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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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과 토론을 잘 경청한 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결로 의사결정을 해보자.

평가 기준

점수

찬성팀 반대팀

배점 계 배점 계

입론

토론의 쟁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5  5  

주장에 대한 논거가 객관적이고 참신하다. 5  5  

확인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5  5  

확인
심문

토론의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5  5  

상대방 주장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질문한다. 5  5  

반론
1

상대방 입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대 논리를 논리적이며 
사실적으로 모순 없이 논박한다.

5  5  

토론의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5  

주장과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논리적이며 타당하게 연결한다. 5  5  

반론
2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을 적절하게 부각시킨다. 5  5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증거나 이유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한다. 5  5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응대해 중심 논점을 적절하게 부각시킨다. 5  5  

반론
 3

상대방 논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을 통해 반론을 논리적으로 
제기한다. 

5  5  

자신의 일방적인 쟁점만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논점을 조목조목 
반박해 설득한다. 

5  5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나 자료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한다.

5  5  

최종
발언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의 큰 흐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다.

5  5  

반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적절하게 보충하며 자신들의 최종 결론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5  5  

언어
표현

토론 내용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표현한다. 5  5  

분명하게 발음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  5  

태도
심판에게 예의바르게 대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5  5  

규칙 토론시간을 잘 지킨다. 5  5  

심사위원                              (인) 합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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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뜨거운 태양이 연구실에? 인공태양 케이스타

태양은 가장 큰 에너지 자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석연료도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왔
지요. 예를 들어 석탄은 원시 지구에 살던 식물이 땅에 묻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졌어요. 식물
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광합성으로 성장했고요. 수력이나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강이 흐르거나 
기압차로 바람이 부는 것도, 사실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태양의 눈부신 비밀

태양을 처음으로 관측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그 정도로 오래 관찰 대상이었으며 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임에도 태양은 한참 동안 지구 주위를 도는 천체 취급을 받았다. 태양이 지구에 전해주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조차 쉽게 알아내지 못했다. 켈빈 경이나 러더퍼드 같은 당대 최
고의 과학자가 태양 에너지의 원천으로 중력수축이나 방사성 붕괴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태

01 핵융합에 대한 과학적 탐구
학습목표	 1.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핵융합의 장점과 단점,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4.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데 어려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통  합 
과  학 인류의 꿈, 땅 위의 ‘인공태양’

	1차시	교재

기사 출처 어린이과학동아 2015년 1호 ‘뜨거운 태양이 연구실에? 인공태양 케이스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1501N009 



275

양이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밝혀졌고, 태양과 같은 별이 일으
키는 핵융합 반응으로 우주에 있는 원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20세기 중반에야 분명해졌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해보자. 

핵심주제 핵융합의 원리

핵융합의 원리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공식인 ‘E=mc2’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를 다룬 논
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공식은 원자핵 반응에서 나타나는 질량결손(줄어듦)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음
을 암시했다. 하지만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를 처음 제대로 알아챘던 사람
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였다. 1921년 독일인 학자가 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원
리’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할 때, 그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통해 원자핵의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발견은 핵분열 반응에 적용됐고, 훗날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폭
탄으로, 페르미 자신에 의해 원자력 발전으로 실현됐다.
한편에서는 핵분열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의 물리학자 프랜시스 애스턴
은 원자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 헬륨 원자 하나의 질량이 수소 원자 네 개의 질량보
다 약간 작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아서 에딩턴은 1920년 ‘과학 진보를 위한 영국 연합회의’
에서 “네 개의 수소가 결합해 헬륨 하나를 만든다면, 항성(별)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을 것”이
라고 예견했다. 실제로 이후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태양과 같은 별의 에너지원이 핵융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운데로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의 원리

원소에는 ‘질량결손 에너지’라는 게 있다. 이 에너지가 크면 그 원소는 과잉 질량을 지닌다. 그러면 마치 
높은 위치 에너지를 지닌, 즉 궤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롤러코스터처럼 불안정해진다. 이런 원소는 에
너지를 방출하며 안정적인 원소로 변한다. 원소별 질량결손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소번호 26번
인 철에서 최저점을 갖는다. 철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별의 중심부에 철이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원자번호가 철보다 작은 원소는 여분의 질량을 가진다. 따라서 가벼운 두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 과잉 질
량을 에너지로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원소가 된다. 반대로 원자번호가 철보다 큰 원소는 분열을 일으켜 
안정적인 원소가 된다. 가벼운 두 원자가 결합해 무거운 원자를 만드는 과정이 핵융합이고, 무거운 원자
가 가벼운 원자로 쪼개지는 과정이 핵분열이다.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쿨롱 반발력)을 갖고 있다. 이를 이겨내고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원자핵을 고온의 플라스마 
상태로 가열해야 한다. 

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2년 12월호 ‘태양의 눈부신 비밀’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12N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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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을 하게 되면 반응 전과 후의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이 변한다(질량결손). 이 질
량이 아인슈타인의 ‘E=mc2’ 공식에 따라 질량결손 에너지가 되고, 핵융합 에너지가 된다. 비록 변하는 
질량은 매우 작지만, 여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매우 큰 양을 곱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에너지를 얻
게 된다.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핵분열과 핵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의해 정리해보자. 

원자번호가 철보다 작은, 가벼운 두 원자가 결합해 과잉 질량을 에너지로 방출하면서 무거운 원자를 만
드는 과정이 핵융합이고, 원자번호가 철보다 큰, 무거운 원자가 가벼운 원자로 쪼개지면서 과잉 질량을 
방출하는 과정이 핵분열이다.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핵융합을 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토의하고 
정리해보자.

핵융합을 하게 되면 반응 전과 후의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은 줄어든다. 줄어든 질량이 
‘E=mc2’에 의해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서 큰 에너지를 얻게 된다.

핵심주제 핵융합의 장점과 발전

핵융합의 장점과 발전

0.03g 연료로 한반도 끝까지 간다
태양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수소 핵융합은 별에서나 가능한 초고온, 
초고밀도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
소와 삼중수소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들은 지구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로도 핵융합 반응
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강력한 장점도 많다.

1500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연료
먼저 연료가 풍부하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추출하면 되고, 삼중수소는 리튬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바
닷물 1L에는 약 0.03g의 중수소가 들어 있는데 이 양만으로도 300L의 휘발유와 같은 에너지를 낼 수 있
다. 자동차로 서울과 부산을 세 번 왕복할 수 있는 에너지다. 삼중수소는 중수소와 달리 12.3년의 반감기
를 갖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수소보다 조금 무거운 원소인 리튬을 이용하면 만들 수 있는데, 리튬은 지표
면과 바다에 약 15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다.
안전하기도 하다. 핵융합발전소는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운전이 차단돼 사고의 위험이 없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초고온 플라스마의 경우, 만에 하나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플라스마 특유
의 불안정한 특성 때문에 바로 소멸되고, 폭발위험이 없다.
에너지 효율도 높다. 1g의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시간당 10만kW의 전기를 생

2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핵융합의 원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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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할 수 있다. 이는 석유 8t이 생산해 내는 에너지와 같다. 300g의 삼중수소와 200g의 중수소만 있으면, 
고리원전보다 약 2배 큰 100만kW급 핵융합발전소를 하루 동안 가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융합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내놓지 않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지 않는다. 중수
소-삼중수소 핵융합 과정에서는 중성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중성자가 핵융합로와 부딪혀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기는 한다. 하지만 이 폐기물조차 50~100년이 지나면 독성이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떨어
진다.

최종 왕관은 누구에게
핵융합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기술은 가속
기로 중수소 빔과 삼중수소 빔을 각각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킨 뒤 서로 충돌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핵융합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낮아 실용화될 수 없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
과를 통해 핵융합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 즉 고온의 플라스마 상태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가둬서 원자핵끼리 서로 만날 기회를 높이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전문가 집단에서 주장하는 핵융합 발전의 장점과 그 근거에 대해 토의하고 정리해
보자.

전문가 집단에서 주장하는, 핵융합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정리해보자. 

핵융합 발전을 위해 가속기로 중수소 빔과 삼중수소 빔을 각각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킨 뒤 서로 충돌시
키는 방법이 있다. 고온의 플라스마 상태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가둬서 원자핵끼리 서로 만날 기회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2

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핵융합의 장점과 발전’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04 

장점 근거

연료가 풍부하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추출하면 되고, 삼중수소는 리튬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바닷물 1L에는 약 0.03g의 중수소가 들어 있다. 리튬은 지표면과 바다에 약 
15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다.

안전하다. 
핵융합발전소는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운전이 차단돼 사고의 위험이 
없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300g의 삼중수소와 200g의 중수소만 있으면, 고리원전보다 약 2배 큰 100만 
kW급 핵융합발전소를 하루 동안 가동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거의 내놓지 
않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지 않는다.

폐기물조차 50~100년이 지나면 독성이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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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핵융합의 난관

핵융합의 난관

1억 K짜리 보온 주전자를 만든다면?
자기장을 이용한 핵융합 장치(토카막, 스텔러레이터)를 주전자와 비교해 보자.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고
온(약 1억 K. 0K은 영하 약 273℃)의 플라스마가 자기장에 의해 가둬져 있듯, 주전자 안에는 물이 가둬
져 있다. 이때 가스레인지(외부 에너지 공급)를 이용해 물 온도를 100℃까지 올린 뒤 가스레인지를 꺼 
보자.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은 주전자의 보온 성능과 관련이 있다. 물이 식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
리는 주전자가 보온 성능이 좋은 주전자다.
이 원리를 핵융합 장치에도 적용해 보자. 온도가 최초의 약 36%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에너지 가
둠시간(confinement time, 이하 가둠시간)’이라고 한다. 핵융합에서는 플라스마의 온도가 1억 K까지 
올라가므로 온도가 3600만 K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둠시간이 된다. 핵융합 장치의 가둠시
간 역시 길수록 좋다. 딱 하나 주전자와 다른 게 있다. 핵융합 장치는 스스로 에너지(열)를 생산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만약 이 에너지가 어느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어떨까. 이 장치는 외부에너지 공급 
없이도 플라스마를 영원히 1억 K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외부 에너지 없이도 플라스마가 식지 않는 
최소 가둠시간을 ‘임계가둠시간’이라고 하는데, 만약 플라스마 온도가 1억 K이고 밀도가 1020m-3라면, 
임계가둠시간은 약 4초 정도가 된다. 이 말은 만약 가둠시간이 4초가 되는 핵융합 장치를 만들 수만 있
다면, 연료(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넣어주기만 하면 반영구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다. 바로 경제적인 핵융합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단계다.

야생마 같은 난류 길들이기
지금까지 연구했던 핵융합 장치의 에너지 가둠시간은 약 0.2~0.3초 정도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핵융합 장
치의 보온성을 지금보다 10~20배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온인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야 한다. 
잠깐 딸기 잼이 채워져 있는 도넛을 상상해 보자. 도넛 안에는 딸기잼이 들어가는 공간과 잼이 없는 부분
이 있다. 마찬가지로 토카막(도넛) 안에도 플라스마(잼)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구별돼 있다. 때문에 
토카막 안에는 플라스마의 경계, 즉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위가 생긴다. 불과 1m를 사이에 두고 1억
K와 1000K라는, 아찔할 정도로 큰 온도차와 그에 따른 밀도차가 발생한다. 자연은 이렇게 커다란 차이
를 놔두지 않는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합치면 미지근하게 되듯, 자연은 열평형 상태를 만들고자 한
다. 똑같은 현상이 토카막 안에서도 발생한다. 과연 인류는 이런 거대하고 막강한 ‘자연’의 힘을 이기고 
고온의 플라스마를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연구자들의 최대 고민이었다.
다행히 인류는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이 괴물 같은 자연과 싸워 이기는 방법(열 비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했다. 그런데 자연은 결코 만만치 않아서, 이번에는 새로운 카드로 연구자들을 괴
롭히고 있다. 바로 고온과 저온의 영역이 잘 나뉘어 있는 플라스마를 난류 상태로 휘저어 버리는 현상이다. 

재료 문제 역시 풀어야
마침내 플라스마 가둠시간을 4초 이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단계다. 이
때부터는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바로 재료다. 플라스마의 가장자리 온도가 1000K 이하라 
할지라도, 이 온도조차 오래 견딜 수 있는 재료는 흔하지 않다. 더구나 플라스마 연료(중수소, 삼중수소)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를 찾아야 한다. 또 플라스마가 불안정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돌발현상은 순간적으
로 상당히 높은 열을 핵융합장치 내벽에 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핵융합장치의 수명
이 짧아질 것이다. 때문에 플라스마 연구자들은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재료 연구자들은 높은 열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고 있다. 다행히 문제를 잠재울 궁극의 재료들이 연구되고 있다.

*에너지 가둠시간
케이스타 등의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플라스마 
유지시간(plasma pulse 
length)’은 가둠시간과 
전혀 다른 수치다. 플라스마 
유지시간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 받는 상태로 플라스마를 
가동하는 시간이다. 이 수치는 
꽤 커서, 현재 케이스타 등 
토카막에서는 수십 초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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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이 핵융합을 실현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토의하고 정리해보자. 

에너지 가둠시간을 늘리기 위해 핵융합 장치의 보온성을 높여 고온인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플라스마의 경계 부분에 큰 온도차와 밀도차가 생기는데 열 비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고온과 
저온이 잘 나뉘어 있는 플라스마를 난류 상태로 휘저어 버리는 현상을 제어하는 것이 힘들다. 플라스마
의 초고온을 오래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찾아 핵융합장치의 수명을 길게 해야 한다. 

1
모집단으로 돌아가 전문가 
집단에서 토의하고 정리한 
내용을 다른 모둠원에게 
돌아가며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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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영상
‘꿈의 에너지 핵융합 우리가 
이끈다’ / YTN 사이언스 
2017. 12. 14.
https://
www.youtube.com/
watch?v=CZ6XeqD6QD4 

02 핵융합 시설에 대한 토의
학습목표	 1. 우리나라 핵융합 장치인 케이스타와 국제 핵융합 장치인 이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2차시	교재

프롤로그
동영상을 보고 케이스타가 이터 건설을 주도하는 이유를 정리해보자.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인 케이스타가 이터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스타 핵융합로 운전 기술과 장치가 이터의 핵심기술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주제 핵융합 선진국의 주역 ‘케이스타’

핵융합 선진국의 주역 케이스타	

양 부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맞춰야 하는 복잡한 장비들을 무려 40개월에 걸쳐 현장에서 꼼꼼히 조립
해 냈다. 조립설계 기간까지 합하면 4년 반이 걸린 대사업이었다. 그는 “혼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손사래
를 쳤지만,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남모를 고생을 털어놨다. “중압감이 컸죠. 토카막형 핵융
합 장치는 각각의 단계마다 조립공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매 순간이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었어요. 더구나 세계에서 거의 처음으로 진행하는 조립공정이다 보니 참고할 자료도 없었어요.”

한국을 변방에서 핵심으로 이끈 주역

케이스타는 세계적으로도 깜짝 놀랄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은 서울대와 카이스트,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에서 실험실 규모의 소형 토카막 장치들로 기초연구들을 하던 이 분야의 변방이었다. 그런 한국이 난데
없이 중형 핵융합 장치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당시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초전도자석을 이용
한 첨단 토카막이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상전도 자석을 이용한 토카막은 꽤 연구가 된 상태였다. 하지
만 상전도 자석은 전류가 높아졌을 때 저항 때문에 고열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모두가 초전
도 방식의 토카막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생각은 1980년대 중반 이터(ITER, 국제핵융합실
험로) 프로젝트가 출범하면서 현실이 됐다.
변방에 불과하던 한국은 승부수를 던졌다. 미국이 연구 축소로 주춤하는 틈새를 노려 최초의 초전도 토
카막인 케이스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중국은 뒤늦게 다른 재료를 쓰는 초전도 토
카막 장치 ‘이스트(EAST)’를 개발하며 케이스타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나이오븀-티타늄 합금을 
초전도 선재로 썼는데, 제작 시간이 빨랐다. 반면 나이오븀-주석 합금을 초전도선재로 쓰는 케이스타는 
재료 특성상 열처리가 필요했다. 전자석 하나를 열처리하는 데 한 달 반이 걸릴 정도였다. 자연히 제작 
기간도 길어졌다. 결국 중국의 EAST에 비해 2년 남짓 완공이 늦어졌지만, 케이스타가 사용한 재료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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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전조건에서 더 안정성이 뛰어나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08년 첫 
운전에서 플라스마 발생에 성공하고 2010년 플라스마의 감금효율이 급상승하는 ‘H-모드’를 달성했다. 
더구나 케이스타는 이터에서 건설할 대형 실험로와 똑같은 재료를 쓰고 있어 이터 건설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2014년 9월 1만 번 째 실험 돌파한 케이스타

현재 케이스타는 연구원들의 노력과 끊임없는 성능 개량으로 꾸준히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있다. 2014
년 9월에는 1만 번째 실험을 돌파하기도 했다. 양형렬 부장은 “1만 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숱한 실
험에도 기기가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초전도 토카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술
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스타는 고효율 작동 상태인 H-모드의 지속 시간을 
수십 초 수준으로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다. 플라스마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 문제(ELM)를 억
제하고, 케이스타만의 장점(예를 들어 매우 낮은 자기장 오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
제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장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케이스타는 ‘미니 이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면에서 닮았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들었다. 케이스
타는 이터를 축소해 작은 규모로 실험하는 소극적인 장치가 아니라는 거다. 오히려 ‘이터 이후’를 준비하
는 미래형 실험장치라는 뜻이다. 양 부장은 “케이스타는 처음부터 이터의 운전 영역을 넘어서는 고성능 
운전 시나리오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며 “한국형 핵융합로를 건설할 때까지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공학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할 게 더 많은 
장비라는 뜻이다. 케이스타는 한국을 핵융합의 변방에서 중심부로 단번에 진입시킨 빼어난 장비다. 더
구나 수십 년 뒤까지 연구할 수 있는 미래형 시설이기도 하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양 부장은 4년이 넘는 
시간을 잠 못 들며 지름 높이 10m의 거대한 기계를 조립했던 것이리라.

한 모둠에서 각자 맡은 모자 색깔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한국형 핵융합 장
치인 케이스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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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 역할에 따른 자신의 생각

흰색 모자

(케이스타가 무엇인지 발표) 
한국에서 만든 중형 핵융합 장치로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첨단 토카막 장치다. 초전도선재로 
열처리가 필요한 나이오븀-주석 합금을 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초고온을 유지해 플라스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잘 가둔 상태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 초전도를 이용해 자기장을 만든다. 

빨간 모자

(케이스타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발표) 
소형 토카막 장치로 기초연구를 하던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최초의 초전도 
방식의 토카막을 건설하려고 시도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자랑스럽다. 남들이 하는 연구를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두에 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학자들처럼 나도 세계 
선두에서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노란 모자

(케이스타의 긍정적인 부분 발표) 
상전도 자석을 이용한 토카막에서 문제점을 해결한 토카막이다. 최초의 초전도 토카막이고, 
사용한 초전도선재가 같은 운전 조건에서 안정성이 뛰어나고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터에서 건설할 대형 실험로와 같은 재료를 쓰고 있어 이터 건설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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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을 서로 평가해보자.

검은 모자

(케이스타의 부정적인 부분 발표) 
아직 해결해야 할 연구 문제가 많다. 초전도를 유지하기 위한 극저온과 플라즈마를 유지하기 위한 
초고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 플라스마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 
문제를 억제하는 문제나 오랜 시간 플라스마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는 상용화까지 오랜 연구 
기간과 연구비가 필요하다. 

녹색 모자
(케이스타의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표) 
핵융합 분야 과학자를 많이 배출해 함께 연구하게 하고, 이런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장치, 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 

파란 모자

(케이스타에 대한 발표 내용 정리) 
케이스타는 한국형 핵융합 장치로 세계 최초로 건설을 시작한 초전도형 토카막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연구문제는 많이 있지만, 국민의 계속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핵융합 과학자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세계적으로 핵융합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 대상

평가 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가? 
10

모자 색깔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발표했는가? 
10

생활 속에서 개선된 
방안을 찾기 위해 
탐구하는 자세를 

지녔는가? 

10

합계

모둠별 
특별한 
의견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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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국제 핵융합 장치 ‘이터’

인류의 꿈이 모였다 이터(ITER)	

실제 전기 생산 직전까지 실험
이터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연구해온 초전도 토카막 건설과 운영 기술, 플라스마 물리학 지
식을 총동원해 지상에 초대형 핵융합 장치를 건설한다. 반경은 케이스타의 약 3배, 부피는 약 25배에 이
른다. 미래의 상용 핵융합로에 필요한 규모와 거의 같다. 이터는 스스로 타면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최초의 핵융합 실험로다.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최대 2억 K의 고온 플라스마가 400초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에너지를 만든다. 필요한 것은 연료(중수소와 삼중수소)와 약간의 외부 에너지다. 이터는 투입
되는 외부 에너지에 비해 생산되는 에너지가 약 10배 정도로 많다. 50MW(5000만 와트)의 에너지를 투입
해 약 500MW(5억 와트)의 열출력을 얻는다.
이터는 실험로이므로 진짜 전기 생산 설비, 즉 터빈은 설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라도 터빈만 연결하
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터를 발판으로 핵융합의 효율을 3~5배 더 높이면(투입 에너지의 
30~50배의 열출력을 얻는 수준), 지금의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의 전기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계는 2030년대 중반쯤 건설될 예정인 실증로(데모, DEMO)를 통해 도달할 
예정이다. 이터는 실증로로 가기 위한 최종 관문인 셈이다.
이터는 EU(유럽연합)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의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다. 
이들은 분담금을 나눠 낼 뿐만 아니라, 각각 특정 부품의 개발을 담당한다. 한국은 초전도체 제작 기술, 블
랑켓(핵융합발전소에서 중성자를 흡수해 열에너지로 바꾸고 삼중수소를 만드는 부품) 제작 기술, 열 차폐 
제작기술, 진공용기 제작, 진단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터와 똑같은 재료
와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핵융합 장치, 케이스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한국은 이터국제기구 사업운
영비 예산 중 약 9%의 분담금을 매년 내고 있다. 국내 핵심기술 개발비, 산업체 부품 제작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조 2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대신 나중에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국, 기여도 크고 성과도 크다
이터 한국사업단에는 현재 약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터 국제기구에는 30여 명의 한국 연구
원이 프랑스 현지에 상주하며 세계의 공학자,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EU의 
3500명에 비하면 인원은 적지만, 케이스타를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두뇌를 바탕으로 세계와 대등하게 연
구하고 있다”며“세계와 협력하고, 원천기술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모두가 열정을 갖고 참여하
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12월호 ‘인류의 꿈이 모였다 이터(ITER)’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12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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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둠에서 각자 맡은 모자 색깔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국제 핵융합 장치인 
이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해보자.1

모자 역할에 따른 자신의 생각

흰색 모자

(이터가 무엇인지 발표) 
이터는 EU(유럽연합)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로 지상에 건설되는 초대형 핵융합 장치다. 반경은 케이스타의 약 3배, 부피는 약 25배에 
이른다. 스스로 타면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최초의 핵융합 실험로다. 

빨간 모자

(이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발표) 
핵융합 실험로를 건설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함께 분담금을 나눠 내고 각각 특정 부품 
개발을 담당한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공동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란 모자

(이터의 긍정적인 부분 발표) 
국제적으로 최초의 핵융합 실험로가 될 예정이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최대 2억K의 고온 
플라스마가 400초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에너지를 만든다. 투입되는 외부 에너지에 비해 
생산되는 에너지가 약 10배 정도로 많다. 미래 최후의 에너지 발전 방식이다. 

검은 모자

(이터의 부정적인 부분 발표) 
건설 기간이 자꾸 늦춰지고 있다. 그에 따른 총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어 각 나라에서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또한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연구원은 인원 수가 적은 
편이다. 

녹색 모자

(이터의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표) 
건설 기간과 총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잘못 지어지는 것보다 낫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성공적인 
핵융합로를 만들어 핵융합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관련 핵심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파란 모자

(이터에 대한 발표 내용 정리)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이용한 핵융합을 실현시키려고 다양한 국가가 협력해 이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터 프로젝트를 하려면 오랜 연구 기간과 건설 기간, 막대한 분담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 에너지를 위해 세계와 협력해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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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을 서로 평가해보자.2
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가? 
10

모자 색깔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발표했는가? 
10

생활 속에서 개선된 
방안을 찾기 위해 
탐구하는 자세를 

지녔는가? 

10

합계

모둠별 
특별한 
의견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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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동영상에서는 세계인구 중 90%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소개한
다. 동영상을 보고 느낀점을 정리하고, 각자 특정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림으로 그려보자. 

01 적정기술의 의미
학습목표	 1.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돕는 현대 과학 산물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 
	 2. 적정기술의 의미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1

통  합 
과  학 사람 온기 가득한 적정기술

	1차시	교재

참고 동영상
‘90%를 위한 디자인’ / 
지식채널e 2008. 11. 10.
https://
www.youtube.com/
watch?v=_2PF_80tS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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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적정기술이란? 

적정기술, 36.5℃의 기술	

2010년 대지진을 겪은 아이티는 지진만큼이나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국민
들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산림의 90%가 황폐화됐기 때문이다. 2003년 미국 MIT 학생들이 아이
티를 방문했다. 주민의 95% 이상이 연료로 장작이나 나무로 만든 숯을 쓰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 문제
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농부들이 설탕을 만들고 나서 버리는 사탕수수 찌꺼기에 주목했다. MIT 
공학도들은 사탕수수 대와 진흙을 섞어 숯을 만들었다. 더이상 땔감 때문에 나무를 벨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것을 ‘적정기술’이라고 부른다. 적정기술의 시작은 보통 인도의 지도자 간디에서 찾는다. 당시 영국
은 인도로부터 싼 값에 목화를 수입, 가공해서 인도에 되팔았다. 영국에서 가공한 직물을 너도나도 입으
면서 인도경제가 영국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간디는 가는 곳마다 직접 물레를 돌려 실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는 운동을 시작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가 필요한 만큼 스스로 옷을 만들 수 있으니 영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물레 돌리기였다. 적정기술은 그 기술로 인해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적정기술을 말할 때 영국의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슈마허를 뺄 수 없다. 그는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에서 저개발국의 토착 기술보다 훨씬 우수하지만 선진국의 자본집약적 기술에 비해서는 값싸고 소박한 
‘중간 기술’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 기술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며,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 거
대 공장을 요구하는 중앙 집중적 기술이 아닌 대중에 의한 생산 기술이다. 중간 기술 개발의 목표는 사람
들이 사는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값싸고, 비교적 단순한 기술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
하는 것이다. ‘적정기술’과 슈마허의 ‘중간 기술’이란 용어는 지금까지 혼용된다.
적정기술은 세계인구 90%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술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출신인 폴 폴락은 “공
학설계자의 90%가 전 세계의 부유한 10% 인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90%의 가난한 
사람들이 2달러짜리 안경과 10달러짜리 태양전지 손전등, 100달러짜리 집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정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마실 물이 부족해 냇물이나 빗물을 마셔야 한다면 적정기술
은 비싼 화학약품이나 정수기를 들여놓는 대신 태양빛 자외선을 이용해 물속 박테리아를 제거한다. 태
양빛을 직접 받는 곳에 금속판을 놓고, 물이 담긴 페트병을 금속판 위에 6시간 이상 올려놓으면 박테리
아의 60% 이상이 제거된다.

어떤 기술이나 발명을 적정기술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3~4가지로 정리해보자.

① 비교적 단순한 기술이다. 

②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값싼 재료를 사용한다. 

③ 유지 보수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 스스로 기술을 개선할 수도 있다. 

④ 이익과 혜택을 가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1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2년 9월호 ‘적정기술, 36.5℃의 기술’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09N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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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 광고에 오른쪽 사
진 같은 장면이 나온다. 아프

리카의 어느 마을에 커다란 탱크
로리차 한 대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얼굴로 모
두 물통을 들고 뛰어나온다. 이는 
먹을 물이 부족한 마을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해수담수화기술로 만들
어낸 물을 공급하는 차였다. 해수
담수화기술이란 바닷물에서 염분
을 제거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기술이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혜택일 수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정기술 관점에서 이 상황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기업이 전해주는 탱크로리차에 담겨진 물은 당장 마을 사람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른다. 하지
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 없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계속 담수화기술을 가
진 기업에 요청해야 한다. 혹은 물 제공에 대한 대가를 기업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을 담은 차의 주기적인 방문으로 마을 사람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
에게 담수화기술을 전할 수도 없다. 담수화공장을 운영할 만한 능력과 공장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 시설
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의존은 계속된다. 물 부족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스
스로 담수를 만들 수 있는 ‘작은 기술’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을 전수한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기술을 좀 더 보완하거
나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기술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11억 인도 사람들 중 75%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직도 소똥과 나무를 떼어 
생활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디아 솔라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사

회적 기업에서 땔감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태양열 조리기를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보
급하기 시작했다. 태양열 조리기의 보급으로 가난한 인도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
을지 토의하고 정리해보자.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 뒤 연료로 사용할 땔감을 구하러 밖에 나가야 하는 인도 여성들. 야생
동물의 위협과 강간의 위험 속에서 40°C를 넘나드는 더위를 뚫고 땔감을 구하러 6시간 넘게 움직여야 
한다. 게다가 화덕이 집 안에 있는 바람에 매캐한 냄새는 호흡기 관련 질병을 일으킨다. 그런데 태양열 
조리기는 가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연료도 필요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여성들이 땔감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면서 농사일에 참여,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물을 끓여먹게 되면서 아이들에
게 잦았던 물로 인한 질병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은 땔감을 구하러 가던 시간에 부모의 농사일이
나 집안일을 돕거나 공부를 할 수 있다.

2

3

그림 출처 과학동아 2012년 9월호 ‘적정기술, 36.5 C゚의 기술’ 기사 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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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의 한 소년 윌리엄 캄쾀바는 학비가 없어 학교를 중퇴했다. 어느 날 도서관
에서 우연히 본 미국 초등 과학 교과서 표지 사진이 가슴에 꽂혔다. 풍력발전소 그

림이었다. 말라위 인구의 2%만이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였지만 누구나 공평히 가진, 그
리고 어디에나 있는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말라위 사람 모두가 전구를 
밝히고 텔레비전을 보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변의 고물을 주워 풍차를 만
들어냈다. 캄쾀바에게 영감을 준 초등 과학 교과서의 내용은 다름 아닌 에너지 보존 법
칙이었다.
에너지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 그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
렇게 어디에든 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생활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로 바꾼 예를 두 가지 이상 찾아보자.

① 태양열 조리기: 태양열 에너지를 집중시켜 열에너지로 변환해 쓴다. 생성된 열에너지는 음식을 조리
하는 데 쓰거나, 물을 끓여 물속 세균을 죽임으로써 수인성 질병을 예방한다. 난방에 이용할 수도 있다. 
② 깡통 라디오 동력원: 왁스, 종이, 소똥 등 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력원으로 사용했다. 

핵심주제 실패한 적정기술, 그리고 적정기술 2.0

그녀는 왜 물탱크를 버렸을까	

‘플레이 펌프(Play Pump)’라는 기구가 있다.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리며 놀기만 하면, 그 힘으로 지하수
를 끌어 올려 물탱크에 저장하는 기구다. 재미있게 놀면서 마실 물도 얻을 수 있어서, 깨끗한 물이 부족
한 아프리카 10개국에 1500개 이상이 설치됐다. 한 때 미국 백악관의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그 결과는 초라하다. 아이나 여성들이 작동시키기 힘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점차 외면
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리하기도 힘들어 지금은 여기저기 애물단지가 된 채 방치돼 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한 많은 우물이 비소에 오염돼 있다
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비소는 사극에 등장하는 ‘사약’의 주성분인 독극물이다. 현지의 지하수가 독
극물에 오염돼 있는데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물을 판 것이다.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 일이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폐쇄된 역설적인 사례다.
이들은 한때 ‘적정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크게 주목 받았던 기술이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현지의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됐다. 동그란 물통을 굴려가며 물을 운
반할 수 있는 큐드럼(Q-Drum)이나 더운 지역에서 전기 없이 항아리만 이용해 낮은 온도에서 식품을 보
관하는 항아리 냉장고(Pot-in-Pot), 태양광 식수 살균처리기와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필터가 내
장된 라이프 스트로(빨대) 등이 대표적이다.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없애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줄 구세주로 크게 주목 받았다. 그런데 
적정기술이 받은 성적표 중에는 플레이 펌프나 우물처럼 초라한 결과도 많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현지 문화와 기술을 경시하다

과학자들은 적정기술이 실패한 이유로 해당 지역 사용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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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다. 적정기술을 ‘원조’ 즉 돕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준다’는 인식에
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적정기술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적정기술 2.0’ 논
의다. 적정기술 2.0을 이전의 적정기술과 다르게 정의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에는 ‘무료나 저렴한 가격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제는 ‘현지의 정서와 문화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술’로 
바뀌었다.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현지 사람들과 공동개발 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게 됐다. 단기 원조에서 벗어나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
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못 산다고 아무거나 주지 마라

적정기술 2.0 사례는 물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한무영 서울대 교수는 누구나 공짜로 얻을 수 있고 운반
비나 재료비가 들지 않으며, 오염도 되지 않은 깨끗한 수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바로 빗물이다.
한 교수는 빗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 빗물탱크를 개발하고,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
된 ‘비활’ 봉사단과 함께 베트남 등에 빗물탱크를 보급하고 있다. 이전의 빗물탱크와 다른 점은, 불순물
이 섞여있는 초기 빗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빗물은 보통 지붕 위에 흐르는 물을 받아 이물질을 
가라앉혀 사용하는데, 처음에 내려온 빗물은 지붕 위에 있던 먼지가 씻겨 내려와 더러웠다. 그래서 작은 
물통을 하나 더 설치해 1차로 가라앉히고, 맨 위에 뜬 깨끗한 물만 따로 받아 모았다. 간단해 보이지만, 
정수처리장의 침전 방식을 응용한 것이었다.
빗물탱크도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에는 ‘꿀렁꿀렁 움직이는’, 마치 주머니 같은 플라스틱 탱크를 썼
다. 나중에 다시 가보니 사람들이 절반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쭈그려 앉아 써야 해서 
불편한데다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튜브가 움직일 때마다 가라앉았던 이물질도 떠올랐다. 무엇보다, 도
시 사람들이 번쩍번쩍한 알루미늄 탱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주민들이 알루미늄 재질
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초기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처음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시설은 한 달도 못 가서 망가졌죠. 원인을 생각
해 보니, 제가 너무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못 사니까 아무거나 줘도 괜찮겠지’하고 생각했어요. 눈높
이를 맞추고 공손하게 줘야 하는데, 저는 한 손으로 휙 던져준 셈이었죠.”(중략)
“가격과 성능,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최적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기술, 오래된 기
술, 한물간 기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때로는 첨단기술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윤 추구를 뛰어넘는 따뜻함도 깃들어 있어야죠. 그게 진정한 적정기술입니다.”

그림 출처 한무영 서울대 교수,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4년 5월호 ‘그녀는 왜 물탱크를 버렸을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5N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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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적정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정리하고, 토의해보자. 

· 플레이 펌프 : 작동시키기 힘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수리하기도 힘들다. 아무리 노는 장치라고 
해도 힘들면 놀지 않는다. 
·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 : 지하수가 독극물에 오염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물만 파서 피해를 입혔다. 
· 해당 지역 사용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준다’고 생각해서 개발만 
하고 실제로 불편한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못 사니까 아무거나 줘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설계했다. 
· 현지 문화와 기술을 경시했다.  

앞으로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를 고안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해 정리하고, 
토의해보자.

· 현지인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한다. 
· 경제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지만, 현지 분위기와 문화적인 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 옛날 기술, 쉬운 기술에서 그치지 않고, 첨단기술을 적절히 도입해서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격과 성능,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최적화돼야 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 효과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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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 고안
학습목표	 	1.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를 고안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적정기술은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다. 
	 3. 적정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토론할 수 있다. 

핵심주제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 고안

동영상을 보고, 적정기술을 장치로 고안해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요
소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 현지 수요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현지 사정을 잘 고려해야 한다. 
·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과학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 부
족, 식량 부족, 질병, 식수 부족, 사막화 현상 등의 문제를 모둠별로 하나씩 담당해 각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자. 

적정기술은 변신 중	

첨단 질병 진단기기와 만난 적정기술
ICT와 스마트폰은 특히 의료 분야의 적정기술, 그중에서도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질병을 치료할 때, 진단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때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단기기는 매우 비싸고 무겁다. 조
작 방법도 복잡해 개발도상국의 병원이나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연구자들은 
ICT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값싸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 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영국 국

2차시	교재

참고 동영상
‘지구촌 빈곤 퇴치하는 
적정기술’ / YTN 사이언스 
2014. 7. 11.
https://www.youtube.com/
watch?v=4WLb5BELO8w 

1

2
분야 문제의 심각성

(질병)
문제

질병 진단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제3세계 국가에서는 물과 음식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백신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기준으로 프랑스와 
미국, 대한민국에서 홍역과 소아마비, B형 간염, DPT와 같은 질병의 백신 공급률은 90% 
이상이다. 네팔과 인도, 모잠비크의 백신 공급률도 70% 이상으로 선진국과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1000명당 소아 사망률은 선진국(4~6명)에 비해 네팔(36명), 인도(47명), 
모잠비크(71명)가 10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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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눈건강센터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피크 비전(Peek Vision)’은 이런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시력 손상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인구는 2억 8000만 명이며, 이 
중 90%는 저소득층이다. 또 이 가운데 80%는 제 때에 아주 간단한 검진만 받아도 치료가 가능하다. 피
크 비전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비싼 검안기 대신 소위 ‘셀카렌즈’와 비슷한 ‘피크 레티나’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부착해 쉽게 눈의 상태를 검진할 수 있다. 시력과 색각 검사는 물론, 백내장 같은 중
증 질환도 검사할 수 있다. 연구팀은 피크 비전을 이용해 케냐에서 성공적으로 환자를 검진했다는 논문
도 발표했다(doi:10.1001/jamaophthalmol.2015.4625).
한국에서도 이런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린 적정기
술학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발표됐다. 오비츠(OVITZ) 사는 기존의 검안기 가격을 10분
의 1로 줄인 휴대용 검안기를 개발했다. 1초 이내에 45가지 이상의 시각 정보를 측정할 수 있고, 원격 진
료도 가능하다. 발표자인 이성민 매니저는 “제한된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가진 개발도상국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베트남의 학교 네곳에서 130명의 학생을 검진해 1차 시험을 마쳤다”고 말했다.
㈜힐세리온은 무겁고 비싼 초음파 기기를 대신할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개발해 베트남, 몽골, 에티오피
아 등에 보급하고 있다. 무게가 390g으로 매우 가볍고, 무엇보다 무선으로 사용 가능해 사고 현장, 구급
차 등 응급 상황에서도 초음파 진단이 가능하다. 초음파 영상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설치한 애플리
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
랩온어칩, 인공지능 등의 온갖 첨단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말라리아 키트도 한국에서 개발 중이다. 노을
(NOUL)의 이동영 대표는 “이 말라리아 키트를 사용하면 혈액 몇 방울만으로도 10~20분 사이에 자동으
로 말라리아를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라리아는 100년 동안 현미경으로 진단해 왔는데, 확인할 샘
플을 만들고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들고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했다. 말라리아로 고
통 받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사실상 진단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후 혈액과 용액만으로 
진단하는 신속진단 방법이 도입됐지만 진단 정확도가 낮았다. 노을의 차세대 말라리아 진단 키트는 정
확도 문제를 해결했고 2016년 6월 UN 과학기술혁신 포럼에서 ‘주목할 만한 15개의 이노베이터’로 선
정되기도 했다.

‘백신 냉장고’에서 길을 찾다
질병 진단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제3세계 국가에서는 물과 음식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백신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기준으로 프랑스와 미국 대한민국에서 홍역과 소아마
비, B형 간염,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와 같은 질병의 백신 공급률은 90% 이상이다. 네팔과 인
도, 모잠비크의 백신 공급률도 70% 이상으로 언뜻 선진국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1000명당 소
아 사망률은 선진국(4~6명)에 비해 네팔(36명), 인도(47명), 모잠비크(71명)가 10배 이상 높다.
안성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백신 보급률이 높은데도 사망률이 높은 것은 소용없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라며 “백신은 2~8°C의 저온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운반 단계에서 잘못 취급해 효력을 잃
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팀은 동남아 국가 등에서 주요 운송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로 백신을 이동시킬 방법을 
고안했다. 오토바이의 동력으로 소형 냉장고를 돌려 이동 중에도 온도를 저온으로 안전하게 유지하자는 
것이다. 백신 냉장고 구동 원리의 핵심은 뚜껑에 장착된 열전소자에 있다. 전류가 흐르면 열전소자의 한
쪽 면은 온도가 상승하고 반대편은 낮아진다. 뚜껑의 바깥쪽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안쪽에는 온도를 낮
추도록 설계하면 내부를 저온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의료 적정기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기존 대형 의료장비는 첨단 의료기술이 접목된 휴대용 초음파진단기나 말라리아 키트처럼 더 싸고 가볍
게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적정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적정기술은 원래 어려운 나라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데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그 기술을 직접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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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목표다. 하지만 아직은 개발된 적정기술을 공급하고 관리까지 전적으로 해
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송치웅 단장은 “제3세계 국가에서 적정기술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지속성을 확
보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사업화해 이윤을 노리는 세력의 배만 불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 의료기술과 적정기술의 접점을 찾고 있는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각각의 개발자가 기술을 
상품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세계 국가에
서 적정기술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그 나라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부총장은 “아무 기반도 없는 국가에서 단번에 첨단과학을 누리게 할 방법은 없다”며 “중간다리를 놓
고 다시 수선하는 게 적정기술의 현실적 방향”이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은 라오스(서울대)와 탄자니아(연세대), 베트남(인하대) 등의 개발도상국에
서 교육과 실습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를 지원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해 반복적으로 가르
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2010년부터 라오스의 의사를 1년에 10명씩 초청해 교육하고 있다. 신 부총장
은 “지난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당시 어떤 의료기술이 필요했는
지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아백혈병의 경우 조혈모세포를 채취해 염색한 뒤 현
미경으로 관찰해야 한다. 신 부총장은 “고가의 디지털 현미경 대신 일반 현미경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사
진을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공급했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보내면 수시로 진단소견을 교
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6년간 70명의 소아암 환자를 진단했고 2명의 어린이가 완
치 판정을 받았다.

신 부총장은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해도 의지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며 “설계 단계에
서부터 국가별 문화와 국민의 의식을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한 결과와 위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고안
하기 위한 토의를 해보자.

그림 출처 서울대, 과학동아 해당 기사 내 수록

3
분야 토의 내용

(질병)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적정기술

기사 출처 과학동아 2017년 2월호 ‘적정기술은 변신 중’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702N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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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로 나온 결과 중 조건에 합당한 의견을 뽑은 뒤, 다양한 발명 기법을 이용해 장
치를 고안해보자. 4

설계도

장치의 모습이나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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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 만든 뒤, 설명
서 내용을 발표해보자. 5

설명서

· 이름: 

· 원리: 

· 사용 방법: 

· 장점: 

· 단점: 

· 주의 사항: 

· 장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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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적정기술이 미치는 영향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측면에서 적정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토론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적정기술은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분야 토론 내용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과학적 측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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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적정기술을 적용한 장치와 토론 내용을 서로 평가해보자. 3
평가 대상

평가배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평가 기준

적정기술의 조건에 
합당한가? 10

과학적 원리가 
적용됐는가? 10

장치가 창의적, 
경제적, 실용적인가? 10

현지에서 장치가 
지속가능한가? 10

장치가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됐는가? 
10

고안한 장치를 
설명할 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는가?

10

적정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판단했는가?

10

합계

모둠별 
특별한 
의견들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본 교재의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