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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1975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측정표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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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KRISS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R&D)을 수행하여 산업체
와 공공부문에 그 성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는 국가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
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주력 산업이 변하고, 산업계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 대
응하려면 국제경쟁력이 있는 첨단 측정기술이 매우 중요합

지원, 측정표준과 관련한 사ㆍ학ㆍ연 교류에도 힘쓰고 있습
니다.
KRISS는 세계 각국의 측정표준기관과 활발한 국제 협력을
통해 초일류 국가표준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은 물론 개발도상국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측정표준 R&D의 국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니다. 출연연의 기획하에 소속 연구원이나 관련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해 출연연과 관련된 과학아이템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냅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도 소개하며 현
장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이지사이언스 시리즈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과
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며, 과학지식 소양을 함
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과학기
술 교양서입니다. 출연연의 우수 연구성과와 과학기술 위상

유리 cd
광도
목재 m
길이

을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과
학기술인과 사회의 소통을 통해 융합과 창조의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지사이언스 시리즈는 책자 형태뿐 아니라 전자책 형태로
도 제작되고 보급돼 스마트폰을 포함한 IT기기에서 활용할

리즈는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과 각 출연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 더불어 측정기술 전문가 양성과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수 있도록 제작하고 보급하는 과학기술 대중도서 시리즈입

동영상, 퀴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발간된 이지사이언스 시

융합연구까지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측정표준에 관한 원천

측정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정과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

정부출연연구원이 공동으로, 일반인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책에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는 정밀 측정기술에서부터 우주광학계, 진공, 나노-바이오

또한 국내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계측기기들이 정확한

기획ㆍ감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알루미늄 A
전류

니다. KRISS는 NT, BT, IT 등 미래 신산업에서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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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단위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가 채택되어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했다. 헌법 제127조 제2항에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며, 1999년에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국제단위계
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국제단위계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편이
다. 일상생활이나 일부 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잘못된 단위를 사용

우리는 일상 속에서 측정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시계

하고 있거나 국제단위계에서 벗어나는 오래된 단위들을 쓰고 있다. 국가측

를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속도를 살펴본다. 또 옷을 살 때는 몸에 맞는지

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제단위와 측정의 중요성에 대

치수를 확인하고, 채소나 과일을 사면서는 저울에 무게를 달아본다.

한 인식을 높이고, 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가 측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과학

『단위 이야기』는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설

실험은 측정을 통해 결과를 얻게 되므로, 정확한 측정은 과학기술의 기초이

명하였다. 또한 단위에 얽힌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소개하였다. 이와

자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함께 일상생활과 최첨단 과학기술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단위와 측정의 중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통치자들의 업적을 살펴보면 ‘도량형의 통일을

요성과 관련 노벨상 수상자들도 간략하게 다루었다.

이루었다’는 대목을 종종 볼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도량형의 통일은 국가 통

단위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과학에 흥미를 두고 있는 학생과 일선에서

치의 근간이 되는 조세를 공평하게 거둬들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뿐만 아

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그리고 평소 단위와 측정에 대해 관심을

니라 건축, 제조, 상거래 등 일상 속 갖가지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단위 이야기』를 펼쳐보자.

해서도 도량형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 같은 필요성은 여러 나라와
무역을 시작하며 국제적으로 확대되었고,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으로 인해 미터법
은 국제 사회에서 통일된 도량형 제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1960년에
열린 국제도량형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SI)’

2014년 12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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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위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으로 고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다.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단위는 ‘큐빗(cubit)’이라는 길이 단
위다.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중지 끝까지의 길이로, 고
대 이집트 시기는 물론 근대까지도 쓰였을 만큼 서양에서는 꽤 오랫동안 중
요하게 사용되었던 단위이다. 큐빗은 1 야드(91.44 cm)의 원형으로 1 큐빗은
약 45.8 cm의 길이이다.

인류가 처음으로 단위를 사용한 것은 언제일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

큐빗

지만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된 길이로 팔꿈치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단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한정된 지역에서 집단생활을 하다가
점차 지배 영역을 넓혀갔다. 이렇듯 사회 규모가 성장하면서 단위의 필요성
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집단으로 농지를 경작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분배해야 했

사과 10 kg을
주시오.

사과 10 kg이면
비단 1 필이요.

다. 더 나아가 농기구를 개량하고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의 힘을 빌려 효율적
으로 농사를 지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유 작물이 생겨났다. 사람들
은 이 작물을 다른 마을에서 생산한 물건과 물물교환 형태로 맞바꾸었다.
이에 따라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매겨야 했다. 즉, 물건의 크기와 길이, 무게
등을 수치로 표시할 기준이 필요했다.
도량형(度量衡)은 길이를 재는 자, 부피를 재는 되, 무게를 재는 저울을 총
칭하는 말이다. 통일된 도량형이 없었다면 물건의 교환 역시 원활하지 못했
을 것이다. 단위의 시작은 도량형의 기준을 만든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도량형은 어디에서 탄생했을까? 도량형의 기원지로
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언급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는 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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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도량형 기술의 백미, 피라미드

준다. 정사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밑면에서 각 변의 길이를 살펴보면 남쪽은
230.40 m, 동쪽은 230.45 m, 서쪽은 230.38 m, 북쪽은 230.25 m이다. 길이
차가 고작 20 cm밖에 나지 않는다.
고대 이집트인이 이렇듯 정밀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단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단위가 바로 ‘로열 이집트 큐빗’이다. 이는 당
시 통치하던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한 길이다. 피라미드 건축가들은 이러한 단위를 바탕으로 나

역사적으로 무게와 길이에 관한 수많은 단위가 존재해왔다. 상당수 단위

무나 화강암 재질의 자를 만들어 건축 현장에서 사용했다.

는 뿌리가 같지만 단위의 실제 값은 나라마다 혹은 시대마다 제각기 달랐

당시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 왕실 건축가나

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단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정확했던 것은

감독관이 사용하던 자를 로열 큐빗 마스터와 비교하는 의식이었다. 이는 자

아니다. 어떤 시대에는 단위가 상당히 정밀한 수준으로 정의되었고, 이를

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일을 소홀히 하는 이들은 죽음을 면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물 중 일부는 현대의 기준에서도 매우 정교하다.

치 못했다. 이런 엄격한 측정표준 덕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0.1 %의 정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 기자(Giza) 지방의 대(大)피라미드이다. 기원전

밀도를 가지고 건축될 수 있었다.

2500년 무렵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146.60 m에 이
른다. 영국의 링컨대성당 첨탑이 1300년경 완성되기 전까지 3800여 년이라
북 230.25 m

동 230.45 m

는 긴 세월 동안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위용을 자랑했다.
대피라미드의 규모는 측정 기간만 수세기가 걸렸을 만큼 거대하다. 이 피
라미드에 사용된 2.5 톤짜리 돌덩어리는 무려 230만 개로 무게를 모두 합치

피라미드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
‘로열 큐빗 마스터’
덕분이지!

서 230.38 m
남 230.40 m

면 575만 톤에 달한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에 참여했던 수학자 몽즈는
대피라미드의 부피가 260만 m3이며, 이는 프랑스 국경을 따라 3 m 높이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규모라고 계산했다.
이집트 정부는 1925년에야 대피라미드의 규모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는 대피라미드가 얼마나 정확한 수치로 지어졌는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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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 이집트 큐빗 =
(당시 통치하던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가운뎃손가락까지의 길이 + 손바닥 폭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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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를 사용한 다양한 단위들
spa

n

1 큐빗 = 2 스팬

큐빗(cubit)

pa

lm

pa

lm

spa

pa

n

lm

1 스팬 = 3 팜

앞서 언급한 큐빗처럼 도량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신체 일부분을 기
준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는 서양의 길이 단위에서 다양하

인치(inch)

팜(palm)

디지트(digit)

스팬(span)

게 나타난다. 큐빗의 반을 나타내는 ‘스팬(span)’은 손가락을 쫙 벌렸을 때
엄지손가락 끝에서부터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스팬의 3분의 1인 ‘팜
(palm)’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너비, 팜의 4분의 1인 ‘디지트’

는 손가락 1개의 폭과 같았다. 또한 뒤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해
당하는 ‘피트(feet)’라는 단위도 있다. 이는 16 디지트에 해당하고 12 인치와

1 피트(feet) ≒ 16 디지트 ≒ 12 인치
신체의 일부분을 활용한 다양한 길이 단위
1 인치 = 엄지손가락 폭 = 2.54 cm
1 큐빗 = 1.5 피트 = 45.72 cm
2 큐빗 = 3 피트 = 12 팜 = 36 인치 = 48 디지트 = 91.44 cm

거의 일치하는 길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의 ‘비트루비우스

이었다. 단위는 있되 표준은 없었던 셈이다. 이는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었

의 인체 비례’라는 작품에서도 이런 단위를 확인할

다. 예를 들어 옷감을 사고팔 때 누구의 몸을 기준으로 삼느냐를 두고 의견

수 있다. 고대 로마시대 건축가인 마르쿠스 비트루

이 갈릴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권력자의

비우스의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체를

신체 부분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었다.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에는 큐빗, 팜, 디지트,
ⓒLuc Viatour

피트 등 여러 길이 단위 간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신체 자체가 자였던 셈이다.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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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르만 왕조의 정복왕 윌리엄 1세의 막내아들인 헨리 1세(재위기간
1100~1135)는 “이제부터 내 코에서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1 야드(yard)’로 한

다”라고 선포했다. 자신의 코끝에서 팔을 뻗어 엄지손가락을 세운 곳까지의
길이를 야드로 정의한 것이다. 이 길이는 약 91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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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도량형도 통일하다

해 온 한족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발전한 측정 기
술은 훗날 우리나라와 일본 등으로 전파되었다.

이 자로 재보니
비단이 턱없이
부족하구나!

동양은 어떠한 길이 단위를 사용했을까? 먼저 중국을 살펴보자.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역시 단위를 중요하게 여겼다. 진시황은 도량
형 제도를 만들어 공표하고, 표준이 되는 자와 저울, 되를 대량으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당시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도량형을 하나로 통
일한 것이다.
진시황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도량형 통일’은 단위가 매우 중요했음
을 말해준다. 당시에는 비단이나 모시 같은 천으로 세금을 내는 게 일반적
이었다. 이런 이유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척도가 필요했다.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았기에 백성의 자로는 분명 맞는 길이인데 관리의
자로 재면 부족하게 측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들쑥날쑥한 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이 나라의
도량형을
반드시
통일하겠노라!

량형이 백성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았다.
진시황은 백성을 동원해 약 6500 km의 만리장성을 쌓느라 많은 목숨을
앗아갔지만, 한편으로는 도량형을 통일시켜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로부터
백성을 구제하기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 도량형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는 한나라 시대에 와서

진시황

야 이뤄졌다. 중국의 측정 기술은 기원전 3~4세기 무렵 황하 유역에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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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 단위를 정의한 세종대왕

한 줌과 달리 한 짐은 등에 짊어지기에는 꽤 무거운 양을 의미한다. 그런
데 한 짐도 한 줌과 마찬가지로 부피 단위가 아니라 넓이의 단위이다. 세종
대왕 때 재정비한 전통단위 체계에 따르면 10 줌은 1 단, 100 줌은 1 짐,
10 000 줌은 1 먹이었다. 이렇게 정한 뒤 백성들에게 토지를 1 먹씩 나눠주
었다. 1 짐, 곧 100 줌의 땅에서 수확된 곡식의 양은 등에 한 짐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다.

‘한 줌’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말에는 한 주먹으로 쥘 수 있는 적은 양을 의
미하는 단위가 있다.
우리나라는 단군조선 시대부터 고유의 도량형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
리고 약 4000년 동안 ‘결부속파법(結負束巴法)’이라는 고유의 단위체계를 사
용했다. 줌이란 단위도 결부속파법에서 비롯됐다.
‘한 줌’은 적은 분량을 의미해 부피의 단위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부
피가 아닌 넓이의 단위이다. 결부속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의 전통 면적
단위에는 먹, 짐, 단을 비롯해 줌이 있었다. 그런데 왜 넓이의 단위인 줌이
부피의 단위처럼 오인된 걸까?
1430년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지역마다 달랐던 길이, 넓이, 부피, 무게에
대한 전통 단위들을 정비했다. 당시 1 줌은 가로 1 자, 세로 1 자의 넓이라고
정리했다. 1 자에 해당하는 길이는 38.86 cm. 따라서 1 줌의 넓이는 0.15 m2
로 상당히 작은 넓이였던 셈이다.
옛날 사람들은 줌이라는 면적 단위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면적에서 수확한 곡식의 양으로 설명하고는 했다. 줌이 부피의 단위로
오해받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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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년 세종대왕이 재정비한 면적 단위
옛날 사람들은 면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정 면적에서
수확한 곡식의 양으로 면적(넓이)을 따졌다
1
1
1
1

줌
단
짐
먹

가로 1 자, 세로 1 자의 넓이(1 자 = 38.86 cm, 1 줌 = 0.15 ㎡)
10 줌
100 줌(한 짐 지고 갈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수확한 땅의 넓이)
10 000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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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가 들고 다닌 ‘유척’의 정체는?

암행어사가 자를 가지고 다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지방 수령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백성들로부터 각종 세를 거둬 조정으로 보내는 일이었
다. 하지만 당시 세금은 화폐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곡식, 옷감, 지
역 특산품과 같은 물품으로 거두었다.
이때 지방 수령이 사용하는 자의 정확성 여부는 무척 중요하였다. 지방
수령이 개인적인 수탈을 목적으로 자의 눈금을 늘인다면 백성은 정해진 양
보다 더 많은 세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정에서도 그냥 넘어갈

신분을 감추기 위해 비렁뱅이나 나그네처럼 변장하고 지방에 몰래 파견

문제가 아니었다.

되었던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암행어사 하면 지방의 탐관오리를 적발하고

이런 이유로 암행어사에게 유척을 하사하며 지방 관청의 도량형을 확인

동헌에 쳐들어갈 때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외치는 모습이 떠오른다. 이때

하도록 했다. 유척은 지방관청의 도량형이 얼마나 정확한지 판별하는 표준

암행어사는 마패를 손에 쥐고 등장한다.

자의 역할을 했던 셈이다. 유척은 세금 징수의 목적 외에 형벌에 사용하는

하지만 암행어사가 지니고 다녔던 것은 마패만이 아니었다. 왕이 암행어

도구의 크기가 규정에 맞는지 알아보는 용도로도 쓰였다.

사를 임명할 때 하사하는 것은 봉서(封書), 사목(事目), 마패, 유척(鍮尺) 등
모두 네 가지이다. 봉서는 암행어사에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고, 사목
은 암행어사의 직무를 규정한 책이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렇다면 유척은 무엇일까? 유척은 놋쇠로 만든 자로, 조선시대 도량형 제
도에서 일종의 표준 역할을 했다. 세종대왕은 박연을 시켜 아악을 정리하면서
악기의 기본음을 내는 황종률관을 만들었다. 또한, 이것을 기준으로 황종척이

ⓒ국립고궁박물관

라는 자도 만들었다. 이 황종척이 모태가 돼서 탄생한 자가 바로 유척이다.

암행어사의 유척
암행어사가 지방 관청의 도량형을 검사할 때 기준이 되는 자.
암행어사는 놋쇠로 만든 유척으로 지방 관리들이 되나 자를 속이는지 판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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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과 도량형 개혁

전 덕이었다. 당시 프랑스의 측정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여러 측정
장치들이 개발되고 개선되었다. 과학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길이
를 측정하는 측량도구와 시각을 측정하는 시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미세한
질량 차이도 측정할 수 있는 저울도 있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발달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게 쓰이기를 원했다. 그것
이 바로 도량형 개혁이다. 당시 아카데미에는 오늘날 근대 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앙투안 라부아지에(1743~1794)가 있었다. 라부아지에는 도량형 개혁

1789년 프랑스는 혁명의 도가니 속에 있었다. 성난 군중들이 왕의 폭정을

에 매우 열정적이었다. 1790년 라부아지에는 프랑스 전 지역의 도량형을 통

상징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점거하고 농민들은 지주에 맞서 봉기하였다. 당

일하기 위한 과학 아카데미의 재무관으로 임명되었다. 왕은 라부아지에를

시 프랑스 왕이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승

비롯해 아카데미 학자들에게 도량형 통일의 장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인하지 않자, 파리의 군중들은 왕이 사는 베르사유로 진격해 왕의 가족을
파리로 데려와 감금했다.
프랑스 혁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다른 혁명도 일어나고 있었다. 새로
운 도량형 질서를 세우는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프랑스의 도량형 체계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프랑스 혁명 전에 프랑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도량형을
만들 것이다.

데카르트

파스칼

스를 다녀간 아서 영이란 영국인은 프랑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량형을 보
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 “프랑스에는 이해하기 힘들
만큼 무수히 많은 도량형이 있다. 지방마다, 교구마다, 마을마다 모두 제각
각이다”라고 기록했다.
프랑스가 도량형 개혁을 시도할 당시 그 중심부에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
미가 있었다. 아카데미는 1635년경부터 데카르트, 파스칼 등 저명한 철학자
와 과학자들이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아카데미가 도량형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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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 표준의 척도는 자연에서

길이의 단위로 삼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
준을 제쳐놓고 그렇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세
상 모든 사람을 위한 척도를 세상의 크기에서 구하는 것만큼 적절한 게 없
어 보였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의 대의와도 잘 들어맞았다.

도량형 개혁에 나선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학자와 시민의 의견을 모았
다. 일부에선 프랑스 국내로 범위를 좁혀 파리의 도량형을 표준으로 삼자는

도량형의 표준은
인류 전체의
공통 유산인 ‘자연’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당시 분위기가 프랑스의 국내 도량형 통일을 목표로
했다면 파리를 기준으로 하자는 이 같은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졌을지도 모
른다. 하지만 프랑스 과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합리적인 도량형 체계를 제대로 만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량형은 인류 전체의 공통 유산인 ‘자연’에서 구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새로운 질량과 길이의 표준은 어느 한 시대나 권력자에 속해
서는 안 되며,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 이로워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나아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오직 자연
에서 구한 표준만이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무엇을 표준으로 삼으려 했을까?
당시 이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으로 논의됐던 핵심적인 사안이었
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오랜 고심 끝에 지구의 크기에서 표준을 얻기로 결
정했다. 지구의 둘레를 바탕으로 길이의 단위를 정하자는 주장이었다. 지구
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삼고,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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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약속,
SI 단위 ① (m, kg, s)

01

국제단위계(SI)의 탄생

기본량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명칭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켈빈
칸델라
몰

기호
m
kg
s
A
K
cd
mol

1875년 5월, 국제적으로 미터협약이 체결되면서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제도가 완성되었다. 이후 미터법은 오늘날의 국제단위계로 발전했다.
1960년대에 등장한 국제단위계는 약칭으로 ‘SI’라고 하며, 이는 프랑스어로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ès’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터법은 어떤 과
정을 거치며 국제단위계로 발전했을까?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동력이나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세기에 꽃을 피운 전자 기

량은 그램(g), 시간은 초(s)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술의 발전은 단위의 변혁을 더욱 부추겼다. 결국, 길이와 질량, 부피 등 세

이후 1890년경 CGS 단위계는 ‘MKS 단위계’로 발전했다. 센티미터 대신

가지 단위로 이루어진 미터법 도량형으로는 부족했다. 예를 들어 증기기관

미터(m), 그램 대신 킬로그램(kg)으로 기본 단위가 바뀌었다. 그러다 1935년

개발을 위해서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질량에 가속도를 곱한 ‘힘’의

에는 전기 단위인 암페어(A)가 등장해서 ‘MKSA 단위계’로 발전했다.

단위가 필요했고, 교통수단을 위해서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속도’라는

그러던 것이 1948년에는 온도의 단위인 켈빈(K)과 광도의 단위인 칸델라

단위가 필요했다. 그 결과 학문과 공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몇 개의 단위

(cd)가 기본 단위에 추가되었다. 1960년 제11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는 이

계가 추가로 생겨났다.

여섯 개의 단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SI)’라고 부

당시에 새롭게 나타난 대표적인 단위계 중 하나가 바로 ‘CGS 단위계’이
다. 19세기에 들어서며 물리학은 전기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다. 물
리학이 다루는 범위가 넓고 깊어짐에 따라 이에 맞는 단위계들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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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1971년에는 물질량의 단위인 몰(mol)이 추가되어 현재 우리
가 사용하는 7개의 단위로 이뤄진 국제단위계(SI)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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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의 기준은 무엇일까?
길이의 단위, 미터

‘1 미터’는 어느 정도의 길이를 나타낼까? 대충 가늠하는 게 아니라 “정확
히 얼마냐?”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누군가는 “1 미터의 길이가 왜
1 미터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다.
본 책자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온 독자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분의 1로 나눈 길이가 1 미터”라
고 말이다. 혹은 “들랑브르와 메생이 프랑스 자오선을 따라 잰 거리를 바탕
으로 만든 미터원기가 바로 1 미터”라고 할 수도 있다.
과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1 미터는 여전히 위와 같은 근거에서 정의된
길이일까? 결과부터 언급하자면 그렇지 않다. ‘1 미터는 바로 이거야’라는
미터의 정의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터협약 이전에 이미 미터법을 수용한 나라들은 자국의 미터원기가 얼
마나 정확한지 프랑스에 검사를 요청했다. 프랑스는 정확한 미터원기를 가
지고 있던 덕분에 강대국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터원기 자체가 마모되고 손상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1837년
에 바이에른의 한 과학자가 원기의 끝 부분에 생채기가 난 것을 발견했다.
1864년에는 현미경 검사를 통해 한 면에 흠집이 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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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자들은 순수하다고 여겼던 백금 자체가 이리듐이란 금속과 섞여 있

03

레이저가 미터의 정의를 바꾸다

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는 온도에 따른 미터원기의 팽창률이 순수한 백
금일 때보다 복잡해진다는 의미였다.
결국, 과학자들은 새로운 미터원기를 제작하기로 했다. 새로운 원기는 백
금 90 %와 이리듐 10 %의 합금으로 당시 미터법을 사용하는 나라의 수만
큼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대표 원기로 삼았다. 그 결과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새로운 국제 미터원기가 공표되었다. 이때
부터 국제미터원기의 길이가 미터의 정의가 된 것이다.

국제미터원기는 1889년 세계 측정계의 권좌에 올랐지만, 훗날 자리에서

이렇듯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미터에 대한 단위를 정했지만, 이 정의가 지

물러나야 했다. 원인은 국제미터원기 자체에 있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이기

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는 이보다 더 복잡한 정의로 바뀌었다.

때문에 물리적 특성이 변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재해로 인하여 훼손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능성도 있었다. 만약 그럴 경우 원기를 이전과 똑같이 복원하는 일은 사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분의 1 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다.”

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 분야 과학자들은 물리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다
양한 실험에 돌입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원기를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길이, 시간, 질량에 관한 표준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지구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절대적인 질량과 진동

국제단위계 규정에 따른 자릿수
자릿수가 길면 숫자를 쉽게 읽기가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세 자리마다 구분을 지어 반점
(,)을 찍는 표기 방식을 흔히 쓰고 있다. 하지만 국제단위계(SI)에서는 이 경우 반점을 쓰지 말고,

빈칸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2003년 제22차 CGPM 결의사항 참고). 즉, ‘299,792,458’과
같이 표기하지 않고, ‘299 792 458’로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책의 본문 역시 국제단위
계의 규정에 따르는 표기법을 사용한다.

주기, 파장을 갖는 ‘분자’에서 표준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맥스웰의 예
언적인 주장은 거의 현실이 됐다. 1960년 전 세계가 선택한 새로운 길이의
표준은 바로 ‘원자’였다. 원자량 86인 크립톤 원자가 국제미터원기의 자리
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원자를 통해 길이를 정의할 수 있었을까? 원자
가 내는 특정한 빛은 파장이 일정하다. 과학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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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무엇’인 셈이다. 1 미터는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으로 나타

1889년 1차 국제도량형총회

낼 수 있다. 즉, ‘빛의 파장의 몇 배’를 1 미터라고 정의하는 식이다.
국제미터원기

1 미터 안에 크립톤 램프가 내는 주황색 빛의 파장은 무려 165만여 개가
들어간다. 파장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밀하게 길이를 잴 수 있다는
1960년 11차 국제도량형총회

의미다. 하지만 변치 않을 것 같던 크립톤도 레이저에 자리를 내주며 역사
의 뒤안길로 물러났다.
파장

1960년대에 등장한 레이저는 과학, 군사, 의료 산업 등 모든 과학기술 분
야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정밀측정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레이저의 출
현으로 빛의 속도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터의 정
의마저 바꿀 정도로 혁신적이었다. 즉, 현대 과학기술로 가장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진동수와 빛의 속도를 이용해 미터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크립톤-86 램프에 의한 정의보다 훨씬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졌다.

1983년 17차 국제도량형총회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터의 정의는 ‘빛이 진공에서 299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레이저 등장

792 458분의 1 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이는 빛의 속도를 근거로
1983년 제17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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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
야기
이
단위
길이편: 1 미터 길이는 어떻게 정할까?

1 미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렇다면 길이의 기본 단위인 1 미터는 어떻

단위는 편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길이, 질량, 시간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궁
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로 길이의 기본 단위인 미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시민들은 “사람의 보폭을 기준으로” “손의 뼘
을 기준으로 열 뼘” “왕자나 공주의 키를 기준으
로” “십자가의 길이” 등 다양한 답을 주셨는데요.

길이 단위 척도를 지니고 다닌 암행어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단위

그중 정답을 맞히신 시민도 계십니다. 바로 빛을
이용한 방법이죠.

는 큐빗입니다. 큐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뎃

한때 미터의 기준은 금속으로 만든 막대인 미

손가락까지의 길이죠. 서양과 마찬가지로 우리

터원기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속으

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단위의 중요성이 강조됐

로 된 원기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길

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물건

이가 변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진공상태의

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빛을 이용해 미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공상

‘암행어사는 마패와

을(를) 지니고 다

녔다.’

태의 빛은 세상 어디에서도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같은 질문을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채찍, 엽전,

제한된 지면을 핑계로 길이와 관련한 알쏭달

방망이, 족보 등 참으로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

쏭한 역사 속 이야기, 미터에 관한 재미있는 정

다. 정답은 바로 길이를 재는 척도로 쓰였던 ‘유

보들, 그리고 시민들이 들려준 기상천외한 대답

척’입니다. 암행어사는 지방 관리가 세금을 공정

들을 모두 담지 못했으니, 단위 이야기 동영상을

하게 걷고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것

꼭 확인하세요!

이죠. 공정한 단위는 백성들의 생존과도 직결되
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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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킬로그램 금속 덩어리가
최고의 보물이라고?

이다.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질량의 표준 단위인 킬로그램(kg). 사람들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로그램원기에 의해 정의된다. 즉,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이며, 국제킬로그

이 질량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위인 킬로그램이 바로 이 국제킬

램원기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상의 모든 1 킬로그램은 바로 이 원기를 바
탕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국제킬로그램원기는 파리 근교에 위치한
국제도량형국(BIPM)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물건은 프랑스 파리 근교의 유서 깊은 건
물 지하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먼지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더욱이 주변 공기의 온도와 습도까지 철저히 관리해 일정 상태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종을 엎어놓은 모양의 유리관(bell jar) 세 개로 겹겹이
싸여있다.
해당 물건은 지난 130년 동안 엄격한 관리 아래 보관되었고, 금고 밖으로
나온 것은 1888년, 1939년, 1946년, 1988년 이렇게 딱 네 번뿐이다. 과연 어
떤 보물이기에 이토록 애지중지하는 것일까?
철저하게 관리하는 물건이지만, 만약 일반인이 이 물건을 본다면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른다. 귀한 보물로 보이기는커녕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이다. 높이와 지름이 각각 39 mm인 둥근 기둥
모양에 색다를 게 전혀 없는 평범한 쇳덩어리로 보일 뿐이다. 백금과 희귀

39 mm

국제킬로그램원기
백금 90 %
이리듐 10 %

1 kg

금속인 이리듐이 9대 1의 비율로 이뤄져 제법 비싼 몸값을 자랑하지만, 지
나치게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여럿이다.
하지만 물건의 정체를 알고 나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질량의 표준 ‘국제킬로그램원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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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킬로그램원기가 못마땅한 과학자들

준 분동을 만든 적이 있다.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출현하기 전인 1758년에 만
들어진 이 분동은 1760년 대영제국의 파운드원기가 되었다. 하지만 1834년
10월 16일 영국 국회의사당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보관되어 있던 원
기가 손상되고 말았다.
현재의 국제킬로그램원기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 원기를 똑같이 재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단위계 7개 기본 단위 중 19세기에 만들어진 정의가 지금까지 그대
로 사용되는 것은 질량의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이 유일하다. 또한, ‘국제킬

21세기에 아직도…

로그램원기’라는 인공물을 표준으로 삼는 유일한 단위이기도 하다. 한때 길
이 단위인 미터도 국제미터원기라는 인공물을 표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자
연의 상수인 빛의 속도에 기반을 두도록 새롭게 정의되었다.
이런 이유로 국제킬로그램원기는 표준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겐 일종의
수치로 여겨진다.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도 여전히 1 kg이 얼마인지는 전
적으로 이 구닥다리 물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언제 없어지거나 손상될지
도 모를 물건이 바로 질량의 표준이라는 건 과학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기에

1 kg

딱 좋은 예다.
국제킬로그램원기는 1878년 영국에서 만든 원재료를 프랑스로 가져가 질
량값을 조정하고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그리고 1889년 제1차

1878년 生

국제도량형총회 이후로 이 원기는 질량의 단위 표준으로서 지금껏 군림해
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지위를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실제 질량 단위의 표준이 되는 물체가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질량 단위
로 파운드를 쓰는 영국은 국제킬로그램원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파운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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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킬로그램원기, 더는 믿을 수 없다?

감안하면 극히 미세한 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세한 차이라 할지라도 털끝만 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측정과학자들에겐 묵과할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
은 무엇일까? 아쉽게도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원기와 복사본 간의 질량 차이가 더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말이다. 더 큰 일은 원기나 복사본들이 각각 얼마나 질량이 변
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킬로그램원기가 보관된 프랑스 국제도량형국의 원기보관실 입구가

이를 위해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경합을 벌이며 연구

열리려면 반드시 지정된 세 사람이 모여야 한다. 국제도량형국 국장과 국제

중이다. 대표적인 차세대 질량 표준 후보에는 플랑크 상수를 바탕으로 한

도량형총회 의장 그리고 프랑스 외무부에서 파견된 직원이다. 이 세 사람이

‘와트밸런스(Watt Balance)’와 아보가드로 상수를 이용한 ‘아보가드로 프로

각기 다른 열쇠를 갖고 모여야 방문을 열 수 있다. 원기보관실 입구는 국제

젝트(Avogadro Project)’ 두 가지가 있다. 2011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새로

도량형위원회가 열리는 매년 10월 딱 한 번만 열린다. 그렇다고 원기가 그

운 질량 표준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두 방식 모두 국제도량형국이 제시한 불

때마다 바깥출입을 하는 건 아니다. 그저 원기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도를 달성하지 못하여 결정은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전부이다.
국제킬로그램원기에 조금이라도 먼지가 묻거나 손상되면 질량 변화가 생

향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과연 어떤 방식이 지금까지의 국제 킬로그램 원
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 질량 표준으로 자리매김할지 추이를 지켜보자.

긴다. 그러니 외출은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제킬로그램원기
가 삼중으로 밀폐된 유리관 바깥으로 나온 건 총 4차례뿐이다. 약 40년 만
에 한 번꼴이다. 가장 최근의 외출은 한국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차세대 ‘질량 표준’을
만들 구세주

1988년이다. 그런데 이때 과학자들은 원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원기와 복사본 간에 질량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때 확인된 것은 최대 100 μg(마이크로그램, 1 μg은 100만 분의 1 g)이었다.
이 정도는 설탕 결정의 절반 수준의 질량으로, 질량을 재는 데 그리 큰 문제
를 일으킬만큼은 아니다. 손가락이 남기는 지문의 질량이 약 50 μg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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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편: 질량은 물건의 가치와도 직결되는 단위

기본 단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질량
질량의 기준은 백금 90 %와 이리듐 10 %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각자 고유의 양이 있습니다. 바로 질량이죠. 고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에 의해 정해집니다. 두

기, 채소, 김치, 과일처럼 저울에 올려 측정한 질량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은

금속의 합금으로 만든 원기가 1 킬로그램의 기

많습니다. 이처럼 질량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준이 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킬로그램이죠. 그럼 질량의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에

사용하는 거죠. 이는 1883년에 정식으로 인준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래 약 140년간 절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상거래에서도 자주 질량을 측정하는데요.

질량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 킬로그램

이때 모든 질량 측정값은 단 하나의 원기로부터

질량의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은 우리 생활에

나오기에 원기의 값이 변할 경우 다른 질량 측

서 참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은 킬로그램 단위를

정도 변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원기는 추가적

주로 언제 사용하시나요?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손상을 막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도량

여성,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주부 등은 생활

형국의 안전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하며 킬로그램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현대인이 사용하는 기본 단위는 7개가 있

참! 많은 사람이 무게와 질량을 혼동해서 사

는데요. 이 중 질량표준만이 유일하게 합금으로

용하는데요. 무게와 질량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된 인공물을 사용합니다. 100여 년간 원기를 대

계신가요?

체할 더 안전한 물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질량은 어느 조건에서도 변함이 없는 고유의

기본 단위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질량,

양이고, 무게는 물체에 적용되는 중력의 크기입

최첨단 과학시대에 140년 전에 만든 합금을 기

니다. 몸무게 60 킬로그램인 우주인이 지구 중

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뒤처진 느낌이 들

력의 6분의 1인 달에 가면 몸무게가 10 킬로그

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킬로그램원기가

램으로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의 기준에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인
지 감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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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초’가 세슘원자를 만나기까지
시간의 단위, 초

들었다.
그렇다면 1 초는 얼마나 긴 시간일까? 아마도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1 분은 60 초이고, 1 시간은 60 분이며, 하루는 24 시간이라고. 좀
더 어렵게 말한다면 하루 길이를 86 400으로 나눈 것이 1 초라고 대답할지
도 모른다.
국제적으로도 초의 정의는 오랜 기간 이와 거의 유사했다. 1960년까지 초
는 ‘평균태양일의 86 400분의 1’로 정의했다. 하지만 오늘날 초의 의미는 전

고대인들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해의 이동을 보며 하루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꽤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
는 낮과 밤을 각각 12 시간으로 나눴다. 오늘날처럼 하루가 24 시간이었던

혀 다르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초는 세슘-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간의 전이에 대
응하는 복사선의 9 192 631 770주기의 지속시간이다.”

셈이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므로 1 시간의 길이가 계
절에 따라 변했다.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1 시간이 일정해진 것은 기
원 전후였다.
1 시간을 60 분으로 나누는 방식은 바빌로니아 시대의 60진법에서 생겨

내가 바로
시간의 기준!
9 192 631 770 주기
= 1초

났다. 하지만 당시 실제 구분은 하루를 크게 12등분하는 것에 그쳤으며, 오
늘날의 2 시간에 해당하는 길이를 시간의 단위로 삼았다. 이보다 더 짧은 단

복사선

세슘-133

위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1 분, 1 초를 다투는 시대
다. 게다가 국제단위계에서 시간의 기본 단위 역시 1 초이다. 그렇다면 1 초
는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
초가 등장한 것은 1000년경의 일이다. 페르시아 학자 알비루니(973~1048)
가 시・분・초라는 시간 단위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 1 초라
는 시간을 잰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 1 초를 재는 최초의 시계는 1577년
에서 1580년 사이 이스탄불의 천문학자 타키 알딘이 천문관측을 위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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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가 내는 빛의 진동수, 시간을 점령하다

자전속도 불규칙

하루는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부터 다음날 남중하는 시각까지의 시간이

평균태양초 =

다. 이러한 하루의 길이를 86 400분의 1로 나눈 게 1 초라면, 1 초는 매일매

평균태양일
60×60×24

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구는 자전하는 동시에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
도를 그리며 공전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있느냐, 혹은 멀리
있느냐에 따라 하루의 길이도 달라진다.
‘평균태양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1년 동안의 하루
길이를 평균으로 계산한 값을 평균태양일로 하고, 이를 86 400으로 나눈 값
을 1 초로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1 초를 ‘평균태양초’라고 부른다. 하지만

복사선

지구 자전 속도의 불규칙성이 확인되면서 평균태양초의 지위가 흔들렸다.
오랜 관측 자료
필요해 불편

1956년 국제도량형총회는 지구의 공전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
련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초의 정의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지구의 공전을
기초로 한 기준은 오랜 시간 관측한 천체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정확한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도 길었기에 실
제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많았다.
마침 당시 과학자들은 시간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
했다. 시간 측정의 기준을 천체에서 원자로 삼는 ‘원자시계’가 등장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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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자들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준을 찾기 위해 물질의 구성요소인 원

09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 시계가 필요할까?

자의 세계로 눈을 돌렸다.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한다. 진동수란 1 초에 얼마나 진동하는
지를 ‘헤르츠(Hz)’라는 단위로 나타내는 값이다. ‘세슘-133’이라는 원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 원자에서 나오는 복사선이 9 192 631 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라고 한다. 이를 ‘원자초’라고 부른다. 현재 시간의 단위로
사용하는 초는 이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초는 세슘-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간의 전이에 대
응하는 복사선의 9 192 631 770주기의 지속시간이다.”

세계의 시간을 책임지는 원자시계는 얼마나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까?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계인 ‘이터븀(Yb) 원자 광격자 시계’는
1 초에 2.9×10-16 초 틀릴 정도로 매우 정확하다. 이는 1억 년에 약 0.91 초
의 오차를 지닌다.
여기서 ‘이렇듯 정밀한 시계가 꼭 필요한 걸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가진 시계가 정확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예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터븀(Yb, Ytterbium) 이란?
광격자 시계 개발에 활용되는 원자 중 하나. 광격자 시계에는 이터븀(Yb), 스트론튬(Sr), 수은
(Hg)처럼 레이저를 통해 포획 가능한 원자가 사용되며, 이터븀은 에너지 구조가 다른 원자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해 연구가 용이하다.
광격자 시계에 사용되는 이터븀 원자의 고유 진동수는 약 518 THz(테라헤르쯔, GHz의 1000배)
로 현재 표준시계에서 사용되는 세슘 원자보다 56 000배 이상 높다. 일정 시간 동안 많이 움
직이는 원자를 사용할수록 초에 대한 미세한 측정이 가능하여 더욱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2014년 2월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터븀 원자
광격자 시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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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시계가 1 분이 느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록 길지 않

세슘원자시계

9:00!

은 시간이지만 1분 차이로 기차를 놓치게 될 것이다. 만일 1 초가 느리다
면? 전자상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해 통신 요금을 더 지불할 수도 있다. 인터
넷으로 거래하는 양측의 시계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가령 은행에 돈을 보낸 시각과 돈을 받은 시각이 서로 다르면 그로 인해
도난이나 부도 처리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 1000분의 1 초가 틀
린다면? 자동차 속도계가 부정확해져 범칙금을 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100만분의 1 초가 틀린다면? GPS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인공위
성을 통한 위치 추적은 4대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타고 오는 시간 신
호를 동시에 측정해서 파악한다. 이때 각 인공위성에 탑재된 시계들은 모두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만약 시계가 100만분의 1 초만큼 틀리면 위치는
무려 300 m나 차이가 난다.
GPS는 24대의 인공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위성에는 두 대 이상
의 원자시계가 탑재돼 지상에 지속적으로 시각 신호를 발사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배나 비행기, 자동차의 위치를 수십 미터 이내에서 파악한다.
1
초 틀리면
100 만

내 옷이
아니네?

10억분의 1 초가 틀릴 경우에는 비행기 이착륙 시 정확한 측정값을 유지
하기 힘들다. 이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분야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의 현대생활은 정밀한 원자시계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기 어
렵다. 현대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의 주축은 원자
시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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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편: 1 초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

1 초라는 개념은 1956년까지 사용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준도 지구 자전 속도의 불규칙성이

아침에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확인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시계를 확인하고는 출근길을 서두릅니다.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도
알람을 꼭 확인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며 항상 시간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죠. 지난 하루를 생각해 보면 시간
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단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슘원자시계는 얼마나 정확할까?
1 초를 지구의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를 기준
으로 정의할 경우, 지구의 운동이 규칙적이지 않
아 1 초가 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과학자

1 초의 정의를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고대인은 매일매일 뜨고 지는 태양을 보며 시

들은 원자를 이용해 새로운 1 초의 기준을 정했
습니다. 이때 사용한 원자가 세슘-133입니다.

간을 가늠했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인은 시계가

현재 제품으로 판매하는 세슘원자시계는 5만

있어 하늘을 보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시간을

년에 1 초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지난 2008년

확인하죠.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1 초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300만 년에 1 초 오

는 시간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차의 세슘원자시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1 초의 정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해가 뜬 시간의 길이를 나눠서요.”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며 정하지 않았을까요?”
“지구 공전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었겠죠.”

재는 5000만 년에 1 초 오차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과학자들이 더욱 정확한 시계를 만들
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계가 1 초 틀리면 인터넷과 통신에 큰 오차

많은 시민이 시간과 태양의 관계에 대해 언급

가 발생하고, 100만분의 1 초가 틀리면 GPS가 측

했는데요. 사실 태양의 위치로 시간을 측정하는

정하는 거리는 300 m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방법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가 스

심지어 10억분의 1 초가 틀리면 비행기의 안전

스로 한 바퀴 도는 하루를 86 400분의 1로 나눈

한 이착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우리의 안
전을 위해서도 시간은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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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 분야 대표가 된 단위는?

에 따라 1935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전류의 단위, 암페어

Commission)가 전기 단위로 암페어(A), 쿨롬(C), 옴(Ω), 볼트(V) 중 하나를

채택해 MKS 단위계에 통합할 것을 추천했다. 이후 1939년 전기자문위원회
(CCE, 1997년 CCEM으로 바뀜. CCEM은 Consultative Committee for Electricity
and Magnetism의 약자)는 이들 단위 중 암페어를 선정해 기본 단위로 채택하

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1946년 열린 국제도량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였고, 1948년
전기와 관련해 전류, 저항, 전압과 같은 개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곧잘
사용하는 용어이다. 단위를 살펴보면 전류는 암페어(A), 저항은 옴(Ω), 전압
은 볼트(V)가 쓰인다. 하지만 세 단위 중 유일하게 암페어만 국제단위계 7가
지 기본 단위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 사람들은 장식용 호박을 헝겊으로 문지르다가 놀

제9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암페어는 국제단위계의 4번째 기본 단위가 되
었다. 당시 암페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 m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체
사이에 미터 당 2×10-7 뉴턴(N)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

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먼지나 실오라기가 끌려오는 정전기 현상이 그
것이다. 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electricity가 호박을 뜻하는 그리스어
elektron에서 유래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근대적 개념의 전기가 인류 문명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인 19세기 전반, 전신 전보와 전기 조명이 사용되면서부터다. 당시 영국
과 프랑스 사이에 해저 전신 케이블이 설치되며 대륙 간 전신케이블이 놓
였고, 1879년에는 토머스 에디슨의 발명 덕분에 전력과 조명산업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전기 산업이 이처럼 발전하면서 전기 측정에 필요한 단위체계
와 이를 뒷받침할 표준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1901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지오바니 조르지(1871~1950)는 미터-킬
로그램-초(MKS) 단위계에 전기의 기본 단위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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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가·메가·나노’라는
접두어가 생긴 이유?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접두어는 ‘나노’이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소수점에서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1이 나타난다. 이를
숫자로 표기하면 0.000 000 001이다.
나노는 난쟁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나노스(nanos)에서 유래하였다. 이 접
두어가 최근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이 나노미터(nm)
단계까지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편, 킬로그램은 국제단위계의 기본 단위 중
에서 유일하게 명칭(킬로그램)과 기호(kg)에 접두어(킬로, k)를 포함하고 있는

1790년대 미터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자릿수 표시에

단위이다.

너무 많은 숫자가 사용되는 단위들을 위해 접두어를 채용하자는 내용이었
다. 어떤 이들은 길이의 기본 단위인 미터에서도 자릿수마다 독립적인 이름
을 붙이려 구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0 미터는 페르시(perche), 100 미터
는 스타드(stade), 0.1 미터는 팔메(palme), 0.01 미터는 두아(doigt)라고 하자
는 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표현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1 밀리미터(mm),
1 센티미터(cm), 1 킬로미터(km) 등으로 미터라는 이름에 ‘밀리’, ‘센티’, ‘킬
로’ 등과 같은 접두어를 사용한다. 이 접두어들은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따온 표현으로 킬로는 1000, 밀리는 0.001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접두어는
1793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당시에는 킬로와 밀리라는 두 가지 접두어만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 다양
해졌다. 접두어는 각각의 이미지와 부합하도록 만들어졌다. 가령 백만(1 000
000)은 대량의 뜻을 가진 ‘메가(M)’로, 십억(1 000 000 000)은 거인이라는 뜻의

‘기가(G)’로, 조(1 000 000 000 000)는 괴물을 의미하는 ‘테라(T)’로 표기한다.
현재는 페타, 마이크로, 피코, 펨토 등 모두 20여 종의 접두어가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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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두어
요타
제타
엑사
페타
테라
기가
메가
킬로
헥토
데카
데시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펨토
아토
젭토
욕토

인자
1024
1021
1018
1015
1012
109
106
103
102
101
10-1
10-2
10-3
10-6
10-9
10-12
10-15
10-18
10-21
10-24

기호
Y
Z
E
P
T
G
M
k
h
da
d
c
m
μ
n
p
f
a
z
y

기가그램

메가그램

킬로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
그램

나노그램

모자(접두어)를
바꿀 때마다 몸집이
달라지네?!

국제단위계(SI)의 접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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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
야기
이
단위
전류편: 현대생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전기

암페어가 국제 표준단위가 된 이유는?
국제단위계에서 지정한 전기의 기본 단위는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자동차, 휴대전화처럼 주변을 잠시만 둘러보아도

전류를 뜻하는 암페어(A)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제품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생활은 전기와

도선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한 앙페

떼려야 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는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안전

르(Ampere)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 첫

과도 직결되는 소중한 에너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소중한 전기에

글자를 단위 표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와 관련한 여러 단위 중 암페어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 국제 표준단위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불의 발견’
이라고 하지만, ‘전기의 발견’도 그에 못지않아
보입니다.

암페어는 다른 단위에 비해서 다양한 물리현상
들을 수치화해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
문입니다.
국제 기본 단위가 모두 그러하듯 암페어 역시

전기의 역사는 기원전 600년경 마찰전기의 발

정확한 측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산업

견으로 시작되었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확한 전류 측정은 전력

19세기 전화와 전구가 발명된 이후입니다. 전기

망이나 전자산업에서 고품질을 실현하는 데 필

단위도 그러한 발전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수적인 요소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그럼 전기와 관련한 단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아시나요? 많은 시민이 전력 단위 와트(W)와

에 볼 수 없던 물리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전류
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전압 단위 볼트(V), 저항 단위 옴(Ω)은 이름이라

혹시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대규모 순환정

도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단위계에

전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여름철 급증한 전력 사

서 지정한 전기의 대표단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용 탓에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이러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 예만 보더라도 전기는 무한한 에너지가 아님
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전기, 바
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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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물·수증기가 만나는 곳 ‘273.16 K’

섭씨

온도의 단위, 켈빈

0.01 ℃

-273.15 ℃

켈빈
273.16 K

0K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자연에 존재하는
고정점이다. 가령 섭씨(℃)의 경우 물이 끓는 온도를 100 도, 얼음이 녹는 온
도를 0 도라고 한다.

수증기
물
얼음

한편, 섭씨온도보다 20년 먼저 탄생한 화씨(℉)온도의 경우 처음에는 3개
의 고정점을 사용했다. 얼음과 물, 암모늄클로라이드가 혼합되어 있는 온도
를 0 도, 물과 얼음이 섞여 있는 물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32 도, 그리고 우
리 인간의 체온을 96 도로 정했다.

약속장소 : 273.16 K

그렇다면 국제단위계에서 온도의 기본 단위인 ‘켈빈(K)’은 어떨까? 1954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켈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켈빈은 물의 삼중점이라는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이다.”

상태는 한 번 만들어놓은 후 잘 보관하면 수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켈빈의 정의에는 삼중점이라는 하나의 고정점이 쓰이며, 이는 물이 고체,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게다가 물은 구하기도 쉽다.

액체, 기체의 세 상태로 함께 존재하는 온도이다. 순수한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공존하는 삼중점일 때를 ‘273.16 K’으로 정한 것이다.

066

가운데 물의 삼중점은 가장 안정적인 기준점이다. 더욱이 물의 삼중점

하지만 물의 삼중점 상태를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삼중점
을 만드는 장치는 ‘삼중점 셀’이라는 유리관이다. 이 안에는 공기가 전

물의 삼중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온도 눈

혀 들어가지 않고 얼음, 물, 수증기와 같은 순수한 물만 존재한다. 그래

금에서 온도 표준의 실현에 사용되는 고정점은 17가지가 있다. 금, 은, 구리

서 유리관 자체부터 매우 깨끗해야 하며, 그 안에 순수한 물만 채우기

와 같은 고체에서부터 아르곤, 산소, 수소와 같은 기체까지 사용된다. 이들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지사이언스 시리즈•단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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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호는 세계가 함께 쓰는 만국공통어

s로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페어와 켈빈은 왜 대문자일까? 단위의 이름이 사람 이름에서
유래된 경우는 대문자로 쓰기 때문이다. 뉴턴, 헤르츠, 파스칼 역시 모두 사
람 이름에서 유래된 단위이다.
한편, 단위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잘못 표기하는 것으로 띄어쓰
기가 있다. 숫자와 단위 기호는 한 칸 띄우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이다. 예를
들어 ‘5 kg’처럼 숫자와 단위 기호 사이에 한 칸 띄우는 것이 바른 표기이고,

우리는 길이 단위를 사용하며 한글로 ‘미터’라고 표기한다. 이 말은 영어

‘5kg’으로 쓰면 안 된다.

의 ‘meter’를 우리 발음으로 바꾼 것이다. 미터를 부르는 말은 나라마다 다
를 수 있다. 영어식 표현을 한자로 변용해 표현하는 중국은 ‘米’라고 한다.
100 미터를 중국어로 하면 ‘미’ 앞에 일백 ‘백’ 자를 붙여 百米가 된다.

SI 단위 이름과 기호 표기방법

이렇게 한글로 ‘미터’라고 하든, ‘米’라는 한자를 쓰든 그건 각 나라가 알
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단위의 기호는 그렇지 않다. 기본 단위 7가지를 기
호로 표현하면 미터는 m, 킬로그램은 kg, 초는 s, 암페어는 A, 켈빈은 K, 칸
델라는 cd, 몰은 mol이 된다. 나라는 달라도 이 기호는 달라질 수 없다.
기본 단위만이 아니라 유도 단위도 모두 기호가 있다. 힘의 단위 뉴턴은
N, 주파수의 단위 헤르츠는 Hz, 압력의 단위 파스칼은 Pa로 표기한다.
이런 기호를 사용할 때는 국제단위계의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미터
를 대문자 M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암페어를 소문자 a라고 써도 안 된다. 이
렇게 통일된 단위 기호를 사용하면 언어가 달라도 양과 단위에 관한 정보는
오해 없이 쉽게 전달된다. 단위의 기호는 마치 측정세계의 만국어인 셈이다.
이런 까닭에 만국어로서 꼭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기호

1. 기호는 대문자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단위가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경우에 한하여 기호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쓸 수 있다.
예: 켈빈 단위는 기호 K로 표기한다.
2. 기호는 복수일 경우라도 표기방식을 바꾸지 않으며 ‘s’를 붙이지 않는다.
3. 기호는 문장의 끝인 경우가 아니라면,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4. 몇 개의 단위를 곱하여 조합된 단위는 중간점을 넣거나 한 칸 띄운다.
예: N·m 혹은 N m
5. 한 단위를 다른 단위로 나누어 조합된 단위는 사선이나 음의 지수로 표기한다.
예: m/s 혹은 m·s-1
6. 조합하여 얻어진 단위에는 한 개의 사선만이 허용된다. 복잡한 조합에 대해 괄호 혹은 음의
지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 m/s2 혹은 m·s-2는 되지만 m/s/s는 안 된다.
예: m·kg/(s3·A) 혹은 m·kg·s-3·A-1은 되지만 m·kg/s3/A나 m·kg/s3·A는 안 된다.
7. 숫자와 기호 사이는 한 칸 띄운다.
예: 5 kg은 되지만 5kg은 안 된다.
8. 단위 기호와 단위 이름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는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터와 초를 M과 S가 아니라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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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단위의 정의가 바뀐다고?
새로운 정의를
최종 승인합니다!

한번 정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두고 ‘초지일관’이라 한다. 초지
일관을 유지해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변화를 거부한 채 고집
부리는 상태에 머물 수가 있다.
이러한 초지일관을 단위의 세계에서 생각해 보자.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
는 게 좋을까? 아니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전 세계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사용하는 단위가 자주 바뀐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한번 정해진 기본 단위는 초지일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

의를 검토하기도 한다. 만약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세워진 새로운 정의가

만 단위 자체가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실제로

타당하다고 검증되면, 이 자리에서 최종 승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정의가 수차례 바뀐 단위들이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측정기술이
향상되었고, 이는 단위의 정의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회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단위의 정의가 얼마나 명확한지, 그
리고 단위 정의를 구성하는 값들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단위는 누가 정의하는 것일까? 4년마다 열리는 국제도량형총회

에 관한 사항들이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 정확하면서도 변하지

(CGPM)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측정 전문가

않는 표준을 실현할 수 있다면 정의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이 방향은 미

들이 참석한다. 1875년 프랑스 파리에서 17개국이 모여 서명한 ‘미터협약’

터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달라지지 않은 사항이다. 변하지 않는 자연

이 국제도량형총회의 시발점이다.

에서 미터를 구하고자 했던 것처럼 단위의 정의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진

국제도량형총회의 주요 목표는 측정의 통일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자

화하고 있다.

리에서는 측정과 관련된 주요 결의사항이 결정되고, 단위에 관한 새로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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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편: 얼음•물•수증기가 만든 온도 단위 켈빈

조금은 생소한 온도 단위 켈빈
절대적이고 정확한 온도의 단위를 위해 탄생

여행을 비롯해 가족과 나들이를 계획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심지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일기예보는 관심의 대상이

한 것이 바로 1848년 국제단위계의 기본 온도
단위로 지정된 ‘켈빈(K)’입니다.

됩니다. 이때 꼭 확인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영상 몇 도, 영하

섭씨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켈빈에 대해 물어

몇 도로 표시되는 온도의 단위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더위와 추위를 예측할

보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청바

수 있거든요. 이렇듯 온도는 생활을 계획할 때 너무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 브랜드로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
큼 켈빈은 과학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

온도 단위, 섭씨와 화씨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온도 단위로는 섭씨

그렇다면 기존 온도 단위가 있는데, 굳이 켈빈

흔히 ‘몇 도’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듯

섭씨입니다.

이 기존 온도 단위는 절대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100등분한 것이고, 화씨는 물이 어는점(32

아무리 미세한 차이라 할지라도 온도가 정확

℉)과 끓는점(212 ℉)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 단

하지 않다면 반도체와 철강을 비롯한 산업계에

위입니다.

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측정한 체온을

하지만 섭씨와 화씨는 물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물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이지사이언스 시리즈•단위 이야기

않아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와 화씨(℃)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섭씨는 물이 어는점(0 ℃)과 끓는점(100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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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만, 아직 일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기준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잘못된 정보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떠한 조건

이렇듯 온도 단위는 일상생활은 물론 반도체

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과

나 우주 개발 같은 첨단과학에 이르기까지 필수

학계에서는 더욱 정확한 단위가 절실했습니다.

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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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를 재는 기준의 변천사
광도의 단위, 칸델라

1 칸델라는 진동수가
540 x 1012 Hz인
단색광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광도표준전구

토머스 에디슨(1847~1931)이 전구를 발명한 시기는 1880년이다. 하지만
당시 런던이나 파리와 같은 대도시는 가스등이 내는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
고 있었다. 양초를 처음으로 퇴출시킨 건 전구가 아니라 가스등이었다.
이렇게 가스등이 보급되면서 빛의 밝기에 대한 단위가 필요했다. 1860년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가스 조례는 빛의 밝기에 대한 단위로 양초를 의
미하는 ‘캔들(candle)’을 정의했다. 캔들은 시간당 120 그레인(1 그레인=6.480
×10-5 kg)의 비율로 연소하는 6 파운드짜리 향유고래 양초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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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국제도량형위원회는 이 정의를 유지하면서 단위의 명칭을 ‘칸델

20세기 들어 세계열강은 ‘국제 캔들’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다. 이

라’로 바꿨다. 이는 ‘짐승의 기름으로 만든 양초’라는 뜻의 라틴어다. 이어

때 빛의 표준 밝기는 양초에서 펜탄등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펜탄등으로 재

1954년 국제도량형총회는 마침내 기본 단위에 칸델라를 포함시켰다. 칸델

는 방법은 종전의 양초보다 일관성이 있었다. 1930년대가 되자 펜탄등보다

라의 정의는 이후 한 번 더 수정됐다. 2000 K이 넘는 고온에서 흑체를 실험

좀 더 엄밀한 정의가 요구됐다. 이에 1937년 국제조명위원회(CIE)는 ‘새로

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고, 광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

운 캔들’이라는 정의를 만들었다. 새로운 캔들은 펜탄등을 버리고 물리학에

이다. 1979년 제16차 국제도량형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서 발견한 ‘흑체(black body)’를 도입했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흑체는 자신에게 입사되는 모든 전자기파를 100 % 흡수하는 가상의 물체

“칸델라는 진동수가 540×1012 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

이다. 즉, 반사율이 0 %이다. 새로운 캔들은 백금의 응고점(2042 K)에서 흑체의

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1 스테라디안당 1/683 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

1/600 000 m2의 평평한 표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였다.

한 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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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편: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칸델라

사람의 눈이 어떻게 느끼는지 반영
칸델라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더라도 한 줄기 가로등 빛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심

‘칸델라는 진동수 540 × 1012 Hz인 단색광을

지어 정전으로 조명을 켜지 못한다 해도 촛불을 밝히면 위안이 됩니다. 이처럼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

빛은 인류의 삶에 있어 편리함을 넘어 희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

로 매 스테라디안당 1/683 와트일 때 이 방향에

중한 빛의 밝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국제 기본 단위가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

대한 광도이다.’

한 이름의 칸델라(cd)라는 단위입니다.

정의가 조금 어렵지만, 칸델라 단위는 무척 특
별합니다. 국제 기본 단위 7개 중에 빛의 양을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빛의 단위
횃불이나 양초에 의존하던 인류는 산업혁명과

측정하는 단위로서 사람의 눈이 어떻게 느끼는
지를 정의에 반영한 유일한 단위거든요.

더불어 등장한 가스등으로 인하여 밤에 더욱 환

이렇듯 어려운 정의를 사용하며 정확하게 광

한 빛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밝기

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조명, 디스플레이, 광학기

를 측정하는 단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즈음 영국에서는 양초를 이용해 빛의 단위
를 정의했습니다. 양초를 이용했기에 단위 이름

만약 빛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사진 찍
을 때 밝기가 제각각일지도 모르거든요.

도 ‘캔들’이라 했습니다. 당시 1 캔들은 향유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명과 함께 발전해 온 광

래양초 6 파운드를 시간당 120 그레인의 비율로

도 표준은 전구시대, 형광등시대를 거쳐 LED 조

태우는 램프의 밝기였다고 합니다.

명시대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

이후 펜탄램프, 백열전구 등을 이용한 ‘국제

니다. 이처럼 인류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하게 만

캔들’이 탄생하였고, 흑체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들어준 빛과 조명. 그 배경에 정확한 빛의 측정단

정의가 나타나 좀 더 정교한 기준으로 발전을

위 칸델라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1948년에 ‘칸델라’라는 광도 측정 단
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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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원자 6.022x1023개가 갖는 의미

자들의 질량을 16으로 정했다. 2개의 원자가 결합한 산소 분자 1 몰에는 무

물질량의 단위, 몰

려 6.022×1023개의 산소 분자가 들어 있다. 이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모든 원자나 분자 1 몰에는 이 개수만큼의 원자나 분자가 들어 있다.
그 후에 몰의 정의에 사용하는 기준을 산소에서 탄소로 바꿨다. 이에 따라
1 몰은 탄소 0.012 kg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물질량으로 정의되었다. 1971년 제14차 국제도량형총회는 이 몰을 국제단
위계의 기본 단위에 포함시켰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나 분자는 질량이 얼마나 될까? 가장 작
은 원소인 수소 원자의 질량은 고작 1.6735×10-27 kg밖에 되지 않는다. 이

한 상자 = 1 mol

렇게 작은 원자와 분자의 양을 따질 때 킬로그램으로 표시해야 한다면 숫자

탄소(12C) 한 상자
탄소 6.022 X 1023개

가 너무 복잡해서 눈이 핑핑 돌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단위가 물질량의 단
위 ‘몰(mol)’이다.
영국의 과학자 돌턴(1766~1844)이 원자론을 도입한 이후 19세기 화학자

수증기(H2O) 한 상자
수증기 6.022 X 1023개

들은 이를 더욱 완벽한 원자론으로 다듬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며 원자나
분자의 크기는 물론 질량을 측정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렇다고 원자 하
나의 질량을 잴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학자들은 집합의 개념을 사

산소(O2) 분자 한 상자
산소 6.022 X 1023개

용했다. 너무나도 작은 원자 하나의 질량을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개
수로 이루어진 한 무리의 집합으로는 잴 수 있었다.
이때 도입한 개념이 몰이다. 몰은 우리가 달걀 30개를 한 판, 바늘 24개를
한 쌈, 마늘 100개를 한 접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원자나 분자의 일정
한 개수를 한 단위로 묶은 개념이다. 결국, 한 묶음의 원자나 분자의 질량을
측정한 것이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여러 원소 중 산소를 기준으로 삼았다. 1 몰의 산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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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한 상자
탄소 1 mol의 질량 = 12 g

수증기 한 상자
수증기 1 mol의 질량 = 18 g

산소 분자 한 상자
산소 1 mol의 질량 = 3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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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단위를 재료로 유도 단위를 만들다

미터 (길이)
킬로그램 (질량)
초 (시간)

가속도 m/s2

1972년 제14차 국제도량형총회는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켈빈, 칸델
라에 이어 물질량의 단위인 몰을 기본 단위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국제단위
계의 기본 단위는 모두 7개가 됐다.
하지만 세상에는 7개 외에도 필요한 단위들이 넘쳐난다. 크기를 나타내려
면 넓이나 부피의 단위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를 표시

밀도 kg/m3

하는 속력 단위도 있어야 한다. 전기에는 전압이나 저항과 같은 단위도 필
요하다.
그래서 국제단위계에는 7개 기본 단위와 별도로 ‘유도 단위’가 있다. 유도
단위로는 넓이, 부피, 속도, 밀도 등을 비롯해 주파수, 힘, 에너지 등이 있다.
유도 단위란 ‘기본 단위로부터 유도되는 단위’라는 뜻이다. 가령 넓이는 가

힘 kg·m·s-2 = N

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하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넓이의 단위는 제곱미
터(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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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힘의 단위를 들 수 있다. 힘은 질량에 가속도를 곱한 값(F =

도는 (미터÷초)÷초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은 여기에다 질량의 단

m・a)과 같다. 가속도는 1 초에 얼마나 속도가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여기

위인 킬로그램을 곱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힘을 기본 단위들로 나타내면

에서 속도는 1 초에 몇 미터나 이동하는가이다. 즉,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

‘kg·m·s-2’이며, 편의상 kg·m·s-2을 뉴턴(N, newton)이라고 표현한다. 힘

로 나눈 것이다. 이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눈 값이 가속도이므로 가속

의 단위인 뉴턴은 이렇게 기본 단위들을 곱하고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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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도 단위는 모두 기본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 유도 단위에는 넓

09

더욱 정확한 기준을 향한 과학자의 노력

이처럼 기본 단위의 곱과 나누기를 그대로 단위로 쓰는 것도 있고, 힘처럼
새롭게 고유한 명칭을 갖는 것도 있다.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본 단위가 7개로 이루어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기본 단위는 측정의 각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독립적인 단위이다. 7가지 기본 단위는 바로 이런 기준에서 선발되었다.

“미터원기는 길이의 표준으로, 킬로그램원기는 질량의 표준으로 한다.”
유도량

명칭

기호

넓이

제곱미터

m2

기와 국제킬로그램원기는 전 세계 측정계의 제왕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국

부피

세제곱미터

m

속도

미터 매 초

m/s

가속도

미터 매 제곱 초

m/s2

밀도

킬로그램 매 세제곱미터

kg/m3

거리를 1000만으로 나눈 길이’로 정의되었다. 문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농도

몰 매 세제곱미터

mol/m3

라 믿고 길이의 기준으로 삼았던 지구도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휘도

칸델라 매 제곱미터

cd/m2

진동수, 주파수

헤르츠

Hz

힘

뉴턴

N

정에 나섰던 들랑브르와 메생 역시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지구가 생각

압력

파스칼

Pa

했던 것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에너지, 일

줄

J

전력, 일률

와트

W

전하량

쿨롬

C

비교하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첨단 측정 장비를 이용해 지

전압

와트

W

구의 남극과 북극을 잇는 자오선의 길이를 다시 잰 결과 7864 미터 가량 더

전기저항

옴

Ω

섭씨온도

섭씨도

℃

조명도

럭스

lx

국제단위계(SI)의 유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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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국제미터원

이지사이언스 시리즈•단위 이야기

제미터원기는 더 이상 길이의 표준이 아니다.
19세기 후반 당시 국제미터원기의 1 미터는 ‘지구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이는 그 시대의 과학자들도 알고 있었다. 1 미터를 구하기 위해 자오선 원

그래서 그들이 구한 1 미터는 오늘날 측정한 지구의 자오선에 의한 값과

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약 0.02 %의 오차로 들랑브르와 메생의 측정
이 얼마나 정확했었는지를 말해준다.
하지만 털끝만 한 오차도 허용치 않는 과학자들은 더욱 정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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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으려 했다.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길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
을까? 19세기 전자기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제임스 클럭 맥스웰
(1831~1879)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말을 남겼다.

“지구의 크기와 공전 주기는 현재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구가 냉각되면 크기가 작아질 수 있고, 운석이 떨어지면 더 커질
수도 있다. 아니면 지구의 공전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 … 절대적이고 영
원한 길이, 시간, 질량에 관한 표준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지구에
서 찾아서는 안 된다. 절대적인 질량과 진동 주기, 파장을 갖는 ‘분자’에서
생각보다 울퉁불퉁해.
지구의 크기와 공전주기도
영원하지 않아.

표준을 얻어야 한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길이, 시간,
질량의 표준은 지구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변하지 않는 질량과 진동 주기,
파장을 갖는 ‘분자’에서 표준을 얻어야 한다.
제임스 클럭 맥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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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
야기
이
단위
물질량편: 물질량을 나타내는 묶음단위, 몰

한 상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각 상자마다
들어 있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질량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쌀 한 가마니의 무게가 80 kg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 한 톨의 무게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록 쌀 한 톨의 무게는 그다지 중

그렇기에 몰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요하지 않지만, 과학 분야에서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
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처럼 질량이 너무 작아 kg 단위를 사용하기 불편한 곳에
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까요? 바로 물질량을 나타내는 묶음단위 몰(mol)입니다.

몰 단위는 왜 필요할까?
몰은 아주 작은 물질의 질량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

작은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등장한 단위
쌀의 무게를 잴 때 쌀 한 톨이 아니라 가마니

다. 과학현상에 있어 질량이나 부피가 아니라 입
자의 개수가 중요한 현상은 무척 많거든요.

의 무게로 표현하듯이 우리 주변에는 작은 물건

대표적인 예가 어는점 내림현상입니다. 소금

의 양을 더 편하게 나타내기 위한 묶음단위가

물은 물보다 어는 온도가 내려가는데요. 이런 현

있습니다. 계란 한 판, 마늘 한 접도 바로 이러한

상에 있어 소금 몇 개가 물에 녹아 있는지 아는

묶음단위 중 하나입니다.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때 몰 단위가 없다면

국제 표준단위계에도 몰이라는 묶음단위가

수치가 너무 커져 이를 표현하는 데는 많은 불

있는데요. 아주 작은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

편이 따릅니다. 하지만 묶음단위인 몰을 사용하

해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면 좀 더 간단하게 측량이 가능합니다.

몰은 질량수 12인 동위원소로만 이루어져 있

국제단위의 기본단위인 몰은 미터나 킬로그

는 탄소(12C) 12 g 안에 들어 있는 탄소원자의 개

램과 같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수의 개념이라

수로 정의되고, 그 개수는 6.022×1023개입니다.

는 데서 조금은 특별합니다.

정의에 사용되는 수가 너무 커서 이해하기 어

한국표준과학원에서는 원자의 몰수가 정확히

렵다면 ‘1 몰은 한 상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

계산되어 있는 표준물질을 측정표준으로 보급

다. 탄소 1 몰은 탄소 한 상자, 산소 1 몰은 산소

하여, 화학측정의 정확도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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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집증후군, 측정표준으로 막아라!

“눈이랑 코가 따갑고요.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러워요. 피로감도 쉽게 느
끼고, 온몸이 간지러워요. 때로는 구토 증상도 있어요.”

실내공기의 질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현장

새집으로 이사한 후 생겨난 괴로운 증상들. 깨끗한 집으로 옮긴 기쁨을 일
순간에 깨버리는 ‘새집증후군’이다. 새집증후군은 집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의 경우 1 m3

는 건축자재나 벽지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원인이다. 화학물질이 조금씩 밖

당 농도가 각각 210 μg(마이크로그램, 1 μg은 100만분의 1 g)과 30 μg을 넘어서

으로 빠져나오며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화

면 안 된다.

학물질은 단지 신체적인 불편함 외에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다양하다.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휘
발성 유기화합물, 납이나 크롬 같은 중금속, 이산화질소 등이다. 이 중에서

도 소용이 없다. 실내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밑바탕에도 측정과학이 있어야
한다.

주범은 포름알데히드로 새집증후군 원인의 90 %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는 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을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

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로 집을 지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한

한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인정기구(KOLAS)를 두고 외부 민간기관의 측정능

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 이런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어렵다.

력을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오염물질이 포함된 인증표준물질을 제시한 뒤

대신 화학물질의 양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환경부

090

하지만 이들 물질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을 제정해

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치른다.

는 2006년 1월 1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새집증

그러므로 인증표준물질은 매우 정확해야 한다. 이 작업에 필요한 표준시

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여섯 가지(포름알데히드, 벤젠,

료는 아주 정밀해야 하는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관리, 공급하고 있다. 우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권고 기준을 마련해 건설사가 이를 따르도록

리가 늘 접하는 공기의 질까지도 국가표준기관이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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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측정표준이 먹거리 안전을 지킨다

디인지를 식별하는 측정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전
자변형농산물(GMO)처럼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변형시킨 농산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측정하는 국제비교연구도 수행한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에도 측정표준이 중요하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천수, 호수 등의 표류수를 정수 처리한 수돗물
을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표류수는 많은 유해물질에 오염될 수 있
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물에는 2000여 종의 오염 물질이 있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웰빙 마인드가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 하

을 수 있고, 그중 750여 종은 실제 검출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은 오염 가능

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산 멜라민이나 유전자 변형 식품, 중금속 함유 생선

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평생 섭취해도 몸에 해롭지 않은 농도를 계산하고,

과 같은 먹거리 파동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또한 농약이나 중금속, 내분

이를 최대 허용량으로 규정해 수질 관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비계 장애물질, 유해 식품첨가제, 항생제와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도

우리나라의 경우 5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가령 지표에

적지 않아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떠 있는 미생물이나 중금속 외에도 농약, 유기화학물질, 소독 부산물처럼

식품 검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식품에 유해물

미량이지만 독성이 높은 물질도 규제대상이다. 이 중에는 농도가 1 리터에

질이나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를 철저하

수 μg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뒷받침되어야

게 확인한다.

유해물질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측정은 식품 검역에서도 핵심이다. 식품 속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 정확하지 않으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을 분석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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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에 녹아 있는 미량의 유해물질 수십 가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면 검역과 규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이를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식수 검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증표준

없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식품 속에 함유

물질 50여 가지를 개발했다. 검사기관은 이 인증표준물질을 구입한 뒤 오염

된 농약 성분이나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의

물질을 검사할 때마다 사용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새로운 규제물질이

양을 정확히 분석하는 방법을 확립해 이와 관

추가될 때마다 이에 대한 측정표준도 개발한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새

련된 인증표준물질(CRM)을 개발해 보급하고

로 추가된 안티몬이라는 발암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측정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원산지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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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준 적산전력량계

수도·가스·전기요금을 믿고 내는 까닭

04

음주운전자가 꼬리 내리는 이유

가정의 한 달 지출을 따질 때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수도,

늦은 밤 귀갓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음주단속 상황을 보게 된다. 보통은

가스, 전기요금이 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이 항목 중 일

자동차들이 차례로 줄지어 서 있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운전자가 음

부가 유독 많이 나올 때가 있다. 만약 전기요금이라면 고지

주측정기를 힘껏 부는 광경이 보인다. 하지만 한 잔만 마셨다며 음주측정을

서에 나온 기간 동안 전기를 많이 쓴 일이 있었는지를 되짚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 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옥신각신하는

어 볼 것이다. 혹은 누전을 의심할 수도 있다. 누전을 확인하

갖가지 진풍경이 벌어진다.

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집안의 코드를 모두 뽑은 다음

만약 음주측정기의 성능이 일정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하다면 어떤 일들이

‘적산전력량계’라는 전기사용량 측정기기를 확인해 보자. 적

벌어질까? 아마도 음주측정기를 믿을 수 없으니 불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산전력량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누전은 아니다.

측정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전혀

그런데 만약 적산전력량계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이 기계

통하지 않는다. 교통경찰관이 소지한 음주측정기는 매우 정확하기 때문이다.

를 의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믿음의 배경에는 측정표준이 있

음주측정기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다. 이때

다. 적산전력량계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기준 적산전력량계와 비교 측

교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정확한 수치의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

정하여 성능을 확인한 후 생산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준

주측정기용 인증표준물질(CRM) 가스를 공급받아 이뤄진다.

적산전력량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국가측정표준과 연계해 성능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CRM으로 교정을 마쳤다면

유지하고 있다. 전기뿐 아니라 수도와 가스 역시 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어떤 경우에도 음주측정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국, 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표준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고

주단속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음주 후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서에 나온 요금을 의심 없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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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측정표준이 질병 확산 막는다

적인 예이다. 당시 스페인 독감으
로 사망한 사람은 5000만 명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보다 세
배나 많았다.
한때 세계 각국은 신종플루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새
로운 환자를 차단하느라 공항의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만한 대재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06년 미국
의 한 TV 프로그램은 ‘지구 최후의 날’이란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설문조사

검역을 강화하기도 했다. 입국자의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통해 몸에 열이 있는지를 검사했던 것이다.

를 실시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8가지 대재앙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인

이때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이 부정확하다면 어떻게 될까? 체온

공지능의 공격, 핵전쟁, 소행성과의 충돌 등과 함께 팬데믹(pandemic), 곧

계가 1 ℃ 낮게 측정되면 독감에 걸린 사람을 제대로 거르지 못할 것이고,

질병의 대유행도 포함되었다.

1 ℃ 높게 측정되면 독감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이 격리당할 수 있다. 이런

이 중 가장 가까이 다가온 대재앙은 팬데믹이다. 2000년대 들어 사스 같
은 질병의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잦

이유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 교정 장비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는지 검사받아야 한다.

아졌다. 2009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를 전염병 최고단계인 팬데
믹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인류는 팬데믹에 의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1918부터 1920년까지 유럽, 미주, 아시아 등을 강타한 스페인 독감이 대표

팬데믹
팬데믹은 광역이라는 의미의 ‘pan’과 사람을 가리키는 ‘demos’란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용
어이다. 한 번 감염이 시작되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의 희생이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
다. 즉, 유행성 전염병이 두 대륙 이상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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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측정표준, 더 정밀한 치료를 돕다

낼 수도 있다. 정확하지 못한 측정 결과로 인하여 인슐린을 과다하게 혹은
적게 투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에서 측정과학의 중요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암을 예로 들어보
자. 보편적인 암 치료 가운데 하나인 방사선 치료는 적당한 양의 방사선을
암세포에 쪼여 파괴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방사선의 양이 너무 적으면
치료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반면 너무 많이 쪼이거나, 암세포가 아닌
다른 부위에 쪼이면 환자는 여러 부작용을 겪게 된다. 따라서 치료 장비가
방사선의 양과 투여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가 치료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방사선 치료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방사선이 주변의 건강한

측정표준은 음주운전과 같은 위법 행위를 가려낼 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
을 책임지기도 한다.

세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에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측정표준도 엄격해지고

우리나라에만 500만 명에 이르는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혈당측정기를 이

있다. 가령 이전에는 방사선 빔을 방출하는 영역이 가로 10 cm, 세로 10 cm

용해 혈당을 관리한다.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측정기는 건강을 지켜주는 첨

이내일 때 교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좁은 영역을 맞혀

병이나 마찬가지이다.

야 합격하도록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측정표준은 의학 치료의 발
그런데 이렇듯 중요한 측정

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기의 정확도에 오차가 크다
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측
정기의 결과에 따라 인슐린
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들은
불안에 떨 것이다. 혹은 휴대
용 측정기를 믿지 못해 자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방사선 측정 관련 연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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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
야기
이
단위
생활 속 측정표준: 측정으로 재현한 손맛의 비밀

정확한 측정으로 만든 레시피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배우며 메모한 파김치

결혼적령기의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일등 신붓감으로 꼽을까요? 다른 건 몰

담그는 법을 살짝 공개할게요.

라도 음식솜씨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장모님 파김치만 찾으며 아내

1. 파를 소금물에 살짝 절인다.

를 애태우게 하는 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친정어머니 손맛을 재

2. 찹쌀로 풀을 쑤고 나서 고춧가루 세 줌,

현하고 싶은 아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내는 우여곡절 끝에 아주 맛있는 파

생강 두 스푼, 젓갈을 간 보면서 적당히 넣는다

김치 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렇게 메모한 레시피가 문제였다고 하
네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아직 모

손맛은 흉내 낼 수 없다?

르시겠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남편은 파김치를 무척 좋아합니다. 파김

“고민을 해결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치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이거든요. 단

같습니다. 어머니의 파김치 레시피를 정확히 측

출한 식단에도 반찬 투정하지 않는 남편이 얼마

정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한 기준으로 레시피를 만들

그런데요. 가끔 착한 남편이 야속할 때가 있습

었습니다. 눈금이 표시된 그릇에 소금의 양을 재

니다. 이 남자는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파김치만

고, 김치 담그는 순서부터 파를 소금물에 절이는

먹거든요. 제가 만들면 귀신같이 알고 입에 대지

시간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지요.

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며 담근 파김치를 남

“당신은 장모님 손맛을 흉내 낼 수 없어”

편이 맛을 보았는데요. 처음에 의심스러워하던

제 남편이지만 이럴 때는 정말이지 얄밉습니

눈초리가 어느새 흐뭇한 미소로 바뀌더군요.

다. 어떻게 하면 친정엄마의 솜씨를 배울 수 있

우리 생활에서 측정은 너무도 고마운 존재입

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라디오에 사연을

니다. 측정 덕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편리함을 누

보냈는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야 제 잘못

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손맛도 측정 덕에 재현할

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수 있었으니 말이죠.
(서울시 은평구 정지영 주부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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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길었던 1 초의 시간

확하기로 이름난 오메가였다. 이 일이 벌어지자 오메가에 대한 혹평이 쏟아
졌다. 오메가 대신 모래시계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스포츠는 가히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할 만하다. 누가 얼마다 더 빠르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곤 한다. 예를 들어 100 m 달리기 경주에서는 0.001 초
차이로 승부가 난다. 선수의 가슴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정확히 측정
해야 하는데, 도대체 0.001 초라는 그 짧은 순간을 어떻게 측정할까?
이때 사용하는 것이 슬릿 비디오(slit video)라는 카메라이다. 이는 결승선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 에페 여자개인전 준결승에 나간 신아람 선수는

에서 2000분의 1 초 단위로 촬영, 영상을 스캔하여 판독한다. 또한 스타팅

독일 선수와 5대 5 동점을 이루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단 1 초, 1 초만 지나

블록 뒤에 리액타임(ReacTime)이란 장치를 붙여 부정출발을 판독하기도 한

면 어드밴티지를 얻은 신아람 선수가 결승전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다. 총성이 울린 후 0.1 초 이내에 출발하면 부정출발로 간주된다. 청각기관

공격권을 쥐고 있는 독일 선수는 사력을 다해 공격을 했다. 하지만 신아람

이 신호를 받아 뇌로 전달하는 데 최소 0.08 초, 뇌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선수가 잘 방어해냈다. 그대로 끝나야 하는데, 전광판에는 여전히 1 초가 남

근육이 반응하는 데 최소 0.02 초가 걸린다는,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결과에

아 있지 않은가! 전광판이 고장이 난 것이었다. 그 바람에 심판은 독일 선수

기초한 것이다.

에게 네 번이나 거듭 공격권을 주었다. 세 번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결국
네 번째 공격에 점수를 내주고 말았다. 세상에 1 초가 그렇게나 길었다니!

이와 같이 시간은 측정표준의 7가지 기본단위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현
재는 1억분의 1 초 이내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기는 런던올림픽 최
대의 오심 논란을 일으켰다.
후에 경기를 분석해 보니 두
번째 공격할 때 이미 1 초가

ⓒ대한체육회

흘렀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
속 공격권을 줘 승부가 뒤집
힌 것이다. 당시 공식 타임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는 0.001 초의 차이
로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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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g 차이로 따낸 금메달

ⓒshutterstock.com

02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7 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사재혁 선수는 네
번이나 큰 수술을 이겨내고 세계 정상에 올라 흔히 ‘오뚝이 역사(力士)’로 불

각종 구기 종목에 사용되는 공의 무게에도 질량 규격이 존재한다.

린다. 당시 인상 162 kg, 용상 204 kg, 합계 366 kg을 들어 기록이 중국 선
수와 똑같았지만 몸무게가 450 g이 덜 나가는 바람에 금메달을 따냈다.

그리고 볼링공의 경우는 자신의 몸무게에 맞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질량을 정확히 재는 것은 역도나 권투 등 체중 경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양한 무게의 공이 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45.4 kg 정도라면 4.99 kg(10 파

각종 구기 종목에 사용되는 공의 무게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축구공은

운드)짜리를, 68 kg 이상이라면 7.25 kg(15 파운드)짜리를 사용하는 것이 적

410~450 g, 배구공은 260~280 g, 야구공은 141.7~148.8 g이어야 사용할

합하다. 볼링공의 무게는 대략 머리의 무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수가 있으며, 배드민턴에 쓰이는 셔틀콕은 4.75~5.50 g, 탁구공의 무게는

몸무게의 10 %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5 g에 불과하다. 이들 공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경기를 치르는 데
에 무리가 따른다.

스포츠에서는 이와 같이 질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어야 하는데, 역도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저울은 0.005 % 이상의 정확도를 갖도록 하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른 규격의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도 있다. 농구의 경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저울의 기준분동인 표준

우 우리나라 프로농구에서는 600~650 g인 7호를 쓰지만, 미국 NBA에서는

분동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국제도

5호(470~500 g)와 6호(500~540 g)를 사용한다. 호수가 작으면 공의 크기도 작

량형국에 보관되어 있는 국제킬로그램원기에 따라 표준분동을 삼고 있다.

다는 것을 말하는데, 가뜩이나 장대처럼 큰 NBA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에도 백금・이리듐으로 된 원기가 3개 있으며 그중 72번을 국가질

보다 작은 공을 사용하고 있으니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작은 공이 더

량원기로 사용하고 있다.

잘 들어가니까 경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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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뛰어넘은 미녀새

힘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선수들은 체격이나 체중, 신장, 스피드 등을 고려
해 대부분 4.5~5 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장대높이뛰기의 인기에 비해 그냥 높이뛰기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세계 최고기록은 쿠바의 자비에르 소토마이어가 갖고 있는 2 m 45
cm인데, 이 정도 높이로는 장대높이뛰기의 역동성과 화려함을 따라가기 어
려울 것이다.
길이(높이 포함)는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달리

우크라이나의 부브카와 러시아의 이신바예바는 세계 최고의 장대높이뛰

기를 포함한 육상경기는 얼마나 멀리 그리고 빨리 도달하느냐로 판가름하

기 선수로 군림한 이들이다. 구소련 시절부터 활약한 부브카는 세계신기록

고, 구기 종목들도 대부분 길이가 정해진 규격의 경기장에서 행해진다. 길

을 무려 35번이나 경신했고, 이신바예바는 24번을 경신했다. 이들은 각각

이에 대한 국제적인 측정표준이 없다면 세계신기록과 같은 공인기록은 의

남녀의 한계로 여겨지던 마의 6 m와 5 m를 뛰어넘었는데, 최고기록은 부브

미가 없어질 것이다.

카가 6 m 15 cm, 이신바예바가 5 m 6 cm이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길이에 대한 국제 측정표준인 미터를 사용

다. 그래서 이들을 인간새와 미녀새로 부르

하는데, 미국만은 예외이다.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써오던 마일과 야드,

곤 한다.

피트 등을 길이의 단위로 사용한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

장대높이뛰기의 특이한 점은 장대의 길

국이 국제적인 규칙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나 두께, 재질 등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재질의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
다. 더 큰 장대를 이용하면 더 높이 뛰어오
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
ⓒshutterstock.com

지가 않다. 장대가 너무 크면 짚고 뛰어오를
때 힘을 제대로 줄 수 없고, 따라서 탄력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30~40 m를 들고 달려
장대높이뛰기 선수들은 체격, 체중, 신장, 스피드
등을 고려해 4.5~5 m 길이의 장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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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속도가 지배한다

이 눈치를 본다. 투수는 견제구를 던져대고, 투구동작을 0.1 초라도 빠르게
하여 도루를 막으려고 애를 쓴다. 야구는 단위 게임이며, 치열한 두뇌 게임
인 것이다.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 측정단위 중에서도 속도가 특히 중요한데,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양이다. 속도는 야구뿐 아니라 달리기나 승마, 사이
클, 스키 등 여러 스포츠에서 경기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종목마다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종목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기도 다르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 선수가 시속 150 km로 공을 던지면 포수까지

야구의 경우는 스피드건으로 공의 구속을 측정한다. 스피드건에서 나오는

18.44 m를 날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44 초, 그 짧은 순간에 타자는 반

라디오파가 공에 부딪혀 압축된 파의 파장 변화, 즉 진동수 변화를 측정하

응해서 공을 쳐야 한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데이터이

여 속도를 측정한다. 테니스에서도 스피드건이 사용된다.

다. 타자는 구종과 공이 들어오는 길을 예측하고 배트를 휘두르는데, 투수가

사이클은 스피도미터(speedometer)로 속도를 측정하고 마라톤 선수는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다. 직구를 기다리는 타자에게 시속 130 km 체인지업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속도를 잰다. 또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

을 던지면 타자는 영락없이 헛스윙하고 만다. 투수는 속도에 차이를 줘서 타

용한 속도계도 사용된다. 도플러 효과는 관측자에게 음원이 가까워지거나

자를 농락하는 것이다.

멀어질 때 음원의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여러 스포츠 종목 가운데 야구만큼

그러면 스포츠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어떤 종목일까? 배드민턴

다양한 측정 단위를 생각해야 하는

이 단연 앞서서, 강한 스매싱을 하면 360 km/h까지 나온다. 배구 스파이크

것도 드물다. 단순히 공을 던지고 치

는 300 km/h, 봅슬레이의 순간 최고 속도는 260 km/h, 테니스의 스매싱은

는 것인 줄 알지만, 그 속에는 시간은

240 km/h, 야구는 160 km/h, 양궁 화살이 과녁에 맞는 순간은 150 km/h

물론 길이와 질량처럼 생각해야 하

쯤 된다. 달리기 중에는 100 m가 가장 빨라 시속 36 km 정도이다.

ⓒKeith Allison

는 것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주자가
도루를 시도할 때에는 투수의 구속
과 구종을 체크해야 함은 물론 1 cm
시간, 길이, 질량, 속도 등 다양한 측정 단위를 고려해야 하는
야구는 치열한 단위 게임이자 두뇌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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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12.5 m 더 뛰고도 한국 신기록 세워

맹은 마라톤 전체 코스의 1천분의
1인 42.195 m까지 오차를 인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12.5 m는 경기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shutterstock.com

것이다.
이에 비한다면 양궁은 단 1 mm
도 오차가 생기면 안 된다. 화살이
1994년 동아국제마라톤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보통 마라톤에서는 5

과녁의 점수 구분선 근처에 꽂혔

과녁의 정중앙에서 가까운 곳에 화살을 맞힐수록 높은 점수를 얻
는 양궁에서는 단 1 mm의 오차로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km 단위로 구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 5 km 표시는 4.761 km 지점에

을 때, 1 mm라도 구분선에 걸쳐 있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표시되었으며, 10 km는 9.795 km 지점에 표시된 것이다. 200 m가 넘는 차

1 mm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

이가 난 이유는 출발지점이 변경되었으나 구간 표시는 변경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한다.

양궁 과녁은 다섯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진다. 가운데 노란색 부분이
9~10점, 빨간색은 7~8점, 파란색은 5~6점, 검은색은 3~4점, 맨 바깥의 흰

그런데 정작 더 이상한 것은 전체 거리도 42.195 km가 아니었다는 사실

색은 1~2점이다. 노란색 중에서도 정중앙의 지름 6.1 cm 동심원은 엑스텐

이다. 대회가 끝난 3일 후 국제육상연맹이 공인한 굴렁쇠 모양의 측정기구

(X10)으로 불리고, 그 주변의 지름 12.2 cm의 동심원은 10점짜리이다. 9점

인 롤러테이프로 거리를 잰 결과 실제 거리는 42.1875 km이었고, 풀코스

짜리는 지름이 24.4 cm로 10점짜리의 두 배나 된다.
스포츠에서는 양궁 과녁처럼 mm 수준의 거리도 정밀히 측정해야 하는

래 42.195 km로 알려져 있는데, 12.5 m가 더 긴 것이다. 원래 거리보다 더

경기 외에도 마라톤처럼 42.195 km나 되는 긴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 경기

많이 뛰었음에도 김완기 선

도 있다. 막대자나 줄자가 거리 표시에 많이 사용되지만 더운 여름처럼 온

수가 2 시간 8 분 34 초로

도가 올라가거나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자의 길이가 크게 달라지므로 열

한국 최고기록을 세웠다.

팽창계수가 작은 재질로 만들어진 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은

ⓒshutterstock.com

오차 20 m를 더해 공식 거리는 42.2075 km로 밝혀졌다. 마라톤 코스는 원

그렇다면 그 기록은 한국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신기록으로 인정될까? 당
전체 코스가 42.195 km인 마라톤에서는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42.195 m까지의 오차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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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인기에 한몫을 하는 압력

표적인 것이 축구이다. 축구공
의 경우 고도 차이에 따른 기
압 이외에 공 내부의 압력도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같은 공이라도 해
ⓒJoseph khamis

발 2300 m의 멕시코시티에서
차는 것과 서울에서 차는 것은
미국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인 쿠어스필드는 좌우 펜스까
지의 길이가 각각 106 m, 107 m, 중앙 펜스까지의 길이가 126 m로 우리나

따라서 축구공은 재질이나

2014년 브라질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

라 잠실야구장만 하다. 잠실구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커서 투수들

크기, 중량과 더불어 압력에도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002년 한일

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쿠어스필드는 정반대로 투수들의 무덤이라

월드컵의 피버노바에서 2014년 브라질월드컵의 브라주카에 이르기까지 월

고 불린다. 비슷한 규모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드컵에서 사용된 공인구는 둘레와 중량이 각각 68~70 cm, 410~450 g이어
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공기압은 해수면 기준으로 0.6~1.1기압(600~1,100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쿠어스필드는 평지보다 공기의 압력, 즉

g/cm2)이 규정이다. 이 외에도 방수성, 내구성, 탄성, 반발력, 회전력 등 7개

기압이 낮으므로 공기저항이 적은 까닭에 장타가 많이 나온다. 해발 0 m에

항목을 통과해야 공인구 마크를 달 수 있다.

ⓒThelastcanadian

잠실구장이 평지에 지어진 반면, 쿠어스필드는 해발 1610 m의 고지대에

지어진 구장보다 홈런과 득점이

이에 따르면 압력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넉넉한 편인데, 이는 경기장의

50 %나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온도에 따라 공기압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있다. 1점대 방어율을 심심치 않

경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도 할 수 있다. 기준의 폭

게 찍는 LA다저스의 에이스 커

을 넓게 함으로써 공을 더욱 탄력 있게, 그리고 반발력을 지니게 할 수 있는

쇼조차도 쿠어스필드에서의 방

여지를 준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축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빠르면서도

어율이 5점대에 달한다.

강한 슈팅이 자주 나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축구가 이렇듯 더욱 재미있어

압력은 이와 같이 스포츠 경기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 쿠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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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천하로 끝난 벤 존슨의 영광

으로 허용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약 400종의 약물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엄격히 검사, 시행하고 있다. 약물 검사에는 물질량
의 단위가 쓰인다. 물질량의 국제단위는 몰이고 1 몰에는 602 214 129 000
000 000 000 000개의 분자가 존재한다.
약물복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약 10억분의 1인 나노몰 수준의 정밀측정
이 필요한데, 이는 수영장에 설탕 2 g을 녹이고 이를 측정해 내는 것과 비슷
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 질량분석법이나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

“아직까지 내 앞을 달린 인간은 없었다.”

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약물복용 검사는 본래 경마에서 말에 약물 투여

“난 남의 등짝이나 보고 달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여부를 조사한 데서 비롯되었는데, 이제는 인간에게까지 검사를 하고 있으

1988년 서울올림픽 100 m 달리기 결승전을 앞두고 미국의 칼 루이스와

니 선수가 경주마로 전락한 것일까.

캐나다의 벤 존슨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마하인간 벤 존슨은 9 초 83

모든 운동경기의 성패는 정확한 측정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측정과학에

으로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갈색탄환 칼 루이스는 올림픽이 열리기

있다. 측정 소급성을 갖는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계측함으로써 오심에

두 달 전에 9 초 78을 기록한 상황이었다. 단지 칼 루이스의 기록은 뒤바람

따른 분쟁을 없애고 선수들은 신뢰도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으며 또한 경

이 강해 세계기록으로는 공인되지 못했을 뿐이다. 마

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승자와 패자는 일순간

침내 총성이 울리자 용수철처럼 두 선수는 뛰어나

에 갈라지지만 인류가 추구하는 스포츠 정신은 영원할 것이다.

갔다. 결과는 벤 존슨이 9 초 79로 승리, 루이스는
존슨에 0.13 초 뒤진 9 초 92로 2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존슨의 영광은 3일 천하로 끝났다. 경
기 후 약물검사, 즉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shutterstock.com

나온 것이다. 금메달은 칼 루이스에게 돌아갔고,
이후 칼 루이스는 200 m에서도 우승하며 단거리
불공정한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나노몰
수준의 정밀측정으로 약물복용 검사를 실시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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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
야기
이
단위
스포츠 속 과학편: 12번의 진화를 거쳐 탄생한
월드컵 공인구,브라주카

최고의 슛에 감춰진 과학원리
축구공에 주입되는 공기의 압력은 공의 반발
력과 직결됩니다. 축구공을 차면 공이 수축되어

공 하나를 두고 22명의 선수가 겨루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스포츠 축구. 작은

부피가 줄어들면서 반대로 내부의 압력이 증가

축구공이 일으키는 마법으로 서울 시청 일대에 수만 명이 몰려 붉은 물결을 일

합니다. 이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

으키고, 새벽을 가리지 않고 같은 시간에 함성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에

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반발력이죠.

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브라주카는 이전 월드컵에서 사용되었던 자블
라니보다 내부 압력 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

가장 완벽한 구의 형태를 실현한 브라주카
지난 브라질 월드컵의 공인구는 1970년 이후

다. 이런 이유로 반발력이 크게 증가되어 더 빠르
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12번의 진화를 거쳐 탄생한 브라주카입니다. 메

그리고 시속 48 km에서 흔들리는 자블라니에

시와 지단 등 600여 명 선수의 검증까지 거치며

비해 브라주카는 시속 72 km에서 다시 흔들린

까다롭게 선정한 공으로 총 6개의 프로펠러 모

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무쌍한 공의 움직임도

양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가장

공기의 압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완벽한 구의 형태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마법 같은 바나나킥(스핀킥) 역시 공기의 압력

이 공으로 경기를 펼쳐본 동호인의 반응을 살

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

펴보니 “탄력이 넘친다” “아마추어들이 다루기

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높아지는데요.

에는 까다로운 공이다”라며 공이 너무 예민해

이러한 압력의 차이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다루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브라주카에는

쪽으로 공이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 바나나킥의 원리이죠.
관중을 매료시키는 마법 같은 슈팅도 과학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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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측정표준 능력이 수출을 좌우한다

만약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측정표준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예로 들면
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들의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각 나라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넘을 경우 수입을 하지 않는 식으로
여러 규제 조항을 만들어,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자동차를 수입하는 나라는 수출국의 유해물질 측정 능
력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입국은 자기 나라의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해외 수출은 1976년의 일이다. 남아메리카 에콰

측정기기로 다시 측정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동차

도르에 수출한 포니택시 7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수출은 어떻게 될까? 수입국에서 일일이 측정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자동차를 내다 팔 만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올라가고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큼 성장해 2013년 한 해에 300만대가 넘는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 경쟁력은 약화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대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우리의 측정표준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자동차는 현대 산업의 꽃이자 국력의
척도로 여겨진다. 여러 중소기업에서 생

이렇게 한 나라의 측정표준 능력은 수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측정표준 능력은 곧 경제발전의 토대이자,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측정표준은 어디에서
도맡고 있는 것일까?

산하는 수많은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 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매우 엄밀한 정밀도를 요구한
다는 의미다. 수만 개의 부품이 정밀하면
서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밀도는 바로 그 나라의 측정표준
능력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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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반도체 뒤에는
측정표준이 있다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 중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수출 품목들이 적지 않다.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수출
되는 제품 가운데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품목은 총 149개다. 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경중 박사가 개발한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인증 표준
물질은 KC(Key Comparison,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의 나노미터 (10억분의 1 ｍ)
급 박막 두께 측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중 D램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반도체 관련 부문이 주요 품목에 포
함되어 있다. 명실 공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자 수출국

선 등 다양한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이때 박막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면

인 것이다.

정확한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두께가 균일하고 정확한 표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1983년 당시에는 미국이나

샘플을 통해 검사 장비를 교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 공정 중 하나이다.

일본 같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

두께가 부정확한 샘플로 검사 장비를 교정할 경우 수십~수백만 개의 반도

나라는 30년이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정상급에 올라설

체 칩을 폐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특히 삼성전자는 1992년부터 일본 업계를

한때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제치고 D램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세계 1위에 올라섰다. 보통 우리나라 반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로부터 반도체 산업용 박막 두께 인

도체 산업의 성공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면 삼성이나 LG와 같은 국내 주요

증 표준물질(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 공급받아 교정에 사용했다.

반도체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피눈물 나는 역경과 도전이 그려진다. 하지만

CRM은 새로운 반도체 제품을 만들고 생산라인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측정표준 대표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반도체산업 발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외국의 CRM을 쓰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과 위험이

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랐다. 한 번 교정을 받으려면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나 기다려야

반도체는 웨이퍼에 얇은 박막을 입힌 후 그 표면에 식각과 산화, 증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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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창수 박사팀은 신물질을 활용해 10 나노
미터(nm) 이하의 반도체 두께 인증표준물질을 개발했다.

나노과학기술 떠받치는 측정과학

몸속 혈관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치료하는 초소형 로봇, 피 한 방울로 질
병을 진단하는 휴대용 진단 키트, 손목시계만 한 슈퍼컴퓨터. 공상과학소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은 1996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반도체 산업용 CRM 개발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년

에서나 등장할 법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나노과학기술이 ‘나노혁명’이
라는 이름으로 보여줄 꿈의 미래다.

여의 연구 끝에 CRM 개발에 성공했다. 게다가 NIST가 개발한 기존 CRM에

나노과학기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초미세 세계에서 벌어지는 과학

비해 정확도나 종류 면에서 월등히 우수했다. 이후에도 한국표준과학연구

기술의 영역이다. 나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역은 10-9 m(=10억분

원은 지속적으로 박막측정과 분석 방법의 표준화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표

의 1 m), 즉 나노미터(nm) 수준에서 이뤄진다. 1 nm는 머리카락의 10만분의

준과학연구원의 박막 두께 CRM은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체와 계측기기 생

1 굵기에 해당한다.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 원자 10개 내외가 늘어서 있는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길이다. 그러므로 나노과학기술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이뤄지는 과학기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CRM

새롭게 발견한 과학기술이 특정 제품으로 상업화되려면, 대량 생산이 가
능해야 하고 품질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정확한 측정

CRM(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은 측정기기를 교정하거나 측정방법을 평가할 때 또는 물
질의 특성값을 부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인증값의 정확도는 모든 산업체에서 수
행하는 공정이나 품질관리, 신제품 개발 등에서 필요한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고 수준의 측정기술을 갖춘 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만 CRM을 개발할 수 있
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CRM의 종류는 무려 750여 종이나 된다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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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나노과학기술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노 수준의 초정밀 측정은 측정
과학계에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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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예로 들면 1 nm는
물론 그 이하의 길이까지도 정
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사용 가능한 나
노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
다. 그렇다면 길이의 기본 단위
인 1 m에서 1 nm를 구해야 하
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초정밀 반도체 박막두께 측정장비

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를 한번 보자. 가장 작은 눈금은 1 밀리미터(mm), 즉
1000분의 1 m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 nm는 10 억분의 1 m이므로, 1 mm
를 다시 100만분의 1로 쪼개야 1 nm의 눈금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나노과
학기술에서 쓰이는 원자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은 나노미터 수준의 물체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정밀한 측정값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는 수
준이다.
길이뿐만 아니다. 나노 세계에서는 질량이나 힘 등 다양한 단위에 대해서
도 정밀하게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나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
지는지 정확히 알아내고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나노 과학자뿐
아니라 측정과학자도 나노의 세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
롯해 전 세계 측정과학계는 나노 수준의 측정기준을 확립하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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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을 좌우하는 표준시

이렇게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시각의 정확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은 표준시와의 시각 동기를 필
수요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상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
고 증권이나 금융 거래 또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거
래 시점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정확한 시각이 필수적이다.
온라인 거래 시 사용하는 컴퓨터 혹은 서버의 시각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컴퓨터 하나만으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인터
넷 뱅킹을 통한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각종 물건을 사고파는 전

다. 특히, 전자 입찰이나 증권회사의 거래 시작과 마감 시점 등은 거래자의
손익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다.

자상거래도 가능하고 공공기관은 공사, 용역, 구매 등을 전자입찰로 처리하

이를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원자시계 9대로 우리나라 시간의 표준

고 있다. 또한 대학 입학부터 각종 자격증 시험과 구직에 이르기까지 인터

을 만들어 정밀한 표준시간 정보가 필요한 방송국, 은행, 통신사에 제공하

넷 전형이 대부분이다.

고 있다. 만약 자신의 개인 PC를 정확한 시각으로 맞추고 싶다면 한국표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인터넷으로 처리되려면 시간의 표준이 중요한 역

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kriss.re.kr)를 방문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인터

할을 한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 시계가 표준시와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

넷을 이용한 새 시각 동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뒤 컴퓨터에 설치하면

어질까?

우리나라 표준시에 맞출 수 있다.

몇 해 전 어느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전자입찰에서 예정 시각보다
2분 먼저 마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전자입찰 컴퓨터 서버의 시계가 표
준시보다 2분 빨랐기 때문에 생
겨난 일이다. 이 때문에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도 입찰에 참
여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기관을
상대로 입찰 무효를 주장하는 일
세슘원자시계 KRI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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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동반자, 측정과학

녹색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실현되어 우리 삶의 질
을 높이려면 측정과학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측
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측정연
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을까? 신재생에너지의 구심점이라
고 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 정부는 2007년 ‘신재생에
너지 연구개발 전략 2030’을 세우면서 세계 3대 태양광산업 강국으로 도약

지구 온난화 현상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태양에너

우리 인류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대가다. 그리

지의 기반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해 태양전지의 효율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고 그 화석연료도 점차 고갈되고 있다.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태양전지를 평가하는 표준화 기반을 확립하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 우리 인류는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것이다. 그동안 태양전지의 보급을 가로막은 건 비싼 가격에 비해 효율이

있을까? 그 해답 중 하나는 바로 ‘신재생에너지’이다. 햇빛, 물, 지열, 바람,

낮다는 점이었다. 소비자가 태양전지를 구매할 때 가격 경쟁력 못지않게 중

생물유기체처럼 고갈될 걱정이 없는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

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효율이다. 따라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정확하게 평가

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는 거무칙칙한 굴뚝 성장에서 벗어나 푸르고 깨끗한

태양전지 개발에도 나노기술이 핵심적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나노
영역에 필요한 측정기술을 태양전지 생산에 연결시키고 있다. 즉 나노측정
기술로 태양전지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태양전지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
이고 태양 전지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날 측정과학은 단순히 무언가를 측정하는 기술을 향상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측정과학 자체가 첨단과학이기 때문에 여러 첨단과학
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측정과학은 새로운 과학기술
의 탄생과 함께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수소에너지 관련 측정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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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표준으로 무역장벽을 해소하다

여 평가받아야 하는 것으로 3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장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과 위탁교정으로 발생하는 4억 원의 비용, 수천만 원의
물류비용, 공백 기간에 사용할 측정기기의 추가 구입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었다. 더욱이 3개월마다 측정기기를 교정받아야 할 경우 수주한 세
계 최대의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였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국가표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나서며 한
번에 해결되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러시아 국가표준기관(VNIIMS) 간

2014년 7월 3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정식 해양

에 맺은 국제 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CIPM MRA) 덕분이었다. 두 기관이 체

플랫폼이 러시아 사할린 해상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설비는 길이

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발급한 교정성적서

105 m, 폭 70 m, 높이 21 m로 구조물 무게만 45000 톤에 이른다.

가 러시아에서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랫폼

하지만 한때 해외의 기술무역장벽(TBT)을 넘지 못해 프로젝트 자체가 무

제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사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

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
원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월 글로벌 정유회사인 엑손모빌이 러시아에 세
운 자회사 ENL(ExxonMobil Neftegas Limited)사가 발주한 오일 및 가스 채굴
용 해양 플랫폼 ‘아쿤다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그러나 이 대형 설비는 온
도, 압력, 수위, 유량, 밀도, 성분 등의 분석 장비를 포함한 많은 계측기기가

ⓒ대우조선해양

장착되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측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정법’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가 러시아 국가 측정표준의 소급성을 확보하
기를 요청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교정 소급성 확보 및 교정능력 평가에
나섰다.

러시아 사할린 해양에 설치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정식 해양 플랫폼
(출처: CNBNEWS)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소급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러시아 교정
기관을 통한 교정을 다시 요구받았다. 이는 측정기기를 러시아까지 운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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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과
표준

01

측정의 원리를 계산한 마이켈슨

결론이 나왔다. 이는 훗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의 확립에 결정적
인 단서가 되었다.
마이켈슨은 은퇴 후에도 연구에 매진했다. 결국 1920년대 70대의 고령이
된 그는 299 796 ± 4 km/s라는 빛의 속도를 얻었다. 이는 현재의 기술로
측정한 빛의 속도와 고작 4 km/s 밖에 차이 나지 않는 매우 정확한 측정이
었다.
그는 도량형의 기준 마련에도 공헌하였다. 1893년 간섭계를 통해 카드뮴

자연에는 기본 값들이 존재한다. ‘빛의 속도’가

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이용했다. 이 빛의 파장으로 거리를 환산해 미

대표적이다. 빛은 진공에서 1 초에 299 792 458 m

터 표준기를 측정했다. 오늘날 길이 측정의 원리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이는 1 초에 지구를
7바퀴 넘게 도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연 이렇듯
빠른 빛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할까?
쉽지 않은 이 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과학자가
ⓒAstroLab

있다. 그 주인공은 미국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인 알버트 마이켈슨(1852~1931)이다.
알버트 마이켈슨

빛의 속도 측정 실험에 큰 관심을 가졌던 마이켈
슨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학을 찾아가 연구한

끝에 1881년 ‘마이켈슨 간섭계’라는 유명한 실험기기를 제작했다. 이 기기
를 이용해 광속 측정을 시도했는데, 애초 목적은 빛이 에테르라는 매질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밀한 측정과
실험을 반복할수록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실해졌다. 빛은 에테르란
매질이 없어도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공에서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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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량을 발견한 밀리컨

울이 갖는 전하량에 따라 떨어지는 속도도 변했다. 이를 통해 밀리컨은 전
하가 불연속적으로 특정한 값의 배수만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기
본 값은 항상 1.6×10-19 쿨롬이었다. 이것이 바로 전자가 갖는 ‘전하량(e)’으
로 자연의 기본상수 중 하나다.
이 값은 근대 물리역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밀리컨이 전자의
기본 전하량을 측정함으로써 분자의 기체상수인 ‘아보가드로 상수’는 물론
‘플랑크 상수’, ‘볼츠만 상수’처럼 물리의 기본이 되는 여러 기초 상수들이

과학 발전의 핵심 요소는 “실험 장치를 개선하
고 물리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한 과
학자가 있다. 바로 192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

새롭게 계산될 수 있었다.
그가 측정계에 미친 영향도 막대하다. 이 상수들이 훗날 국제단위계의 기
본 단위인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을 정의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이다.

한 로버트 밀리컨(1868~1953)이다. 2002년 뉴욕주
립대 과학사(史) 학자이자 철학자인 로버트 크리스
교수팀은 물리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역사상 ‘가

ⓒPD-US

장 아름다운 물리 실험’ 10개를 조사한 바 있다. 여
기에서 밀리컨이 수행한 기름방울실험은 당당히 3
로버트 밀리컨

위를 차지했다.
그의 기름방울실험이 물리학자들에게 대단히 아

름다운 이유는 ‘전하량에는 기본 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
다. 이 실험이 발표되기 전 20세기 초 물리학계에는 자연에 최소 전하량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름방울실험은 전하가
최솟값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밀리컨은 1909년 투명한 통에 기름을 떨어뜨리고, 통의 위와 아래에 양전
기와 음전기를 각각 걸었다. 전기장의 세기를 바꿔가며 실험한 결과 기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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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의 선구자 조셉슨

셉슨의 발견은 그의 이름을 따 ‘조셉슨 효과’라고 한다.
오늘날 조셉슨 효과는 사람의 뇌에서 발생하는 미약한 자기장을 측정하
는 ‘초전도 양자간섭장치(SQUID)’에 응용됐다. SQUID는 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정신질환 진단은 물론 뇌의 부위별 기능에 대한 연구를 이전보
다 훨씬 정밀하게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조셉슨 효과는 전기 분야의 측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효과를

ⓒOTRS, Brian Josephson

이용해 만든 ‘조셉슨 어레이소자’는 전압 단위인 볼트의 측정표준을 세우는
196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22살의

데 쓰이고 있다. 이 소자 1개가 내는 전압은 대략 0.1에서 수 mV(밀리볼트,

대학원생 브라이언 조셉슨(1940~)은 세상을 깜짝

1000분의 1 V)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기본 단위인 1 V는 조셉슨 터널 접

놀라게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의 내용은

합을 1000여 개가량 직렬로 연결해 아주 정밀하게 얻을 수 있다. 참고로 한

‘초전도 현상’에 관한 것이었다. 초전도 현상은 극

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93년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조

저온 상태에서는 금속에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

셉슨 어레이소자를 개발했다.

지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1911년 처음 발견됐다.
당시 조셉슨이 발표한 논문은 ‘전기저항이 0인
초전도 전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얇은 장벽을 뚫
브라이언 조셉슨

고 투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셉슨의 주장은

그의 지도교수는 물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바딘(1908~1991)에게도
동의를 얻기 힘든 발상이었다. 반도체 연구로 1956년 노벨상을 받은 바딘
은 훗날 초전도 연구로 1972년에 다시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이 분야의 대
가이다. 결국, 당시 조셉슨의 주장은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셉슨은 바딘과 역사적인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여러 실험결과를 통해 조셉슨의 이론이 옳
은 것으로 판명됐고, 1973년 33세의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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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시계 개발에 영감을 준 추와 필립스

적으로 완벽히 한 점에 멈추게 된다. 이 방법으로 원자들을 나노켈빈(10-9 K)
온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 기술로 추 교수와 필립스 박사는 199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새로운 원자시계인 ‘원자분수시계’는 이 레이저 냉각기술을 이용해 만들
어졌다. 레이저 냉각기술로 원자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 뒤 위로 쏘아 올리
면 원자들이 마치 분수처럼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속도가 느린 원자는 빠
른 원자에 비해 빛이나 전자기파를 지날 때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

중국계 미국인 스티븐 추

에 빛이나 전자기파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원리

(1948~) 스탠퍼드대 교수는 오

를 활용하면 시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가장 정확한 시계인 원자

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장관으

분수시계는 무려 6000만 년에 1 초의 오류가 있을 뿐이다.

ⓒUS Department of Energy

로 발탁될 만큼 주목받는 물리
학자다. 추 교수는 1989년 동
ⒸUS NIST

갑내기인 미국국립표준기술연

스티븐 추

윌리엄 필립스

구소(NIST)의 윌리엄 필립스
(1948~) 박사와 함께 레이저를

이용해 절대 0 도에 아주 가까운 극저온 상태에 이르는 ‘레이저 냉각기술’을
개발했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두 개의 레이저를 양방향에서 기체 원자들을 향해
쏘면 원자들은 레이저 빛과 충돌하여 이동속도가 느려진다. 원자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이동하므로, 원자들이 느려진다는 건 그만큼 온도가 낮다
는 의미다. 이렇게 레이저로 원자들의 이동속도를 줄이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세 개의 레이저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 원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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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계 개발의 단초를 제공한 세 명의
과학자들 (글라우버, 홀, 헨쉬)

ⓒMarkus Possel

05

오늘날 기본 단위에서 길이와 시간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빛을 이용해
매우 정밀한 측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꿈의 빛인 ‘레이저’ 기술

로이 글라우버

존 홀(맨 왼쪽)과 테오도어 헨쉬(맨 오른쪽)

덕분이다. 2005년 노벨 물리학상은 바로 이 분야의 공로자 세 명에게 돌아
갔다.

광주파수 빗 기술은 기존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측정의 한계를 수천 배

레이저가 꿈의 빛으로 불리는 이유는 신이 내려준 신성한 빛을 인간이 통

나 높여주었다. 이는 미국 동부의 뉴욕과 서부 로스앤젤레스 사이에 쌀알

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레이저가 인간의 빛이 되기 위해서

크기의 물체를 던져놓고,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잴 수 있는 수준이다. 실

는 우선 빛의 성질이 규명돼야 했다. 이 일은 미국 하버드대 로이 글라우버

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 ‘광시계’가 개발되고 있다. 광시계는 현재 세슘원자

(1925~) 교수가 해냈다. 그는 현대 물리학의 큰 축인 양자역학으로 ‘양자결

시계보다 1000배나 정밀한 수준을 자랑한다.

맞음’이라는 빛의 성질을 규명해냈다. 이 성질 덕분에 빛을 측정 기반으로
서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빛의 성질을 실제 측정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
소(NIST)와 콜로라도대의 존 홀(1934~) 교수, 그리고 독일 막스플랑크 양자
광학연구소와 뮌헨대의 테오도어 헨쉬(1941~) 교수의 몫이었다. 이 두 사람
은 레이저를 이용해 빛의 주파수를 마치 빗살처럼 아주 짧은 간격으로 나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광주파수 빗(optical frequency comb)’이라는 방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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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개발의 기반을 다진 아로슈와
와인랜드

양자컴퓨터는 ‘큐비트’라 불리는 양자비트 하나로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표
시할 수 있다. 즉, 양자컴퓨터가 실현되면 무한대의 정보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금 시대의 슈퍼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유전자, 기
상, 경제현상 등의 매우 복잡한 영역의 분석은 물론 현재의 컴퓨터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분석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10-15 초까지 측정할 수 있
는 세슘원자시계보다 100배나 더 정밀한 시간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물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성철 총장은 모 일

2012년 노벨 물리학상은 ‘차

ⓒBengt Nyman

세대 컴퓨터’라 불리는 양자컴

간지를 통해 양자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퓨터와 초정밀 시계인 양자시

“이론적으로 큐비트 300개만 있으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정보를

계 개발에 있어 기본 원리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다. 아직은 10여 개의 큐비트만 다룰 수 있지만, 활발한

밝혀낸 동갑내기 물리학자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공동 수상했다. 주인공은 빛의
데이비드 와인랜드(좌)와 세르쥬 아로슈(우)

입자인 광자와 이온의 상호작

용을 실험을 통해 직접 관찰한 프랑스 학술원의 세르주 아로슈(1944~) 교수
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의 데이비드 와인랜드(1944~) 박사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노벨위원회가 “두 수상자는 양자 미립자를 파괴하
지 않고도 이를 측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양자물
리학 실험의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듯이, 이들의 연구는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증명되었던 양자역학의 중첩현상을 실험으로 보여주
었다. 이러한 성과는 미래의 초고속 컴퓨터로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양자컴
퓨터 개발을 앞당겼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법으로 정보를 저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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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홀 효과를 발견한 폰 클리칭

를 보낼 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으로 전선을 가로질러 작은
전압차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홀효과’라고 불렀다.
198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클리칭 교수는 아주 극단적인 조건에
서 홀효과를 연구하였다. 우선 극단적으로 높은 자기장을 사용하였고, 실험
에 사용한 샘플도 절대온도 0 도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냉각시켰다. 그 결
과 전도도가 규칙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편평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계단 형
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편평한 부분의 값들이 단순한 수식의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은 대규모 장비와 지원이 결

정수배로 표현되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알아냈다.

합한 대형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에 수여되는 경우가

이는 홀효과가 양자화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았다. 예를 들어 이론적인 모델이 예측하는 결과를

결과였기에 과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노벨위원회 역시 “엄청나게 높

정확하게 입증한 공로로 상이 수여되는 경우가 그렇

은 정확도로 인하여 이 효과는 전기저항의 국제적인 표준을 정의하는 데 사

다. 또는 오랜 세월 실패를 거듭하던 실험에 있어 근

용될 수 있다”라고 하며 높게 평가하였다.

ⓒRamuman

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과학자에게 수여되기도 하
였다.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은 기존에 찾지 못한 새로운
폰 클리칭

현상을 발견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기
본 관계를 발견한 사람에게 수여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1980년 독일
의 물리학자 클라우스 폰 클리칭(1943~) 교수가 발견한 ‘양자화된 홀효과’
이다.
그가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은 전기와 자기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
이 분야의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1820년대에 덴마크 물리학자인 외르
스테드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나침반의 방향이 바

2014년 1월 2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사상 첫 명예연구위원으로
임명된 폰 클리칭 교수

뀌는 것을 발견하였고, 1879년 미국의 물리학자 홀은 금박을 사용해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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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분동과 자를 선물한 이유는?

존슨 대통령은 1966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다. 바로 표준
분동세트와 5 미터 기준자였다. 그런
데 분동(分銅)과 자(尺)가 뭐 그리 대
단하다고 직접 가져온 것일까. 이 분
동과 자는 당시 미국국립표준국(NBS,

미국 대통령 하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에서 이

한국표준연구소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1966년 존슨 대통령의 방한

정도가 떠오를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역대 미국

미 교정을 마친 미터법 기준기였다. 산업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

대통령 중에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는 인물도 있다.

큼 아주 정확한 자와 분동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걸어온 측정표준의 역사에서 특별히 기억할

존슨 대통령이 이 표준분동과 기준자를 들고 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학

만한 인물이다. 케네디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이었던 존슨은 1963년 11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측정표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과

22일 케네디가 암살되자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 받아 제36대 대통령이 되

이를 위해 관련 연구소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었다.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1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했을 때 양국 간에 체결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됐
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두 나라 사이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을 진척시켰고, 그 결과 설립된 것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었다.
존슨 대통령의 자와 분동은 이 협력에 대한 선물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힘차게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이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국가표준체계의 확립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자와 분동을 선물함으로써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다. 타국
의 대통령이 강조할 만큼 국가표준체계의 확립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선물한 표준분동세트와 5 미터 기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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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가 측정표준대표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11년경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전남 강진 유배 중 저술한 「경세유

1976년 9월 23일 한국표준연구소 기공식

1991년 11월 15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판식

표」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이용감(利用監)과 양형사(量衡伺)라는 기
관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이용감은 오늘날로 치면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고, 양
형사는 국가의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는 과학기
술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측정표준에 대해서는 둔감했다.

국가발전에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의 원천은 측정표준에 있

그러던 중 1966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가져왔던 분동과 자

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약용의 생각은 받아들여지

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지 않았다.

대한 방향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측정표준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느끼면서

만약 정약용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1800년경은 프랑
스에서 미터법을 만들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독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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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자 국가의 표준 확립

도 당장 급한 불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실제로 국가 측정표준기관이
설립된 건 10년가량 지난 후였으니 말이다.

프랑스에서도 측정표준만을 연구하는 독립기관은 없었다. 따라서 정약용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거의 끝나가던 시기인 1975년 우리나라는

주장대로 이뤄졌다면 우리나라의 측정과학은 프랑스나 독일보다도 앞서 나

수출 50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수출이 급증하자 비로소 국내 수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최초로 측정표준을 담당하

출품의 품질 보증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다. 게다가 우리나라로부

는 연구기관이 세워진 건 그로부터 한 세기 반 이상이 흐른 뒤였다.

터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더욱 확실한 품질정책의 마련을 요구하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산업화가 늦어졌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

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측정표준의 확립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게 된

어서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가 점차 경

것이다.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는 중심기관인 ‘한국표준연구소(KSR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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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표준원기와 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측정표준의 국가대표로 국내외에 커다란 성과를
일구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측정표준을 확보하여 국내 산업과 과
학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내를
2014년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넘어 세계적인 표준원기 기술을 갖추었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온도의 표준
원기 삼중점 셀은 2005년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 무상으로

Standards Research Institute, 1991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바뀜)’의 설립은 이

원조하였고, 전류의 표준원기 조셉슨 전압표준기의 경우 핵심소자인 조셉

같은 흐름에서 추진되었다.

슨 어레이 1V를 국제도량형국에 기증한 바 있다.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20여 년 만인 1996년에는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2009년에는 세슘원자시계 KRISS-1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시간 표준원기

의 위원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 선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측정표

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1차 주파수 표준기로 우리의 표준원기가 각국의

준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은 셈이다. 1999년에는 국
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명실공히 국가 측정표준
의 대표기관으로 명문화되었다.

온도 표준원기 삼중점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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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원자시계 KRI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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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원자시계(2차 주파수 표준기)를 보정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세슘원자시계 KRISS-1의 오차는 약 30만 년 동안 1 초에 불과하다.
GPS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원자시계들과 실시간으로 시간을 비교 측정하
여 세계협정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질량 표준측정에 사용되는 킬로그램원기는 No.39와 No.72, No.84 등 세
개나 된다. 이들 킬로그램원기에 번호가 붙은 것은 프랑스 국제도량형국에

질량 표준측정에 사용되는 킬로그램원기

길이의 표준원기 요오드 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저

광도의 표준원기 분광감응도 측정기

물질량원기인 인증표준물질(CRM)

있는 국제 킬로그램원기를 복사한 것임을 의미한다.
먼저 No.39는 1894년 일본을 통하여 3만 냥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이 표
준원기는 1937년 일제가 전쟁물자로 쓰려고 빼앗아갔던 것을 해방 후에 되
찾았다. 하지만 다시 한국전쟁이 나는 바람에 사라졌다가 서울 수복 때 한
국은행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No.39는 이후 40여 년간 사용되다 1993년에 No.72로 교체되고 보조원
기로 사용된다. 하지만 No.72 역시 안정성이 문제되어 2003년 새로 도입한
것이 No.84이다. 안정성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원기를 5년마다 한 번씩

급하고 있으며, 인증표준물질(CRM)을 통해 물질량의 표준을 보급하고 있

국제도량형국에 가져가 국제킬로그램원기를 기준으로 교정을 받기 때문이다.

다. 인증표준물질이란 각종 측정기들을 교정, 측정하는 방법을 평가하거나

현재 질량의 표준원기는 No.72이고 No.39와 No.84는 보조원기로 사용된다.

물질의 특성값을 부여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한편, No.84와 함께 새로운 원기용 질량비교기 저울도 도입했는데, 이는
비교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100억분의 1의 해독도를 갖고 있다.

대로 작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극미량의 알코올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길이의 표준원기로는 파장을 이용하는 요오드 안정화 헬륨-네온 레이저가

0.05 % 또는 0.01 %의 아주 정확한 양의 알코올 가스를 측정기에 쏘아 그

사용된다.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진공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 초

것을 정확히 읽어내면 그 음주측정기는 믿을 수 있는 기기로 판명날 것이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1 m로 삼는다. 파장의 정밀도는 10억분의 1 m

다. 이때 알코올 가스가 바로 인증표준물질이며, 이러한 과정을 교정이라고

수준으로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다.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바로 이런 교정 서비스를 통하여 갖가지

이밖에도 저온복사도계를 이용한 분광감응도 측정기로 광도의 표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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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엔 필수! 세계의 표준기관

과학기술을 배워왔다.
이후 세월이 지나 세계 일류 수준의 측정표준국가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측정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
고 있다. 한 예로 2004년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강타했을 때 큰 피해를 본
스리랑카 등에 온도 표준기인 물의 삼중점 셀을 비롯한 여러 원기를 지원하
기도 했다. 나아가 매년 개발도상국의 측정표준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경제와 산업의 발달 수
준과는 별개로 거의 모든 나라에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표준기관이 존재한다. 이는 표준

이처럼 측정표준의 세계는 창과 방패를 들고 경쟁하기보다 협력과 조화,

의 확립이 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

그리고 상호인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에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측정

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각 나라 측정표준기관의 대표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우리나라에 국가측정표준기관인
1975년 9월 19일 미국 국제개발처와 한국표준연구소 설립을
위한 차관(500만 달러) 협정이 체결됐다.

측정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 다양한 지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설립된 것은

회의를 열고 협력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통
일된 표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5년으로, 비교적 짧은 34년의 역

사를 갖고 있지만 측정 능력은 세계 6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할

국가

표준기관

설립년도

소속 부처

형태(신분)

인력(명)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앞서 나간 나라들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독일

PTB

1887

경제기술부

국립연구기관(공무원)

3,000

미국의 국가표준기관인 국립표준국(NBS, 현재는 NIST)은 1960년대부터 우

영국

NPL

1900

사업혁신기술부

국립(민간위탁경영)

600

미국

NIST

1901

상무부

국립연구기관(공무원)

2,900

프랑스

LNE

1901

산업부

국영기업

800

일본

NMIJ

1903

경제산업성

독립행정법인

600

한국

KRISS

1975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출연연구기관

422

리나라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우리의 측정표준과 과학실험, 그리
고 관련 연구제도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가표준기관을 설립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설립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과학
자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표준기관에 파견되어 선진국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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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선진국’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KC 질량·힘 분야에 참가한 연구원들이 대회와
관련된 기술 회의를 하고 있다. (2001년 9월)

KC 화학 분야 전문가들이 대회 관련 평가회의를
하고 있다. (2007년 9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육상, 수영, 양궁 등 각종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
이 세계 곳곳에서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쌓은 역량을 겨루는 장이다. 측정

자문위원회에서 비교 측정할 과제를 선정하면 열리는 것이다. 주관 기관은

과학 분야에도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가 있다. 바로 ‘핵심측정표준 국제

측정표준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의 국가 표준기관 중 한 곳으로 결정한

비교(KC, Key Comparison)’이다.

다. 선정된 주관 기관은 이후 각 나라에 KC에 참여할지 의사를 타진한다.

KC는 1999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같은 해 세계 측정표준을 관장하는 국

또 하나 올림픽과 다른 건 국제비교를 할 때 참여국들이 모두 한자리에

제기구와 38개국 국가측정표준기관의 대표가 모여 ‘상호인정협약(MRA,

모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이동용표준기’가 각 나라를 순회한다. 질량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것이 계기였다. 국제단위계가

분야일 경우 이동용표준기는 분동이 될 수 있다. 참가국의 해당 분야 연구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기 위해 각국 표준기관 사이에 국제단위계의

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이동용표준기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단위 표준에 관한 교정과 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측정값을 주관기관으로 보내면 어느 나라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

MRA 체결 이후 시작한 KC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 서로의 측정 능력

정했는지 비교하게 된다.

을 평가하는 대회로서 자리매김했다. MRA 가입국은 현재 70여 개 나라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제까지 373개의 KC에 참여했다.(2014년 기준) 그

이르지만, KC에 참여하는 나라는 분야별로 최대 20개국 수준이다. 즉 협약

리고 이 가운데 60개 이상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았다. 전

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KC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제비교에서

체 국제비교의 16 %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한 것이다. 해당 분야 측

다른 나라와 그 실력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측정능력을 보유해야

정능력이 세계최고 수준인 경우에만 KC 주관이 가능하기에 KC에서 확인

하기 때문이다.

된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를 선도하는 측정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과 달리 KC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열리지는 않는다. 국제도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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