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이슈&체크

HOME

전체뉴스

경제·산업

강소기(强小企)

사회

유튜브 영상

문화광장

책속으로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Join

포토뉴스

사회

숭실대 김봉훈 교수 연구팀, 네이처 표지 논문 게재... 3차원 전자소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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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의 한국기행

더보기

[박성환의 한국기행 17] 자연
무작정 철원으로 길을 나섰다.축

[박성환의 한국기행 16] 핏빛
9월의 중심에서는 &lsquo;석산(=

[박성환의 한국기행 15] 옛 사
부용대에서 바라보는 하회마을옛

[박성환의 한국기행 14] 헌책
헌책방의 나른함이 그립다.‘보수

▲ 숭실대 김봉훈 교수의 연구가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24일 게재됐다.

[박광준 기자]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김봉훈 교수의 연구가 세
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의 24일자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박정기의 공연산책

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 180] 제6

김봉훈 교수팀은 미국 노스웨스턴대 존 로저스 교수팀 소속인 김진태 박사, 박윤석 박사,
장호경 연구원 등과 함께 씨앗이 바람을 타고 들판에 퍼지는 원리를 이용해 넓은 지역에 퍼
질 수 있는 초소형 3차원 전자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명작극장에서 제6회 여성연극제

[박정기의 공연산책 179] 극단

지금까지 학계에서 개발된 공중에서 스스로 비행하는 로봇이나 전자소자는 기계 부품이 많
이 들어가고 디자인이 복잡해 센티미터(cm) 수준의 크기에 그쳤다. 로봇이 비행할 때 에너
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드림씨어터에서 극단 마중물의

[박정기의 공연산책 178] 극단
씨어터 쿰에서 극단 희래단의 이

[박정기의 공연산책 177] 제이
브릭스 씨어터에서 제이더블유

손유순의 도자기와 시

더보기

[손유순, 시로 말하다 73] 가을
청초한 가을은사계절 중에 붉게

[[손유순, 시로 말하다 72] 간
땅속의 달콤한꿀단지창밖에흰눈

[손유순, 시로 말하다 71] 가지
소나무가성장한 후팔뚝만한것이

[손유순, 시로 말하다 70] 희망
온종일 내리던비가 개면찬란하고

건강칼럼

[건강칼럼] 난임, 원인에 따라

▲ 3차원 전자소자가 민들레 씨앗과 함께 있는 사진 이미지

난임 부부가 증가 추세다. 건강보

연구팀은 로봇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형 방식이 아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수동형 방
식을 택했다. 전기모터 등 부품을 생략해 소자의 크기를 수십~수백μm(마이크로미터·1μm
는 100만분의 1m)까지 줄인 것이다. 또한, 대개 2차원인 일반 전자소자와 달리 마이크로
플라이어가 씨앗처럼 효율적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도록 3차원 전자소자로 설계했
다.

[건강칼럼] 당신의 발가락을
추석 명절이 끝나면 갑자기 발가

[건강칼럼] 담배를 피워도 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

연구팀은 식물의 씨앗이 바람에 날리는 방식을 낙하산 타입(민들레 씨앗), 헬리콥터 타입
(단풍나무 씨앗), 행글라이더 타입(자바오이 씨앗), 스피너 타입(참오동나무 씨앗) 등 네 종
류로 나누어 각각 3개씩 총 12가지 디자인을 만들었다.
가장 작은 것은 500μm로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붙였다. 크기가 1~2cm인 마이크로플라이
어에는 소형센서나 안테나, 데이터저장칩에 사물인터넷 회로까지 붙일 수 있다. 바람을 타
고 날아가다가 천천히 땅에 내려앉으면서 데이터를 모아 인터넷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더보기

[건강칼럼] 가을철에 유독 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11월이면

독자기고
[독자기고] '대마는 새로운 경제 성…
[독자기고]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
[독자기고] 새로운 사람, 양질의 일…
[독자기고] 노인학대 예방, 우리의 …
[독자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
[독자기고]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독자기고] 천안.아산권 '주취자 응…
[독자기고]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
[독자기고] 장수군, 가야로 “라떼는 …
[독자기고]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 미세 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사물인터넷 소자의 그래픽
이미지

김 교수는 김 교수는 “소자가 날아갈 때 생기는 미세난류를 정밀하게 측정해 비행 효율이
가장 뛰어난 디자인을 찾았다”면서, “마이크로플라이어를 산과 들판에 뿌리면 기온이나 습
도 변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관측해 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했다.

실제로 김 교수팀은 마이크로플라이어를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사물
인터넷 회로와 결합해 미세먼지 측정 실험에 성공했다.
김 교수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처럼 산지가 많은 곳에서 환경오염을 관측, 감시할 수 있
는 차세대 로봇 비행체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향후 물에 녹는 재료를 이용해 마이크로플라이어를 만들 계획을 밝힌 김 교수는 “초소형
소자가 공중에서 잘 퍼진다는 것은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빗물이나 이슬에
녹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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