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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롯한 신흥 공업국들이 급성장하면서 전세계 CO2배출량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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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 1990년도 보다 39%가 늘어날 것이라고 IEA는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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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배출 증가량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
출하는 중국만 해도 2002~2030년 기간에 CO2가 38억3,700만t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같은 기간에 선진국들 전체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출
량 33억8,600만t 보다도 많은 양이다. IEA에 의하면, 2020년대부터 개발

TLD는,

도상국들의 배출량이 선진국들을 전반적으로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

Timely

였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주간동향지,
Leading
과학·기술계 리더를 위한 차별화된
지식정보지,
Distinguished
전문가그룹이 검증한 과학·기술
핵심정보를 가공분석한 고급정보지입니다.
2004년 11월 9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EA는 전세계의 모든 정부가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에「대대
적으로 가능한 빨리 투자한다」
는 대체 시나리오로도 CO2배출 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으며, 2030년에 추정되는 CO2배출량을 16% 정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세기말까지 대
기중 CO2농도를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경이로운 기술혁신」
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지구차원의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
였다.
http://www.lefigaro.fr
Techno Leaders’Dige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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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분야 재정지원 대폭 증가
- 2003년도 과학기술통계 공식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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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비롯한 10개 지역이며, 총지출예산이 2,316.4억 위
엔으로 중국 전체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예산의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stdaily.com

중국 국가통계국, 과학기술부,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
한「2003년 중국 국가 과학기술 통계 보고서」
에 의하면,

Tip

중국의 2003년 연구개발(R&D) 투자비는 지속적으로 성

중국의 첨단기술개발은 민간기업이 주도

장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최고 수준인 것

- 중국 과학기술 분야 민간기업이 첨단기술 개발업체중 80%를
차지, 중국 과학기술 산업의 근간을 이룸.
- 민간기업 R&D 투자 2003년 1억9,100만 달러 → 수입 220억
달러

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03년 R&D 지출 총액은
1,539.6억 위엔으로 2002년에 비해서 252억 위엔이 증
가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를 차지해
사상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연구부문별 지출예산을 보

중국 R&D 예산 부문별 비중

면, 기초연구 87.7억 위엔으로
전년 대비 18.8%, 응용연구
- 2003년말 현재 과학기술 분야 민간기업 12만개, 2/3에 해당하
는 업체가 광동성, 제지앙성 부근에 위치
- 2003년 과학기술 분야 민간기업의 총자산규모 : 5,300만 달러

311.5억 위엔으로 전년 대비
26.3%, 실험개발 1,140.5억
위엔으로 전년 대비 17.9% 증

민간기업의 총수입규모별 업체수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
구, 응용연구, 실험개발에 지출된 예산이 전체 R&D 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 20.2%, 74.1%로 밝
혀졌다. 지역별 R&D 예산을 보면, 50억 위엔을 초과한
지역은 북경, 광동, 강소, 상해, 산동, 요녕, 사천, 절강,
섬서, 호북으로 총 1,179.7억 위엔에 달했으며, 중국의

http://english.people.com.cn

전체 R&D 지출예산의 75.5%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예산의
지원기관별 비중

중국의 2003년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예산은 3,121.6

독일 그린내각,
지속가능 발전 4대 중점분야 발표

억 위엔으로 2002년에 비해
서 450.1억 위엔이 증가한

독일 연방정부가 2002년 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예

택한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 추진

산을 보면, 대학교, 연구소

현황보고서 2004」
를 승인함으로써 그린내각의 이미지를

등의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드높였다.

18.9% 증가한 2,126.2억 위엔이 책정되었다. 그중에서
국가출연 연구소와 대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681.3억 위엔 지출되었으며, 특히 대학교의

지속가능 발전이란 각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기
지 않고 자기세대에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Bela Anda 연방정부 대변인

경우 24.3%나 증가해 253.9억 위엔이 지출되었다. 기업

2

체, 국가출연 연구소, 대학교 지원예산이 과학기술 분야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독일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8.1%, 21.8%, 8.1%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열거하고, 향후 중점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지출예산이

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추진할 네가지 새

100억 위엔을 초과한 지역은 R&D 분야와 마찬가지로 북

로운 중점분야가 포함되었다.

Techno Leaders’Digest

세계는 지금

http://www.kisti.re.kr

향후 추진 4대 중점분야
대체연료 개발

- 현재의 고유가와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해결되
어야 할 가장 시급한 필수문제
- 향후 잠재력이 크면서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유망 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재원의 집중투자
- 기존의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효율향상

노인들의
잠재력 활용을
위한 경제와
사회여건의
개선

-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지속적인 질적 향상 →
시민들이 항상 절정기를 유지
-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이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
에 적극 기여
- 전문인력 부족현상 대처

기존 에너지
공급체계와
재생가능 에너
지의 최적통합

- 전력 생산 및 소비의 효율성 극대화
- 균형잡힌 에너지 공급구조 체계속에서 생태적·
경제적으로 이성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확충전략
추진

자연환경
(경관)의
소비 감축

- 도시의 스프롤현상과 경관의 분절화 등의 최소화
- 자연생활공간의 손실 최소화
※ 스프롤(Sprawl) 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지가(地價)의 앙등 등으로 도시 주변이 무질서
하게 확대되는 현상

Press Release of German Federal Government

전통적 BT 강국 프랑스, BT 때문에 고민중
생명공학기술(BT)의 전통적 강국 프랑스가 미국에 비
해 매우 많이 뒤떨어지고, 심지어 유럽의 영국, 독일에게
도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 BT 열세의 원인
- BT 분야의 집결거점 부재
- 투자 유치능력 결여 : 기업의 BT 관련 지적재산권 부재
- 기초연구의 상태적 취약 : 30년간 노벨상 1명 배출(미국
47개, 영국 11개)

프랑스에는 약 400개의 BT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6
개 업체만이 상장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는 수적으로 프랑
스 보다 2배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BT 분야 고용
인원이 16만명인데 비해 유럽지역은 6만명에 불과해 BT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럽지역이 침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바이오테크에 의하면, 프랑스는 6천
만 유로를 직접지원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보다
1/7, 영국에 비해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Tip
중국 과학자, 근로조건에 상관없이 미래에 대해 가장 긍정적
전세계 과학자들중에서 중국의 과
학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많은
시간을 일하고, 휴식을 더적게 한다
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세계의 과학
자들은 주중에 하루 평균 9시간 일하
며, 주말에 5.5시간 일하는데, 중국은
각각 9.68시간, 7.73시간 일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과학자들
은 5주에 한번꼴로 극장이나 기타 여
가장소를 찾는 등 그야말로 최소한의
스포츠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과학자의
업무 및 휴식시간 비교

중국과학아카데미 등의 연구진이 주관한 이번 조사는 전세
계 분야별 과학자들 321명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회신한 196명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의 대륙별 분포를 보면, 아
시아 30.6%, 북미 18.4%, 유럽 32.7%, 호주 6.1%, 기타 12.2%
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세상살이가 더 나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과학자들이「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의 과학자들은 28명중 20명이 그렇다고 대답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최고점을 받았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과학자도 8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4.1%에 해
당되며, 응답자중 거의 절반이 가끔씩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http://english.peopledaily.com.cn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
력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해 막상 출시된 약품을
소비하는 구매자층은 아주 소수라고 하는 BT 업계가 안고
있는 공통제약이 프랑스 기업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
반적으로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12~15년이 걸리고,
3~7억 달러가 투자된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BT의 미래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2002년 혁신 플랜을 정착시키고
최근에 신생 신기술 기업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BT
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바이오메디떼라네 프로젝트 개시

- 제8차 유럽생명공학회의에서 결정
- 프로방스-알프스-꼬뜨다쥬르(PACA) 지방을 유럽의 BT 거점화
- 2004년 현재 PACA 지방의 BT 기업 72개 → 2007년 130개
- 2004년 현재 PACA 지방의 BT 관련 고용창출 2,800명
→ 2007년 5,000명
- 2004년 현재 PACA 지방의 BT 관련 연구원수 4,100명
→ 2007년 4,600명

http://www.lefigar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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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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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

인구 1만명당 로봇 개수

UN, 로봇의 시장규모 급성장 전망
2007년에는 산업용 로봇의 확산으로 잔디를 깎고,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등 인간의 일을 돕는 로봇의 사
용이 현재의 7배나 될 것이라고 유엔경제협회
(UNECE)가「UN 연간 세계로봇조사」
에서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말까지 가
정용 로봇이 607,000개 판매되었으며, 그중의 2/3는
2003년 한해동안 팔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세계 가정용 로봇의 판매추이

2003년까지 판매된 로봇

로 봇

- 인간과 같이 자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이
며 종종 인간의 업무를 대신함.
- 최다 사용 산업용 로봇 : 자동차 업계의 어셈블리 라인
제조 로봇
- 타용도 로봇 수요 증가 : 서비스 로봇 2004년 21,000개
→ 2007년 75,000개
- 2010년전 : 바닥 청소, 잔디 제초, 가정보안, 노약자·장
애인 도우미, 수술 대행, 위험지역 현장검사, 화재, 폭탄
해체

의 94%가 잔디제초 로봇이
http://story.news.yahoo.com

었고, 나머지가 진공 청소용
로봇으로 6%를 차지하고 있
다. 2007년에는 4,100만개

차세대 전략기술 - 생명공학(BT)

의 가정용 로봇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여전
히 잔디제초 로봇이 대다수를 차지하겠지만, 창닦기
및 수영장청소용 로봇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소니의 AIBO와 같은 장난감용 로봇의 수요도 증

칼로리가 낮은 먹이를 먹는
초파리의 수명은 정상보다 훨씬 길어

가하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에 오락용 로봇
이 현재 692,000개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효모, 선충, 쥐를 대상으로 칼로리 섭취와 수
명 연장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저칼로리를 활성화시키

UNECE에 따르면, 1990년 UN이 처음으로 로봇

는 효소 Sir2 효소가 수명 연장과 깊게 관여하고 있는

관련 설문을 집계한 이후로 가정용 로봇의 수요가 머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초파리에게서도 동일한 현상

않아 산업용 로봇의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산업용 로봇도 2001년에 조사할 때 알려진
부진을 털고 다시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그 이유는 로

미국 코네티컷대학교의 연구진은 Sir2 효소가 초파리

봇의 가격하락, 인건비 증가,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이

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정상 초파리에게 Sir2

산업용 로봇의 투자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2004년

효소를 가감시킨 유전자 조작 초파리로 실험하였다.

전반기에 팔린 산업용 로봇 갯수는 2003년 같은 기간
보다 18%증가했으며, 대부분이 아시아권 및 북미 지역
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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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Sir2 효소를 더 만드는 초파리가 정상 초파
리보다 57일 더 오래 살았지만, 먹이를 절반으로 줄였

테트노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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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수명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칼로리 감

이번에 개발된「내진 예보」
는 RC구조 건물의 내진

소가 Sir2 효소의 양을 증가시켜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성능을 기둥, 보, 내진벽 등 부재마다 상세히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수명이 길어진 파

시스템이다. 건물 구조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함

리는 활동성과 생식 측면에서 판단할 때 정상 초파리

으로써 건물의 어느 부재가 어느 정도 변형하고, 그

와 똑같은 삶의 질을 보였다.

리고 지진 종료후에 어떤 균열이 어느 정도 생길지
등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 시스템은 오바야

연구진은 Sir2 효소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시구미의 건물 골조 해석 프로그램 DREAM-3D를

물질을 이용해 수명을 연장하는 약을 찾고 있다. 연구

베이스로 결과를 수치해석해 3차원 도면으로 확인할 수

진은 적포도주에서 발견된 항산화제, 레스베라트롤에

있다.

초파리와 선충을 노출시켰을 때 수명이 길어졌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만, 레스베라트롤이 인간

내진 예보의 장점

과 같은 오래 사는 종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지는
더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진성능을 간단하게 검증

http://www.sciam.com
RC 구조 건물의 내진성능에 관해 기둥, 보, 내진벽
등 각 부재마다 어느 정도의 손상이 예상될지에 대한

건물의 내진성능 해석용
지진 예보 시스템 개발

자세한 평가를 PC상에서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다.
신축 건물, 기존 건물을 불문하고 평가 가능

철근콘크리트(RC) 구조로 된 건물의 부재별 손상도

신축 건물의 내진성능을 사전에 상세히 평가할 수 있

까지 상세히 해석하고, 지진이 발생할 때 내진성을 정

고,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전후의 내진성능을 비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내진 예보」
를 업계최

교하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어느 정도의 내

초로 일본의 오바야시구미가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

진 개수를 실시할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 시스템은 지진강도에 따라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마
다 균열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인지를 상세히 검증할

5단계로 손상도를 알기 쉽게 표시

수 있고, 신축 건물의 내진 성능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저비용의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할 수 있다.

건물의 각 층 및 건물을 구성한 각 부재의 손상상태
를 각각 5단계로 나누어 나타낸다. 건물의 각 층의 손
상 상태를 색으로 분류해 3차원 모델로 입체처리해 알

최근에는 건물 관련 비용도 장기적인 관점 즉, 건물

기 쉽게 표시된다.

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저비용으로 기존의
건물을 효율적으로 보수하고 오래 견디게 하는 방법을

보수가 필요한 부재를 구체적으로 지정

강구하는 것이 중요과제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각지에
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건물 내진성의 향상이

지진에 의해 어느 부재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생길지

요구되고 있어 건물의 내진을 개수할 때에는 미리 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부재를 구체적

진을 진단하고 개수의 필요성이나 공법을 검토하는 경

으로 지정할 수 있고, 손상에 따른 보수비용을 예측할

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내진 진단 시스템이 개발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저비용의 리모델링 공사를

되고 있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건물이 구체적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경우와

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대해 예측하고, 내진

하지 않은 경우의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성능을 상세히 평가한 시스템은 없었다．

http://www.obayash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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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회사,
환경을 고려한 개발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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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해 새롭게 조성한 연안
환경에서 물새의 휴식에 적합한 연
안 조성의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http://www.taisei.co.jp

연안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생물인 해초나 게 등을 대
상으로 연안의 환경을 평가하는 모델을 일본의 다이세
이건설과 가지마건설이 4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개발하
였다. 이번에 개발된「생물서식환경 평가·예측 기술」
모델은 기초공사, 수질, 저질, 파랑 등의 환경조건을
입력하면 그 환경에 따라 각 생물의 서식량을 수치로

Tip
미국, 자동차 후방 중앙석
어깨형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예정

초공사, 수질, 저질, 파랑 등의 환경

- 미국 고속도로안전청(NHTSA), 측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안
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방 중간석의 어깨형 안전벨트 착용
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 2004년말까지 제안할
예정임.
- 보험회사 스테이트팜의 연구결과, 어깨형 안전벨트를 착용한
어린이는 허리형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보다 중상을 입을 가
능성이 81%나 낮게 나타났음.
- 미국의회, 2002년에 발효된 어린이 안전법률인「안톤 법안」에
서 후방 중간석의 어깨형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도록 NHTSA에
촉구함.
- 2003년의 조사에 의하면, 안전벨트 착용 비율이 승용차 50%,
경트럭과 밴 57%로 크게 증가함.
- NHTSA, 후방 중앙석에 어깨형 안전벨트를 부착하면, 허리
형만 있을 때보다 약 10% 더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으로
예상함.
- 후방 중앙석에 어깨형 안전벨트를 부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은 약 15.4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NHTSA, 왜건과 같이 뒤를 바라보는 좌석과 밴의 복도형 좌석
에 대해서도 어깨형 안전벨트의 필요성을 검토함.

조건에 대한 현지조사 데이터로 연안 생물들의 서식량

http://www.cars.com

서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다．
종래에는 연안에 간석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였는데, 이번 모델의 개
발로 개별 생물과 생태계의 평가를 포함해 설계와 계
획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안에
서식하는 중요한 생물로서 연안 물새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실시되어, 물새가 서식하기 좋은 연안의 환경
조성에 관한 각종 노하우도 축적하였다.
연안의 생물서식환경 평가·예측기술
미국에서 개발된 생물 서식지 적
정지표 모델(HSI 모델)을 참고해 기

을 평가·예측하였다.
간석지, 해조 군락 등이 연속된 연안의 환경조성 기술

스마트 청진기,
신장결석 치료를 손쉽게 해결

종래 연안의 환경조성에는 대부분 간석지, 해초 군락
등의 장소가 개별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생태계 전

신장에 생긴 결석을 분쇄할 경우에 결석이 성공적으

체를 재생한 적은 없었다. 개발된 기술은 자연 재생형

로 분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스마트 청진기」

의 연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바다까지

를 영국의 사우스햄프턴대학에서 개발하였다. 이번에

생태계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설계하였기 때문

개발한 장치는 충격파를 이용해 신장의 결석을 분쇄할

에 생물, 생태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확립

때 돌아오는 음파를 수집해 치료의 효과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연안의 환경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임상실험을 수행한 결과, 환자

특허로 10건 출원되었다.

에게 불필요한 추가 충격파 치료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방사선 촬영을 통한 치료 효과 여부도 확인할 필

물새의 서식에 바람직한 연안의 환경조성 기술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중에서 물새에 초점을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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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충격파 치료의 전후에 환자의 방사선 영상을

테트노 트랜드 / HOT BOX

http://www.kisti.re.kr

촬영한 다음에 신장 결석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방
법이 사용되어 왔지만, 방사선 영상을 보면서 충격파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신장
결석으로 인한 증세가 다시 나타난 환자에게 다시 충
격파 치료를 적용했었다.
「스마트 청진기」
는 심전도 측정기에서 심전도 신호
파형을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소형 탐침 장치와 유사한

액정 패널보다 30~50%정도 제조비를 줄일 수 있다. 37인치 패
널의 경우, TDEL 기술을 사용하면 시야각 170도, 최고 휘도
500Cd/m2, 콘트라스트비 500:1의 성능을 가진 막두께 2cm의 패
널을 사용한 TV를 제작할 수 있다. 소비전력은 200W가 목표이
며, 수명은 4만시간 이상이다. 이에 비해 현재 일본의 샤프가 발
매하고 있는 최신형 37인치 액정 TV AQUOS는 최고휘도
450Cd/m2, 시야각 170도, 콘트라스트비 800:1, 소비전력 160W
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패널의 두께는 10cm이다.

수집하지만, 수집된 음향 신호가 증폭되고, 의사가 음

TEDL 기술은 플랫 패널 TV를 생산하고 싶지만, 제조 공장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TV 제조업체에게 매우 적
합한 기술이며, 2~3년내에 TDEL TV가 상품화될 것이고, 실제
구입자들은 기술보다 화질과 가격으로 구입할 것이다.

향을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변조하기 때문에 의사

http://nl2.vnunet.com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환자의 옆구리에 부착하여
음향을 수집한다. 일반 청진기와 마찬가지로 음향을

는「스마트 청진기」
를 이용해 신장 결석에 충격파를 가
할 때 발생되는 음향과 충격파에 의해 분쇄될 때 발생
되는 음향을 구별할 수 있다.
연구진은「스마트 청진기」
를 컴퓨터에 접목하여 소

HOT
BOX

차를 자주 마시자!
- 차, 꾸준히 마시면 기억력이 증진 -

리를 분석하고 신호등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빨간불
은 치료 실패, 노란불은 다소 성공, 녹색불은 성공으로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진이 커피, 녹차, 홍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

차가 기억력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다. 그리고 현재까지「스마트 청진기」
를 이용해 신장

결과, 녹차와 홍차의 경우 뇌의 기억과 연관

결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 여부를 확인하

된 일부 효소들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

였으며, 현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는데 성능이 매우

실이 관찰되었다. 즉, 꾸준히 차를 마시는

우수하였다.

경우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청진기」
가 신체에 무해한 비침습적인 방법

녹차와 홍차는 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

을 사용하고, 방사선 장치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

는 효소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hE)의 활성을 저해하

재 신장 결석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며, 아울러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축적된 단백질에서

방사선 촬영장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발견되는 효소 부티릴콜린에스터라제(BuChE)의 활성도

전망하였다.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 News Health

녹차는 한걸음 더나가서 알츠하이머병에서 뇌에 단백질

Tip
액정보다 저렴하고 화질은 비슷한
무기EL TV, 2006년 등장
후막 유전체 무기 EL 기술(TDEL)을 적
용해 액정 TV에 버금가는 화질을 가지면서
제조비가 훨씬 저렴한 TV 제조·판매에 관
한 사업계획을 캐나다 아이파이어테크놀로
지가 발표하였다.
TDEL 기술은 2개의 전극층에 인광체 층과 유전체 막이 삽입
된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얇은 패널을 제작할 수 있고,

축적물을 형성시키는 효소인 β
-시크레타제의 활성도 억제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녹차는 효소활성 저해효과
의 지속기간이 1주일이나 되었지만, 홍차는 단 하루만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
지 못한 실정이며, 단지 이 병의 발전을 보다 느리게 진행
되도록 하기 위해 AChE의 활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약물
들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http://www.ncl.ac.uk
Techno Leaders’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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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방향제를 자주 사용하면...?
시중의 공기 방향제가 고체식이든지 분무식이든지 상관없이 산모에게 두통을 유발하고 우
울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아기에게도 귀에 통증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영국 브리스
톨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또한 방향제를 자주 사용할수록 엄마와 아기의 건강에 악영
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도 아울러 제시해 연구진은 가정에서 방향제의 사용
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진은 14,00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에 대한 노출이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였는데, 이 화학 성분은 솔벤트, 마루 접착
제, 페인트, 세척제에 포함되어 있다. 연구진은 10,000명의 엄마와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연
구 조사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 방향제를 매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가정보다 설사 증세가 32%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자녀가 귀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광택제, 채취 제거용 방향제, 헤어 스프레이를 매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아기와 엄
마 모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32%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엄마의 경우 우
울증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26%, 두통을 느낄 가능성이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방향제를 가정에서 사용하면 집이 한층 더 깨끗해지고 건강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청결하다고 느끼는 것이 반드시 건강에 이롭다고 볼 수는 없다.
가정에서 공기 방향제 및 세척제 등을 사용하면 집에 휘발성 VOC가 축적된다.
영국 브리스톨대학 Alexandra Farrow

연구진은 임산부 및 출생후 6개월 이내의 신생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향 분무제에 특
히 취약하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80% 정도) 집에서 보내기 때문
이다. 또한 방향제가 노년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별도의 연
구 수행이 필요하지만, 노년층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방향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레몬즙을 방향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Medical New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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