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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문명과 과학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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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폴더

붉은 앵무새의 색깔의 비밀과 엑스레이 레이저의 발명/스노미피드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 |2005/02/19 오전 7:05 대표폴더 자연과학/의학

미시세계의 신비를 풀어 줄 주사 근접 장 광학 현미경, 스노미피드(Snomipede) 불리는 새로운 나노기술
도구의 개발투자 계획과 최초의 '엑스레이 레이저가 발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스노미피드는 ‘밀리피드(millipede)’ 기술과 주사 근접 장 광학 현미경(scanning near-field optical
microscopy, SNOM)의 융합을 반영하기 위해 쉐필드대학교에서 신용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림1.

나노미터로 보이는 입체 표면은 꽤 넓은 공지가 있고 괴상한 산들이 있다.
외계의 풍경으로도 이만한 산의 모양들은 찾아보기 심들 것이다. 그곳이 스노미피드로 보여지는 나노의 세계
분자들의 공지선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스노미피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노 미시세계의 시공간을 가시
화하여 인간의 현실세계와 연계된 대규모 사업을 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바이오.양자.나노 컴퓨터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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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간 블로거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

개설일 : 2004/04/09

장소를 스노미피드 공간에서 실현코자 함이다.

미시과학의 탐험은 이제 스노미피드의 도구를 이용하면, 질병 원인의 이해와 플라스틱 컴퓨터 칩의 저비용
상업 제조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발전이 가능하다.

스노미피드는 13 nm의 수준에서 작은 분자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일단 개발되면 선구적인 신기술은 의료 연구와 상업 제조 모두에 다양하게 이용될 것이다. 의료 연구 분야에
서 생물 분자의 배열 구축은 생물 시료의 민감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종류의 정밀 분석은 일반 질병에
대한 치료 개발에 있어 주요 사항이 될 단백질 생성에 대한 인간 유전자의 조절을 이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
다. 게다가 스노미피드는 단일 분자 수준에서 생물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게 하여 소형화된 플라스틱 전자
회로의 제조를 가능케 한다.

한편, 오스트리아-독일 연구팀은 헬륨 원자 기체에서 나오는 붉은 색의 연속적인 강력한 초단 섬광을 집속시
켜 700나노미터의 레이저 빛을 들뜬 원자에서 방출되는 1나노미터 파장의 엑스레이로 변환시켰다.

레이저의 발견 이후로 방사선학자와 생물학자들은 레이저와 같이 한 방향으로 방출되는 소형 엑스레이 장치
를 꿈꿔왔다. 이러한 장치는 훨씬 더 적은 양의 엑스레이로도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초기 단계의 암을 진단하는 것이 쉬워지며 엑스레이 사용에 따르는 위험성도 극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장치가 제공하는 영상은 자연적 환경에서 인식될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생분자들을 보여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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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기체의 붉은 색 강력한 초단 섬광은 현란한 앵무새 깃털색의 비밀을 닮았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앵무새 깃털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성분은 "시타코플빈(psittacofulvins)" 이라고 하
는 폴리엔알 지방색소(polyenal lipochromes)였다. 연구진이 발견한 색소 성분은 5종으로 연구진이 분
석한 앵무새 종은 모두 이 색소 성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진이 발견한 5가지 색소 성분 중 어느 것도 깃털 이외의 다른 체내 조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앵무새가 폴리엔알 지방색소 성분을 성숙한 깃털 내에서 직접 만들어 낸
다는 것을 의미한다.

붉은색 앵무새가 5가지의 색소를 체내에서 만들어내듯 붉은 색 헬륨 기체 섬광이 집속시킨 자체의 장소에서
직접 1나노미터 파장의 엑스레이가 출현한 것이다.

X선의 레이저의 비밀 또한, 5펨토초 동안 지속되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고강도 레이저 펄스를 원자에 쪼여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펄스들은 매우 급작
스럽게 원자에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원자가 분해될 겨를이 없이 바로 엑스레이가 방출된다. 연구자들은 극
히 짧은 상호작용 시간 덕분에 나노미터의 벽을 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0.1펨토초 이하의 엑스레
이 발생 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 현재 새로운 장치가 발생시키는 엑스레이는 너무 약해서 실생활에 사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기술 향상을 통해 수천 수만 배까지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
다.

제 목 현란한 앵무새 깃털색의 비밀
등록날짜 2005/02/16 출 판 일 2005/02/16
정보출처 ...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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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05-02/asu-arf0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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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란한 붉은색을 자랑하는 앵무새 깃털의 비밀이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 켈
빈 맥그라우(Kevin McGraw) 교수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앵무새가 특수한 안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화려한 깃털 색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꽤 오래되었지
만 안료 시스템의 정체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2005년 2월 16일자 "바이올로지 레터스
(Biology Letters)" 저널에 게재된 "앵무새의 적색 깃털 안료의 분포(Distribution of unique red
feather pigments in parrots)" 라는 제목의 맥그라우 교수 연구진의 연구보고서는 분자 수준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조류나 어류 같은 동물들이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 같은 바이오색소(biochromes)를 사용해서 붉은
색이나 오랜지색, 노란색 등을 표현한다. 하지만 앵무새가 사용하는 바이오색소 시스템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연구진은 HPLC(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석기법을 이용해서 앵무새 깃털에 존
재하는 붉은색 색소 성분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붉은색 깃털을 가진 44종의 앵무새 깃털
시료를 분석했다. 지구상에는 총 350여종의 앵무새가 있고 이중 80% 가량이 붉은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앵무새 깃털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성분은 "시타코플빈(psittacofulvins)" 이라고 하
는 폴리엔알 지방색소(polyenal lipochromes)였다. 연구진이 발견한 색소 성분은 5종으로 연구진이 분
석한 앵무새 종은 모두 이 색소 성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진이 발견한 5가지 색소 성분 중 어느 것도 깃털 이외의 다른 체내 조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앵무새가 폴리엔알 지방색소 성분을 성숙한 깃털 내에서 직접 만들어 낸
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 목 생명의 신비를 풀 주사 근접 장 광학 현미경
등록날짜 2005/02/16 출 판 일 2005/02/15
정보출처
본 문

쉐필드, 노팅햄, 맨체스터 및 글라스고대학교(Universities of Sheffield, Nottingham, Manchester,
Glasgow)로 구성된 다양한 학계간 연구팀은 ‘스노미피드(Snomipede)’라 불리는 새로운 나노기술 도
구를 개발하기 위해 3백만 파운드의 연구 자금을 수여하였다. 일단 개발되면 스노미피드는 질병 원인의 이해
와 플라스틱 컴퓨터 칩의 저비용 상업 제조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쉐필드대학교
Graham Leggett 교수가 이끈 팀은 전한다. 스노미피드는 13 nm의 수준에서 작은 분자 구조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개발되면 선구적인 신기술은 의료 연구와 상업 제조 모두에 다양하게 이용될 것이다. 의료 연구 분야에
서 생물 분자의 배열 구축은 생물 시료의 민감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종류의 정밀 분석은 일반 질병에
대한 치료 개발에 있어 주요 사항이 될 단백질 생성에 대한 인간 유전자의 조절을 이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
다. 게다가 스노미피드는 단일 분자 수준에서 생물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게 하여 소형화된 플라스틱 전자
회로의 제조를 가능케 한다.

연구 승인은 분자 구조를 조작하고 구축할 수 있는 보다 빠르고 작으며 효율적인 방법의 개발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쉐필드대학교 화학과 교수이자 프로젝트의 리더인 Graham Leggett는 말했다.

스노미피드 기술의 개발은 나노기술, 분자 및 세포 생물학, 미소시스템 공학, 합성 및 표면 화학의 집약을 의
미한다. 연구는 향후 플라스틱 전자소자의 비용 효용적 상업 생산에 초석을 다질 것이다.

또한 의료 연구에서 손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는 스노미피드로 다뤄질 수 있다. 신기술은 잠재적으로 조직 공
학과 단백질 연구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성은 질병, 인간 조직 및 인간 유전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향상시킬 것이다.

용어 ‘스노미피드’는 ‘밀리피드(millipede)’ 기술과 주사 근접 장 광학 현미경(scanning near-field
optical microscopy, SNOM)의 융합을 반영하기 위해 쉐필드대학교에서 만들어졌다.

http://www.physorg.com/news3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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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최초의 엑스레이 레이저
등록날짜 2005/02/16 출 판 일 2005/02/16
정보출처
본 문

레이저의 발견 이후로 방사선학자와 생물학자들은 레이저와 같이 한 방향으로 방출되는 소형 엑스레이 장치
를 꿈꿔왔다. 이러한 장치는 훨씬 더 적은 양의 엑스레이로도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초기 단계의 암을 진단하는 것이 쉬워지며 엑스레이 사용에 따르는 위험성도 극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장치가 제공하는 영상은 자연적 환경에서 인식될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생분자들을 보여줄 것이
다. 이러한 꿈이 실현되려면 수년이 더 걸리겠지만 Ferenc Krausz가 이끄는 오스트리아-독일 연구팀의 연
구 결과는 언젠가 이러한 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비엔나 공과 대학교, 뷔르즈부르그
(Wurzburg) 대학교, 뮤닉 대학교, 막스 플랑크 양자광학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소형의 실험 장치를 이용해
1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와 같은 엑스레이를 처음으로 선보였다[Nature 433, 596 (2005)].

오스트리아-독일 연구팀은 헬륨 원자 기체에서 나오는 붉은 색의 연속적인 강력한 초단 섬광을 집속시켜
700나노미터의 레이저 빛을 들뜬 원자에서 방출되는 1나노미터 파장의 엑스레이로 변환시켰다. 강한 레이저
장은 음전하를 갖는 전자들이 양전하를 갖는 원자핵 주면을 큰 진폭으로 진동하게 만들어 원자들을 안테나와
같이 행동하게 만든다. 거대한 진폭 때문에 원자들은 유도 레이저의 파장(700나노미터)뿐만 아니라 더 짧은
파장의 빛도 방출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테나들의 위상이 일치되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의 위상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미세한 “원자” 파동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그들의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입사되는 레이
저와 동일한 방향으로 상당한 강도를 갖는 엑스레이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10나노미터 영역에 이르는 극자외선 유사레이저를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하지만 더 강한 레이저에 원자들을 노출시키면 원자들이 분해되어 버리기 때
문에 이러한 기술을 훨씬 더 짧은 파장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강한 레이저 장에 의해 떨어
져 나온 전자들은 미약한 “원자” 파동으로부터 강한 파동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연구팀은 5펨토초 동안 지속되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고강도 레이저 펄스를 원자에 쪼여줌으로써 이러한 문
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펄스들은 매우 급작스럽게 원자에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원자가 분해될 겨를이 없이
바로 엑스레이가 방출된다. 연구자들은 극히 짧은 상호작용 시간 덕분에 나노미터의 벽을 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0.1펨토초 이하의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 현재 새로운 장치가 발생시키는
엑스레이는 너무 약해서 실생활에 사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기술 향상을 통해 수천 수만 배까지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된다면 물리학, 생물학, 재료 과학 분야에 새
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http://www.physorg.com/news3069.html

(0) (0) (0)추천수 답글 참조글 http://kr.blog.yahoo.com/jk0620/1453551.html

수정 삭제 이동 뉴스레터

이름 비밀번호 블로그 http://

참조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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