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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때 중국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붓글씨를 통해서 조선에 대단한 기여를
했던 한석봉이라는 명필이 있었습니다. 한석봉은 아직 어린 시절, 벼슬에 나가기
전, 산에서 5년 여간 붓글씨를 연습하고, 더 익힐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셀프
하산’을 합니다. 이런 아들에게 석봉의 어머니는 한 가지 시합을 제안합니다. “이제
호롱불을 끄겠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합은 어머니의 확실한 승리로 끝나고 석봉은 아주 크게 반
성하고 다시 수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명필이 됩니다. 하
지만 물리학자는 좀 다르게 이 사건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또는 자연과학자)의 중요한 자질/일과 중의 하나는 일어난 결과를 설명
할 수 있는 학설/가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엔 터무니없더라도 가설들을 세우고
검증하고 더 나은 가설을 만들어서 마침내 정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캐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100미터급의 초대형 문어인 크라켄의 신화가 생겨난
배경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 신화와 연계된 유럽이 사회의 흥미로운 단면도 10
분 정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한석봉과 캐러비안의 해적에 관한 총 30분 정도의 발
표를 이용해서, 저는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
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Resistance switching memory using metal oxide has been expected to replace flash
memory as they have merits in scalability, speed, and low power consumption.
However, wide distribution in switching parameters and low endurance observed for
devices based on polycrystalline oxide thin films has been the bottleneck problem
against a practical application. We discovered a new kind of resistance switching device
by applying threw basic concepts. While the goal was the same, we used a totally
opposite approach. For this purpose, we adopted a multi-valency nature and inherent
topotatic phase transition. These two features are very inherent, stable, and reproducible.
Our device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terms of both speed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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