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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대 공공연구협회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
하는 연구 및 혁신조약을 체결하였다. 막스플랑크연구협회를 비롯한 4대 연
구협회는 2005년 총 38억 유로를 지원받게 되고, 독일 연구협회는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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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혁신조약의 목표는 기존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독일의
연구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특히 우수분야, 우수연구역량, 각 연구조직
을 망라한 협력과 네트워킹, 신진 연구자 육성, 새로운 혁신적 연구방법론

07 시장규모의 확대가 기대되는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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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적용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사항

HOT BOX
08 보리차만 꾸준히 마셔도 건강해져

▶ 향후

2010년까지 5대 공공연구협회의 예산을 최소 연간 3%씩 증액, 재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연구원의 보수와 신분 등 연구개발(R&D) 여건을 개선함.

연구협회가 제공해야 할 반대급부

TLD는,

R&D 활동의 질, 효율성,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Timely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주간동향지,
Leading
과학·기술계 리더를 위한 차별화된
지식정보지,
Distinguished
전문가그룹이 검증한 과학·기술
핵심정보를 가공분석한 고급정보지입니다.
2004년 12월 14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벤치마킹을 통한 강점과 약점의 분석
▶ 새로운 전략분야의 개척
▶ 위험도가 높고 비전통적인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개발
▶ 대학교, 기업과의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
▶ 박사과정 학생과 신진 연구자 그룹의 체계적 양성
▶ 여성 연구자의 지원강화 및 고위직 임용비율 확대
▶

독일연구협회(DFG)의 지원대책
▶ 학문적

리스크가 높지만, 학문성과의 기여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분야의 지원
▶ 대학별 특성화와 우수분야 집중육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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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형성과 중점연구 분야 공동지원, 박사과정 공동개
설, 공동연구센터 지원 등을 통한 대학교와 공공 연구기관의 네
트워킹 강화
▶ 연구전략적 논의의 활성화
▶ 유럽연합(EU) 차원의 R&D 지원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지원

났다. SCI 논문건수의 2003년도 국가별 순위를 보면, 중

Press Release of BLK

행물에 발표된 공학 논문중에서 중국 과학자가 발표한 논

▶ 공동연구

국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공학분야의 연구상황을 반영하는 EI의 통계를 보면, 간
문은 24,997건으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

중국의 과학기술논문,
국제영향력 대폭 향상

하였으며, 2002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났다. EI에 수록된 논문은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분야에 속
하며, 일반적으로 국가별 첨단기술 경쟁력을 비교 연구하

2003년 중국의 과학문헌인용 색인(SCI) 수록 논문건수

는데 이용된다.

는 전년 대비 22.2% 증가하였고, 인용된 논문건수와 인용
된 횟수가 각각 29.0%와 3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ISTP 수록 논문은 공학의 선행연구와 최신연구 동향을

다. 이는 중국의 SCI 논문 영향력 지표가 건수 지표보다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ISTP 2003」
을 보면, 중국의 과

더욱 신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SCI 논문 품질도 국

학기술자들이 컨퍼런스에 1,261회 참석하였다. 그중에서

제적으로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1,127회의 컨퍼런스는 중국 이외의 62개 국가와 지역에서
개최된 것이며, 총 18,567건에 달하는 과학기술 논문이 발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가 발표한「2003년 중국 과학기

표되었으며, 전세계 과학기술 논문총수의 4.5%를 차지한

술논문 통계결과」
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과학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문헌인용 색인(SCI)」
,「공학문헌 색인(EI)」
,「학술회의 발

논문 총수는 지난해의 13,413건보다 5,154건 증가하였다.

표논문 색인(ISTP)」
에 수록된 저자의 소속이「중화인민공

중국의 과학기술 컨퍼런스 논문건수는 미국, 일본, 독일,

화국」
인 논문이 93,352건에 달하였다. 이는 2002년 보다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957건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비율은 20.6%이었다.

http://www.chinainfo.gov.cn

동일한 시기에 세계 논문 총건수의 증가율은 27.3%이었다.
과학기술 논문건수의 국가별 순위

1위 미 국
2위 일 본

1위 미 국
2위 일 본
3위 영 국

3위 영 국

4위 독 일

4위 독 일

5위 프랑스

5위 중 국

6위 중 국

2003년도에 발표된 중국의 과학기술논문이 세계 논문
건수 1,834,994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2002년
에 비해 0.3% 감소하였지만, 국가별 순위에서는 전년도
와 똑같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 5위를 차
지하였다. 한 국가의 기초연구 상황을 반영하는 SCI에 수
록된 중국 논문건수는 49,788건으로 2002년에 비해
22.2% 증가하였으며, 세계 논문건수중에서 차지하는 비
율도 2002년의 4.18%에서 4.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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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03년도
PISA 조사결과 발표

SCI 논문건수의 국가별 순위

▶ PISA 조사
- 1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OECD 참가국들이 공동개발한 국제학습도달
도(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조사함.
- 2000년에 최초로 실시, 3년 주기로 조사, 2003년 2회째 조사
- 3개 분야 : 독해력, 수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
- 중심분야를 설정해 조사시
2000년
2003년
006년
간의 2/3를 투입, 나머지
독해력 수학적소양 과학적 소양
분야는 개괄적으로 조사
- 2003년 조사에서는 41개 국가·지역 276,000명의 15세 아동이 참가

수학적 소양
수학이 세계에서 맡은 역할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현재와 미래의
개인생활, 직업생활, 친구·가족·친척과의 사회생활, 건설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에서 확실한 수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수학을 활용하는 능력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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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영역,「양」,「공간과 형상」,「변화와 관계」,「불확실성」에 대해
서 득점의 통계적 유의차를 살펴보면, 일본은「공간과 형상」,「변
화와 관계」영역에서 1위 그룹이고,「양」,「불확실성」영역에서는
2위 그룹임.

독해력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가능성을 발달시켜,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활자화된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용하며,
숙고하는 능력

수학적 소양의「공간과 형상」
,
「변화와 관계」영역 득점에 대한 국가별 경년변화

과학적 소양
국

자연계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자연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
하고,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사용해, 과제를 명확
하게 하며, 증거에 기초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가

- 2003년 조사에서는 수학적 소양이 중심분야이며, 독해력, 과학적
소양을 포함한 주요 3개 분야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해서도 조사
- PISA 조사에서는 의무교육 수료단계인 15세 아동이 갖고 있는 지
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어느 정
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
- PISA 조사에서는 사고 프로세스의 습득, 개념의 이해가 다양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능력을 중시

변화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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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공간과 형상

명

독

일

500

486

507

485

아 일 랜 드

476

474

506

501

이 탈 리 아

470

455

452

443

한

국

552

538

548

530

뉴 질 랜 드

525

524

526

527

미

국

472

461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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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

496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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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홍

558

543

540

546

콩

▶ 조사방법
독해력, 과학적 소양, 문제해결능력
- 지필 고사를 이용해 학생은 각각 2시간의 조사문제를 해결함.
- PISA 조사에서는 다지선택식 문제와 단답형 해답을 기술하는 문제
로 구성되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과제문·도표
등과 함께 해답을 구함.
- 2003년 조사에서는 13개 종류의 조사문제를 사용함.
- 조사문제 이외에 학생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학생 질문지와
학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학교 질문지를 실시함.
- PISA 조사에서는 OECD 가맹국 학생의 평균득점이 500점, 약 2/3
에 해당하는 학생이 400점~600점에 들어가도록 환산함.

순위 독 해 력 득점 과학적 소양 득점 문제해결능력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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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체 평균득점은 534점으로, 홍콩, 핀란드, 한국, 네델란드,
리히텐슈타인과 통계적 유의차가 없으며 1위 그룹에 속함.

http://www.mext.go.jp/, 2004년 12월 7일

수학적 소양의 평균득점에 대한 국제비교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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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O, 산업기술연구조성사업
연구개발 테마 50건 결정

제30호 2004년 12월 14일 (화) / 주간

제조 기술 분야 : 인텔리전스 마이크로 로봇 팩토리의
실현(전기통신대학교) 등
융합적/횡단적/통합적 분야 : 환상지질막을 특징있는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2004
년도 제2회「산업기술연구조성사업」
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매트릭스로 하는 바이오 인터페이스의 개발(나고야대
학교) 등

하기로 결정한 우수한 연구개발 테마 50건을 발표하였다.
에너지 분야 :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전력저장 디바이스

사업목적
- 산업기술력 강화의 관점에서 경쟁적 자금을 활용
- 산업계와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산업·기술의 발굴 및 산업
기술 연구 인재의 육성

사업구조

모집대상기술 분야

의 구축(후쿠이대학교) 등
산업기술에 관한 사회과학 분야 : 기술력으로 본 일본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연구(도지샤대학교) 등
연구대표자의 소속기관별 응모·채택건수

http://www.nedo.go.jp

차세대 전략기술 - 우주기술(ST)

물만 있다면 우주에서도 거뜬히
- NASA, 첨단 정수장치 개발중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역사적
생명과학분야 : 신규항균제의 개발을 지향한 황색 포도
구균의 증식필수 유전자의 동정과 그 산물의 효소활성
측정계의 확립(도쿄대학교) 등
정보통신 분야 :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정보제공
에 관한 연구(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환경 분야 : 균일계 촉매의 내수성화에 의한 신규 수중
촉매 프로세스의 개발과 그 멤브레인 리액터로의 전개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나노테크놀로지 재료·분야 : 용매 프리 합성법에 의한
나노 디바이스용 무기나노입자의 구조제어와 대량합성
(츠쿠바대학교)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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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항해에서, 그리고 루이스와 클라크가 미국을 동서
로 횡단하는 여행중에 마실 물이 부족했다면 어떤 일
이 발생했까? 대답은 명확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
대에 와서 우주를 항해하는 비행사들에게도 물은 없어
서는 안될 필수 요소이며, 물론 현재 우주에 물을 공급
하는 방법은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유일하다.
미국 NASA의 4개 연구소에서 물을 재활용하는 프로
그램이 진행중에 있다. 미국 NASA의 오만 시스템 연구
기술(ASRT) 프로그램에서는 우주여행의 빈도가 증가
하면서 우주 비행사의 사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성과 같이 장거리 우주여행
에서는 우주정거장(ISS)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 물의 재

테크노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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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보다 강화되고 있다.

심장질환은 주로 성인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지만, 한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ISS에 상주하는 연구원들은 1일 평균 약 2ℓ의 물 사

사망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린이들

용이 허용되는데, 주로 열교환기 응축수, 식수 이외 물

의 심장질환은 주로 기형적인 심장 발달로 인하여 발

의 재활용, 대기중 수증기, 오줌의 정수 등 다양한 방

생한다. 연구진은 Thymosin beta 4가 다른 두가지 단

법으로 사용된 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백질과 함께 작용해 Akt/PKB(Protein Kinase B)
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장 근육세포의 생존과 이동

NASA의 마샬 우주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정수 방법
은 물과 오줌을 정수해 ISS에서 보다 많은 양의 물과

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kt/PKB는 활성
화되었을 때 세포의 생존을 돕는 단백질이다.

산소를 생산해 최대 7명의 우주 비행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 ISS에서 자체적으로 생

연구진은 배양세포에서 이러한 활성을 확인한 후 생

산하는 물은 1일 약 35 갤런 정도로 현재 지구로부터

쥐 58마리의 관상동맥을 묶어 심장병 모델을 만들었

공급되고 있는 물의 양을 연간 약 1600 갤런 정도 감

다. 그리고 절반에게 혈관을 묶은 후 Thymosin beta

소시킬 수 있는데, 2008년이 되면 물 생산 장치가 ISS

4를 심장에 직접 투여하거나 혈관에 투여하는 방법을

에 설치될 것이다. (1갤런=3.785329ℓ)

병행해서 투여하였다. 나머지 절반은 비교군으로서 동
일한 방법으로 식염수를 투여하였다.

재활용되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
문에 물의 청결도가 중요한 사항으로

실험결과 Thymosin beta 4를 투여한 생쥐들에게서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거름 장치는 불

세포의 사멸이 줄어들었으며, 몇주 후에도 비교군에

순물이 장치의 물순환을 방해할 위험이

비해 훨씬 향상된 기능을 보여주었다. 연구진은

있어 생물학적 처리로 정수하는 방법이 연구중에 있다.

Thymosin beta 4가 심장세포의 대사과정을 변화시켜
산소가 빈약한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한 세포

NASA의 아메스 연구소에 설치된 자체 정수기 및 재

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활용 장치는 지난 3년간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물 없이
도 시간당 1 갤런의 물을 정수하는 능력으로 하수를 상

이번 실험은 생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통과되면 많은 심장병 환자를

수 수준으로 정화하고 있다.
http://www.nasatech.com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eurekalert.org

차세대 전략기술 - 바이오기술(BT)

심장병 치료 단백질
Thymosin beta 4 발견
- 심장세포의 이동과 생존을 돕는 단백질 발견 -

차세대 전략기술 - 환경기술(ET)

축사 악취 제거용 효소시스템 개발
닭장, 축사, 퇴비 공장의 냄새를 효소로 탈취하고, 악
취의 외부유출을 막는「효소수 탈취시스템」
을 개발, 소
형장치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축산 악취의 발생원인

심장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지닌 단백질이 발견되었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줄이는데 효과가

다. 배(胚)에서 심장세포의 이동과 생존을 돕는

있다고 일본 고요건설이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시

Thymosin beta 4라는 단백질이 심장 질환에 의한 세

스템은 의료시설, 음식점 등에 설치된 기존의 탈취장치

포의 사멸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 텍사스 사

와 비교해 저렴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냄새 유출을 방

우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발견하였다.

지하고자 원하는 축사나 퇴비공장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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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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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흡착재의 교체빈도가 적어 유지관리도 용이

- 외부에서의 감염증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 내외를 차단
하는 구조로 조업중임.
- 환기시 축사 내부의 냄새가 외부로 유출되므로 도시 근교
의 축산가를 중심으로 냄새 유출 방지의 수단이 요구되고
있음.
- 닭장, 소·돼지 우리, 퇴비공장에서는 사업운영상 비용억제
가 불가피하고, 보다 저렴한 장치 개발이 기대되고 있음

「효소수 탈취시스템」
은 장치 내부의 혼합
조에 효소 수조에서 가습 분무한 효소수 성
분을 장치 내부의 아랫부분에서 들어오는 공
기(축산 냄새)와 혼합시키고, 효소로 공기중
소형장치 의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히드의 악취 성분

을 분해한다. 이러한 과정은 장치 내부 혼합조에서 이
루어지고, 만일 분해되지 않은 악취 성분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에 설치된 활성탄 섬유와 같은 특수 흡착재
가 들어있는 안정조에 효소수 성분과 동시에 흡착하여

하다．

장치 설계, 시설규모에 따라 가변
▶ 장치

1대의 크기를 축사 규모에 따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축사에도 효율적으로 설치 가능
▶ 시간당 배출풍량 : 풍량 180㎥ 소형장치에서 3,600㎥의 대형장
치까지 폭넓은 대응가능

라이프사이클 비용의 절감
광촉매

≪ 35%

오존가스, 마스킹

≪ 20%

효소수
탈취시스템

설치대수 억제
기능성이 높음

유지관리가 쉽고 장치 수명이 길며 환경 부하도 적다
▶ 활성탄섬유의

교환빈도 : 1년에 1회
장수화
▶ 배수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환경친화적
▶ 장치의

http://www.penta-ocean.co.jp

분해한다. 혼합조와 안정조를 통과하고, 냄새 성분이
분해된 공기는 청정공기로서 장치 내부에서 팬으로 직
접 또는 배기관 등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장치에서 직접 또는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

「효소수 탈취시스템」
의
개념도

차세대 전략기술 - 정보기술(IT)

스웨덴, IT 활용으로
재택의료 지원 활성화

팬
흡착재료 활성탄 섬유
안정조로

청정공기+
기화된 효소수성분

잔류 냄새 성분이 안정조에서 흡착·분해

수분

가습분무
혼합조에서 냄새성분 분해

효소수조

냄새성분
기화방법
분해

축사취기

컴퓨터 보급율 및 인터넷 사용율이 세계에서 손꼽히
는 IT 선진국 스웨덴에서는 재택환자의 증가에 대응
해, 의료기관과 일반가정을 고속망으로 연결하는 원격
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롤 방식
- 투과막 방식
- 초음파 방식 등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은지 15년째인 에디슨 요한손
축산 악취에 대한 높은 탈취 효과

(72)씨는 오른쪽 어깨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고서 재활이 필요했지만, 자택에서 20km나 되는 공
립병원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치료를 받기 힘
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술후 2개월 동안, 거의 매일
고속망으로 병원과 자택을 연결, TV 화면으로 이학요
법사의 지도를 받아 재활치료를 받았기에 지금은 요리
도 청소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혼합조에 가습 분무한 효소수 성분은 대부분 기화하

6

기 때문에 배수 처리 과정이 필요없다. 또한 안정조에

원격의료는 도시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

흡착된 악취 성분이나 효소수 성분은 일시적으로 흡착

의 진행, 재택환자의 증가가 주요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한 효소수 성분으로 기화하고, 공기와 동시에 배출되

의료비억제를 위한 병원의 통폐합(10년간 병원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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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소), 절반으로 줄어든 평균 입원일수를 들 수 있다.

전지 자동차·주택, 업무시설용 고체고분자형 연료전
지(PEFC)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고령자 주택지를 방문해 보면 치매로 보이는 할머니
(85)가 정원에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손과 목에

2007년에 실용화 실증실험을 완료하고 상용화될 전망
이다.

는 뇌파 및 체온을 감지하는 손목시계와 같은 검은색
밴드형 센서를 차고 있다. 센서가 해독한 데이터는 주

고기능 휴대폰과 노트북 등 대용량이면서 소형인 차

택에 상주하는 간호원의 컴퓨터로 전송되며, 침대매트

세대 전원이 요구되면서 마이크로 연료전지의 개발이

의 센서도 연동해서 몸을 일으키거나 침대에서 멀어진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인산형 연료전지(PAFC)와 용

경우에 컴퓨터 및 직원의 전화로 연결된다. 이 주택지

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는 상용화되어 있다.

에는 20명의 입주자가 밴드를 차고 있는데, 심야에 어
두운 복도를 배회하거나, 잠이 덜 깬 상태로 화장실에
갈 때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연료전지는 연료공급(개질), 발전(스택), 본체 제어,
배열이용 등과 같은 부품과 주변기기로 구성되는데,
연료전지시스템으로서 저비용, 고효율, 고신뢰성을 실

IT는 약물복용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벤처기업이 두께 0.3㎖의 IC칩을 넣은 약의 포장을 상

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
이 중요하다.

품화하였는데, 약을 꺼내면 칩의 회로가 차단되고, 먹
는 것을 잊어버리면 신호가 울린다. 환자는 복용후 포

환경에 대한 세계적 대응의 추진, 각국가의 연료전지

장을 자택의 컴퓨터에 연결된 침대에 놓으면, 복용시

개발 관련 시책 추진 등으로 연료전지 시장의 장래를

간 등의 정보가 그대로 병원의 컴퓨터로 전송된다.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명확해지고, 그 기대값이
확대되면서 일본의 후지경제가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

환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의료전용 고속망「뮤네트」활용
- 스웨덴 전국토에 깔려 있는 통신망
- 전국공립의료기관(약 80개 병원, 약 800개 진료소), 약국 900개
와 일부 사립병원을 연결
- 진료소에서「뮤네트」를 통해 병원에 연락하고, X선 및 초음파
등의 화상 및 심전도를 교환,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진
단 및 치료에 활용

▶ 환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2005년에도「뮤네트」에 접속, 환자의 성명만을 기입해도 데이
터베이스에서 주치의 성명, 과거 질병, 투약 이력, 알레르기
유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 특정 질병이 있는 환자가 여행지에서 쓰러져도 반송처의 의사
가 회선에 접속, 주치의 및 전문의와 상담해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음.

http://www.yomiuri.co.jp

술개발 및 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하였다.
2020년 예측 시나리오의 재구성
시장부문
자동차용 PEFC
SOFC
마이크로 FC

2003년 작성
3,000 억엔
21 억엔
100 억엔

2004년 재구성
9,000 억엔
2,000 억엔
30 억엔

향후 본격적 상용화로 시장확대 전망
PEFC 독립형 연료전지 시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5년부터 대규모 모니터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실용화 노선을 추진할 수 있었고,
SOFC도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연구개발 위탁이 종료되는 2007년을 목표로 실용화
국면에 돌입한 상태이므로 향후 이 두가지 연료전지가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시장규모의
기대되는 일본의
일본의 연료전지
시장규모의 확대가
확대가 기대되는
연료전지 시장
시장

2015년 이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FCEV)의 보급
으로 연료전지 본체의 전체시장은 2015년 2,828억 엔,

연료전지는 깨끗하고 효율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차
세대 전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년내에 연료

2020년 1조2,000억 엔의 규모로 성장될 전망이다.
http://release.nikke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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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차만 꾸준히 마셔도 건강해져
향미 성분인 알킬피라진류를 많이 함유한 보리차를 마시면 혈액 유동성이 향상되는 사실을
일본 카고메종합연구소가 임상시험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일본청량음료연구회 연구발표회
에서 보고하였다.

보리차를 마시면 혈액 유동성이 좋아지며 알킬피라진류를 혈액에 첨

피라진의 구조

가하면 유동성이 향상되는 사실은 이미 실험으로 입증된 바 있지만, 이
번 연구에서는 보리차를 마시면 인체내 혈액 유동성 향상이 어느 정도
계속되는지, 그리고 알킬피라진류 농도가 혈액유동성 향상에 어떻게 기
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 평가하였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6명에게 시판되고 있는 보리차 250㎖를 마시게 한 뒤, 마시기 전과
마시고 15분, 30분, 60분, 90분, 120분이 경과한 후의 혈액을 채취해 유동성을 MC-FAN 방
식으로 측정하였고, 대조실험은 생수로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마시기 전과 비교할 때 생수를
마신 경우는 혈액 유동성이 약간 악화되었는데 비해 보리차를 마신 경우는 좀더 개선되며, 마
시고 30분, 60분 후에는 유의할 정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보리차를 마신 경우는 마신 뒤
90분 동안 유동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알킬피라진 농도가 다른 보리차의 비교

또한 보리차의 혈액 유동성 향상성분인
알킬피라진류가 많이 함유된 보리차(농도

곡
선
아
래
면
적

보리차 A

(
상
대
값

생수

보리차 B

저
하
↑
유
동
성
↓
향
상

2.4 ppm)와 그렇지 않은 보리차(0.4
ppm)에 대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알킬피라
진류가 많이 함유된 보리차가 혈액 유동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

였다.
보리차 A : 알킬피라진 농도 2.4ppm
보리차 B : 알킬피라진 농도 0.4ppm

http://medwave2.nikkeib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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