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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위한 소재개발 혁신 빅데이터의 활용

Dalton)의 원자설 등을 거치며 물질이 핵과 전자,

라스틱은 인간에게 대량소비의 시대를 열어주었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연을 인

다.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이 개발되면서 풍요

간의 수학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로운 의복 생활이 가능해졌다. 실리콘 소재 기반

준 뉴턴 역학이 등장하고, 화학의 세계에서도 변

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개발되면서 개인용 컴

화가 일어났다. 과학자들은 수학적 계산으로 화학

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IT시대가 시작됐다. 이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26

와 같이 신소재 개발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

년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Erwin

제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왔다.5) 그러나 새로

Schrödinger)는 전자의 파동을 설명하는 함수를

운 소재를 개발하여 상용화 하는 데에는 일반적으

발표하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수학적으로 설

로 10~2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한 예로 오늘

명했다. 화학반응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날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의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는 원자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경우 1970년대 중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지만 20

불리는 지능화, 융합화 기술과도 궤를 함께한다. 이

야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만으로는 인간이 원

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시장에 확산

글에서는 소재 개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향후 전망

자와 분자 수준의 복잡계를 계산하기란 현실적으

되었다.

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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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개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세계가 융합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4차 산
업혁명’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기계가 인간의 반복
적 육체노동을 대체해왔던 것처럼, 컴퓨터는 인간
의 반복적 인지 작업을 대체하고 있다. 빅데이터

소재 개발과 빅데이터, 그리고 소재
정보학

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인
이다. 소재 개발의 영역에서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2013년 12월 미국 대중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
리칸(Scientific American)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

소재 개발 역사는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되었다. 인간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보다 가
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지식이 충분하

인간이 상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넘어야

그런데 컴퓨터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

할 산은 소재였다. 원하는 특성을 갖는 소재를 빠

다. 1990년대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화학반응을 가

르게 개발하는 것이 혁신의 경쟁력이었다. 이러

상 세계에서 모사(simulation)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흐름에서 계산화학은 21세기에 접어들어 학

직접 실험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이용해 반응과 생

문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반도체와 메모리 기술

성물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8년

의 발전으로 인한 계산속도 상승과 처리가능 데이

2)

노벨화학상 또한 계산화학을 개척한 두 화학자 에
3)

게 수여됐다. 2013년의 노벨화학상도 같은 분야
4)

터 용량 증가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머
신러닝(machine learning), 온라인 네트워킹 등

어(World Changing Ideas 2013)’로 ‘컴퓨터를 이

지 않으면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소재를 개

의 연구자 에게 주어졌다. 복잡한 화학반응을 직

의 IT기술과 만나 본격적으로 소재 개발에 적용되

용한 소재 개발’을 선정했다.1)

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경험을 바탕으로 분

접 실험하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연

기 시작했다. 이렇게 탄생한 소재 정보학(Material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철, 플라스틱, 영구

석하고 어떤 가설을 세운 뒤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구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이는 세상

Informatics)은 계산적 방법론(computational

자석, 트랜지스터 등 소재 개발의 역사였다. 그리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재 개발은 이러한 시행

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던 소재의 개발이 컴퓨터

methodologies)에 따라 소재에 대한 데이터를

고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화학과 빅데이터의 활용

착오(trial-and-error)의 지난한 과정이었다.

로 인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공하고 해석하는 학문으로, 소재개발의 새로

은 세상을 바꿀 새로운 소재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

인류는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고, 무엇

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아리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4원소설, 슈탈(G. E.

를 위해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소재개발 전략을 적

Stahl)의 플로지스톤설(phlogiston), 돌턴(John

1)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world-changing-ideas-2013-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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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다. 플

운 시대를 열고 있다. GAUSSIAN, GAMESS,

2) Walter Kohn(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USA), John A. Pople(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inois,
USA)
3) https://www.nobelprize.org/nobel_prizes/chemistry/laureates/1998/press.html
4) Martin Karplus(Universite de Strasbourg, France and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USA), Michael Levitt(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tanford, CA, USA), and Arieh Warshel(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 USA)
5) Markowitz, S.(2009), “The Advanced Materials Revolu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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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MGI로 예상되는 신소재 개발의 가속화 개념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소재 수
(Number of
New Materials
to Market)

소재 개발과정 (미래)
(Future Materials Continuum)

소재게놈이니셔티브
(Materials Genome Initiative)
소재 개발과정 (현재)
(Materials continuum Today)

소요시간(Time)
자료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4), Materials genome initiative strategic plan. https://www.mgi.gov/

그림 2 : 소재개발의 연속 단계(Materials Development Continuum)
Discovery

Deployment*
Development

Property
Optimization

Systems
Certification Manufacturing
Design and
*Includes Sustainment and Recovery
Integration
자료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4), Materials genome initiative strategic plan. https://www.mgi.gov/

로 연결시키게 되는데, 전체 과정은 통상 10~20년

제조에 대한 화학반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

이 소요된다. 개발 현장에서는 각각의 단계를 수행

축하여 머신러닝 기법으로 새로운 화학반응을 예

했던 담당자들 간의 협의와 논의가 필수적이다. 새

측하는데 성공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8) 또한

로운 특성을 갖고 있고 특수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미국 하버드 대학 청정에너지 프로젝트(Harvard

혁신적인 소재일수록 연구부문과 산업부문 등 이

Clean Energy Project) 연구진은 계산화학과 빅

해관계자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다. 각 단계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기태양전지(organic solar

로 필요한 전문성이 다르며, 사용하는 도구와 관점

cell) 소재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9) 현재 태양전

도 상이하다. 그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하여 전체

지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들은 실리콘 등 무기계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당초 계획했던 소재

(inorganic) 소재다. 무기계 소재는 유기계 소재보

가 원하는 기간에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그

다 가격이 높아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저렴한 유기

러나 현재 통상적으로 각각의 단계는 독립적으로

계 소재로의 대체가 요구된다. 유기태양전지 소재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후 단계 또는 전

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발굴해내기 위해 계산화

(全)과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 간 피드

학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전기적 성

백은 미흡한 실정이다.

질을 갖는 물질 도출에 성공한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러한 배경에서 소재 개발 과정의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합을 찾

MOPAC 등의 계산화학 프로그램이 등장했고,

고 있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역사는 새로운 소재

위해 데이터의 활용이 대두되었다. 소재의 물성에

아내고, 직접 모든 경우를 실험하지 않고도 전산

Materials project, AFLOWlib, Open Quantum

의 개발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성

대한 물리적, 화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재가 개

알고리즘으로 가능성 높은 후보를 효율적으로 찾

Materials Database, Harvard Clean Energy

장을 이끈다는 것을 보여줬다. 보다 빠르게 새로운

발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

아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Project, NoMaD, NRELMatDB, Computational

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면 미래 기술과 첨단제품 시

유, 활용하여 소재 개발의 각 단계에서 시너지를

Materials Repository 등 세계 각지에서 화학 소

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생시킬 수 있다.

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구축되며 연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소재 개발은 7단계를 거친다. 먼

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지식의 범위를 넘어

처리 → 저술·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보급되었다. 소재 정보학 관련 연구는 2010년 이

저 발견(discovery) 단계에서는 원하는 특성을 갖

선 새로운 소재 개발 접근법을 빅데이터를 통해 발

대부분의 데이터는 연구결과 논문 및 보고서 등에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Citrine informatics에

는 재료를 찾기 위해 과거 소재 데이터와 모델

견할 수 있다. 한 예로 2013년 미국 MIT와 벨기

제한적인 형식으로 단편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materials informatics,

을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development) 단

에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의 연구자들은

많다. 이상적인 공유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표준화

materials genome, machine learning,

계를 거쳐, 물성최적화(property optimization),

수천 개의 산화물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새로운 투

된 형태로 저장되고 공동의 플랫폼 위에서 분석 및

materials science 등과 관련된 소재 정보 관련 학

시스템 디자인과 통합(systems design and

명 전도체(transparent conductors) 물질을 찾아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술 논문은 2016년에 2010년 대비 4배 규모로 증가

i n t e g r a t i o n), 인증(c e r t i f i c a t i o n), 제조

냈다. 이 중에는 인간의 경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려되어야한다. 소재에 대한 연구 경험과 지식의

6)

했다.

(manufacturing) 단계를 거쳐 시장에 출시된다.

미국이 국가 전략 관점에서 소재게놈이니셔티브

이렇게 하나의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연

(Materials Genome Initiatives, MGI)를 추진하

구자와 엔지니어가 각 단계를 수행하고 다음 단계

6) Citrine informatics(2016), “Material informatics: Artificial intelligence driven materials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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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흐름은
[그림 3]과 같이 생산 → 전달·저장 → 분석·전

7)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도 존재했다. 2016

데이터는 개별 연구자에게 소유되어있다. 개별 연

년에는 바나듐 아셀렌산염(vanadium selenites)

구자에게 연구 데이터는 개인의 실적과 성과를 계

7) G. Hautier et al.(2013), Nature communications 4, pp. 2292.
8) Raccuglia et al.(2016), “Machine-learning-assisted Materials Discovery Using Failed Experiments”, Nature 533, pp. 73-77.
9) Hachmann et al.(2013), “Lead candidates for high-performance organic photovoltaics from high-throughput quantum
chemistry - the Harvard Clean Energy Project”,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7 (2):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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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연구개발 과정에서 통상적인 데이터의 흐름

표 1 : 미국 MGI 4대 전략
참고문헌
Mendeley,
EndNote, Zotero,
논문, 보고서 등

데이터 생산

전달·저장

분석·전(前) 처리

저술·발표

실험장비

저장장치, 이메일
클라우드, 서버 등

Excel,
Photoshop,
Matlab, Python 등

Word, LaTaX,
Powerpoint

전략

도전과제

산·학·연 및 분야 간 경
계를 초월한 R&D를 촉진·
장려하는 문화적 변화

① 이론부터 실험까지의 통합적 R&D 장려 및 촉진
② 모든 소재 관련 산학연 기관이 MGI사업방식을 채택하도록 촉진
③ 국제 커뮤니티와의 연계

실험, 계산, 이론을 통합하
고 산업적 응용을 위한 고
급 소재데이터 구축

① MGI 디지털 자원 네트워크 구축
② 정확하고 안정적인 시뮬레이션 개발
③ 향상된 실험 장비 개발 : 더 정확한 원자단위 측정 장비
④ 수많은 실험·계산 데이터 결과 중 고급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논문, 보고서,
온라인 저장

연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재 관련 디지털 데
이터 인프라의 구축

① 소재데이터 인프라 시행을 위한 성공 사례 정립
② 소재 관련 데이터 접근이 용이한 저장소 구축 지원

검색·발견

첨단제조분야의 고용창출
을 포함, 세계최고의 소재
관련 인력양성

①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 및 실행
② 통합적인 연구경험이 가능하도록 기회 제공

문서 내
데이터의 고립

배포·공유

검색엔진
Google, Web of Science
네트워크 검색 등
자료 : Hill, J. et al.(2016), "Materials science with large-scale data and informatics: Unlocking new opportunities", MRS Bulletin, 41(5), pp. 399-409.
doi:10.1557/mrs.2016.93

자료 : 미국 백악관, S&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10)

시대에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연합 Horizon 2020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사업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일환으로 NOMAD(NOvel MAterials Discovery)

량하는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공유함

년 12월 MGI 국가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소재 정

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분야별, 그

보학을 기반으로 첨단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여 제

미국은 MGI를 시작한 이후, 대학과 연구소를 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NOMAD의 목표는 빅데이

룹별로 상이한 연구 방식을 고려한 표준화 및 플랫

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

심으로 소재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점차 가시적

터 분석 도구(Big-Data Analytics Tools)와 소재

폼 구축 또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 산·학·연·관이 합동으로 소재혁신 인프라

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버클리 대학교(University

데이터베이스(Materials Encyclopedia)를 구축하

(materials innov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

of California at Berkeley)는 Lawrence

는 것이다. 독일은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유럽, 일

11)

본 등 소재 및 정보 기술 선진국 중심으로 다

하기 위해 전략과 로드맵을 작성했다. 소재개발

Berkeley National Laboratory(LBNL) , 텍

로운 첨단전략(New High-tech Strategy)’의 일

양한 소재 빅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다. 한 예

과정에 사용되는 실험도구(experimental tools),

사스 A&M대학교(Texas A&M University)

환으로 ‘재료에서 혁신으로(Vom Materials zur

로, 2017년 9월 현재 Materials Project는 7만여

계산도구(computational tools), 디지털 데이

는 D3EM(Data-Enabled Discovery and

Innovation)’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개, AFLOW(Automatic-FLOW for Materials

터(digital data)를 통합하고 상호 시너지를 낼

Development of Energy Materials), 듀크 대학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기술혁신의 3분의 2 이상

Discovery)는 170만여 개의 화합물 데이터를 제공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안보(national

교(Duke University)는 소재게놈센터(Center for

이 소재 혁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자

하고 있다.

security), 보건복지(human welfare), 청정에너

Materials Genomics)를 설립하고 다양한 그룹

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재

지(clean energy), 인력 양성(next generation

이 모여 컨소시움 형태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기반의 제품과 공정 혁신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workforce)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있다.

개발된 소재와 관련 기술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선진국 동향

MGI의 4대 전략은 <표 1>과 같다. 미국은 MGI
미국은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

를 단순히 소재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 플랫

도로 ‘소재 게놈 이니셔티브(Materials Genome

폼 기반의 연구개발 문화를 과학기술계 전반에 확

Initiative, MGI)’ 추진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4

산하고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56

유럽도 소재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2015년 유럽

을 개발하여 연구개발과 제조 및 상업화에 활용하

10) http://www.whitehouse.gov/blog/2014/12/04/strategy-accelerate-cutting-edge-materials-innovation
11) https://www.materialsproject.org/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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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있다. 보다 작고,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

소통, 공유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어떤 정책으

다. 또한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도 기대할

일본물질재료연구소 NIMS(National Institute

품을 위해서는 기존 물성을 뛰어넘는 소재가 필요

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독려해야할

수 있다.

for Materials Science)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하기 때문이다. 소재 혁신은 관련 분야 기술과 제

지 고민해야한다. 우리와 유사한 문화권의 일본이

넷째, 인력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그 어떤 혁신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품 혁신을 이끈다. 새로운 제품의 성공은 시장과

MI2I를 통해 소재 연구개발에서 구축된 데이터 플

도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의 지원으로 ‘정보 통합 물질·재료 개발 이니셔

산업을 넘어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역사 속

랫폼을 기초과학 전 분야에 확산하고자 하는 이유

기치를 내걸었으나, 아직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야

티브 MI2I(Materials research by Information

세 차례의 산업혁명도 소재 혁신이 함께했다. 이것

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할 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다. 디지털 데이터 기

Integration Initiative)’를 추진했다. 재료과학과

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둘째, 국가 전략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중

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등교육에서 소재 개발

정보과학을 융합하여 소재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

기반 소재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다.

국은 Made in China 2025 국가 전략에 소재 개발

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을 경험할 수

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JST의 혁신허브 구

경쟁국보다 먼저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하면 시장,

플랫폼을 포함시켰다. 양을 넘어선 질적으로 세계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미국, 유럽,

축지원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되었다. 데이터 플랫

산업, 경제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 되고자하는 중국은 미국 MGI

일본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대학에서 교육되는

폼 구축, 데이터 과학, 모델링, 축전지, 자석, 전열

미국과 유럽은 1990년대부터 계산화학에 대한

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넘어서 단순 제품의 재료에

소재 정보학과 이를 활용한 소재개발은 좋은 사례

제어, 촉매소재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개발된

연구를 추진했고 상대적으로 늦게 연구를 시작한

국한하지 않고 에너지와 희토류 등 국가 전략 산업

다. 미래 사회에서 데이터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산·학·연·관 정보통합 인프라를 기초과학 전

일본과 중국 또한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 단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

재료가 될 것이다. 소재 정보 분야에서 훈련된 인

분야에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순 계산 및 모사를 넘어 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회에서 뜨겁게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연구와 산업

재는 과학기술 전반뿐 아니라 타 영역에서도 그 빛

중국 또한 미국 MGI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

웨어, 그리고 국가차원의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

현장에서의 온도는 다르다는 우려가 있다. 4차 산업

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듬해인 2012년 중국판 MGI 전략을 세웠다. 이

는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

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융·복합이며, 이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재 개발 플랫

에 따라 2016년 중국 과학기술부는 Made in

늦게나마 소재 산업에서 계산과학과 빅데이터의

를 위한 데이터의 확보와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인

폼을 제조업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China 2025 정책의 일환으로 Key technology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후발주자의 이점을

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활용은 열린 공간에서 활발히

플랫폼, 산업 융합의 도구, 미래를 위한 전문가 집

and supporting platform of materials gene

최대한 이용하여 선행주자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논의되어야하지만 아직 현실은 가야할 길이 멀다.

단의 문화·소통·공유 혁신의 도구, 새로운 산업

engineering과 High performance computing

로 삼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명

소재 개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혁명을 인력 양성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등 2개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고속처리기법

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

를 대변하는 사례다. 산업과 연계한 한국형 소재게

(High-throughput methods)·바이오의학·에

첫째,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빅

너지·희토류·촉매·특수합금 소재 데이터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소재개발은 단순히 어떤 분석과

셋째, 학제간 융합과 산·학·연·관 데이터 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제조 공장은 원

스 등 분야의 40개 프로젝트에 각각 5년간 460~760

합성기술에 의한 새로운 소재의 탄생만을 의미하

랫폼 구축을 추진해야한다. 플랫폼에 인공지능 알고

료 데이터를 이용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공정의

지 않는다. 개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온 과

리즘이 적용되고 화학, 물리학, 수학, 전산학 등 학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이 된다. 또한 각각의 역할이

거형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개방형·통합형·융합

제간 융합이 확대된다면 소재 산업의 촉매제로 활용

분리되었던 산·학·연·관 역시 서로의 역할이 변

형으로 변하는 흐름 위에 있다. 이는 기존 연구자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

할 수 있다. 소재개발에 활용될 계산화학, 빅데이

및 제품 개발자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근본적인

해서는 연구 집단뿐 아니라 제품의 기획과 생산을

터,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 등은 단순히 화학과 소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양보다 토론과

담당하는 산업계, 데이터 권한 및 지적재산권 등의

재의 세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시대의

제도를 조정할 정부 등이 모두 협력해야한다. 데이

흐름을 오롯이 나타내는 방증이자, 혁신의 주인공

터 인프라 구축은 한두 개 기관 또는 기업이 구축할

이 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13)

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적 방향과 우리의 과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하드웨어 기술의 핵심은 소

12) https://www.bmbf.de/pub/Vom_Material_zur_Innovation.pdf
13) Nature Materials (2016). 15, 69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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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 이니셔티브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두고 융·복합의 시대라
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과 분야의 융·복합만

수 있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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