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르네오섬에서 ‘가장 오래된’ 구상화 동굴벽화 발견

남세균 주입해 전기 생산하는 양송이버섯 개발

호주 그리피스대학교와 인도네시아 국립 고고학연구센터 등 공

미국 스티븐스 기술연구소(SIT) 마누 만누르 교수 연구팀은 과

동연구팀은 <네이처(Nature)>에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동

학저널 <나노 레터스(Nano Letters)>에서 양송이버섯에 남세

부 칼리만탄의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된 구상화 벽화 수천 개의

균(藍細菌·Cyanobacteria)을 주입해 전기를 생산하는 생체공

제작 연대를 측정한 결과, 5만 2천~2만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학적 버섯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나타났다고 밝혔다.

엽록소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은 태양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

이는 인류 역사상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꼽히는 선사시대 동굴

어 청정 에너지원으로 연구됐으나 인공 환경에서는 안정적으로

벽화가 유럽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오랜 믿음과 달리 동남아에

전기를 생산할 만큼 오래 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서도 독자적으로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구팀은 양송이버섯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균류인 버섯이

이들 석회암 동굴의 암석 위에서는 제작 시기가 3단계로 나뉘는

습도나 온도, 영양분 등에서 박테리아 서식에 좋은 환경을 갖췄

그림 수천 개가 발견됐다. 연구팀은 이들 암석에서 표본을 채취

다는 점에 착안, 남세균을 양송이버섯에 투입한 결과 전기를 생

해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 방법으로 제작 연대를 측정했다.

산할 뿐 아니라 생존력도 강해졌다.

가장 오래된 그림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주로 야생 소 등 동물

연구팀은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그래핀 나노리본으로 된 전자

과 스텐실 방식으로 손바닥을 그린 것이다. 이들 그림은 최고 5

잉크(Electronic Ink)와 남세균으로 된 바이오잉크(Bio Ink)를

만 1천800년 전에서 4만여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들어 양송이버섯 갓 표면에 심었다.

이는 이들 그림이 구체적인 사물을 그린 구상화로는 인류 역사

남세균이 조밀하게 뭉쳐진 바이오 잉크는 나선형으로 배치하

상 가장 오래된 것임을 뜻한다. 그 위에 덧씌워진 다음 단계 그

고, 그래핀 나노리본 전자잉크는 나뭇가지처럼 배치해 서로 교

림은 짙은 자주색을 사용해 스텐실 방식으로 그린 손바닥과 사

차하도록 함으로써 남세균이 생산한 전기를 그래핀 나노리본으

람 그림과 복잡한 무늬 등으로, 제작 연대는 3만 7천200년 전

로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으로 측정됐다. 빙하기가 최고조에 달한 2만여 년 전에 제작된

이 버섯에 빛을 비추자 남세균은 광합성을 통해 소량의 전기를

그림들에서는 그림의 소재가 큰 동물에서 인간 세계로 바뀌는

생산했다. 전구를 밝힐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버섯을 여

문화적 변화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 개 연결하면 작은 전구는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학계에서는 동굴벽화가 유럽에서 처음 등장해 다른 지역으로

논문의 제1저자인 스디프 조시 박사는 “이 연구에서 서로 다른

퍼졌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보르네오섬 동부

미생물들이 인공적 협력, 이른바 ‘공학적 공생’을 할 수 있음을

칼리만탄 동굴에서 이런 그림들이 발견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보여줬다”며 “지금은 연못에서 채취한 남세균을 이용

동굴벽화가 독자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했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도록 분자를 바

보르네오섬은 빙하기 대부분 기간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가

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고, 유럽은 이로부터 서쪽으로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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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떨어져 있었다.

네안데르탈인, 현대 인류보다 더 꼿꼿하게 생활

공동연구자인 그리피스대학교 애덤 브럼 교수는 “이 연구 결과

미국 워싱턴대학교 패트리샤 크레이버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

로 볼 때 인류 초기 동굴벽화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인 유

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서 원숭

럽과 인도네시아에서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이처럼 구부정한 모습으로 묘사돼온 네안데르탈인은 실제로는 현

보인다”고 말했다.

대 인류보다 더 꼿꼿이 서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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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안데르탈인 흉부 3D 재구성

이들은 네안데르탈인의 흉

천문대 망원경 관측 자료를 통해 충돌이 진행 중인 여러 은하에

부(가슴)를 3D로 재구성한

서 합체 직전의 블랙홀들을 찾아냈다.

결과, 척추가 현대 인류보

두 은하가 상호작용하며 합체가 진행 중인 ‘NGC6240’을 포착

다 더 곧고 폐 기능도 뛰어

한 허블망원경 이미지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한 연구팀은 먼저

났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

NASA ‘닐 게렐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에 탑재된 우주폭발 자동관

다. 네안데르탈인의 ‘등이

측 장비(BAT)의 10년간의 X-레이 관측 자료를 분석, 희미하지

구부정한 원시인’ 이미지는

만 활동력이 강한 블랙홀을 찾아냈다.

19~20세기 연구 결과를 토

그런 다음 엑스레이 자료로 찾아낸 합체 은하에 초점을 맞춰 허

대로 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

블망원경 자료를 분석하고, 허블망원경 자료에 없는 것은 켁 망

르다는 것이다.

원경의 고성능 근적외선 비전으로 관측했다.

이들은 1983년 이스라엘 케

이들은 켁(Keck) 망원경으로 관측한 은하 96개와 허블망원경 자

바라 동굴에서 발견된 네

료로 확보한 은하 385개 등 481개의 은하를 분석했다. 이 은하

안데르탈인 화석 ‘케바라

들은 약 3억 3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고 대부분 우리 은하나

2(K2)’를 컴퓨터단층촬영

안드로메다은하와 비슷한 크기였다.

(CT)으로 스캔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3D 모델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은하 중심에 합체 직전의 블랙홀을 가진 은하가 17%에

‘모세(Moshe)’로도 알려진 K2는 다른 네안데르탈인 화석과 함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블랙홀의 활동력이 약한 176개

발견됐으며, 머리뼈는 없지만 현존하는 네안데르탈인 화석 중

의 다른 은하를 비교군으로 한 분석에서는 합체 직전 블랙홀을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화석의 주인공

가진 은하는 1%에 불과했다.

은 키 167㎝, 몸무게 75㎏으로 추정되며 약 6만여 년 전에 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은하 중심부가 밝게 빛나는

가 32세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것은 급속히 팽창하는 블랙홀 두 개가 합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3D로 재구성한 K2의 흉부는 척추에 붙어있는 갈비뼈 부분이 평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론상으로는 예측됐

평한 현대 인류와 달리 바깥쪽으로 더 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만, 관측으로는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다.

로 인해 척추는 뒤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되고, 척주(脊柱)는 현
대 인류의 요추(허리) 만곡 등이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

커피 항산화 성분, 콜드브루보다 고온추출 때 더 풍부

다. 또 가슴 우리(Thoracic Skeleton)는 아랫부분이 현대 인류보

미국 필라델피아대학교와 토머스제퍼슨대학교 연구팀은 국제학

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형태는 현대 인류보다 횡격막

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냉온추출(콜

이 더 크고, 따라서 폐활량도 많았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드브루·더치커피)보다 뜨거운 물이나 증기로 추출한 고온추출

논문의 제1저자인 스페인 바스크대학교 아시에르 고메스-올리

커피에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벤시아 박사는 “흉부 형태는 어떻게 숨을 쉬고 몸의 균형을 잡았

나타났다고 밝혔다.

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네안데르탈인이 당시 환경에서 어떻게

냉온추출 커피는 찬물로 천천히 오랜 시간 추출한 것으로 쓴

움직였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맛이 고온추출 때보다 적고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아 미국에서
2011~2016년 판매가 580% 증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은하 충돌 후, 합체 직전 블랙홀 첫 포착

연구팀은 에티오피아산 커피 2종과 브라질·미얀마·콜롬비

미국 과학연구기업 유레카 사이언티픽(Eureka Scientific)의 마이

아·멕시코산 커피 각 1종을 똑같이 볶고 분쇄한 뒤, 냉온추출과

클 코스 박사팀은 <네이처(Nature)>에서 은하가 충돌해 합쳐지는

고온추출로 커피를 만들고 수소이온농도와 커피 항산화 성분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심에 있던 블랙홀들이 합쳐져 초대형

3가지 카페오리퀴닉산(3·4·5-CQA) 함량을 측정했다.

블랙홀을 형성하기 직전 장면을 처음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소이온농도는 냉온추출과 고온추출 커피 모두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20년 이상 수집한 하와이 W.M.Keck

4.85~5.13으로 비슷했다. 이는 냉온추출 커피가 고온추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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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도가 약해 속쓰림이나 위장장애를 덜 일으킬 것이라는 일반

것으로 추정하던 이론이 틀렸음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은 1990

적인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년대 말까지도 정설로 받아들여지다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정

그러나 커피 항산화 성분 함량은 냉온추출과 고온추출 커피에서

교해지면서 점차 힘을 잃어왔다. 현재는 적색 왜성과 같은 작은

큰 차이를 보였다. 3가지 카페오리퀴닉산의 총량은 멕시코산 커

별은 1조 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피의 경우 고온추출 때는 2천808㎎/ℓ였으나 냉온추출 때는 1

이 별은 쌍성(雙星) 중 하나로 연구팀은 매우 희미해 거의 보이지

천616㎎/ℓ에 그쳤다. 콜롬비아산 커피도 고온추출 때 2천669

않아 주성 주변에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ℓ, 냉온추출 때 1천912㎎/ℓ였고, 에티오피아산(Yirgz)은

연구하다가 희미한 짝별의 존재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별의 중

고온추출 2천530㎎/ℓ, 냉온추출 1천895㎎/ℓ로 나타나는 등

력으로 주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연구해 질량을 계산했다.

모든 커피에서 고온추출 시 항산화 성분 함량이 월등히 높았다.

쉬라우프먼 박사는 “우리의 추론이 옳다면 빅뱅에서 나온 물질

공동연구자인 메건 풀러 교수는 “이 연구에서 고온추출 커피의

로만 만들어진 낮은 질량의 별이 지금도 생존해 있을 수 있다”면

항산화 작용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커피를 적

서 “우리 은하에서 아직 그런 별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존재할

당히 마시면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척수에 전기 자극… 하반신 마비 환자 걷기 성공
우리 은하서 135억 년 전 형성된 最古 별 발견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교와 로잔대학교병원, 독일 프라이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케빈 쉬라우프먼 물리·천문학 교수팀은

르크대학교 등 공동연구진은 <네이처(Nature)>와 <네이처 뉴

국제 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Astrophysical Journal)>에서 우

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에서 척수에 전기 자극을

리 은하에서 약 135억 년 전 빅뱅 직후 물질로 만들어진 가장 오

가하는 방법으로 척수 손상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를 다시 걷게

래된 1세대 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 은하의 별이 밀집된 ‘얇은 원반’에서 발견된 이 별

척수는 뇌에서 발생한 신호를 온몸으로 전달하며, 사고나 질병

(2MASSJ18082002-5104378B)은 80억~100억 년 전으로 추

으로 척수가 손상되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이 생긴다. 한

정돼온 우리 은하 생성 시기를 적어도 30억 년 이상 앞당길 것으

번 손상된 척수의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법은 아직 없다. 이에

로 보인다.

연구진은 수년간 전기 자극으로 척수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

이 별은 금속 성분이 지구의 10%밖에 안 되며 이것이 가장 오래

을 연구해왔다.

된 별이라는 증거로 간주된다. 빅뱅 직후 형성된 별은 수소와 헬

이 연구에서는 환자 척수에 전기 자극을 주는 무선기기(STIMO,

륨, 소량의 리튬 등으로만 만들어졌다.

STImulation Movement Overground)를 이식했다. 하반신 마비

이 별의 중심부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인 리튬보다 무거운 금속

환자는 척수가 손상돼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다리까지 전달하

이 만들어지고 이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무거운 금속이 우

지 못하지만, 뇌 신호를 받아 척수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기기를

주로 뿌려지게 됐다.
다음 세대 별에는 1세대 별보다 무거운 금속이 더 많게 되고, 별
의 생성과 폭발이 반복되면서 나중에 형성된 별일수록 더 많은
금속 성분을 갖게 된다. 태양의 금속 성분은 빅뱅 이후, 약 10만
세대 이후 별에 해당한다.
2MASSJ18082002-5104378B의 질량이 태양의 14%에 불과한
사실도 빅뱅 직후 형성된 고대 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발견된 금속 성분이 극히 적은 고대 별 30여
개는 질량이 대부분 태양과 비슷하다.
이는 빅뱅 직후 큰 별만 형성되고 나머지 물질은 이미 사라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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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다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가장 적합한

그 결과 검은 코뿔소 등 멸종위기 포유류들은 50년 이내에 지구

자극 지점을 찾을 수 있게 정교한 ‘신경 활성화 지도’도 만들었다.

에서 사라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고 아시아코끼리도 금세기

하반신 마비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이후 살아남을 확률이 33%가 안 되는 등 많은 대형 포유류가 멸

모두 1주일 만에 다리를 움직였다. 보조 장비를 이용하면 보행

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가능했다. 5개월간 재활 훈련을 거치면 전기 자극 없이 다리

종이 다양한 동물은 한 종이 사라지면 다른 종이 진화해 그 틈을

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했다.

메울 수 있으나 종 다양성이 부족한 대형 포유류는 한번 멸종하

로잔연방공과대학교의 그레그와르 쿠르틴 교수는 “환자가 의도한

면 진화 계보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이 했던 생태적 기능도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전기 자극의 정확한 시

상실하게 된다.

간과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바로 이 전기 자극의 시간적, 공간

데이비스 박사는 “거대 포유류는 진화상 매우 독특하다”며 “이들

적 일치가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과 비슷한 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멸종은 곧 지구 진화 나무에서

쿠르틴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쥐와 원숭이 등을 대상으로 동

아예 잘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물실험을 진행해 오면서 밝혀낸 뇌와 척수 간 작용메커니즘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모든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기술

메추리알의 반점들은 공룡의 흔적

을 더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 예일대학교 재스미너 위먼 박사팀은 <네이처(Nature)>에
서 새가 반점 등 색깔 있는 알을 낳는 것은 공룡에게 직접 물려

인간 활동에 의한 6번째 대멸종 이미 진행 중

받은 특징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매트 데이비스 박사팀은 과학저널 <미국립

공룡 알껍데기 화석 18종에 레이저를 쏘아 색소를 검출한 결과,

과학원회보(PNAS)>에서 지구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6번째 대멸종

현대 조류와 새의 조상인 공룡그룹 알에서 황토색 색소(프로토

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50년 동안 사라지는 포유류의 생

포르피린 Ⅸ)와 청록색 색소(빌리베르딘 5)가 들어 있는 것으로

물다양성 복원에 300만~500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인됐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포유류 생물다양성을 현

연구팀은 레이저로 분자의 진동수를 측정하는 라만분광법으로

대 인류 출현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데 500만~700만 년이 걸리

다른 분자로부터 색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또한, 이 방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으로 알껍데기의 같은 깊이에서 이들 색소를 검출했다.

향후 50년간 사라지는 포유류 생물 다양성을 현재 수준으로 되

위먼 박사는 색깔 있는 알을 낳은 공룡에는 7천500만 년 전 현

돌리는 데 300만~500만 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인간이 당장

재의 몽골에 서식했던 벨로키랍토르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알

포유류 서식지 파괴를 중단하는 등 최상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의 색깔이 진화한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

결과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다”고 말했다.

지구에서는 6천500만 년 전 혜성 충돌로 인한 재앙과 급격한 환

조류학자들은 새가 색깔 있는 알을 낳는 것이 공룡과 관계없이

경변화로 공룡이 멸종한 것과 같은 동·식물 대량 멸종 사태가 4

새로 진화한 뒤 생긴 특징으로 여겨왔다. 지구상 생물 중 조류만

억5천 년간 5차례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동·식물은 새로운 종으

색깔 있는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뱀이나 거북 등 파충

로 진화하며 그 빈자리를 채웠다.

류는 흰색 알만 낳는다.

그러나 진행 중인 6번째 대멸종은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에

공룡이 색깔 있는 알을 낳는다는 것은 2015년 위먼 박사가 ‘알

서 이전 5차례 대멸종과 차이가 있고 멸종속도도 너무 빨라 동·

도둑’으로 알려진 백악기 후기 공룡 ‘오비랍토르’ 알에서 청록색

식물 진화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과 적색 색소를 검출했다고 보고하면서 처음 밝혀졌다.

연구팀은 현존하는 포유류와 인류 출현 뒤 사라진 멸종 포유류

위먼 박사팀은 공룡이 개활지에 알둥지를 만들면서 알을 보호하

의 크기와 진화 등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과거와 미

기 위해 색깔이 있는 알을 낳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런

래의 멸종으로 잃게 되는 진화의 시간과 이를 복원하는 데 걸리

특성이 새에 그대로 전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알을 진흙 등으로

는 시간 등을 산출했다.

덮어 보관하는 공룡 종은 알에서 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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