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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9세 어린이의 하루 평균

야외 활동 시간은 34분으로 미국 어린이

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79세 어린이의 경우 야외 활동시간

은 36분에 불과했지만 학교 외 학습시간

은 1시간이넘은것으로조사됐다 학원에

다니고 TV시청이나 게임을 즐기는 어린

이가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이같은조사결과를

담은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을 발간했

다

이 핸드북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8000여명을

성나이연령별로나눠 23개의 노출계수

로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노출계수는 환

경오염물질노출량평가를위한다양한변

수를말한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39세 어린이의

평일야외활동시간은하루평균34분으로

미국어린이(119분)의 29% 수준에불과했

다 캐나다 어린이(100분)와 비교해도

34%수준이다

이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의실내활동

시간이 많은데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영어

학원등에다니는어린이가많아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어린

이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으로분석된다

실제로 79세 어린이의 실외 활동시간

은36분에불과했지만 학교외학습시간은

1시간이 넘었다 TV 시청시간도 1시간이

넘었으며 컴퓨터게임및인터넷검색시간

도 34분에 달했다 밖에서 놀기보다는 TV

나컴퓨터게임을훨씬즐긴다는것이다

하루동안들이마시는공기의양인호흡

률의경우우리나라어린이는미국에비해

다소 낮았으나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값

을 기록했다 호흡률은 호흡기로 유입되

는 유해물질의 노출량을 평가할 때 활용

된다

56세호홉률의경우우리나라가평균

108㎥일이었으며 일본은 99㎥일 미

국은 1216㎥일이었다

손과물건빨기행동양상의경우2세이

하에서 손 빨기는 1시간당 39회 물건 빨

기는 44회였다 빨기 행동의 지속 시간은

시간당 6분에서 8분 30초 정도로 미국 어

린이의 11분에비해다소짧았다

이는우리나라어린이가손이나물건을

빨경우부모나교사들이적극적으로제지

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환경과학원관계자는분석했다

우리나라 12세 어린이의 하루 식품

섭취량은 곡류 235g 채소 78g 과일류

109g 육류 19g이었다 반면에미국12

세 어린이의하루식품섭취량은곡류 64

g 채소 69g 과일류 62g 육류 41g 등이

었다

우리나라어린이는미국과비교해곡류

와 과일류 섭취량은 각각 37배 18배 높

고 육류 섭취량은 46% 수준으로 낮은 편

이었다 채소섭취량은큰차이가없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유해물질에무의식중에노출되고신경면

역생식 기관 등의 발달이 불완전해서 환

경오염물질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만큼

어린이노출계수를체계적으로관리할필

요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물질제품관리 환경기준설정등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은 국내 주요

연구소 대학교 도서관등에배포되며 국

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library

niergokr)에도공개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시

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농

부장터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

린다

광주시 남구 대촌지역 등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복잡한유통단계를거

치지않고장터에선보이게돼소비자와

생산자모두에게적잖은도움이될것으

로기대된다

광주 남구는 오는 12일 빛고을노인건

강타운체육관앞광장에서 로컬푸드농

부장터개장식을열고장터를본격운영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터는 10월까지

매주수요일과목요일양일간열린다

로컬푸드 농부장터에서는 남구를 비

롯한 화순 나주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

산농가 30여곳이직접재배한농산물을

만날수있다상추 배추등엽채류와근

채류 과채류 곡류 농산물가공식품등

80여품목이판매된다

소비자들은이 판매대에 놓인 농산물

을 누가 언제 생산한 것인지 상세한 정

보를 안내받고 구매할 수 있다 무엇보

다장터에선보이는농산물이복잡한유

통단계를거치지않은탓에품목별로차

이는있지만시중유통가보다 1030%

가량저렴하게판매될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친환경 농가와

주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도록 농부장터

를운영하겠다고말했다

한편남구는올해하반기진월동국제

테니스장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준

비하고있다 문의 0626072721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국립환경과학원의조사결과우리나라39세어린이의하루평균야외활동시간은34분으로 미국어린이(119분)의 3분의 1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광주일보자료사진>

TV로 세상을배우는아이들

39세 바깥활동하루 34분
미국 3분의 1 수준방과후공부TV 시청은 1시간넘어

국립환경과학원 어린이 유해물질민감체계적관리할것

친환경 농부장터 내일 빛고을노인타운서

10월까지매주수목

운동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치

명적인 질환인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

경화증)이살충제를포함 3가지환경독

소노출과연관이있다는연구결과가나

왔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과대 루게릭병클

리닉의 스티븐 가우트먼 박사는 살충제

인시스클로르단곰팡이제거제인펜타

클로로벤젠 난연제(flame retardant)

인 폴리브로미네이트 디페닐 에테르

(PBDE) 노출이 루게릭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

데이 뉴스와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9일

보도했다

루게릭병환자 156명과 일반인 128명

을 대상으로 직장과 자택에서의 환경독

소노출을조사하고혈액검사를통해모

두 122가지의 환경독소 혈중수치를 측

정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가우트먼박사는말했다

살충제 시스클로르단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루게릭병 위험이 6배나

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곰팡이 제거제 펜타클로로벤젠에 많

이 노출된 사람은 루게릭병 발병률이 2

배 가구와 직물 제품에 난연제로 쓰이

는 PBDE노출된사람은 27배높았다

이 밖에 군 복무도 루게릭병 위험 증

가와연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

유는 알 수 없다고 가우트먼 박사는 말

했다

510%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한

다 유전적 요인 중 약3분의 1이 C9orf

72라고불리는유전자변이다 연합뉴스

美연구팀 살충제계속노출되면루게릭병위험 6배

 어린이 실외 활동 평일 하루 평균시간 비교

20132015년 18세이하어린이청소년8000명조사

자료국립환경과학원

100분
119분

34분

미국 310세 캐나다 10세이하 한국 39세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외 활동이 많아

지는봄철야생진드기에물려발생하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야외활동시

피부노출을최대한줄여야한다고권고

했다고 10일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SFTS는

제4군법정감염병으로야생동물에기생

하는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된다

감염되면 3840도 고열이 310일간

지속되고구토 설사 식욕저하등위장

관계증상이나타난다

심할 경우 혈소판이나 백혈구가 감소

하거나 근육 경련착란 등의 신경증상

혼수상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감염 후

12주 이내에 혈소판 농도 및 장기 기

능이정상으로회복되지않을경우 70세

이상노령층은사망에이를수도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해 79건이발생해 21명이사망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36건 55건

이 발생해 17명과 16명이숨졌다 올들

어서는 지난달 12일 제주에서 첫 환자

발생이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작은소참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분포하기

때문에 정해진 탐방로와 산책로를 이용

해야 한다면서 야외 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옷을입어피부노출을최소화해

야한다고말했다풀밭에서는옷을벗

어 두거나 눕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하

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몸을 씻고 입었

던옷을세탁해야 한다고국립환경과학

원은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

피부노출줄여야생진드기감염예방을
환경오염물질 농도와 체중 호흡률 노

출기간빈도등변수를조사한값으로제품관

리 환경기준설정등에쓰인다

노출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