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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008년부터 생체인식 ID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ID 카드에 포함

되는 정보는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와 지문과 얼굴 스캔 이미지, 홍체 스캔

이미지 등의 생체인증 정보이며, 이 정보들은 국가 ID 등록으로 명명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된다. 국은 생체인식 ID 카드 발급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정부 조달을 시작할 것이며,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 정부는 이번 계획이 온라인 신원사기(online identity fraud)를

근절하고, 보안을 향상시키며 서비스 속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머리카락은‘무통증 정 양검사’로 불릴 만큼 우리 몸의 양 상태를 정확히

반 한다. 머리카락은 일종의 저축 기관이기 때문에, 몸에 유익한 필수 양

미네랄의 결핍과 과잉된 상태 등을 알아내어 암, 당뇨 등 앞으로 나타날

질병이나 합병증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머리카락이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머리카락 10cm만 있으면 10개월 이내에 몸에서 일어난 건강

정보의 평균 데이터를 알아낼 수 있다. 특히 머리카락은 혈액이나 소변보다 10∼50배 정도

진한 농도로 미네랄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몸의 건강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사람 눈의 수정체는 20세가 되면 쇠퇴하기 시작해, 70세가 되면 원거리

시력이 심하게 약해진다. 색깔도 달리 보인다. 파랑색은 더욱 진파랑으로

보이고 노랑은 화려함이 줄어 보이고, 보라색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늙은 화가들은 짙은 파랑색과 보라색을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정체뿐만

아니라 눈동자도 늙는데, 흰자위는 칼슘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의 침착이 늘어나 누렇게

변하고 검은자위 역시 투명도가 떨어지고 색깔이 옅어진다. 눈동자의 변색이 심한 경우에는

각막을 염색하거나 염색된 조직을 이식하는‘눈동자 문신’을 시술하기도 한다.

눈동자도 나이가 들면 늙는다.

머리카락은‘무통증 정 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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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들은 지위에 따라 성실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슬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자손을 남길 확률이 높은 일벌들은 낮은 지위의 일벌들에 비해

훨씬 게으르다는 것. 즉 계급이 높은 녀석들은 여왕벌의 유충들에게 제공할

먹이를 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기 보다는 둥지에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가 여왕벌이 될

기회만을 엿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전적인 친족성이 가까운 말벌일수록 여왕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말벌의 행동을 주로 결정

하는 것은 친족성이 아닌 생식력이며, 미래에 자손을 생산할 가능성이 클수록 더 게으르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열이 높은 말벌일수록 게으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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