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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환·정재승 장편 소설

김한민 그림 

용어 해설 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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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년 서울 

기계와 인간이 몸을 섞으며 새로운 

진화를 꿈꾸는 시대

뇌 과학자와 소설가가 그려 내는 

충격적인 미래!

서울 뒷골목에서 뇌를 탈취당한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 사건을 추적하던 서울특별시 보안청 특수 수사대 검사 

은석범은 이 사건이 죽은 이의 뇌에서 단기 기억을 추출해 

사건의 실마리를 쫓는 자신들을 노린 연쇄 살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사건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은석범은 지상 최강의 

로봇을 가리는 로봇 격투기 대회를 둘러싼 음모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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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 해설은 소설 『눈먼 시계공』(전2권)에 나오는 과학 기술 용어와 소설의 세계관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눈먼 시계공』은 죽은 소설이 아니다. 살아 진화하는 

소설로 독자들과 함께 진화하는 소설이다. 따라서 소설의 세계관이 확장됨에 따라 이 

용어 해설도 진화할 것이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눈먼 시계공』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가상의 존재들이다.

개두(craniotomy)     일반적으로 뇌수술을 하기 전의 절차로서 두개골의 일부를 절

단하거나 잘라내는 처치.

경막(dura mater)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3겹의 뇌척수막(meninges) 중 가장 바

깥의 질기고 튼튼한 막. 뇌를 싸는 경막은 머리뼈의 뼈막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경

질막이라고도 한다.

내후각 피질(entorhinal cortex)     후각 영역의 피질 중 안쪽에 있는 것.

농촌 회귀(rural rebound)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완

전히 포섭해 버린 특별시 연합 체제에 대한 반발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운동과 그 사상.

뇌간(brain stem)     뇌교, 소뇌, 연수, 척수의 윗부분 등을 포함하는 가장 오래된 뇌

의 부분. 호흡, 심장 박동 등의 생명 유지 중추가 이곳에 위치한다. 후뇌(hindbrain) 또는 

능형뇌(rhombencephalon), 뇌줄기라고도 한다. 

뇌교(pons varioli)     연수와 중뇌를 연결하는 신경의 다리. 뇌간의 일부이다.

뇌량(corpus callosum)     좌반구의 대뇌 피질과 우반구의 대뇌 피질을 연결하는 가

장 중요한 신경 섬유 다발. 2000만 개 정도의 신경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뇌신경(cranial nerve)     뇌와 뇌간(brainstem)에서 나오는 좌우 12쌍의 신경(nerve). 

뇌신경은 후각, 시각, 안구 운동, 얼굴 표정, 청각, 미각, 머리의 운동과 감각 등을 담당

한다.

뇌전도(electroencephalograph, eeg)     머리 표면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전달되

는 뇌의 전류를 증폭시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종이 위해 펜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

는 장치. 의학적 진단이나 뇌 기능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뇌졸중(stroke)     혈관의 폐쇄 또는 파열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 때문에 뇌조직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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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것. 운동 장애, 감각 장애, 언어 장애, 지능 장애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뇌중풍이라

고도 한다.

뇌척수막(meninges)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세 겹의 막. 가장 속층인 연질막(pia mater), 

중간의 거미막(arachnoid mater), 바깥의 경질막(dura mater)으로 이루어진다.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뇌와 척수 주위를 순환하는 액체.

뇌파 검사(electroencephalography)     뇌의 전기 활성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검

사법.

뇌하수체(pituitary gland)     뇌의 바닥 부분에 매달려 있는 내분비선. 뇌하수체는 

다른 내분비선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을 분비한다. 변연계 안, 중뇌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분비샘의 성장과 작용에 영향을 준다. 뇌하수체의 활성은 시상하부의 조

절을 받는다.

뇌회(gyrus)     신피질 표면에서 두드러지게 둥글게 융기한 부분 중 하나. convolution

이라고도 한다. 이랑이라고도 한다.

뉴런(neuron)     신경계의 기초 단위이자 뇌의 구성 단위인 신경 세포.

뉴로스캔(Neuroscan)     가상의 의료 장비 회사. 

단기 기억(short-term memory)     짧은 기간, 이를테면 하루 이내 보유되는 기억.

단뇌(telencephalon)     척추동물의 개체 발생에서 전뇌 앞부분에 해당하는 주머니 

모양의 돌기. 고등 동물에서는 대뇌 반구로 분화된다.

대뇌(cerebrum)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구상(半球狀) 부분. 좌우 반구로 되어 

있으며, 표면에 많은 주름이 있다. 신경계 전체의 중추적 작용을 하며, 고등 동물일수록 

잘 발달되어 있다. 넓은 뜻으로는 간뇌, 중간뇌를 포함한다. 큰골이라고도 한다.

대뇌피질(cerebral cortex)     인간이나 고등 포유류에서 대뇌 반구 중에서 바깥쪽

에 자리 잡은 커다란 층으로 인간 고유의 행동의 상당 부분을 관장하는 영역. 경우에 따

라 신피질(neopallium, neocortex)로 부르기도 한다.

도파민(dopamine)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

돌연변이(mutation)     진화 생물학적으로는 염색체의 핵산에 일어난, 후손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변화를 가리킨다. 『눈먼 시계공』의 세계관에서는 유전자 조작에 실패해 돌

연변이된 이들의 후손인 뮤텍스(muta-x)들이 도시와 농촌의 경계 지대 거주하고 있다. 

도시민들과 농촌 회귀주의자들에게는 위험한 존재로 치부되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 조

직이나 행동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두정엽(parietal lobe)     대략적으로 양쪽 대뇌 반구의 신피질의 가운데 부분. 

딥 블루(Deep Blue)     IBM에서 개발한 체스 전용 컴퓨터. 인간 세계의 체스 챔피언을 

시간 제한이 있는 정식 대국에서 이긴 최초의 컴퓨터. 1996년 2월 10일 당시 인간 세계

의 체스 챔피언이었던 게리 카스파로프와의 첫 번째 대국에서 처음 이겼고(최종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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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의 대국에서 1승, 2무, 3패), 1997년 5월 재대결에서는 6번의 대국에서 3.5:2.5의 

점수차로 승리했다. 딥 블루는 30개의 노드로 구성된 RS/6000 SP 기반 컴퓨터였고 특

별히 설계한 480개의 VLSI 체스 칩이 달려 있었다. 체스 경기 프로그램은 c로 만들었고 

AIX 운영 체제로 작동했다. 1초당 2억 개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1997년 6월에 

조사한 바로는 세계에서 259번째로 강력한 슈퍼 컴퓨터였다. 1997년 카스파로프를 꺾

었을 때 딥 블루(디퍼 블루(Deeper Blue)라고 불렸다.)는 12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

(인간은 평균 10수 앞). 현대는 딥 블루보다 효율적인 체스 컴퓨터 프로그램인 딥 프리

츠(Deep Fritz), 딥 주니어(Deep Junior)가 활약하고 있다. 인텔 코어 2 듀오 cpu를 사

용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800만 개의 위치를 1초당 계산할 수 있는데 휴리스틱 방법론

의 도움을 받아 딥 블루보다 더 많은 17내지 18수 앞을 내다볼 수 있다.  

루시드 드림(lucid dream)     꿈을 구는 사람이 꿈을 꾸는 자신을 자각하고 있는 꿈. 

자각몽이 진행 중일 때, 뇌의 의식은 꿈의 내용에 의식적으로 개입하거나 그 내용을 조

정하는 일이 가능해지므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나 욕구 등을 의지에 

따라 시각화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각몽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수면 중 꿈

을 꾸다가 점차적으로 꿈임을 자각하게 되는 딜드(dild, dream-initiated lucid dream)

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자각몽 상태로 진입하는 와일드(wild, wake-initiated lucid 

dream)로 나뉜다. 

멜라토닌(melatonin)      송과선에서 생성·분비되는 호르몬이다. 특히 생식에 있어 멜

라토닌의 농도가 높을 때는 생식세포의 발달을 억제하고 낮을 때는 촉진하는 작용을 하

며, 오늘날 그 존재가 확인된 유일한 송과선 호르몬이다.

뮤텍스(muta-x)     돌연변이 참조.

미디오스피어(mediasphere)     1인 미디어들의 집합체.

바디 바자르(Body Bazaar)     사이보그들이 즐겨 찾는 가상의 클럽.

배측전전두엽(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전전두엽 중에서도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뇌 부위. 

배틀원(Battle-one)     2040년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이족 보행 로봇 격투기 대회. 

인간들의 이종 격투기 대회를 본 따 만든 배틀원은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

전하여 ‘죽음 신호(death signal)’를 낼 때까지 대결한다. 이 대회는 ‘첨단 지능 로봇 기

술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하여 인간 공존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

고 이를 통해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

어졌다. 휴머노이드 로봇 연맹과 특별시 연합 로보틱스 학회의 공동 주관하에 매년 전 

세계의 특별시를 순회하며 열린다.

버추얼 월드(virtual world)     정보 통신 기술이 구축한 네트워크 안에 구현된 가

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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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시안 학습(Bayesian machine learning)     확률론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학습 방법.

변연계(limbic system)     뇌에서의 위치나 발생 순서에서 r 복합체와 신피질의 중간

에 위치하는 뇌의 부분.

보노보(bonobo)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침팬지 속에 속하는 영장류의 

일종. 과거에는 피그미침팬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성체의 경우 침팬지에 비해 작고, 약간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적 행위를 번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목적

을 위해 이용하는 행동 양식으로 유명하다. 학명은 판 파니스쿠스(Pan paniscus).

세럼(serum)     영양분이 포함된 장액

소뇌(cerebellum)     머리 뒤쪽, 대뇌피질의 뒷부분 아래이면서 후뇌의 뇌교와 연수 

위쪽에 자리 잡은 뇌의 덩어리. 신피질과 마찬가지로 좌우 반구로 나뉘어 있다.

소뇌(cerebellum)     머리 뒤쪽, 대뇌피질의 뒷부분 아래이면서 후뇌의 뇌교와 연수 

위쪽에 자리 잡은 뇌의 덩어리. 신피질과 마찬가지로 좌우 반구로 나뉘어 있다.

송과선(pineal gland)     척추동물의 간뇌에 돌출해 있는 내분비선으로 피부를 통과하

여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밤과 낮,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의 변화 등과 

같은 광주기를 감지하여 생식 활동의 일주성, 연주성 등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형성한다. 이 송과선이 생산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다. 골윗샘이라고도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stress hormone)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

몬의 종료. 코티솔, GH,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등이 있다. 내분비 시스템과 

신진 대사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우울증과 고혈압 등 

다양한 정신·신체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스티머스(STEMERS, short-term memory retrieval system)     보안청 특별 

수사대 은석범 검사와 서울특별시 시립 뇌박물관 학예팀이 공동 개발한, 가상의 단기 

기억 재생 장치. 죽은 자의 전전두엽에 기억된 10분간의 단기 기억, 특히 시각 기억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 

스프롤 아웃(sprawl out)     대도시의 교외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발전하는 현

상을 가리키는 말.

시냅스(synapse)     두 뉴런이 연결되는 부분. 전기적 자극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

으로 전달되는 부분.

시상(thalamus)     뇌의 중심 근처에 있는 변연계의 부분으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중 감각적 자극을 신피질에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시상하부(hypothalamus)     시상 아래에 존재하는 변연계의 조직으로 체온 조절, 대

사 조절을 비롯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실독증(alexia)     글로 쓰이거나 인쇄된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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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된 상태. 독서 불능증이라고도 한다.

실어증(aphasia)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언어로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

하는 능력이 약해지거나 상실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어떤 경우에는 말로 표현되는 의사

소통의 불능 상태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독서 불능증과 비교.

악몽 억제 장치(nightmare suppression device)     인간의 수면 중 뇌파 변화를 

분석, 악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가상의 장치.

알고리듬(algorithm)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유한한 집합’ 또는 ‘유한한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다. 주로 컴

퓨터 공학 용어로 쓰이며 컴퓨터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 또는 절차를 말

한다. 원래 인도에서 아랍을 거쳐 유럽에 보급된 필산(筆算)을 뜻하는 말이었다. 

에이카로(AACARO, Advanced Academy of Robotics)     로봇 공학 기술 한림

원. 서울특별시에서 로봇 공학 기술의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한 연구 기관.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그리고 인문 사회 과학자들이 모여 로봇 공학 기

술의 기반을 다지고 학술 조사, 연구 활동, 정보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

관이다. 최볼테르와 노민선이 이 기관에 속해 있다.  

엔도르핀(endorphin)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뇌의 단백질로 동물에게서 다양한 정

서적 신체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NMDA     세포의 사멸과 정상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

경 수용체로 신경 세포에 있다. N-메틸-D-아스파트산염(N-methyl-DaSPARTATE)

의 줄임말이다. 도파민 D1 수용체와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하면서 세포의 사멸을 조절

하거나 정상적인 세포 간의 통신을 유도한다. 뇌 세포(신경 세포)의 사멸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뇌졸중, 정신 분열증, 골다공증, 간질, 치매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이 NMDA 수용체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특정한 시간 간격 또는 대역의 전압 변화를 볼 수 있

는 장치. 초기에는 음극선관을 사용했지만 최근 제품은 TFT-LCD를 주로 사용한다. 전

자기 현상을 파형으로 관측하는 장치이다.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유기 발광 다이오드)     빛을 내는 층이 

유기 화합물로 되어 있는 박막 발광 다이오드이다. 액정 디스플레이(LCD, liquid crystal 

display)를 대체할 ‘꿈의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으며 개발되었다. 그러나 LCD보다 제

작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OLED 픽셀은 직접 빛을 내기 때문에 빛의 표현 범위가 LCD보다 더 크다. 또한 LCD에 

비교하여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다.

유시티(U-city)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스템을 도시 인

프라에 구축함으로써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을 언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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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할 수 있게 한 도시. 현재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3

호, 2009년 6월 9일 타법 개정)’이 제정되어 있어 조만간 유비쿼터스 도시인 유시티를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음향화(sonification)     소리 신호가 아닌 신호나 데이터를 소리 신호를 바꾸는 작업. 

예를 들어 방사능을 측정하는 가이거 계수기는 방사선이 많은 곳에서는 소리가 점점 높

아지거나 커지는데, 방사선의 양을 소리로 나타낸 음향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광자 현미경(two photon microscope)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근적외선 

영역의 광자 두 개를 이용하는 형광 현미경의 일종.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초점 현

미경에 비해 생체 조직을 더 적게 손상시키고 더 깊이 더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 

준다. 현재 형광 표지 물질과 광자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저 개발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미경 기술이다. 이 원리를 응용해 삼광자 현미경 같은 

다광자 현미경(multi-photon microscope)도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     생물 진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다윈과 월리

스가 처음 설명했다. 우연히 환경에 더 잘 적응하게 된 생물이 경쟁 생물보다 우선적으

로 생존하고 번식하게 된다는 이론.

장기 기억(long-term memory)     상당 기간, 예를 들어 하루 이상 동안 보유되는 

기억. 

적출(extirpation)     대개 외과적 방법에 의해 뇌의 한 단위를 완전히 제거해 내는 

시술.

전교련(anterior commissure)     좌측과 우측 대뇌 반구의 신피질을 연결하는 신경 

섬유의 비교적 작은 다발. 뇌량과 비교.

전극(electrode)     전류를 통하게 하는 고체의 전도체. 뇌전도계에 연결된 전극을 뇌

에 부착해서 뇌의 전류를 감지할 수 있다. 

전뇌(forebrain)     척추동물의 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나중의 진화 

단계에서 생겨난 부분. 전뇌는 또다시 r 복합체, 변연계, 신피질로 구분할 수 있다.

전두엽(frontal cortex)     대뇌 반구에서 중심구의 앞부분. 기억력과 사고력 같은 고

등 행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이다. 이 전두엽의 앞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한다. 앞이마

엽이라고도 한다.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     전두엽의 앞부분으로 인간의 고등한 정신 활동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전전두엽은 운동 영역을 제외한 모든 전두엽피질을 말하는 것으로 

이 부위에는 전두 안구 영역(frontal eye field)과 브로카 언어 영역(broca’s area)이 포

함되어 있다. 영장류만 잘 발달되어 있는 이 부위는 특히 사람의 경우에 가장 잘 발달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과 고도로 연결되어 있고, 편도핵 복합체

와 시상의 내측등쪽핵(mediodorsal nucleus, md)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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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 외측면에 속하는 외측전전두엽피질(lateral prefrontal cortex)과 내측과 안와면에 

있는 안와전두엽피질(orbitofrontal cortex)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외측전전두엽피질은 

주로 판단과 예지 등 인간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여러 가지 고도의 정신적 능력

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다. 외측전전두엽피질이 손상된 경우 주로 문제 해

결 능력에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일상의 사실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적절한 것

을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저하되게 된다. 안와전두영역(orbitofrontal cortex)이 손상되

면 주로 정서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환자는 자주 이상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변화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난다. 

앞앞이마엽이라고도 한다.

절제술(lobotomy)     신피질의 엽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안의 병소를 외과적 방법으

로 절제하는 것.

중뇌(midbrain)     척추동물의 뇌에서 전뇌와 후뇌 사이의 가운데 부분. mesencephalon

이라고도 한다. 

차세대 로봇 연구 센터(RINGE, Robotics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     에

이카로(로봇 공학 기술 한림원) 산하 연구소. 

측두엽(temporal lobe)     대략 두개골의 관자놀이 안쪽에 있는 신피질의 부분.

컴피티션(competition)     상금을 걸고 정해진 목표에 도달해 기술적인 테크닉을 뽐

내는 경쟁 대회 또는 그러한 경쟁 자체를 가리키는 말. 

케미플루(chemiflu)     페이빈 바이러스 치료제.

코이브 에코토피아(co-ev ecotopia)     진화, 공생을 의미하는 co-evolution의 약

어로, ‘코이브 에코토피아’는 도시 문명을 버리고 지구 생태계 안에서 동식물과 공생하

며 생태적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운동.

코티솔(cortisol)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steroid hormone)으로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글루코코티코이드(glucocorticoid)라고 한다. 코티솔

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고, 뇌에 영향을 주어 행동적 반응을 일으킨

다. 시상하부의 실방핵(paraventricaular nucleus, pvn)이 코티솔의 분비를 조절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코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혈압이 오르고, 근육 조직이 상하며, 스

테로이드 당뇨병, 불임, 성장 억제 등이 나타나며 면역 기능도 저하된다. 

쿼런틴 게이트(quarantine gate)     검역 통관 구역. 도시에서 도시 밖으로 나갈 때, 

혹은 도시 밖에서 도시로 들어갈 때 통과해야만 하는 구역이다. 완전 살균 처리된 특별

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특수한 검역 조치가 취해진 지역이다. 

키스멧(Kismet)     로드니 브룩스 팀이 만든 얼굴 표정이 풍부한 로봇.

태껸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 가운데 하나. 유연한 동작을 취하며 움직이다가 순

간적으로 손질과 발질을 하여 그 탄력으로 상대편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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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무형 문화재 제76호.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떨림, 근육 경직, 운동 완만, 흔들 걸음, 작은 글

씨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환. 지능은 떨어지지 않는다.

퍼브메드(PUBMED)     미국 국립 생명 공학 정보 센터(NCBI)와 국립 의학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과학 문헌 검색 엔진. 현재 2억 편 가까이의 생명 과학·의과학 관련 저널 자

료, 논문, 전자 책 등을 검색하고 내려받아 읽을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ncbi.nlm.nih.gov/pubmed

퍼플 패드(purple pad)     7세대 스마트 노트북.

페이빈(favin, fatal avian influenza)     오리를 대량 사육·생산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조류 독감의 악성 변종.

페트리디시(petridish)     실험 접시.

프랙털 음악(fractal music)     자연에 내재된 패턴을 기술하는 프랙털 알고리듬을 

이용한 컴퓨터 작곡 음악. 

프로파일링(profiling)     프로파일(profile)은 원래 사전적으로 ‘대상자의 가장 현저한 

특징들을 간단하게 개괄하는 짧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프로파일링은 사전적으로는 ‘윤곽 또는 측면도 또는 단면도를 그리다.’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 과학 또는 과학 수사 분야에서 프로파일링은 사건으로부터 알

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어내고, 경험을 통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추측

을 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통해 범인에 관한 윤곽을 잡는 기법을 가리킨다. 범죄가 일

어난 장소와 시기, 범죄 방법, 피해자 등을 조사하여, 범죄자의 유형, 범죄자의 성격 등

을 판단해 내는 것이다. 일종의 범죄 심리 수사 기법이다. 미국 fbi에서 1970년대 초반 

처음 도입했고 발전시켰다. 컴퓨터 과학 또는 공학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성능 분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질(cortex)     생체를 이루는 어떤 기관의 바깥층. 대뇌 피질(cerebral cortex), 신장 

피질(renal cortex), 부신 피질(adrenal cortex) 등이 있다. 겉질이라고도 한다.

해마(hippocampus)     기억에 관여하는 변연계의 조직.

해마 교련(hippocampal commisure)     해마 근처에서 좌측과 우측 대뇌 반구의 

신피질을 연결하는 신경 섬유의 비교적 작은 다발. 뇌량과 비교.

후각 망울(olfactory bulb)     전뇌 앞쪽에 달려 있는 뇌의 구성 요소로서, 냄새를 지

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두엽(occipital lobe)     대략적으로 두개골 뒤쪽 부분에 자리한 신피질의 부분.

휴머노이드(humanoid)     인간의 형태를 한 인간형 로봇을 가리키는 로봇 공학 용

어. 형태뿐 아니라, 인간과 같은 인식 기능, 운동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춘 로봇을 가리

킨다. 공학 기술만으로 자연이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 낸 ‘인간’이라는 존재를 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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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인간적 인식과 운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마

저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족 보행을 위

주로 연구되고 있으나, 상반신을 이용한 균형잡기, 굴곡이 있는 바닥을 감지하여 안정

된 보행 기능 등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하며, 인공 지능 연구와 결합된 복잡한 동작 제어 

기술이 발전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만화 영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아톰’, 일

본 혼다 사가 2006년 개발한 아시모, 2004년 한국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휴보 등의 로

봇이 대표적인 휴머노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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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강탈 연쇄 살인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서울특별시 보안청 

특수 수사대의 형사들도 하나하나 희생당하기 시작한다. 

과학과 자본의 욕망이 어우러진 로봇 격투기 대회는 백열화되고 

한쪽에서는 자연 회귀주의자들의 테러와 투쟁이 격화된다. 

테러와 쇼, 그리고 연쇄 살인 사건 속에서 특별 수사대 검사 

은석범은 뜻밖의 인물, 그리고 사건과 조우하게 된다.

2049년 서울 

기계와 인간이 몸을 섞으며 새로운 

진화를 꿈꾸는 시대

뇌 과학자와 소설가가 그려 내는 

충격적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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