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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김봉훈 교수 연구팀, 과학저널 '네이처' 표지에 실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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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3차원 전자소자 개발

아주경제적인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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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HMM 인수 계획 없
다...양대 원양선사 체제가 안…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결혼
식 199인·돌잔치 49명 가능
경찰, '대장동 의혹' 연루 김만
배·이한성·이성문 출국금지
수출 호조에도 코스피 외인·기
관 동시매도에 급락…3000선…
치솟는 우유 가격…'남양유업·
빙그레' 인상 대열 합류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표지에 실린 김봉훈 숭실대 교수 연구팀의 연구. [사진=숭실대 제공]

숭실대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김봉훈 교수의 연구가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표지에 실렸다.

김봉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미국 노스웨스턴대 존 로저스 교수팀 소속인 김진태 박사, 박윤석 박
사, 장호경 연구원 등과 함께 씨앗이 바람을 타고 들판에 퍼지는 원리를 이용해 넓은 지역에 퍼질 수 있
는 초소형 3차원 전자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개발된 공중에서 스스로 비행하는 로봇이나 전자소자는 기계 부품이 많이 들어가
고 디자인이 복잡해 크기가 cm 수준에 그쳤다. 로봇이 비행할 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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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로봇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형 방식이 아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수동형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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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터 등 부품을 생략해
소자의 크기를 수십~수백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까지 줄

치매 치료제 어디까지

인 것이다. 또한 대개 2차원인 일반 전자소자와 달리 마이크로 플라이어가 씨앗처럼 효율적으로 바람

왔나?…제약업계 '잰걸음'

을 타고 날아갈 수 있도록 3차원 전자소자로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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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식물의 씨앗이 바람에 날리는 방식을 낙하산 타입(민들레 씨앗), 헬리콥터 타입(단풍나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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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행글라이더 타입(자바오이 씨앗), 스피너 타입(참오동나무 씨앗) 등 네 종류로 나누어 각각 3개씩
총 12가지 디자인을 만들었다.

가장 작은 것은 500μm로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붙였다. 크기가 1~2cm인 마이크로플라이어에는 소형
센서나 안테나, 데이터저장칩에 사물인터넷 회로까지 붙일 수 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천천히 땅
에 내려앉으면서 데이터를 모아 인터넷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삼분반점/영상] 자취방 구할 때 혼자 가기 두렵
다면?…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집 구하기 …

김 교수는 "소자가 날아갈 때 생기는 미세난류를 정밀하게 측정해 비행 효율이 가장 뛰어난 디자인을
찾았다"며 "마이크로플라이어를 산과 들판에 뿌리면 기온이나 습도 변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관
측해 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마이크로플라이어를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회로와 결합해 미세먼지 측정 실험에 성공했다.

김 교수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처럼 산지가 많은 곳에서 환경오염을 관측, 감시할 수 있는 차세대
로봇 비행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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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央行本月会否加息引关注
韩国银行（央行）金融货币委员会将于本月12日举行会
议决定新的货币政策，韩国是否会继今年8月后再次上
调基准利率引发关注。有观察指出，鉴于美国持续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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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올해 아파트 매매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20~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크
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자 수는 4일 1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지난달 23일
(1715명) 이후 11일 만에 2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으…

애플 아이폰13 시리즈가 전작에 버금가는 초기 흥행 기
록을 쓰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장기 흥행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쟁작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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