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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역경제를 정립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지역경제의 장래추계
- 일본의 도꾜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35개 도시권을 제외하고, 역내 총생산도 감소
- 1인당 역내 총생산도 신장되기 힘듦.
- 인구감소의 영향은 상업 등의 역내 시장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나 제조업 등의 역외
시장산업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적음.
각 지역이 직면할 과제
- 역내의 산업활동 축소에 따른 역내 주민소득의 감소
- 공공인프라의 유휴화, 공장철거지역, 경작방치농지, 빈가게 등의 증가
- 세수의 감소, 고령화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수요증대, 기존 인프라의 유지관리비용 증대
등을 요인으로 한 지방재정의 악화
- 주민의 주거밀도, 산업, 기업입지 밀도의 저하 등에 의한 비효율적인 도시 구조화

07 자연방전량을 3분의1로 억제한 충전식
니켈 수소전지 개발

HOT BOX

향후 지역경영 추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경영

08 채식주의자에게는 DHA 보충이 필수

-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 경쟁력 있는 역외 시장 산업의 중심적 진흥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역내 시장산업의 육성
- 공적 서비스·공공 인프라의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풀세트 주의로부터 탈피
- 도시기능·구조의 집약화·합리화 등에 의한 도시 구조의 재구축
경제사회권 단위에서의 대책

TLD는,

- 복지 자치단체에 의해 광역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Timely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주간동향지,

종합적·계획적인 지식경영
- 지역마다 실효성·실현성 있는 목표·액션 플랜을 책정·실시

Leading
과학·기술계 리더를 위한 차별화된
지식정보지,
Distinguished
전문가그룹이 검증한 과학·기술
핵심정보를 가공분석한 고급정보지입니다.
2005년 12월 1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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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의 시장 접근성 향상

국가의 역할

EU를 단일시장체제로 상대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사업기회
부여

경제사회권단위에서의 대응
- 종합적인 지역 활성화 비전의 모델 케이스 제시
- 각종 지역 활성화 관련 시책을 복수 자치단체의 공동·제휴사업으로
적용

전자조달과 환경조달의 육성으로 정부조달 시장 진출의 현대
화, 간소화에 의한 SME의 참여기회 확대
SME의 시장진입을 표준화
회원국간의 지점 설치시 세금 감면

지방과의 협동

유럽정보센터(EIC)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간 협력과 국제시장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의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각지역의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동해 지원하는 방책을 향후에 종합적
으로 검토

진출 협조

불필요한 행정절차 해소

http://www.meti.go.jp

유럽공동체 수준에서 각종 법규 및 정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Think Small First」원칙 완성

EU, 성장과 고용의 원동력
중소기업 정책 제안

SME의 창업초기 행정절차,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차기 법령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 예정

-「Think Small First」원칙 강조 유럽연합(EU)을 구성하는 25개 회원국에는 종업원

SME의 성장잠재력 향상
금융지원의 확대

250 명 미만의 중소기업(SME)이 2,300만 개 있는데, 이

SME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기술혁신과 연구능력의 향상 기대

는 EU 전체기업의 99 %를 차지하고, 7,500만 명의 일자

온라인 교육 및 사업 제공을 위한 제도 구축

리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는 경제성장과 고
용창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이 핵심경쟁요소라는 것을 강
정부와 SME간 대화 강화

조하면서 SME를 위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EU 회원
국간의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쉽을 구현할 정책을 제안하

정부와 SME간 의견교환 활성화 및 정책결정 반영을 위해서

였다.

EIC 네트워크를 통한 빠르고 이용하기

EU 25개국의 기업분포

쉬운 자문 메커니즘「SME 패널」
구축
최우수기업 시상을 통한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
정부와 SME간의
협력 진흥

EU의 기업 분류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증가시킴.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가의 위험부담 축소 활동을 강화

기업규모

고용인

거래액

대기업(Large-sized)

≥ 250명

5,000만 유로 이상

중기업(Medium-sized)
소기업(Small)
마이크로기업(Micro)

∧ ∧ ∧

기업가 정신 함양, 기술격차 해소

2005년 1월 현재

250명

5,000만 유로

50명

1,000만 유로

10명

200만 유로

EU 기금운용을 통한 SME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을
위해 평생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

2

Techno Leaders’Digest

http://www.europa.eu.int

http://www.kisti.re.kr

세계는 지금

중국, 대기오염 예산 집중투자
-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에

의 배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연 탈황장치의 보급
과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 저감을 위한 새로운 연
소기술의 도입이 급선무이다.
http://www.business-i.jp

1조 3천억 위엔 투입 중국에서 연간 약 40만 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해

Tip

세계 최악의 10대 대기오염 도시 안에 중국의 7개 도시가

기후변화 일정표

들어갈 정도로 악화되어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제11차 5
개년 계획(2006~2010년)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 환경

1827년

프랑스 과학자 Jean-Baptiste Fourier, 온실가스 효과
현상 최초로 제시

1896년

스웨덴 화학자 Svante Arrhenius, 화석연료(석유, 가스,
석탄) 연소를 이산화탄소의 생성원인으로 주장

1958년

미국 과학자 Charles David Keeling, 2차 세계대전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의 급증으로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발견

보전에 1조 3천억 위엔(18조 2천억 엔)을 투입하고, 근본
적 해결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 대기
오염 심포지엄에서 중국 환경보호총국이 밝혔다.
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2003년에 옥외 대기오염의 영
향으로 30만 명, 실내 공기오염에 의해 11만 1천 명이 사
망했는데, 이는 실제 사망자수 보다 훨씬 적은 통계치라고

1970년대 유럽과 미국 과학자들, 클로로플로로카본, 메탄, 산화질

소와 같은 기체들을 온실가스로 규명

말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연간 약 40만 명이 폐암 및 심장
병 등 대기오염이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1979년

미국 NAS의 랜드마크 보고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꼬집고 방관자적인 정책을 비난

1988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PCC, UN 지원하에 설립,
과학적 동감을 형성하고 지구 온난화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기준 구축

1992년

리오데자네이르 정상회의로 유명한 UNFCCC, 온실가스
배출의 자발적 감축 요구

1997년

UNFCCC 국가, 교토의정서 승인, 2008~2012년까지 6개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1990년 대비 5.2 % 감소하기로
결정

2001년

IPCC, 지구 온난화에 대한 증거는 부정할 수 없으면서도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을 주장

세계은행이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기오염 주범은 화력발전소, 공장, 자동차 등의
매연, 분진 등이며, 실내오염의 경우 조리 및 난방에 사용
되는 석탄이 연소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
탄소이다.
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도시지역 주민의 3
분의 1이「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
의 오염도 2급 이
상의 도시에서, 11,600만 명은「매우 위험한 정도」
의오
염도 3급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1~3월
2001년
3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과학원 산지연구소에서는
2004년에 사천성(四川省)의 산성비 피해총액이 113억 위
엔(약 1582억 엔)이며, 그 중에서 농작물의 피해액은 60

2001년
11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기후에
대한 위험과 비가역적인 효과를 역설

2002년

과학자들을 이끌며 기후변화에 대해 경고했던 IPCC
의장 Robert Watson이 미국의 압력으로 사퇴

4월

환경보호총국이 2005년 상반기(1~6월)의 대기오염에

2003년

대해 정리한 보고에 따르면, 분진은 2004년 동기간에 비
해 3.9 % 감소한 385.5만 톤에 이른 반면, 이산화황은
5.1 % 증가한 973만 톤, 연진(煙塵) 22.0 % 증가한 494
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교또의정서 협약국이 협정 규칙에 동의

2002년

억 위엔(약 840억 엔)에 달했고, 피해면적은 사천성 전체
의 80 %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 미국이 교또의정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

2004년
11월
2004년
12월

거대 보험회사 Munich Re가 기후 관련 재해비용으로
600억 달러를 지불
러시아가 교또협약 비준
국제에너지기구 IEA, 중국 급속 경제성장으로 세계 두번
째 탄소 배출국으로 판명

대기오염의 주범중 주범으로 추측되는 석탄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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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20년 안에 유럽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평
2005년
2월 16일
2005년
8월 29일
2005년
11월 24일
2005년
11월 28일
~12월 9일

균 보다 5 포인트 더 성장해야 하지만, EU의 BT 수준도

교또의정서 발효

제 3 임상단계 제품만 보더라도 365개를 선보인 미국에

허리케인 까트리나,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 지구 온난화
에 의해 시발된 열대성 폭풍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고찰
2005년 11월 24일 : 지구의 이산화탄소 수준, 지난
650,000년 중 최고로 판명

비해서 67개에 불과해 수준이 훨씬 뒤떨어진다고 컨설팅
회사 어니스트앤영이 발표하였다.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제품으로는 건강과 관련

2005년 11월 28일~12월 9일 : 몬트리올에서 2012년
이후 교또협약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UNFCCC
회의 개최

된 항체 치료, 줄기세포, 백신 등으로 밝혀졌지만, 신규 약

http://www.terradaily.com

절감 방법으로 맞춤신약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의 기업간

품의 개발비가 약 8억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비용
컨소시엄 구성이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국적 동
맹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 유럽
유럽 특허의
특허의 0.16
0.16 %에
%에
불과한 BT
BT 분야
분야 특허
특허 출원
출원
불과한

최근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분야로는 농업 생명공학
분야로서, 2004년에 유전자변형작물(GMO) 재배가 전세
계적으로 20 % 증가하였고, 선진국에서는 1996년 8 %

스페인 생명공학(BT) 부문의 성장은 유럽 평균보다 4

에서 2004년에는 34 %까지 늘어났다. 장기적으로 인체

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스페인 과학자가 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 및 주변 환경 오

닌 가능성이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허 출원력은

염 문제를 이유로 EU 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스페인게놈재단에서 밝혔다. 또한

있지만, 빈곤국가에서는 GMO 재배가 기근문제를 해결할

스페인이 전세계 과학에 미치는 기여도는 4 %이지만, 기

녹색혁명으로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업의 제품과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수속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과학기술포털

특허 출원이 유럽연합(EU)의 0.16 %에 그치고 있다고

Tip

발표하였다.
2000년부터 R&D 투자가 거의 2배 증가했으며, 특히

프랑스,「연구 프로그램 법안」
으로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혁신

생명제약 부문의 투자가 두드러졌지만, 소위 벤처자금(리
스크 캐피탈)에 의한 투자는 4백만 유로로 매우 낮은 수준
으로, 당초 계획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0년까지 생명공학은 국내총생산(GDP)의 1.6 %
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조해 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 민간투자

2010년

증대
GDP 대비 BT의 비중 1.6%,
● 특허 인센티브 제공
10만개 일자리 창출
● 공사 컨소시엄 구축
● BT 전략 플랜 승인
● 국가와 자치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 연구개발(R&D) 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 및 추진 강화
- 통일적이고 일관된, 투명한 연구평가시스템 구축
- 산학협력을 포함해 모든 분야, 모든 연구자간 협력의 대폭적인
강화
- 과학자의 직업적 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
- 혁신과정의 역동성 강화
- 공공연구와 민간연구간의 긴밀한 협력구조 창출
- 프랑스의 연구지형과 유럽연합(EU)의 단일연구공간(ERA)간의
결합 강화
▶ 추진계획 및 보완사항

서「민간투자 증대」
,「국가와 자치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 대통령 직속「국가과학기술위원회」설치,「연구평가원」신설 계획
-「대학프로그램법안」의 필요성 부각
- 더욱 확대되고 정교한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수단의 필요성
지적

프로그램 조율」
,「특허 인센티브 제공」
,「공사 컨소시엄 구

http://www.kompetenznetze.de

스페인게놈재단은 BT의 201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축」
,「BT 전략 플랜 승인」
과 같은 5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 프로그램 법안」
이 제공하는 제도적, 법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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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쯔비시전기, 세계 최초로 프로톤
전도도의 정량적 시뮬레이션에 성공

험 장치를 개발해 실험에 의하지 않고 정량적인 전도
도 예측을 가능케 하였다. 종래「분자궤도법」
에 의해서
활동이 용이한 2,532개의 원자를 대상으로 계산했을

일본 미쯔비시전기는 청정 발전시스템으로 주목받고

경우 주파수가 3.4 GHz인 프로세서로 555일을 소비

있는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PEFC)의 성능을 좌우하는

한다.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해질막 재료의 프로톤(수소이온, Proton) 전도도***

독자적인「국재화(局在化) 분자궤도법」
을 도입한「고

를 단시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의실험 장치

속화 양자 분자 동역학법」
에 근거하는 모의실험 장치

의 개발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는 종래의 100분의 1에도 못미치는 4일 정도에 처리
할 수 있다.

*** 전해질막을 전도하는 프로톤의 정도가 높을수록 큰 전류를

불소계 고분자막 재료내에서
프로톤이 이동하는 형태(습도 100%)

얻을 가능성이 있음.

■ 불소계 고분자

사회 전체의 에너지 비용의 삭감을 목적으로 가정,

물분자
● 산소원자
● 수소원자

상점, 사무소 등 이용자 가까이에서 발전하는 분산전
원의 보급이 기대되면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이산
화탄소 배출량 삭감이 가능해 지구 환경부하 억제 측

프로톤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PEFC는 다른 연료전지
에 비해 저비용으로 소형화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가
정용 및 업무용 열병합 시스템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고체 고분자 전해질막 재료의 프로톤 전
PEFC에 사용되는 고분자 전해질막은 전지의 출력

도도를 정량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데 성공하였다. 고

을 좌우하는 중요재료이며, 프로톤이 전해질막 내부를

체 고분자 전해질막 재료로서 가장 대표적인 불소계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프로톤 전

재료의 프로톤 전도도를 모의실험장치를 사용해 세계

도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프로톤 전

최초로 정량적이면서 실험값과 동등하게 재현할 수 있

도도의 검증은 실험적으로는 할 수 없어 고분자 전해

었다. 전도도를 정량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프로

질막 재료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다.

톤 전도도의 습도의존성 등 PEFC의 개발에 필요한 특
성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

종래「분자궤도법」
과 개발된「국재화 분자궤도법」
의 비교
전자의 활동상태
종래법

대

소

분자

Tip

개발된 방법
분자

전자의 활동

활동용이(비국재화)전자
전자의 활동상태와 무고하게
활동이 용이한 전자로만
적용된 전자모델

고립원자의 전자
(국재화 전자)의
기여를 평가

전세계 모바일 시장규모 전망

활동이 어려운(국재화)전자
전자의 활동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자모델

이번에 미쯔비시전기는「고속화 양자 분자 동역학
법」
에 근거해 단시간에 고정밀도로 프로톤 전도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세계적인 프로톤 전도도 평가 모의실

http://news.bbc.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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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암의 비율

해파리가 농약으로 !!!
해파리 촉수의 독소, 경제적 가치 높아

미국 하버드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 현재 미국의 암

해파리(Rhopilema esculentum)는 남중국해에서

발병 전체건수의 10 % 정도인 10만 건 이상이 비만

황해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한 종으로 늦여름과 초가

또는 과체중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을에 풍부하게 관찰된다. 해파리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어부들에게 침을 쏘아 홍반성 발진, 가려움증, 불에 덴

암 발병건수에서 과체중이 차지하는 비중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고열, 피로감, 근육통, 호흡
곤란, 권태감, 혈압강하, 사망에 이르는 증상을 나타낸
다. 해파리의 단백질성 독은 효소 활성, 용혈, 간세포
독성, 심장 독성, 항산화 활성과 같은 많은 생물 활성
들이 보고되었으나, 살충력에 관해서는 어떤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었다.
최근들어 실거미과에 속하는 갈색거미종(Loxosceles
intermedia)의 독소에 대한 살충력과 또다른 거미종인

미국에서 14,000 건의 장암 발생건수 중에서 14 %,
유방암의 경우 18,000 건 중에서 약 11 %, 자궁내막

호랑무늬새잡이거미(Selenocosmia huwena)의 살충성
펩타이드 독소에 관해 보고된 바는 있다.

암의 경우 20,000 건 중에서 49 %, 신장암 11,000 건

일본, FTTH 사용자 위주의
브로드밴드 환경으로 변신중 ?
장암은 전체 4,500 건 중에서 14 %, 비호지킨 림프종

활성을 주요 해충인 방패벌레류(Stephanitis pyri),

의 경우는 전체 11,000 건중에서 20 %, 그리고 전체

진딧물류(Aphis medicaginis), 복숭아혹진딧물

골수종 발병건수 중에서 17 %가 비만 또는 과체중에

(Myzus persicae)을 실험대상으로 중국의 연구진이

기인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침지법을 이용, 실내에서 측정하였는데, 독소의 살충

중에서 31 %, 식도암 환자 5,500 건 중에서 39 %, 췌

해파리의 촉수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성 독소의 살충

력이 실험대상 해충들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48시간
연구진은 현재 미국에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

노출 시험에서 나온 반수치사 농도는 이들 각 해충들

문에 비만으로 인한 암 발병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

에 대해 각각 123.1 μ
g/mL, 581.6 μ
g/mL, 716.3 μ

로 보고 있어 이런 종류의 암 발생 부담은 계속 유지될

g/mL으로 밝혀졌다. 실험대상 해충들중에서 방패벌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서 과체

류에 대해서 해파리 독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으

중 성인의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과 같은 만성질환

며, 보정된 살충율은 48시간 노출에서 약 98 %로 나

의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 이외에 암 발병 가능

타났고, 나머지 해충들은 단백질의 안정화와 농도를

성도 감소시키려면 체중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높힘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해파리 독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는 방패벌레류 방제원으로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하였다.

연구진은 현재 체중을 감소시키면 암 발병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증거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으며, 유방암과

이번 연구로 해양생물을 이용한 생물농약 개발에 유

체중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던 기존의 연

용한 초기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

구 4건에서, 체중을 2.3˜9 ㎏ 정도 감소시키면 유방

금까지 물 함량과 독침 때문에 그냥 폐기하던 해파리

암 발병 가능성이 많이 감소된다는 연구 보고를 상기

촉수의 경제성을 보여주었다.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Letters, vol. 15

시켰다.
Reuter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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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전량을 3분의1로 억제한
충전식 니켈 수소전지 개발

니켈 수소전지는 니카드 전지에 비해 메모리 효과가
거의 없으며, 사용후에도 충전해도 기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출력이 높아 종래 보다

마쯔시다전기는 니켈 수소전지의 장점인 경제성, 저

적용 기기의 범위가 폭넓어졌다. 사용온도도 광범위

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안정된 성능 등을 살려 전지

한데, 특히 저온에도 강해 -10℃에서도 사용할 수

자체의 자기방전을 저감하고, 종래 제품의 문제점을

있다.

중국의「유인 우주 비행선 3단계 발전 전략」

발본적으로 해결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사용편이성을
추구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 자기방전억제기술로 충전없이 사용하고 싶을 때
바로 사용가능함.

▶ 수요동향
일본에서의 시판용 니켈 수소전지 총수요는 2004년
에 1,250만 본이었는데, 2005년에도 그와 비슷한 답
보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 디지털 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기방전억제기술로 충전후 6개

메라용 전원으로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지만, 향후에

월부터 1년이 경과해도 정격용량의 약 80 %를 유지

는 앞선 유럽과 미국에서의 수요동향에서 볼 수 있듯

(종래 30 %)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싶을 때 다시 충전

이 보다 폭넓은 기기로 용도를 확대해 나가면 안정된

하더라도 충전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수요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http://national.jp

충전용량 변화

Tip

((

▶ 반복수명 약 1,000회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음.

디지털
디지털 신호
신호 프로세서(DSP)
프로세서(DSP)
시장
시장 매출
매출 증가
증가 예상
예상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트, 소비자비용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매출 저조로 2005년도 DSP 시장 부진 예상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수명·고신뢰성 기술 노하우에

소비자용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부진은 가정용과 오락용 제품에서

의해 반복수명 약 1,000회(종래 보다 약 2배)의 실력

평균 판매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임.

을 확보함으로써 니켈 수소전지 본래의 경제성을 더욱

2006년부터는 통신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원동력으로 세계시장의

돋보이게 하였다.

판매증가가 예쌍됨
연도별 성장률 추이

전지성능 변화

http://www.reed-electr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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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에게는 DHA 보충이 필수
채식주의자들의 경우 심장 질환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
인 DHA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글로벌 식품기업 누트리노바가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세조류에서 채취한 DHA의 공급이 채식주의자의 오메
가-3 지수를 높혀주는지의 여부가 연구되었다. 오메가-3 지수는 동물성 고급
불포화 지방산 EPA와 DHA의 혈액내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에는 관상
심장 질환 발생 위험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한 채식주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DHA 보충제(0.94 g DHA)를 공급하거나 올리
브 기름을 위약으로 8주 동안 공급한 결과,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는 알파-리놀렌산(ALA)
과 같은 필수 지방산의 섭취 권장치에 도달하였지만 최소 8 % 수준으로 책정된 오메가-3
지수에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종료 시점에 오메가-3 지
수를 측정한 결과, DHA 보충 그룹의 경우 69 %가 8 %를 넘는 오메가-3 지수에 도달되
었으며, 위약 그룹의 경우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식주의자들은 알파-리놀렌산 (alpha-linolenic acid, ALA) 함량이 높은 식물의 섭취
로 체내에서 DHA로 전환될 수 있지만, 오메가-3 지방을 얻는데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
니기 때문에 DHA의 심장 보호 기능을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http://www.nutraingredien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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