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호 교수님 연구실]
X-ray Imaging Center (엑스선 영상 연구단) 소개
엑스선 영상 연구단(XIC)은 “엑스선 기능 영상 (functional X-ray imaging)”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상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 기반이 되
는 물리 및 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며, 이를 나노소재 및 생의학 분야에 응용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엑스선 기능 영상이란, 엑스선과 물질의 다양한 상호작용(흡수, 회절, 굴
절, 형광 등)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물질의 총체적 3차원 정보를 영상화하
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림 1. 엑스선 기능 영상(Functional X-ray imaging)

◎ 연구 분야
1. Soft matter dynamics

그림 2. 물방울 충격 시 발생하는 기포로부터 에어로졸이

그림 3. 물/기름 계면에서의 기포 합체

만들어지는 원리를 최초로 규명하였다.

과정을 직접 관찰하여 기포의 최종 위

J. S. Lee et al., Nat. Commun. (2011)

치를 결정하는 원리를 규명하였다.
B. M. Weon et al., Phys. Rev. Lett. (2012)

액체, 거품, 콜로이드 입자 등의 무른 물질 (연체) 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공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
체동역학은 무른 물질 (연체)의 운동을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로, 특히 연
체의 내부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엑스
선 기능영상 시스템은 엑스선의 우수한 투과력을 이용하여 내부 실시간 변
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관찰함으로써 이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2. Biomedical x-ray imaging
(1)질병 기작 연구
보건 복지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질
병의 발생 기작과 그 증상을 정확
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
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광
엑스선을 이용한 생의학 영상 연
구는 기존 연구의 시/공간 해상도
한계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그림 4. 정상 생쥐와 릴러(reeler) 생쥐 소뇌의 퍼킨제

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

세포(Purkinje cell) 의 3차원 가지 구조를 정량적으로

니다. 저희 연구단은 신경세포 및

분석하여 그 변형 패턴을 규명하였다.

폐포의 실시간 3차원 고해상 영상

J. Kim et al., Sci. Rep. (2011)

을 기반으로 한 정량 분석을 수행

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의학 분야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질병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생체동역학 기작 연구
빠르게 진행되는 생체의 실시간 변화는 각
종 생명 과학 분야와 제약 산업, 의학 발전
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생체동역학
은 생체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자
극에 대한 생체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으
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각종 생명 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
그림 5. 예쁜꼬마선충(C.elegans)은 대표적인

다. 저희 연구단은 3차원 엑스선 영상 기법

모델 동물로서, 각종 신경계, 윤전학 연구에

의 원리를 접목한 새로운 3차원 광학 영상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 기술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모델 동물인

예쁜꼬마선충(C.elegans)의 3차원 운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생체의 운동에 관련
된 신경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3. 3차원 나노 소자
고해상 영상화 기술을 광학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나노선의 실시간 제작과 동시
에 물성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함
으로써

나노

소재

분야(Flexible

electronics, Photonics, Information &
Energy device)로의 응용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차원 나노 소재
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로서,
소자에 안정성(stretchability)를 부여하거
나, 2차원 소자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
다. 저희 연구단은 자체 개발한 3차원
그림 6. (상, 좌)Advanced Materials 표지

나노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3차원 정보/

논문 (Inside front cover), (상, 우) 3차원 에너지 소자를 구현하여 2차원 형태가

고분자 나노선들이 원하는 형태, 위치로 갖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배열되어 있다.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 T. Kim et al., Adv. Mater. (2011)

◎ 연구실 자랑
1. 연구 실적
엑스선 영상 연구단은 세계 3대 가속기에 속하는 일본 SPring-8과의 MOU
를 통해 물질 내부의 실시간 고해상 영상 획득이 가능한 초고속 고해상 엑
스선 영상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여러 우수 기관 및 대학 연구팀
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그 응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Nature Communications (2011), Physical Review Letters (2011, 2012)등 권
위 있는 국제저널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학술
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7. Site lab 및 국내/외 협력연구

2. 연구실 생활

자상하신 교수님의 지도아래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식사시간, Tea
time 등을 통해 서로 한 주간 있었던 일이나 계획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
간을 보냅니다. 또한 다 같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운동 시간을 가져 연구실에
만 앉아있어 약해지기 쉬운 체력을 기르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화목한 분위
기를 자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