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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농도 측정이 가능한 3차원 사물인터넷 소자 개략도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바람에 의해 퍼지는 씨앗을 모방한 수동형 마이크로 비행소자 개념이 선보였다.
숭실대 김봉훈 교수 연구팀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존 에이 로저스(John A. Rogers) 교수 연구팀의 김진태 박사, 박윤석 박사,
장호경 연구원과 공동으로 식물의 씨앗을 모방한 새로운 개념의 3차원 전자소자를 개발했다. 연구내용은 24일자 네이처紙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논문명 : Three-Dimensional Electronic Microfliers With Designs Inspired by Wind-Dispersed Seeds)

식물의 씨앗을 모방한 초소형 3차원 전자소자 연구가 9월24일자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사진=과기정통
부]
연구팀은 바람에 의해서 퍼지는 씨앗의 3차원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모사한 복잡한 3차원 형태를 갖는 전자소자 탑재 비행
체를 개발했다. 식물의 씨앗이 바람을 타고 들판에 퍼지는 원리를 이용해 자체 동력없이도 넓은 지역에 퍼져 필요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들은 바람, 중력, 곤충 등을 사용해 자신의 씨앗을 넓은 지역에 퍼뜨리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방향으
로 진화해왔다.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은 최대 수십 킬로미터까지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중 비행이동을 위해 개발된 드론이나 소형 비행 로봇은 자체 동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로 인해 소형화에 한
계가 있다.
연구팀은 넓은 지역에 무작위로 뿌릴 수 있는 초소형 비행체를 위해 자체 동력 없이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는 수동형 3차원 전자소
자 비행체를 고안했다.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력이 필요없어 소자의 크기를 수십~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 소자
자체도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은 수동형 커패시터로 제작해 무게를 최소화했다.
연구팀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3차원 전자소자는 세계 학계에서 최초로 제시되는 개념"이라며 "유체역학 실험을 통해 소형 비행체
가 이동할 때 발생시키는 미세 난류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을 갖는 3차원 디자인을 연구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를 갖는 3차원 전자소자 [사진=과기정통부]
연구팀은 이 기술이 자연의 오염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소자 제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환경감시 소자
를 적은 비용으로 산과 들판에 뿌려 모니터링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연구팀은 3차원 전자소자와 공기 중의 미세 먼지 농도를 정
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전기회로를 결합해 환경오염 관측·감시 성능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김봉훈 교수는“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지형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환경 오염 감시·관측이 가능한 차세대
로봇/비행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무동력 초소형 비행소자의 개념을 제시해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은 단계
지만, 향후에는 실제로 자연환경에서 무해하게 사물인터넷 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어하고 계측한 정보를 드론으로
원격회수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나
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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