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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만해도 생소했던 월드와이드웹이나 정보고속도로는 현재 학문과 기술의 세계를 뛰어
넘어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산업과 전자민주주의를 출현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에서는 
1986년에 시작된 인간게놈 지도의 작성이 완료단계에 이르러 생명현상의 규명이 가시권에 진
입하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중흥이 예고되고 있으며 지금의 디지털산업을 뒤이을 산업으로
서 바이오산업의 가치가 수직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디지털산업과 다음의 바이오산
업을 뒤이을 후계 산업은 무엇일까?  

물론 미래를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다방면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21세기 자국의 번영
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나노산업을 선정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클린턴 대통령은 올해 초 정부 주도로 대규모의 예산을 
나노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계획을 발표했다(관련 웹싸이트 http://www. nano.gov). 우선 2001년도 나노테
크놀로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연구지원 예산은 5억불로써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83%나 증액
된 것이다. 특기할 사항은 NNI 계획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미국 과학재
단(NSF)을 필두로 국방성, 에너지성, 국립보건원(NIH), 우주항공국(NASA), 그리고 상무성
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나노테크놀로지가 소수의 분야를 뛰어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을 시사한다.  

다른 국가들에 앞서 미국이 이처럼 연구투자를 신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나노테크놀로지는 
과연 무엇일까? 나노테크놀로지는 간단히 말해 원자나 분자를 조립·건축하는 기술이다. 자연에

서는 원자나 분자가 스스로 조립되며 특수 기능을 발휘하는 구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와 가
장 유사한 방법으로 구조화하는 기술이 나노테크놀로지이다. 마치 아이들이 레고 조각들을 조
립하여 근사한 장난감 구조물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  

사람의 크기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2억분의 1임을 감안할 때, 사람의 10억분의 1 크기(=
인슐린 한 개의 크기)인 나노세계를 엿보는 것은 인간 능력 밖의 일로 여겨진 적도 있었다. 갈
릴레오의 망원경에 비견될 수 있는 원자현미경이 1980년대에 개발돼 인류가 처음으로 원자와 
분자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길게 보면, 작은 좁쌀 안에도 세계가 있다는 불교철학과 길이가 수 천리에 달하는 봉황을 상상
하는 장자철학에서 이미 나노테크놀로지의 도래가 예상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보다 직접
적으로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Richard Feynman 교수가 1959년에 “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사람이 원자와 분자를 직접 조작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당시 청중은 이를 유머로 받아들였으나 Feynman 교수의 예측
은 놀랍게도 적중해 현대 과학기술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
다. 2000년 현재 나노미터 두께의 작은 튜브(탄소나노튜브)로 초미세입자를 집고 이동시킬 
수 있는 나노집게와 나노미터 크기의 글자를 쓰고 읽는 나노펜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나노테



크놀로지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꼭 필요한 원자/분자만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기술들이 물질과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NNI 계획을 발표하며 공개한 나노글자. IBM연구소에서 원자현미
경을 사용해 구리 표면 위에 1백 12개의 일산화탄소 분자를 정렬시켜 높이 4나노미터, 폭 3나
노미터인 글자들을 썼다.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에 나노글자를 2억 5천만개 쓸 수 있으며 이는 
3백쪽 분량의 책 3백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나노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산업 기술은 다양한 학문의 교류를 통해 창조된다. 즉, 원자와 분
자를 조작하기에 각 개체의 작용을 이해하는 학문인 물리학·화학·재료과학의 지식을 기초로 하

고 응용학문인 화학공학·전자공학·기계공학·생명공학·의학이 서로 맞물려 연구돼야 효과적이

다. 예를 들면, 원자 또는 분자 하나로 작동하는 퀀텀 컴퓨터 기술, DNA 또는 신경망 컴퓨터 기
술, 나노입자를 이용하는 대용량 정보저장매체 가공기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자
동차나 휴대폰 등 개인휴대 정보단말기의 동력원인 전지 기술, 인공시각·후각·청각·뼈·혈관·피
부 등의 인공 생체재료 제작기술, 인체에 침투한 병원균을 감지해 적합한 치료제를 자동으로 
투여하는 의료 기술, 인체 내부나 극한 환경 등 사람이 직접 활동할 수 없는 공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분자 로봇 기술, 우주선의 극소형화·초절전화 기술, 소형칩 내에서 화학실험

을 수행하는 기술(chemical labs-on-a-chip) 등이 학문간 교류를 통하여 연구되고 있는 나
노테크놀로지이다. 이 외에도 새로 창출될 나노테크놀로지는 무궁무진할 것이며 오늘의 독자
나 필자의 상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  

세계화시대의 경쟁력은 기술혁신에 의해 좌우된다. 디지털테크놀로지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뒤이어 나노테크놀로지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투자 시점으로부터 20년 정도 후에 나노산업이 경제의 모든 
분야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의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나노산업이라면 이 시점에
서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후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에서 시작된 

국가차원의 연구지원을 각 분야로 확대 투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차세대 산업혁명을 준비



하는 적기는 바로 오늘인 것이다. [고대신문 2000.10.2일자 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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