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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간생활기술 전략 2006」검토
일본에서는 건강하고 즐거운 미래생활 실현을 목표로「건강수명 80세」
의

세계는 지금

실현, 고령자·여성 노동참가의 지원,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인간 친화적이

01 일본,「인간생활기술 전략 2006」검토

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기·공간·시스템(휴머노이드 로봇, 가상현실,
온디멘드 패션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간생활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테크노 트랜드

하고 있다.

03 화성 궤도 정찰선(MRO), 화성 궤도

·2030년 베이비붐 세대의 80세 초과

·고령이라도 건강한 자립생활 실현

·저출산 고령 사회를 극복하는 기술

·세계에 대한 공헌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생활의 장과 산업의 장을 바꾸는 고기능화,
다기능화, 유비쿼터스화

·인간에게 적응된 기계화·정보화

·인간의 특성을 잘 알고서 신산업·신비즈니스
창출

·항상 개인에게 맞춘 제품의 제공
·생활 지원 유비쿼터스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현
·가상현실의 고도화

·과학기술의 이용편의성과 미지의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

·안전성·사용 편이성 향상이 인간과
지구에 대한 악영향의 가능성

·과도한 쾌적환경이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악영
향의 가능성

·과도한 부하에 의한 건강한 심신형성
불편을 활용한 에콜로지의 촉진

진입에 성공

04 면역반응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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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기가 문제다 !
06 곰팡이는 곰팡이로 다스린다
07 노무라경제연구소가 말하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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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춤을 잘 추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08 녹차의 효능은 무궁무진 ?

인간생활기술

체형, 체격, 행동, 오감(감성), 인지, 판단 등과 같은 인간의 특성과 인간의 생활공간·환경을
잘 이해해서 활용하는 기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을 테마별로 제시해 장래목표에 필요한 기술을 검토한 후 일상생활
에 정착하는 인간생활기술의 장기전략「인간생활기술 전략 2006」
을 검토하였다.

TLD는,
사회환경의 변화

Timely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주간동향지,

1. 인구구성 변화 (인구의 30 %가 고령자 세대)
2. 출생자수와 합계특수출생률 (가속하는 저출산)
3. 노동력 인구의 변화 (베이비붐세대의 정년, 인적자원과
노동의 불일치)
4. 세대수의 변화(세대의 40 %가 고령자 세대)

5.
6.
7.
8.
9.

건강수명 (활력있는 일상생활의 영위)
체력의 변화 (청년층의 체력 저하)
사고와 원인 (집중력 저하 및 휴먼 에러가 사고 유발)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의 변화(고령 운전자의 증가)
지구온난화 대응(주택 및 사무실의 에너지 절약이 필수)

Leading
과학·기술계 리더를 위한 차별화된
지식정보지,
Distinguished
전문가그룹이 검증한 과학·기술
핵심정보를 가공분석한 고급정보지입니다.
2006년 3월 2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장래목표
1. 심신이 건강한 생활의 실현
- 고령자는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자립하며, 아이들은 건강
하게 성장·발달하는 사는 보람이 있는 활력 넘치는 사회
2. 즐겁고 편안한 일상생활의 실현
- 인간의 오감으로 즐기며,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3. 안전·쾌적한 이동성의 실현
- 누구나 안전·쾌적하면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4. 안전·안심하고 일하는 보람이 있는 환경의 실현
- 연령·성별·언어와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안심하고
심신에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6대 과제
1. 안전·안심성의 향상
2. 일상생활·사회참가의 지원
3. 건강의 유지·회복의 지원

4. 심신의 피로 경감, 노동환경의 개선
5. 쾌적성의 향상
6. 새로운 풍요로움의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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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기술지도
도시·거리

가

운전자의 상황에 맞게 각성시 안심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키는 자극을 주는 기술
활용 지원
소리를 이용해 주변 상황을
생태계와 안전을 위한
운전자에게 전하는 기술
운전행동 모니터링 기술
휴먼 에러를 방지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환경의 연구
맞춘 집중력 변화의 조사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운전자의 집중력 저하를 감지
생리평가· 모니터링
해 운전행동을 지원하는 기술
이동성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이동성
안전성의 확보

안전·
안심성의
향상

생활지원 기기
(복지기기)의 충실

일상
생활·
사회
참여의
지원

고령자·장애자용 이동성 기술
역·터미널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평가

수송기기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평가

승차하면 기운이 나는
이동성 기술
인간에게 활력을 주는
이동성의 연구

건강의
유지·
회복의
지원

정

스킬(신체기능) 레벨과 작동
효율·휴먼에러의 조사
안전성·작업효율 향상을
위한 노동 주기의 조사
작업중 휴식법과
안전성에 관한 조사
사고와 관련된 작업자의
생리·피로상태의 조사

일상생활에 필요한
고령자·장애자의 일상생활
기능·인지력의 조사
참가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인지력을
잔존기능을 살린
발달·유지·회복시키는 기술
일상생활 지원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지력의 계측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사기능·조절기능의 계측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력·시력·청력의 계측
일상생활에서의 신체기능·
신체부위의 활동 계측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유니버셜 커뮤니케이션의 실현
표식·기호의 유니버셜
디자인
작업환경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평가
수송기기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평가

생활하면서 기능·인지력을
건강한 생활리듬을
유지·회복하는 기술
조정하는 기술
기능·인지력을 유지시키는 건강을 유지하는 일상 생활의
제품 및 효능을 평가하는 기술 모니터링·환경 평가 기술
기능·인지력의 유지·회복을
생활활동도·휴게도의
위한 자극의 조사
지표화 기술
나이가 들면서 기능·
인지력이 저하되는 이유 조사

심신의
피로
경감,
노동
환경의
개선

현장감이 뛰어난
VR기술

유니버셜 디자인의 평가

제품 접촉성 평가

가정내에서도 개별적으로 맞
춘 쾌적환경의 창출기술
개개의 기호·행동패턴에 맞춘 에너지
절약 주거 환경을 창출하는 기술
에너지절약을 실현하면서
쾌적한 체감을 조성하는 기술

인간의 국부별 부분에 대한
냉난방과 쾌적성의 평가

쾌적성의
향상

업

고령자·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감지,보고)기술
고령자·영유아의
일상생활 계측
유니버셜 디자인의
평가·지표화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인간을 흉내낸
행동의 예측에 용이한 로봇의 연구
인간 친화적인 기계로 구성된
로봇기술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의
안전지표 조사

가사·육아·개호와 노동을
양립하는 기술

안전성·쾌적성의 추구
승차감 향상
쾌적성의 추구
승차감 향상 기술

산

쾌적한 환경의 평가

재택작업에서도
집중력을 높이는 기술

작업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대체하는 기술
작업에 필요한
신체기능을 보조하는 기술
작업에 필요한 노력을
보조하는 기술
고령자·장애자용 작업기기의
사용 편이성 향상기술
스트레스·피로도와
작업효율의 관계조사

개개의 스킬에 맞춘
적재적소를 지원하는 기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환경조성기술
스트레스량·피로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스트레스·피로의 감소를
위한 작업효율의 향상기술
스트레스·피로를
계측하는 기술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면서 인간의 행동과
기호에 맞춘 최적환경을 조성하는 기술
사무실의 쾌적성과 작업효율을 향상
시킨 신체 부위 맞춤의 온도조절기술
안전성·쾌적성 향상을 위한
3차원 CAD 마네킹의 고도화

쾌적한 주거환경이 인간의
환경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개인의 신체크기를 ID화해,
제품을 선택할 때 활용하는 기술

새로운
풍요
로움의
영위

보행처럼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이동성 연구
승차시간과 승차공간을
즐겁게 하는 기술

엔터테인먼트 로봇기술

달성감·열중도의 계측

인간을 즐겁게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실제로 있는 것 처럼 보이는
3차원 투영기술

개개에 맞춘 패션·제품
지원 기술

즐겁고 편안한 일상생활

체격 계측기술

심신 모두 건강한 생활

생체에 대한 VR의 영향 조사

복장 시뮬레이션 기술

감각자극의 조합에 의한
효과의 조사

건강한 신체기능·
외모 등을 지향하는 기술
건강한 외모에 대한
새로운 지표 조사

감각의 평가·계측기술

안전·쾌적한 이동성
안전·안심하고 일하는 보람이 있는 환경
실선 : 2010년 까지를 목표로 한 기술
점선 : 2010년 이후를 목표로 한 기술

실제로 접촉하고 있는 듯이
느끼는 기술

이번에 중간보고한「인간생활기술 전략」
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2006년 말에「인간생활기술 전략 2006」
으로 정리한
후에 향후 해당분야의 정책에 활용할 것이며, 2007년도 이후부터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등을 감안해서 개정
할 것이다.
http://www.met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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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궤도 정찰선(MRO),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

Tip
프랑스, 바이오연료의
바이오연료의 생산
생산 확대
확대 지원
지원
프랑스,

미항공우주국(NASA)은 2005년 8월 11일에 플로
프랑스는 최근 바이오연료 개발 허가와 함께 산업체들이 10개의 새로
운 바이오연료(디에스테르와 에탄올) 생산공장 건설에 10억 유로를
투자하면서 바이오연료 생산공장을 16개로 늘리는 등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다. 석유, 농업, 자동차 분야 업계와 프랑
스 정부는 2008년까지 연료 속에 바이오연료의 혼합률을 5.75 %까지
올리기 위해서 2005년말에 「프랑스, 바이오연료 개발 촉진」이라는
기치하에서 15개 대책을 채택한 바 있다.
2005년의 경우 50만 톤의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40만 톤, 에탄올
10만 톤)가 프랑스에서 소비된 4천만 톤의 연료 속에 혼합되었다.
2006년말까지 관련 산업체들은 110만 톤(디에스테르 95만 톤, 에탄올
15만 톤)의 새로운 생산 승인을 받았다. 2008년에는 바이오연료의
생산량을 3백만 톤(디에스테르 220만 톤)으로 계획, 2006년에 비해
3배로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CO2) 환산량 400~700만 톤이 절감될
것이다.

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화성 궤
도 정찰선(MRO)이 지난 3월 10일에 화성 궤도 진입
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NASA의 화성 궤도선들

MRO는 미국의 화성 글로벌 서베이어(MGS), 화성
오디세이(Odssey), 유럽의 화성 익스프레스에 이은

식물(씨리얼, 사탕무우, 옥수수, 사탕수수)이나 바이오매스(나무찌꺼
기, 밀짚)의 파생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은 기후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의 배출을 줄일 것이다. 바이오에탄올은 프랑
스에서는 그 형태 그대로 사용될 수 없고,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
된다. 디에스테르는 식물성 기름을 변형시켜서 제조되는데, 경유에
섞여서 사용된다.

정찰선으로 향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궤도를 보정하면

프랑스 정부는 바이오연료의 추가경비가 소비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오연료에 부과되는 국내소비세(TIC)의 일부
를 면제해 주는 지원책을 통해서 바이오연료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과 현재 물의 존재 위치를 알아내고 고해상도 카메라

서 화성 저궤도로 진입해 5년간의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MRO의 주요 임무는 화성 표면에서 물이 흘렀던 시간
를 이용해 지형 관측을 자세히 실시해 기존의 탐사선
보다도 10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대용량의 자료를 전
송하는 것이다. 또한 2007년에 발사될 나사의

INRA, 바이오연료의 수급원 개발 강조

- 밀, 옥수수,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제조는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므로 대책
이 요구됨.
-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이 0.5 %에 그치고 있어
향후 동식물 생산 유기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연료로는 기름을 얻는 씨(유
채), 곡물(밀), 덩이 줄기(사탕무우)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거의 개발되지 않았고, 또한 식량생산과 관계없는 상당량의
자원으로 나무와 짚과 인간의 오물과 같은 생물학적 찌꺼기로
부터 얻어지는 리그노셀룰로오스도 존재함.
- 바이오에너지, 특히 리그노셀룰로오스로 만든 연료 생산 관련
산업이 경제적으로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정된 영토에서
대량의 바이오매스를 지속적으로 동원해야 함.
- INRA(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 풍요로운 자원의 양적 증가와
함께 재활용에 대해 연구하면서 리그노셀룰로오스의 최고의
보고인 숲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함.

www.yahoo.fr

Phoenix Mars Scout와 2009년에 발사될 차세대 화
성 탐사차량 Mars Science Laboratory의 자료까지
중계할 예정이다.
MRO의 비행 일지
발사전 활동
2002년 ~ 2005년 8월

우주선 조립과 검사, 발사 장소로 이동을 포함한
임무 준비

발사 2005년 8월 11일

케이프케너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

항해
2005년 8월 ~ 2006년 3월

화성을 향한 비행
- 5억 km 비행
- 4번의 엔진 분사를 통해 궤도 변경

접근 2006년 3월

화성에 접근

화성 궤도 진입
2006년 3월 10일

화성 중력에 의한 우주선 포획

에어로브레이킹
2006년 3월 ~ 2006년 11월

과학 자료 수집을 위해 점진적으로 화성 저궤도 진입
- 현재의 늘어진 타원 궤도에서 2시간 정도 주기
의 원궤도로 정착
-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관측활동에 적합하
도록 계획되어 기존의 어떤 궤도선보다 낮은 고
도인 255~320 km 사이의 고도에서 유지될 예정

과학 임무 수행
2006년 11월 ~ 2008년 11월

지표, 지하, 대기에 대한 과학 자료 수집 및 전송

통신 중계
2008년 11월 ~ 2010년 12월

차세대 화성 탐사차량들에서 전송될 자료 중계

Techno Leaders’Digest

3

테크노 트랜드

제95호 2006년 3월 21일 (화) / 주간

면역반응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MRO의 6개 주요 과학 장비

카메라

HiRISE

자세한 지형 관측을 수행하고 작은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 과학 장치

CTX

HiRISE와 CRISM에 의해 제공되는 핵심 지형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 지역을 넓은 시야로 관측하는 데 도움
을 줄 카메라

MARCI

구름과 폭풍을 관측할 날씨 관측 카메라

분광기

CRISM

축구장 크기보다 작은 영역에서 오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수백 가지의 파장으로 구분해 물속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광물 확인, 광물지도 작성

복사계

MCS

화성 대기의 먼지 및 수증기 농도와 온도의 수직적
변화를 측정할 대기 단면 측정기

레이더

SHARAD

지하 1m 이상 깊이의 지하 암석층 확인 및 물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음파 레이더

** 에어로브레이킹이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방어장치로서 효과적이고
강력하지만 때로는 암세포나 병원체에 제대로 반응하
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체내에서 잘못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미
국 스크립스연구소 연구진이 필요에 따라 면역 반응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힌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면역 반응은 크게 내재 면역 반응과 적응 면역 반응

- 대기의 마찰을 이용한 우주선의 감속
- 에어로브레이킹을 이용해 궤도진입을 할 경우 70 %의 연료절약
효과를 가져옴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적응 면역 반응은 다시 항체에
의한 체액성 반응과 T 세포에 의한 세포성 반응으로
구별된다. 이 가운데 T 세포는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

각
우주선들이
보낸
과학
자료의
양과
MRO가
각
각우주선들이
우주선들이보낸
보낸과학
과학자료의
자료의양과
양과MR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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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송할
자료량의
비교
전송할 자료량의
자료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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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전송할
자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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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염된 세포나 병원체를 죽이기도 하고 싸이토카인
(cytokine)이라는 작은 단백질을 분비해 T 세포와 다른
면역 시스템의 활성을 조절하기도 한다.
인터류킨-2(interleukin-2, IL-2)는 싸이토카인의
일종으로 기억 T 세포라고도 불리는 CD8+ T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종양의 면역 치료법이나 백신
효과 향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IL-2는
CD4+ 조절 T 세포를 자극하여 반대로 기억 T 세포의

현재 NASA는 2020년을 목표로 유인 달 탐사 재개

활성을 억제하기도 한다. IL-2에 결합하는 단클론 항

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인 화성 탐사라는 야심찬 계획

체인 IL-2 mAb를 주입하면 CD8+ T 세포의 증식이

까지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유럽

촉진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항체가 IL-2에 결합할 때

우주국 및 러시아와 협력해 화성의 지형을 자세히 관

IL-2의 활성이 억제되어 CD4+ 조절 T 세포가 작용

측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우주여행이 인체에 미치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CD8+ T 세포의 증식이 촉진된다

영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새로운 추진 방식 및 최신의

고 생각해 왔다.

우주 왕복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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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궤도진입에 성공한 MRO가 화성을 정밀하게 탐사함

그러나 스크립스연구소 연구진은 IL-2 mAb의 효과

으로써 향후 계속될 유인 화성 탐사에 대한 준비도 철

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IL-2의 농도에 비례하여 나타

저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우주기술이 지

난다는 사실에 착안해 IL-2 mAb가 IL-2에 결합함으

속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꿈의 기술인 생명공

로써 IL-2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

학을 통한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되고 인간의 건강을

상시켜 CD8+ T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가

증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진다면 공상

설을 세웠다. 그리고 IL-2와 IL-2 mAb를 결합시킨 재

과학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던 행성 여행도 우리 세대

조합 단백질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 IL-2의 활성이 크

에서 실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게 증진되어 CD8+ T 세포를 무려 100배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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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시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와 같은 활성 증진

지식코디네이터 ch_ahn

효과는 IL-4/IL-4 mAB 복합체나 IL-7/IL-7 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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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M2.5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수록 단기 입원율도 증가했으며 가장 심각한 증

적절한 조합의 항체-싸이토카인 복합체를 투여함으로

세는 심장마비로, PM2.5가 10μ
g/㎥ 증가할 때마다 발

써 원하는 면역 반응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가

병률이 1.28 % 증가하였고, 미국의 동부지역 거주자가

능성을 이번 연구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복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체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싸이토카인의 활성을 증
진시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진은 항암

PM은 알러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이동시키

면역 치료법이나 골수이식 이후 T 세포 증식에 이 방법

는 역할도 한다.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미세입자와

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

바이오미세입자의 상호작용으로 면역글로불린E(IgE)

로 CD4+ 조절 T 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는 항체-싸이

이 늘어나고 알러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게 된다.

토카인 복합체를 통해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잘못된 면

따라서 PM10이 대기 중에 있는 꽃가루와 상승 작용을

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으킬 때는 천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이 증가

http://www.sciencemag.org

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지식코디네이터 knuchoi

또한 균류와 꽃가루 등과 같은 흡입성 바이오미세입

공기가 문제다 !

자(Bioaerosol)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환과의 상관관계
나 기상학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면 심혈관계

부족한 상태이다. 전체 대기 입자 수의 24 %정도와 부

나 호흡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존스

유 입자 질량의 5~10 %정도가 바이오미세입자라인

홉킨스대학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균류와 꽃가루의 세포 물질이
PM2.5 전체 중량의 4~11 %, 미세입자에서 유기 탄

대기 중 입자상 물질(PM)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
우 건강을 위협 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발표된 PM에 대한 연구결과는 미

소의 12~22 %를 차지하고 있다.
PM, 오존, 온도(T), 상대습도(RH),
호흡기 질병 효과 등의 복잡한 상관관계

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PM에 대해서 더욱 엄격
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입자상 물질 (PM : Particulate Matter)

- 일반적으로 PM10(공기역학적 직경이 10㎛와 동일하거나 작은
입자)과 PM2.5(공기역학적 직경이 2.5㎛와 동일하거나 작은
입자)로 구별됨.
- PM10 보다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PM2.5의 경우 허파에 영향
을 줄 수 있음.

그 밖에도 미세입자에 함유된 금속은 초목에 축적되
고 특정 균류와 개화 식물에게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연구진은 심장병 및 호흡기 질환이 대기 중에 있는

대기 중 흡입성 균류, 꽃가루, PM 및 오존 등과 대기

미세입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인구

온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

20만 명이 넘는 미국의 204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내티시에서 2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PM2.5,

6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999~2002년 사이에

PM10, 오존, 유기탄소, 특정 금속(카드뮴, 구리, 납

발생한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입원율을 조사했다.

및 아연), 온도 및 상대습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생물학적 오염물질과 비생물

조사결과, 입자물질은 허파에서 염증을 발생시켜 폐

학적 오염물질의 제곱미터 당 농도는 총균수 184~

질환을 가속화시키고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16,979 개, 총 꽃가루수 0~6,692 개, PM1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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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제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

64.17 ppb였다. 흡입성 균류와 PM의 농도는 가을과
여름철에 높게 나타났고, 이에 반해 전체 꽃가루수는
봄철에 높게 나타났으며, 오존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난 때는 여름과 초가을이었다.
미세입자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겪게 되는 황사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에게는 치명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지속

R. toxicus가 생산하는 코리네톡신(corynetoxins)이
함유된 애뉴얼라이그래스를 뜯어먹은 가축에게서 발생하는 증상

-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도록 자극해도 제대로 걷지 못함.
- 사지가 약해진 듯이 보이고 각 근육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뻣뻣해 보이
거나 부정확함.
- 달리다가 갑자기 무릎, 가슴 또는 머리를 찧고 넘어지기도 함.
- 쉬고 있을 때는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고 머리를 흔들거나 침을 흘리
기도 함.
- 결국 심한 경우는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켜 죽게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임.

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과 상
관관계를 나타내는 미세입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이고 및 엄격한 제한치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연구진은 서호주
및 남호주 일부 지역의 자연

http://www.eurekalert.org

생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식코디네이터 leekira

곰팡이 D. alopecuri의 애뉴
얼라이그래스 독성 감소 역

곰팡이는 곰팡이로 다스린다
곰팡이 독소증을 곰팡이로 통제

할에 주목했고, 이를 증명하
기 위해 포장시험과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시험을 실시

애뉴얼라이그래스 독성

Rathayibacter toxicus가 토양
Anguina funesta 선충에 부착

애뉴얼라이그래스
성장점으로 이동

애뉴얼라이그래스
이삭에서 증식(혹형성)

하였다. 구체적으로 ▶ 생물
Corynetoxin 생산

독소 Rathayibacter toxicus(R. toxicus)는 일년생

적 방제원인 곰팡이가 자연

식물 애뉴얼라이그래스(Lolium multiflorum)에 혹

적으로 정착한 라이그래스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서호

▶ 멸균한 밀 낟알에서 배양

주대학과 아델라이데대학의 공동연구진이 나선균

한 배양체 ▶ 포자 현탁액의 세 가지 접종원을 비율과

(Dilophospora alopecuri)을 이용해 R. toxicus의 억

처리시기를 달리해서 년간 1~3회 처리하였다. 연구

제 가능성을 3년간의 포장시험을 통해서 입증하였다.

첫해에는 세 종류의 접종원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축에 중독증 유발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2년째에는 처리효
유럽 남부가 원산지인 애뉴얼라이그래스 (또는 이탈

과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3년째에는 밀 접종원의 효과

리아라이그래스)는 미국에서만 매년 1백만 ha 이상,

를 확인했지만 방제력은 처리량에 반비례한 것으로 나

서호주의 약 4백만 ha와 남호주에서 대규모로 재배되

타났다.

고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작물로서 동절기에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 작물이다. 이 작물의 최적

이번 연구를 통해 D. alopecuri가 애뉴얼라이그래스

생육조건은 pH 5.6 이상이지만, 토양의 종류에 관계

독성을 관리하는 생물농약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

없이 잘 적응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력은 충분히 확인했지만 방제효과는 계절이나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

6

R. toxicus가 생산하는 코리네톡신 중독증을 줄이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곰팡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

위해서 농민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

기 위해서는 방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히 선택성 및 비선택성 제초제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평가와 경제성 분석과 같은 후속 연구들이 더 이뤄져

있다. 그러나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이 문제로 대두되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농민들은 여러가지 제초제들을 혼합해서 살포하

Plant Disease, vol. 90, p229-232

거나 새로운 작용점을 갖는 신규 제초제를 사용해야만

지식코디네이터 wee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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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경제연구소가 말하는
2010년 일본 IT 로드맵

NGN에 의한 IP 네트워크 통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라도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
고 있다. 2000년대 전반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인
프라 정비기간으로 고속대용량회선(브로드밴드)을 중
심으로 한 네트워크 기술에 큰 진보가 있었다. 2010년
에는 향후 출현할 다양한 단말과 센서를 어떻게 네트워
크에 접속, 서비스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테마가 될 것이다.

▶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증대
- 고속화가 진행되는 무선기술

디바이스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DVD 레코더,
MP3 등의 디지털 정보가전, 무선자동인식(RFID), 센
서 등과 같은 PC 이외의 디바이스가 다수의 네트워크

▶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저비용의 정보
시스템

에 접속되는 것이다.
비PC 단말의 확장

- IT 리소스의 유틸리티화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로 바뀌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 고도의 정보활용 실현
- 정보검색기술의 진화
- 시멘틱 웹의 실용화(데이터의 의미를 처리하는 기술의 등장)
- 콘텐츠 이용기술의 진화(휴대하는 웹의 실현)

고도화하는 정보활용기술

-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정보가전
AV(음향·영상) 가전의 가정내 네트워크가 실현되고, 냉장고와 세
탁기 등의 백색가전도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동작상황의 감시 및
가전을 제어하기 위한 S/W의 갱신 등이 이루어질 것임.

-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RFID
수발주 처리 및 재고관리의 효율화

▶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실현
-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IPv6의 보급
- IP를 사용해 전화, 데이터 통신을 통합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표준인 차세대 네트워크(NGN)의 실현

http://www.n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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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잘 추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뛰어난 무용가들에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냈다. 즉, 뛰어난 무용가들은 일반인들과 신

과 관련이 깊은 두 개의 유전자가 풍부하게

체적 능력의 차이를 보인는 것 보다는 사회성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영국의 레닝대학교

을 좋게 하는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것이다.

연구진들은 특이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과

연구진에 따르면, 선사시대의 우리 인류에

운동선수를 배제시키고 뛰어난 무용가들과

게 있어 춤추는 능력은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

그들의 부모 85명을 대상으로 다른 신체적 조

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고

건은 통제하지 않고, DNA를 추출해 인간의

한다. 혹독한 빙하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사회성과 행동을 관장하는 화학물질로 잘 알

「협동」
은 필수사항이었으며, 춤과 노래는「협

려진 세로토닌과 바소프레신의 양을 조절한

동」
을 위한 결속력과 유대감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 뛰어난 무용가들에 이 두 물질이 일반인

중요한 매개로 작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LiveScience.com

들보다 더 풍부하게 존재하다는 사실을 밝혀

HOT BOX

녹차의 효능은 무궁무진 ?
하루 녹차를 2잔 이상 마시면 인지 장애에 효과 있어…
일본 도호꾸대학에서 센다이시에 거주하는

통해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성분이 활

70~96 세의 남녀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성산소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신경세포의 손

녹차를 마시는 빈도 등의 식생활 실태와 기억

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임상실

력, 도형지각능력 등의 인지기능에 대해서 조

험으로 밝혀졌다.

사한 결과, 녹차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사
람은 일주일에 3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에 비

반면, 녹차를 하루에 2, 3잔 마시는 사람과

해 인지 장애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 간에는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아 하루에 2잔 정도를 마시면 효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인지 장
애의 원인으로 활성산소에 의한 뇌 신경세포

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손상이 중요하게 고려돼 왔는데, 이번 연구를

http://headlines.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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