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토피아 - 만능조립장치, 꿈이 아닌 실로

사각설탕 크기에 미국 국회도서  정보가-기술개발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 추가 창출 상

포항공  물리학과 교수 유창모

미항국 우주국 AMES연구소가 설계한 나노크기의 분자기어, 벤젠분자(검은부분)에 수소분자

(흰색)을 붙인 것으로 컴퓨터 설계지만 실제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  빛을 면 움직이며 

1 에 1천억번의 회 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림. 미항국 우주국 AMES연구소가 설계한 나노크기의 분자기어, 벤젠분자(검은부분)에 

수소분자(흰색)을 붙인 것으로 컴퓨터 설계지만 실제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  빛을 

면 움직이며 1 에 1천억번의 회 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노테크놀로지에 한 심이 2000년 에 들어와 부상하고 있다. 나노테크놀로지는 과학

과 기술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 시키면서, 산업 반에 향을 끼칠 망이다. 나노기술의 

발 은 신소재 개발에 향을  것이고, 생명공학이나 신약 개발에도 크게 향을 미칠 

망이다. 한 나노기술의 발 은 IT(information technology)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식 사

업의 발 을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른 S/W 산업도 한층 더 발 시킬 것으로 상된다. 이

러한 정보 산업의 발 은 기타 유통산업이나 융 산업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

다. 이미 나노테크놀로지에 한 추세는 미국의 학이나 정부의 연구 투자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했으며, 세계의 다른 여러나라도 이러한 과학 기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기술에 큰 심이 쏠리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실용성이 원자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를 정 하게 제어하는 기술에 잠재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나노테

크놀로지에 의한 새로운 산업 명의 도래를 치기도 한다. 

미국은 새 니엄의 최우선 과학 기술 정책 과제로 나노테크놀로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

다. 미국의 클린턴 통령은 나노테크놀로지가 왁신부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 타이어까지 

미국의 과학기술에 반 으로 미국 국가 경쟁력의 우 를 유지시켜주는데 요한 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 하에서 이 나노분야를 선제 연구 분야로 선정하고 올해에만 약 5백만

달러(약 5천50백억원정도)를 투입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나노 신기술은, 미국 국회 도서

에 있는 모든 책에 있는 정보를 사각 설탕 하나의 크기의 컴퓨터 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원자 하나 하나를 작업해 지 까지 없던 새로운 물질이나 치료



제를 만들며, 암이나 질병에 한 새로운 진단방법을 가능 하고, 강철보다 10배나 강하면서

도 훨씬 가벼운 새로운 소재도 만들고, 에 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재 개발과 우리

환경에서 공해를 일 수 있는 기술을 가능 한다는 측면에서 지 의 펜티엄 컴퓨터 보다 

성능이 1백만 배나 빠르고 기억 장능력이 좋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나노기술이 추구하는 목표들은 10년 이상 장기간의 연구 개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재 기술의 발  속도로 보아 21세기 과학 기술과 련 산업은 나노기술이 이끌

고 갈 것으로 미국 과학기술계는 보고 있다. 

나노기술은 궁극 으로는 원자 하나 하나, 분자 하나 하나를 제어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

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산업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술은 나노 규모의 과학과 기술이 

발 됨에 따라 그 발  속도가 격히 가속화될 것으로 상된다. Eric Drexler는 1985년에 

출간된 Engine of Creation이라는 책에서, 원자로부터 어떤 제품이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이크로 로 으로 구성된 만능 조립장치가 미래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

야기를 했다. 이런 장치가 처음 만들어지면 그것은 자신과 같은 장치를 만드는데 쓰일 것

이고, 이 과정의 반복은 이런 장치를 수도 없이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

는 데 쓰는 모든 것은 결국 원자로 구성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개발되면 물

과 공기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원소 화합물을 집어넣고 햄버거라는 버튼을 르면 몇 분 

후에  하는 벨소리와 함께 뜨끈뜨끈한 햄버거가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만능 조립장치는 그 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Drexler는 이런 만능 조

립장치는 기본 인 물리 법칙을 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돼 우리 생활

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노기술은 향후 10～20년간은 아직 완 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나노 구조의 물질에 

한 물리, 화학, 재료, 자, 기계 등의 기본 지식을 축 하고, 이를 응용하는 과정인 나노 

- 규모의 기술을 간단계로 거칠 것으로 상된다. 나노 물질을 다루기 해서는 나노 

물질을 가공할 수 있는 연장이 개발돼야 하고 나노 구조 물질에 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

며, 한 나노기술이 산업체에서 실용  의미를 가지려면 량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이 단

계에서 개발되는 고용량 메모리와 고속 처리속도를 갖는 컴퓨터와 센서, 액 에이터, 나노 

구조 조작 기술만으로도 산업체에 끼치는 향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이 여러 분야에서 새로이 창출될 수 있다. 

자연계에서는 생명체에서 DNA같은 나노 구조가 량으로 생산돼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

실상 선진국이 추구하고 있는 나노기술은 자연이 생명체에서 보여 주고 있는 이러한 창조  

생산 능력을 그동안 발 된 컴퓨터와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개발, 활용해 보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나노기술의 2차 발  단계에서는 바이오 기술과 연 해 기술

개발을 추구할 것으로 상된다. 이 단계에서는 나노기술에 련해 불확실했던 부분이 상당

히 해소되고 명확해지면서, 그동안의 나노기술 발 에 의해 이루어진 고속, 고용량, 

소형의 컴퓨터와 역시 그동안에 축 된 유 자에 한 조작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발 된 

나노테크놀로지를 좀더 종합화된 창조 기술로 발 시키리라고 생각된다. 

나노기술은 원자로부터의 bottom-up 기술로써, 기존의 물리, 재료, 기계, 화학, 자공



학, 의료, 환경  에 지, 생명과학, 농업, 제약, 컴퓨터, 정보기술 등을 그 과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과학 기술 분야  사회  분야에 가져

올 것이다. Drexler가 꿈꾼 만능 조립장치는 아직은 쉽사리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미국

을 심으로 세계가 보이고 있는 나노기술에 한 열 은 소  나노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는 신세계 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 속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해서는 우리도 이러한 첨단 기술의 발 에 올바른 략을 가지고 민첩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격한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의 노 가 돼 자칫하면 잃기 쉬운, 인

간 본연의 가치를 존 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자세가, 세계가 열 하는 나

노기술의 창조  흐름에서도 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고 신문 2000.10.9일자 13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