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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처럼 바람타고 ‘훨훨’… 환경 감시하는 초소형 센서
잘 휘어지는 플라스틱으로
단풍 씨앗의 날개 구조 모방
공중서 대기 오염상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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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땅에 뿌리박고 있어도 씨앗을 수㎞까지 퍼뜨릴 수 있다. 열매를 먹는 동물도 도움을 주지만, 단풍
나무처럼 씨앗에 날개를 달아 직접 바람에 날려 보내기도 한다. 한미 연구진이 식물의 지혜를 모방한 전
자 소자를 개발했다.

그래픽=송윤혜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존 로저스 교수와 숭실대 김봉훈 교수 공동 연구진은 지난달 23일 “단풍 씨앗을 모
방한 초소형 센서 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김 교수와 로저스 교수 연구실의 김
진태, 박윤석 박사 등 한국인 과학자 3명이 공동 제1 저자로 등재됐다.

지금까지 대기 감시는 드론 같은 비교적 큰 비행체나 초소형 전기 모터를 단 비행 로봇을 이용했다. 하지
만 드론이나 로봇 모두 부품이 많이 필요해 소형화에 한계가 있고, 비행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
이 있었다.
연구진은 씨앗을 모방해 동력이 필요 없는 초소형 센서를 만들었다. 단풍 씨앗은 날개처럼 생긴 얇은 막
이 있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질 수 있다. 연구진은 잘 휘는 플라스틱으로 단풍 씨앗의 날개 구조를 모방
했다. 가운데에는 제어 회로와 센서, 코일 등을 넣었다.

바람에 날리는 씨앗을 모방한 전자소자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헬리콥터처럼 날개 부분이
회전하면서 천천히 떨어진다. 그 사이 센서로 대기 오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미 노스웨스
턴대
씨앗 모방 센서 크기는 최소 0.5㎜로 실제 씨앗보다 작았다. 전력은 교통 카드처럼 근적외선 통신으로 전
송받는다. 센서는 플라스틱 날개를 돌리면서 안정적으로 비행했다. 낙하 속도는 초당 28㎝로 실제 식물

씨앗의 절반에 그쳤다.
김봉훈 교수는 “유체역학 실험을 통해 비행체 이동 과정의 미세 난류를 정밀하게 측정해 최적 효율 구조
를 설계했다”며 “전자 소자를 산과 들에 뿌리면 자연의 오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교수 연구진은 씨앗 모방 센서에 미세 먼지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회로를 결합하는 데 성
공했다. 코넬대의 패럴 헬블링 교수는 이날 네이처에 실린 논평 논문에서 “이번 장비는 사물 인터넷에 기
반해 환경 감시와 통신 중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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