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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티타늄은 생체친화적 물질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피코-나노미

터(pico-nanometer) 단위의 친수성 (아쿠아티탄, Aqua Titan) 티타늄이 인체건강 및 기능분야에 

활발히 채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쿠아티탄으로 처리한 물질이 나타내는 특정 생리학적 

반응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체외(in vitro) 연구의 결과, 아쿠아티탄은 분리된 해마뉴런의 막전

위 및 장기상승작용을 조절함으로써 무통증(analgesia)의 메커니즘을 통해 통증의 기억(pain 

memory)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쿠아티탄을 인접하게 접촉해 처리한 

티타늄은 유전자 발현, 단백질 합성, 세포 성장, 일반적으로 배양된 근육 및 골세포의 세포부

착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 임플란트와 상처회복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강도 운동으로 피로가 유발된 인체 하퇴 삼두근에 아쿠아티탄으로 처

리한 테이프를 적용했을 때, 근육건 기능에 대한 신경근 제어와 달리기 효율 관련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입증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노출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행동반응 및 효과

에 따르면 아쿠아티탄은 가벼운 이완효과 혹은 스트레스억제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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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습니다. 또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아쿠아티탄 처리 물질은 뉴런세포와 기타 근골격 세포

의 성장 및 기능과 관련해 운동 이후의 근건반응과 스트레스에 대한 시스템반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워드: 아쿠아티탄; 활동전위; 장기강화 작용; 힘줄 순응도; 근건 기능;  

세포부착과 성장; 자율신경계; 피코-나노미터 단위 

 

 

 

 

 

1. 서론  

티타늄 금속은 낮은 비중, 생체친화력 및 높은 강도 대비 중량비율의 특성으로 

생물학적∙정형외과적∙치과용 그리고 조직재생 방면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최근 

티타늄은 고압수에 산소와 수소 혼합가스를 연소시키고 티타늄을 가연성 가스에 녹이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 고기능수(high-function water)에 용해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2]. 고유 티타늄 처리 

방식으로 피코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쿠아티탄(상표명)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티탄은 염료로 사용 시 섬유에 대한 흡착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복, 테이프 혹은 

기타 필수소재로서 아쿠아티탄은 기존 티타늄이 제공하던 생물학적∙환경적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티탄 처리된 소재에 세포와 조직을 노출한 실험결과, 생리학적 기능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아쿠아티탄의 생리학적 반응은 인체건강 및 기능관련 표현형에 

소규모에서 중간 정도의 표준 효과크기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코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티타늄 입자로 코팅된 소재에 접근시킴으로써 피라미드 신경세포의 안정막 전위와 

활동전위 흥분율이 감소하고 [3], 뼈모세포의 알칼리성 인산 가수분해효소의 활동성, 무기질 분포, 

골 관련 형질발현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러한 일련의 체외 실험결과들의 

공통점은 티타늄 혹은 티타늄 코팅 소재들이 항염 및 산화방지효과가 있으며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5-8]. 아쿠아티탄을 침투해 제조한 의복과 테이프는 

인간의 아킬레스 건 경도를 회복시키고 단기 지연반사 반응을 개선하며 [9], 남성 운동성수의 

고강도 언덕 달리기 후 회복 시 달리기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10]. 한편, 사무실 근로자들이 

아쿠아티탄 처리 소재가 붙여져 있는 방에서 일하고 자게 되면 스트레스 정도가 나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 본 문서는 아쿠아티탄 처리 소재가 세포 및 조직기능과 동물 및 인체활동에 

미치는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현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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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쿠아티탄 처리 소재가 건강 및 기능 표현형 관련 생리학적 반응 연구증거 

(두꺼운 화살표)와 향후 영향 (점선 화살표) 요약. 아쿠아티탄 소재의 생물학적 (회색), 

세포 및 조직 (녹색), 뉴런 및 행동적 (청색), 근골격 (오렌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표시돼 있음.  

 

 

 

 

 

 

 

 

 

 

 

 

 

 

 

 

 

 

 

 

 

 

 

 

 

 

 

 

 

 

 

2. 세포부착, 성장 및 기능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은 생물학적 시스템 내에서의 생물학적 이용도와 저항성 등의 장점으로 

외과적 이식 분야에 활발히 채용돼 왔습니다. 티타늄 소재 임플란트가 적합한 이유에는 표면 

토포그래피와 표면 chemical make-up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뒷받침됩니다 [12-14]. 세포반응에 

대한 위의 두 가지 특성의 중요도는 조직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티타늄 표면특성의 변화는 일반 골격근세포의 성장과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3]. 녹인 산화티타늄 (TiO2) 나노입자로 코팅된 티타늄 표면은 세포응집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원래 티타늄 표면의 산소량은 표면 토포그래피를 변경하지 않아도 아쿠아티탄에 

의해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특성이 생물활성도를 높이는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지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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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13]. 티타늄 코팅으로 표면의 화학적 특성을 변경하면 빈큘린 발현이 크게 상승됩니다 

(그림 2). 초점접착역 (focal adhesion) 단백질로써 빈큘린은 세포 구조적∙생체역학적 특성을 

향상시켜 [17, 18] 세포부착 및 점착뿐만 아니라 세포모양 및 골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5, 16]. 또한, 기타 구조단백질 (i.e., 콜라겐 I, III, 미오신, 트로포닌 T)의 형질발현과 

근아세포의 분화 및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13]. 연구결과 일반세포 배양의 초기단계에서만 

표현형의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관찰됐으며, 아쿠아티탄의 장기적 효과와 조직수준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됩니다. 

그림 2. 조골세포를 티타늄 표면에 씨딩한 후 24시간 동안의 초기 스프레드, 세포골격 

배열, 초점접착역. 아쿠아티탄 처리 코팅 없음 (왼쪽), 아쿠아티탄 처리 코팅 (오른쪽). 

세포의 공초점 현미경 이미지에는 로다민-팔로이딘으로 염색된 세포골격 

액틴필라멘트 (적색)과 안티-빈큘린 (녹색)이 나타나 있음. 아쿠아티탄 처리된 티타늄 

표면의 세포는 더 성장돼 세포질 투영이 크게 나타남. 또한 세포의 액틴과 빈큘린의 

발현이 빠르고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티타늄에서 조골세포를 배양하면 고분자 기반의 배양보다 세포 부착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19]. 

이와 유사하게 골격형성 세포 (조골세포)의 다기능성은 티타늄만을 처리한 경우보다 

아쿠아티탄을 처리한 경우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골수에서 채취한 조골세포를 

아쿠아티탄으로 코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각 각 배양한 결과, 기질의 표면 

포토그래피와 상관없이 아쿠아티탄 처리 코팅의 두께가 피코에서 나노 크기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조골세포 활성도가 우수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20]. 아쿠아티탄으로 처리한 티타늄 

표면의 일반세포에서 세포부착, 형질발현 및 무기화 정도가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개선된 

특성들은 아쿠아티탄 코팅에 의해 표면 산소가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티타늄 

기반 소재는 치아 뼈를 고정∙회복∙연결하고 재생하기 위한 임플란트 장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격형성에 대한 조골기능은 아쿠아티탄으로 처리한 바이오재료에 인접한 

경우 향상되며 이로써 관련 임상절차의 결과를 개선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신경반응 

티타늄과 신경 간에는 긴밀한 생체적합성이 존재합니다: TiO2는 유수신경의 구조 혹은 

기능을 변형하지 않고 [21], 티타늄 금속은 임플란트와 신경과 직접적으로 접촉해도 신경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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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지 않습니다 [22]. 피부용 테이프에 적용된 아쿠아티탄 역시 뉴런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음이 입증됐습니다 [3]. 티타늄-루타일 배양 결과, 전형적인 축삭돌기가 형성됐으며 CNS 

뉴런의 생존율은 우수했습니다 [5]. 이로써 티타늄이 CNS 임플란트에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아쿠아티탄 처리된 테이프를 경미한 무통증 피부에 적용해 잠정적 신경반응을 관찰한 일회성 

보고서를 조사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생리적 통증 메커니즘 원리를 체외 세포반응을 통해 

관찰한 결과 [3], 플라시보 테이프와 달리 아쿠아티탄 테이프는 투여량을 기준으로 쥐 해마의 

피라미드 뉴론에 장기상승작용 (LTP, Long-Term Potentiation)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3). 이 연구에서 테이프를 뉴런세포의 바로 아래에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실험을 척수 배측각의 통증 진행경로에서 진행한 결과, 아쿠아티탄 

처리된 테이프는 배측각에서 LTP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추 통각과민을 발생시키는 세포 

메커니즘의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23]. LTP 악화의 정도는 아쿠아티탄 처리 직물 

(테이프)의 농도에 따라 상이했으며 가장 높은 농도에서 손상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뉴런에서의 

아쿠아티탄 매개효과는 아쿠아티탄 처리 테이프와 세포 사이에 납판을 위치시킴으로써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고유한 방식으로 제공된 티타늄은 시냅스 가소성을 

손상시켜 통증 기억 형성에 대한 감각정보가 감소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신경이 순수한 티타늄 임플란트와 접촉했을 때 

복합활동전위가 변경되는 데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22], 물에 녹인 아쿠아티탄의 

chemical make-up는 안정막 전위 및 활동전위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초기연구로 아쿠아티탄 처리 테이프가 신경독성 혹은 부작용 없이 통증을 

경감하는 데 유용하다는 중요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림 3. 쥐 CA1 해마 피라미드 뉴런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아쿠아티탄 (ATT) 농도에 

담그고 코팅한 테이프와 플라시보 테이프에서 보이는 반응: (A) 100Hz 자극에 대한 

장기강화 작용; (B) 안정막 전위; (C) 활동전위 발생빈도의 주파수.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전체 실험에 총 12개의 해마 슬라이스 사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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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속  

 

 

 

 

 

 

 

 

 

 

 

 

 

 

(B) (C) 

 

4. 근건 및 골격근 기능  

아쿠아티탄은 외과적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소재 테이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로한 운동 이후 인체 근건 기능의 회복을 개선한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고강도 달리기 후 회복기간 동안 아쿠아티탄 처리 소재를 적용하면 double-blind 플라시보에 

비해 관절 가동범위 [9, 24], 지연반응 시간 (반사 반응), 아킬레스의 건 경도 [9], 달리기 효율 

[10]의 회복이 증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4). 

일회성 보고서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으로 발생한 통증 혹은 긴장 부위 피부 주변에 

아쿠아티탄 처리 테이프나 패치를 적용하게 되면 근육과 관절강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쿠아티탄 처리 의복의 근골격계 기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전 생리학 

작용에 관한 가능한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24]. 근육과 힘줄에 대한 

가능한 생리학적 효과를 밝히기 위해 전신 폴리에스터-나일론 의복을 아쿠아티탄으로 

처리했고 이를 운동 후 티타늄이 달리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48-72시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9, 10, 24]. 흥미롭게도 고관절 굽힘 및 늘림과 발목의 저측굴곡에서 뿐만 

아니라 어깨에서도 관절가동범위가 확대된 것이 관찰됐으며 [24], 이는 근건 스트레스와는 

별개로 아쿠아티탄이 전체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쿠아티탄 처리 

소재에 노출되면 관절 유연성이 개선된다는 점 역시 건 기능 변화의 결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24].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관한 신경∙근건 혹은 기타 생리학적 메커니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Rowlands는 아쿠아티탄 처리 소재를 피부에 접촉하면 근골격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9]. 오르막길/내리막길을 설정한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한 후 회복되는 시간 

동안 하퇴 삼두근에 마이크로티타늄을 침윤한 접착테이프를 적용한 결과, 회복과 발목 

저측굴곡의 관절 가동범위 내 피로유발이 감소 및 아킬레스 건 경도가 기준치 (baseline)으로 

복원될 때 까지 48시간이 소요됐으며 하퇴 삼두근의 단기 지연반응에 대해 효과크기가 크게 

감소한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신경근의 반사반응이 촉진됐음을 제시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단기 지연반응은 수용기의 흥분성 및 억제성 인풋 (input)들의 균형 정도가 

 

 

 



J. Funct. Biomater. 2014, 5                                                                                                                       7 

 

 

 

좌우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동뉴런의 흥분성을 조절합니다 [25]. 반사반응의 감소 [9]는 

반사궁을 통한 신속한 신경전도를 나타내며, 이는 말초운동제어를 개선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말초반응은 구심성 피드백 네트워크를 통해 중심 신경중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커니즘으로 순환이동 시 자세균형이나 근건접합 단위의 수축효율의 개선도 가능합니다 [26]. 

 

그림 4. 하퇴 삼두근-힘줄 및 전신을 감싸는 아쿠아티탄 처리 의복에서의 아쿠아티탄 

터리 테이프의 영향. 격렬한 달리기 운동에서 회복되는 48시간 동안 (A) 아킬레스건 

탭에서 측정한 단기 지연반응 (B) 발바닥 굴근의 관절 가동범위 (ROM, Range of Motion) 

동력측정 [9]; (C) 달리기 이후 신진대사 비용.  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통제군이 p < 0.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는 사전수치 이후의 차이, 

#는 반복된 측정으로 혼합선형모델 ANOVA를 통해 얻은 전체적인 처리의 효과에 

따른 모든 달리기 과정에 대한 차이. 효과크기는 단기 지연반응에는 크게 ROM과 

신진대사 비용에는 작게 주어짐.  

 

 

 

 

 

 

 

 

 

 

 

 

 

 

 

 

 

 

 

 

 

 

 

 

 

아쿠아티탄의 빠른 단기 지연반응은 조직적응과 별개로 보행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반사지연은 수축과 관련된 신전 (stretch) 시 스핀들을 활성화함으로써 근육-힘줄의 복소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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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stiffness)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7, 28]. 건 경도는 그 자체로 구심성 피드백에 영향을 

미칩니다 [27]. 뿐만 아니라, 근육 스핀들과 골지 건 기관의 그룹 II 구심성 신경 피드백은 기계적 

효율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 아킬레스건이 사전 신전 되지 

않는 달리기와 같은 움직임에서 건 경도를 유지하는 것은 피로로 인한 수축성 단위의 기능을 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줄 순응도 혹은 신경근의 동적기능 상의 변화는 달리는 동안의 

수축 기능 개선에 대한 핵심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26], 신진대사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운동 시 그리고 수축성 강성도의 미세한 신경조절 시 

아쿠아티탄의 조절에 관한 차후 연구가 요구됩니다. 

신경근건 기능을 변화시키는 아쿠아티탄의 피부접촉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몇 몇의 

가능한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쿠아티탄 의복을 착용해 열쾌적이 상승된 주자들의 

경우에는 [24], 열 전도가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티타늄/알루미늄/바나듐 합금에서 티타늄은 5.8 W•m−1•K−1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도율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열전도율 0.6W•m−1•K−1). 그러므로 아쿠아티탄 처리 소재의 

티타늄 입자는 조직 내에서 히트싱크 (heat sink)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열은 생리학적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고체온에서 근육은 힘을 덜 생산하게 되며 [31], 건 

경도가 감소하고 [32], 신경기능은 손상됩니다 [33]. 그렇기 때문에 골격근과 힘줄 온도에 따른 

아쿠아티탄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축 시 일관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소재의 열전도율 변화가 운동 반사지연, ROM 및 건 경도 유지 개선의 영향을 

설명해 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 기능의 회복과 달리기 신진대사 효율 회복의 향상과 관련된 아쿠아티탄의 역할에 

대한 두 번째 메커니즘은 손상된 골격근 구조의 신속한 회복 혹은 재생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격렬한 원심성 운동에는 골격근섬유의 손상이 동반됩니다 [34, 35]. 이러한 조직손상은 보폭을 

줄임으로써 보행의 효율과 [34] 관절 가동범위 [36] 및 무릎 신전토크 [35]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수축기능과 달리기 효율을 축소합니다. 장거리 달리기로 인해 초래되는 Type-I 

근섬유 손상은 Type-II 섬유의 상대적 점증을 가중합니다. Type-II 전형 미오신 ATPase 

(Adenosine Triphosphatase) 동형은 Type-I보다 단위 힘 생산(force production) 당 1.6에서 2.1배 

많은 ATPase를 필요로 하고 [37]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산화적 인산화 작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쿠아티탄을 사용으로 준최대 운동 시 낮은 분당 환기량 (4%)이 관찰됐습니다. 분당 

환기량은 전위근육 구심신경에 의한 근육 수축을 동반하기 때문에 [39] 낮은 분당 환기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Type-II 섬유 점증을 위한 생리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38]. 조직학적으로 

손상된 근육은 근분화 확대에 따른 상처 치료 반응과 관련된 염증반응으로 인해 회복과 적응적 

재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40].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Ishizaki et al.에 따르면 세포 배양 시 

아쿠아티탄 처리 고무는 근원섬유 요소의 발현을 상향조절하고 미오사이트와 조골세포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13]. 이러한 메커니즘이 체내에서 활성화 됐다면 골격근의 세포 및 조직재생의 

가속화로 손상을 주는 운동 후 근골격 수축기능이 더 빨리 복원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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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동반응과 심리적 반응  

아쿠아티탄 처리된 벽과 바닥재 및 의복에 일부 노출되게 되면 국소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 

생리학적 및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oi et al.은 쥐들을 벽의 

내벽과 외벽을 아쿠아티탄 처리 고무 시트로 만든 케이지와 티타늄이 포함되지 않은 고무 

시트로 만든 케이지 (플라시보)에 넣어 중추신경계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41]. 심박변이도의 

파워스펙트럼 분석과 소변 내 노르아드레날린 감소치를 측정한 결과, 아쿠아티탄이 처리된 

경우에서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 활동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5). 또한, 

티타늄 케이지의 쥐들은 수면 중 하우징 변경에 대한 자발적 흥분 (spontaneous activity)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e., 수면시간의 연장), 케이지의 고무시트를 알루미늄으로 감싼 

경우에는 자발적 흥분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우징 변경은 쥐들을 흥분시켜 

케이지 내에서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2]. 이 

실험으로 아쿠아티탄 환경에서의 노출은 생리학적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설치류의 

행동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 아쿠아티탄 처리된 케이지가 케이지 변경과 소변 내 노르아드레날린 수치 

변경에 대해 자발적 흥분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 흥분은 낮 시간 동안 동물 운동수를 

통합한 숫자로 12시간 단위로 측정함.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는 24시간 측정에 걸친 총 

수치를 의미.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고  n=8. *통제군이 n <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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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일한 연구그룹에서 인간에 대해 유사한 완화작용의 조기 증거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 24명의 남성 사무직 종사자 집단을 무작위로 뽑아 설치류를 연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41] 아쿠아티탄 고무시트로 벽과 바닥이 코팅된 방과 티타늄 요소가 없는 

플라시보 방에서 각 각 잠을 자게 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기준치 측정을 

위해 해당 노동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종일 근무 후 대상자들은 클리닉으로 돌아가 

개별적으로 마련된 실험실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이러한 노동-수면 패턴을 5일간 반복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에 측정한 혈청 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농도는 기준치보다 81%, 코티솔의 농도는 

기준치보다 36%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쿠아티탄 그룹에서는 그 변경치가 

작았습니다. 심박동 변화로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측정했고, 심실 탈분극 (R-R 구간 데이터) 간 

시간의 파워 스펙트럼 분석 결과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아쿠아티탄 방에 머물렀던 실험자들의 파워 

스펙트럼 비율이 기준치 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 -27%). 반대로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깨어 있는 시간과 수면 중에서 모두 주목할 만한 변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아쿠아티탄으로 처리된 방에서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코르티코이드 관련 결과를 강하게 지지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한 스펙트럼 분석으로 업무종료 후 낮 시간 동안 플라시보 그룹에서 교감신경 

활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아쿠아티탄 그룹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고 기저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기분상태 척도 (POMS, Profile of Mood States) 검사를 

통해 아쿠아티탄으로 처리된 방에 기거한 5일 동안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분노-적대감 지수에 

대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감소가 관찰됐고 활동력 지수는 증가했으며 긴장-불안 및 

분노-적대감 요소는 줄어들었습니다 [11]. 관찰 결과로 아쿠아티탄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노출되는 것은, 낮 시간 동안에는 과도한 완화를 유발하지 않으나, 야간에는 자율신경조절과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적절히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자들이 아쿠아티탄 

처리된 벽 및 바닥에 밀착해서 수면을 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쿠아티탄은 인체에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배양접시 아래에 아쿠아티탄 처리 

테이프를 부착했을 때 피라미드 뉴런에 효과가 나타난 것을 입증한 Korte의 체외 실험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아쿠아티탄 노출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아쿠아티탄 처리된 의복을 훈련된 남성들에게 고강도 

축구경기 후 회복단계에서 5일간 착용하게 함으로써 밝혀진 바 있습니다 [24]. 회복 사흘 차에 

대상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DALDA (Daily Analyses of Life Demands in Athletes) 증상을 

적게 호소했으나 POMS 평가에 대한 분노와 존중감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쿠아티탄 

처리 하에서 실험 사흘과 나흘 차에 전체적인 웰빙에 대해 고조된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틀과 닷새 차에는 이러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아쿠아티탄의 스트레스 

억제 효과 정도는 [11, 24]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위 내에서는 (4% - 

66%) 운동, 명상 및 식이보충제를 사용한 대상자들은 POMS 테스트 시 기분이 개선된 것이 

관찰됐습니다 [43].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쿠아티탄 처리 소재에 근접하게 노출될 경우 일어나는 행동적 효과에 

대한 일회성 보고서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생존과 

직결되는 심혈관∙신경내분비∙통증∙행동반응을 아우르는 결과이기 때문에 건강과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원인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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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또한, 불면은 중추신경을 방해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과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45, 46]. 

 

 

6. 결론  

아쿠아티탄이 뉴런과 교감신경, 쥐와 인간의 완화작용 및 근건 기능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과 기능개선에 대한 일부 가능성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티탄 처리 

테이프가 동반하는 장기강화작용의 감소와 피라미드 뉴런의 안정막 전위 변화 통증의 기억 

감소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경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쿠아티탄은 신경근 경로를 통해 관절 강직과 관절 가동범위 조절합니다. 

그러므로 아쿠아티탄이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의 막전위에 대해 가지는 유사한 효과는 

신경활성도를 변화시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생리학적 반응 

(e.g., 혈압과 혈류)에 대한 효과를 상승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포성장과 근골격 

효율 개선에 대한 증거는 아쿠아티탄이 강도 높은 운동으로 피로를 유발하는 운동으로부터의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다만 아쿠아티탄으로 처리된 주거 및 

업무공간과 착용 가능한 의복 및 테이프에 장기 노출에 대한 효과 규모와 임상적 의의 등은 

차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 및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 역시 아쿠아티탄 적용에 대한 증거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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