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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같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프로그램
목표

어느 기계보다 성능이 좋으며,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인체과학은
단순한 해부만 가지고는 밝히기 힘들다.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나 구조는 모
두 밝혀진지 오래지만, 실제로 뇌가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며 정보를 처리하
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져있지 않다. 최근 생물,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뿐
아니라 공학과 기술의 발달로 첨단기계장비들이 제작되면서 인체의 신비를
조금씩 알아내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체과학에 연관된 여러 분야의
실험실 방문을 통하여 의학 및 의료공학에 담긴 과학을 알아보고자 한다. 프
로그램을 통하여 지식 뿐 아니라 융합과학적 분야로서 의학공학을 제 조명하
고, 의학산업을 포함한 미래의 산업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며 직업과 진로탐
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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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신비를 밝히는 의료공학

사람의 뇌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컴퓨터의 기능과 비슷하다. 그

활동
목표

러나 컴퓨터와 달리 분해하여도 정보수집이나 처리방법을 알아볼 수가 없다. 뇌 손상도 대
부분의 경우 판단이 힘들다. 최근 첨단기술을 사용한 의료공학의 발달로 뇌의 기능과 작용
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본 활동에서는 뇌 연구와 진단에 사용되는 첨단 기계인 PET(양성자
단층촬영) 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뇌의 신비를 어떻게 찾아내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HRRT-PET(초고해상도 PET, 뇌영상 전용), 7T NRI(초고해상도 MRI, 뇌영상 전용),

준비물

Fusion System (HRRT+7T; HRRT와 7T를 함께 영상을 얻어 하나로 만들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 micro-PET (소형동물 전용으로 PET와 CT를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장치), 싸이클
로트론(PET에서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직접 만들어 내는 핵반응 장치)

PET와 MRI를 비롯 다양한 뇌 영상촬영장치를 살펴보고, 장치의 기본 원리와 설계와 제작

활동
방법

04_가천대학교

에 필요한 다양한 과학분야를 알아본다.

1. HRRT-PET의 구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을 적어봅시다.

결과 및
토의

2. PET를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3. HRRT-PET는 기존 PET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 장치인가?

4. PET와 HRRT-PET는 뇌의 어떤 기능을 찾는데 좋은 가?

5. 7T MRI 구조에서 흥미로웠던 점을 적어봅시다.

5. MRI는 PET와 다르게 뇌의 어떤 기능을 찾아내는데 유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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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usion System (HRRT+7T)는 무엇을 위하여 개발되었는가?

7. Fusion System (HRRT+7T)는 뇌의 영상을 찍는데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

8. micro-PET (소형동물 PET)는 무엇이며, 왜 개발되었는가?

9. 싸이클로트론은 무엇에 사용되는 장치인가?

10. 뇌연구원을 탐방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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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알아보기
뇌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영상기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뇌속의 생리적 현상을 관찰하는 HRRT-PET와 뇌조직, 뇌혈관, 뇌신경 연결망등을 볼 수 있는 7TMRI, 그리고 현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가변-PET입니다.
영상 장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장기 중에서 뇌가 매
우 작고, 작은 뇌속에는 더 작은 많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입니다. 그러면, HRRT-PET은 어떻게 다른 일반적인 PET보다 높은 해상도(정밀도)를 가질 수 있
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상상해 보시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T에는 디텍터라고 하는 방사선에 민감한 검출장치가 있고, 그것은 마치 디지털 카메라의 촬상소자
(CCD)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의 크기가 매우 작고 촘촘하게 배열하면 디지털 카메라에서 백만
화소니 천만화소라 불리우는 것과 같은 높은 정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HRRT-PET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7T MRI는 보통 환자나 연구원이 들어갈 때, 몸의 금속 성분
을 모두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7T NRI에서 사용하는 자기장이 매우 세기 때문에 작은 금속
물질은 주머니에서 쉽게 나와 장비로 날아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 장비를 끄고 며칠
을 기다려야 겨우 붙어 있는 금속을 떼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HRRT-PET과 7T MRI를 같은 사람에게서 함께 찍을 수 있도록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두 장비 사이를 오고 가는 베드 셔틀(이동형 침대)입니다. 혹 여러분 중 하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환자가 직접 걸어서 양쪽을 오고 가면 이렇게 비싼 장치는 필요없지 않을
까?”굉장히 예리한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 중에 머릿속에 큰 변
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못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두 장치의 영상이 하나로 합
하여 지기 위해서는 물리적(공간적) 위치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환자는 정확한 두 위치
에 안전하게 이동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만들어진 셔틀이 필요한 거지요.“셔틀”
이란
말이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고도 하는 데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고자장은 왜 필요할까요? 고자장은 몸속의 수소 원자의 상태를 흥분하게 만들어서 밖에서 흥
분된 수소들의 위치와 밀도를 영상화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수소가 포함된 물질 중에서 가장 몸
속에 많은 것은 물이기 때문에 혈관, 지방, 근육, 일반 조직등 다양한 상태의 수소들을 다른 색깔(에너
지)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성질을 잘 이용하면 혈관만 골라서 영상을 얻거나 뇌세포 연결
망등도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연구원에는 사람을 찍는 영상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험 동물도 찍을 수 있는 미니
영상 장비도 있습니다. 장비도 비싼데 왜 굳이 동물까지 찍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질
병을 모방한 동물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밖에도 사람과 쥐들도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
로 가지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할 실험을 대신 실험동물에게 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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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의 개발

많은 약품들이 실험실에서 개발에 성공하였지만, 실제로 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활동
목표

리 많지 않습니다. 실험실 인큐베이터와 달리 인체의 적절한 부위에 적절한 양이 전
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체내에서 너무 빨리 분해된다든지, 너무 빠르게 배
출된다든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했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으로 부작용이 있
다든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전달을 위한 효과적 송달체의 개발
은 적절한 약품의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효과적 송달체는 어떤 것이 있으
며, 그 개발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Pyrrolidone 말단 전기 Monomer, Propargyl amine을 이용한 Monomer,

준비물

ROMP 등 다양한 단량체(monomer), 중량체(polymer) 합성기구, 크로마토그라
피, 적외선 분광기

1. 다음 합성방법에 따라 중합체를 합성과정을 알아본다.

활동
방법

Ⅰ. Process 1 Pyrrolidone 말단전기 Monomer
Ⅱ. Process 2 Propargyl amine을 이용한 Monomer
Ⅲ. Process 3 Process 2 물질 + PEG
Ⅳ. Process 4 ROMP를 이용한 Polymer의 합성

2. 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한 정제과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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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분자 합성의 성공여부를 핵자기공명(NMR)과 적외선분광기(IR)를 이용하여 알
아본다.

1. 약품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과 및
토의

2. 지금까지 개발된 약품송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3. 고분자 송달체는 다른 송달체와 달리 어떤 점에서 더 유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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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분자 합성 후 크로마토그라피로 정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5. 고분자의 합성을 NMR이나 IR을 사용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인가?

6. 본 탐방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에 생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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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알아보기
약물 송달체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소수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체내에 흡수되고 이동하
기 위해서는 물에 대해 어느 정도 용해도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현재 개발된 약물 전달방법은
nanosphere, nanocapsule과 같은 nanoparicle을 이요하는 방법과 고분자 물질의 합성을 통
해 중합체적 미셀(polymeric micelle)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리포좀(liposome) 및 덴드론
(dendron)형태를 가지는 고분자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등이 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수성이 강한 물질은 미셀(micelle) 구조를 이용하여 송
달이 가능하다. 미셀을 이루는 단량체는 양친매성으로 한쪽은 약물에 친화적인 소수성이며 다른
한쪽은 물에 친화적이 친수성이다. 미셀을 이루는 단량체를 약물과 섞어 주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온다. 그러나 단순한 단량체를 이용한 미셀의 경우 내부의 약물이 빠져나올 수도 있어서, 분해가
어려운 중합체의 합성이 더 유용하다.

중합체 미셀은 단량체의 구조와 합성방법에 따라 다른 형태가 만들어진다.

효과적인 약물 수송체의 개발은 효과적인 약물의 개발 만큼 큰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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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의 박동신호를 찾아서

고혈압 뿐 아니라 부정맥 등 다양한 심장의 문제를 알아내는데 ECG는 매우 유용한 기구

활동
목표

다. 현재 많은 ECG 기계가 나와있으나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ECG의 개발은 여전히 요구되
는 상황이다. 본 수업을 통해 ECG의 원리와 제작에 대해 개념을 파악하고, 향후 개발관련
문제를탐구하고자 한다.

1. 제작과정 알아보기.

활동
방법

PCB 설계
▶

도면작성

▶

시물레이션

▶

CRC

PCB 제작
▶ Posithe감광기판 준비
▶

마스크

▶

노광

▶

현상

▶ Net list File생성
▶

PCB Layout

▶

DRC

▶ Gerber File생성

▶

에칭

▶

재현상

2. 계측용 증폭기 AD620을 기반으로 한 심전도 측정 회로 설계하기

3. 심전도 측정 회로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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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전도 측정 회로 오류수정 (잡음문제와 제거)

5. 제작된 ECG 평가하기.
- 누운상태, 서있는 상태, 걷는 상태에서 심전도 측정과 분석

1. ECG의 전체적 구조와 회로도를 그려봅시다.

결과 및
토의

2. ECG 설계 제작 후 잡음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체 신비 속에 담긴 과학_13

3. ECG에 잡히는 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4. 심장의 박동신호는 어디서 만들어지며, 어떻게 전달되는가?

5. 다양한 활동 및 자세에서 ECG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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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CG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심장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7. 아래 왼쪽 그림은 1900년도 초기에 만들어진 ECG와 오른쪽 그림은 최근 개발된 손목
에 차는 작은 ECG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만들고 싶은 ECG가 있다면 어떤 기능을 가
지면 좋을지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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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저항 미생물을 잡아라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의 개발로 모두 치유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항생제 남

활동
목표

용으로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균이 나타나면서 병원성 미생물 질병에 대한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유전자를 규명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수업에서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항생제 내성 유전
자 탐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구

준비물

균), 엠피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리팜피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LB 미생물 배지, 프라
이머, 아가로즈, 전기영동기, DNA 증폭기, 마이크로피펫

1. 다양한 항생제 미생물 배지 제작

활동
방법
2. 환자에서 유래한 균주를 항생제 미생물배지 접종하고 배양한다.

3. 저항성 유전자 규명을 위해 저항성 순수 균주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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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NA 증폭기를 사용 박테리아의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증폭한다.

5. 증폭된 DNA를 전기영동 기구를 사용 분석한다.

결과 및
토의

1. 각 항생제 배지에 저항성이 있는 균주를 도표로 정리해보자.
균

항생제

주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엠피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리팜피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2. DNA 증폭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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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라이머 제작 원리와 증폭의 원리를 기초할 때 일부 박테리아에서 항생제 저항 유전자
가 증폭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4. 항생제 저항 병원성미생물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기초과학의 발전이 의학 및 범죄과학까지 적용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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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알아보기
DNA 증폭기술에 대하여
DNA 중합효소는 때로 DNA 복제효소로도 불립니다. 복제효소는 주형 DNA를 아래 그림과 같이
복제합니다. 그러나 복제효소가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라는 작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가 필요합니다. 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DNA 가닥 하나에 붙어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제
효소는 이 짝을 이룬 작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붙어서 사슬을 복제 연장합니다. 예를들어
‘ATTGGAACGGGGAACTCCCTTA’라는 DNA 사슬이 있다면 이 사슬의 왼쪽 말단에 붙을 수 있
는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는‘TAACCTT’
입니다.‘TAACCTT’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DNA 사슬에
붙이면 복제효소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말단에서 주형DNA 가닥을 다음과 같이 합성합니다.
‘TAACCTTGCCCCTTGAGGGAAT’
. 그리고 반복적인 증폭으로 DNA 사슬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합니다.

이 증폭방법은 매우 유용하여 이 증폭방법을 발명한 과학자는 노벨과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지금은 멸종된 인류의 조상인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도, 맘모스의 유전자도 찾아내었고, 범
죄과학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증폭방법도 문제는 있습니다. 증폭이 가능한
DNA는 적어도 DNA 사슬의 일부 서열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서열이 알려져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유전자라면 이 방법만으로는 증폭을 하지 못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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