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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World, Big Impact

Louis Pasteur, the great French chemist, became so 

preoccupied with bacteria that he looked critically at 

every dish placed before him with a magnifying 
놓 여 있 는

glass. In fact, it does not make sense to try to hide 
말이 안된다

from these very tiny organisms, for  they are on and 
because

around you in numbers you can't imagine. 

Even if you are in good health and careful about 

hygiene, you have about a hundred thousand of 

them on every square centimeter of your skin.
일 제곱센티미터

Bacteria are found everywhere on Earth from the 

tallest mountain to the deepest part of the ocean. 

The air is full of bacteria. Certain bacteria spend 

their whole lives in the atmosphere, growing and 
자 라 고

reproducing in the clouds.
번 식 한 다

 Though bacteria measure just a few micrometers, 
수치가  ~이다

they have a huge impact on humans. Some bacteria 

prove life-threatening when they infect the 

respiratory system or weaken digestive health. 
호 흡 기 관 의 약 하 게 하 다

However, in many ways, people depend on 

bacteria. They ar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oxygen, food, and medicine as well as 

environmental cleanup and recycling. Here is a brief 

look at the effects of bacteria on your life.

번역

위대한 프랑스 화학자인 Louis Pasteur는 박테리

아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서 현미경으로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접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사

실 이 작은 유기체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것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의 몸과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여러분이 건강하고 위생에 신경 쓴다고 하더

라도 여러분은 피부에 일 제곱센티미터 위에 약 십

만 마리를 가지고 있다. 가장 높은 산이건 가장 깊

은 바다건 간에 박테리아는 지구 곳곳에서 발견된

다. 공기는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다. 어떤 박테리

아는 대기 속에서 그들의 삶 전체를 보내는데 구름 

속에서 자라고 번식한다.

 비록 박테리아가 단지 몇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지

만 박테리아는 인간에게 큰 영향을 안겨준다. 일부 

박테리아는 그것들이 호흡기 시스템을 감염시키거

나 소화 건강을 약하게 할 때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

로 밝혀진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사람들은 박테리

아에게 의존한다. 박테리아는 환경적인 청소와 재

활용뿐만 아니라 산소와 음식 그리고 약을 생산하

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박테리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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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using Diseases

Some bacteria cause a variety of diseases, 

including ear infections, food poisoning, and strep 

throat. Some bacteria damage body cells directly. 

Strep throat is caused by bacteria that go into the 

cells in your throat. Other bacteria damage cells 

indirectly by producing a toxin. 

For example, if the bacteria that cause tetanus get 
 파 상 풍

into a wound, they produce a toxin that damages 

the nervous system. Antibiotics are widely used to kill 

harmful bacteria. The best way we can fight off 

harmful bacteria, however, is to maintain good 

hygiene, eat healthy meals, exercise, try not to 

become stressed, and stay away from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illnesses. 

Bacteria are everywhere, and simple things such as 

washing your hands regularly can prevent many 

bacteria from infecting your body systems. The body 

has its own natural defenses against harmful 
방 어 체 계

bacteria, so keeping your body healthy and stress-

free allows the body to fight off many of the 

bacteria that we are exposed to.

1. 질병의 원인

 

일부 박테리아는 귀 감염, 식중독, 그리고 패혈성 

인두염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일부 

박테리아는 직접 체세포에 손상을 입힌다. 패혈성 

인두염은 목구멍에 있는 세포 속으로 들어간 박테

리아에 의해 생긴다. 다른 박테리아는 독성을 만들

면서 간접적으로 세포에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 만약에 파상풍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상처에 들어가면 그들은 신경계를 손상하는 독성을 

만들어낸다. 항생제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곤 했다. 하지만 해로운 박테리아

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식을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

스를 받지 않고,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과 멀리하는 것이다. 

박테리아는 곳곳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많은 박테리아가 여러분

의 신체 시스템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몸

은 해로운 박테리아에 대해 자연적인 방어체계가 

있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유지하는 것은 몸이 우리에게 노출된 많은 박테리

아와 싸울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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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xygen Production

Would it surprise you to learn that the air you breathe 

depends in part on bacteria? As autotrophic bacteria 

use the sun's energy to produce food, they also 

release oxygen into the air. Billions of years ago, 

there was little oxygen in the earth's atmosphere. 

Scientists think that autotrophic bacteria must have 

added oxygen to the atmosphere in the distant past. 

Today, the distant offspring of those bacteria help 

keep oxygen levels in the air stable.

3. Environmental Cleanup

 Can you imagine having a bowl of oil for dinner 

instead of soup? Well, some bacteria prefer the oil. 
대 신 에

They transform the poisonous chemicals in oil into 

harmless substances. Scientists have put these 

bacteria to work cleaning up oil spills in oceans and 
길음 유 출

gasoline leaks in the soil under gas stations.
기 름 유 출 주 유 소

2. 산소 생성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도 부분적으로 박테리아

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

을까? 독립 영양 박테리아는 먹이를 만들기 위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한 공기 

중에 산소를 배출한다. 수십억 년 전에 지구 대기에

는 산소가 거의 없었다. 과학자들은 옛날에 독립 영

양 박테리아들이 대기 중에 산소를 더했음이 틀림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그런 박테리아의 먼 후손

들이 대기 중의 산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환경적 정화

 수프 대신에 저녁으로 기름 한 사발 먹는 것을 상

상할 수 있는가? 아니, 일부 박테리아는 기름을 선

호한다. 그들은 기름 속에 있는 독성의 화학물질을 

해가 없는 물질로 변형시킨다. 과학자들은 이런 박

테리아가 바다에서의 기름 유출과 주유소 밑 땅속

으로 흘러들어 가는 기름 유출을 깨끗이 청소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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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vironmental Recycling

 If you recycle glass or plastic, then you have 
재 활 용 하 다

something in common with some heterotrophic 
공 통 점 이 있 다 영 양 의

bacteria. These bacteria, which live in the soil, are 

decomposers - organisms that break down the large 
분 해 자 유 기 체

chemicals in dead organisms into small chemicals.

Decomposers are nature's recyclers. They return 
재 활 용 자 들 되돌려 보내다

basic chemicals to the environment for other living 
화 학 물 질 들 이

things to reuse. 
재사용하다

For example, the leaves of many trees die in 

autumn and drop to the ground. Decomposing 

bacteria spend the next months breaking down the 
분 해 하 다

chemicals in the dead leaves. The broken down 
분 해 된

chemicals mix with the soil and can then be 
섞 이 다

absorbed by the roots of nearby plants.
흡 수 된 다 근 처 의

 

Another type of recycling bacteria, called nitrogen-
재 활 용 질 소

fixing bacteria, help plants survive. Nitrogen-fixing 
고 정

bacteria live in the soil and on the roots of certain 

plants, such as peanuts and peas. These helpful 

bacteria transform the nitrogen gas from the air into 

nitrogen products that plants need to grow. On their 

own, plants cannot use the nitrogen present in the 

air. Therefore, nitrogen-fixing bacteria are vital to 

plants' survival.

4. 환경적인 재활용

 

만약 여러분이 유리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여러

분은 어떤 종속 영양 박테리아와 공통점이 있다. 흙 

속에 사는 이런 박테리아는 분해자, 즉 죽은 유기체 

속에 있는 커다란 화학물질들은 작은 화학물질들로 

분해하는 유기체이다. 분해자들은 자연적인 재활용

자들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화학물질들을 다른 생

명체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돌려 보낸

다. 

예를 들면 많은 나뭇잎은 가을에 죽고 땅으로 떨어

진다.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죽은 잎에 있는 화학물

질을 분해하면서 그다음 달을 보낸다. 그 분해된 화

학물질들은 토양과 섞이고 근처에 있는 식물 뿌리

에 의해 흡수된다.

 

질소 고정 박테리아라 불리는 또 다른 유형의 재활

용 박테리아는 식물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질소 고정 박테리아는 흙 속에 그리고 땅콩과 콩과 

같은 어떤 특정한 식물의 뿌리에 산다. 이런 유익한 

박테리아는 대기 중의 질소 가스를 식물이 성장하

는 데 필요로 하는 질소 생성물로 변형시킨다. 스스

로 식물들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사용할 수 없

다. 그래서 질소 고정 박테리아는 식물의 생존에 있

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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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od Production

 

Do you like cheese or pickles? Helpful bacteria 

produce these foods and more. For example, 

bacteria that grow in apple cider change the cider to 
사 과 즙 즙 을

vinegar. Bacteria that grow in milk produce dairy 
식 초 유 제 품

products such as yogurt and sour cream.

 

However, some bacteria cause food to spoil when 
상하게 하다

they break down the chemicals in the food. Spoiled 
분 해 하 다 상 한

food usually smells or tastes terrible and can make 
끔 찍 한

you fall  sick. Refrigerating and heating food are two 
아프게하다

ways to slow down food spoilage. Another method, 
손 상 , 파 괴

called pasteurization, is used to treat beverages 
살 균 취급하다

such as milk and juice. 

It is a process of heating food to a specific 
과 정

temperature that is high enough to kill the harmful 

bacteria without changing the taste of the food and 

then cooling it immediately. As you might have 

guessed, this process was named after Louis 

Pasteur, its inventor.
발 명 가

5. 음식 생산

 

당신은 치즈와 피클을 좋아하는가? 유익한 박테리

아가 이런 음식과 그 이상의 음식을 만든다. 예를 

들면 사과즙에서 자라는 박테리아는 그 즙을 식초

로 만든다. 우유에서 자라는 박테리아는 요구르트

와 사워크림과 같은 유제품을 만든다.

 

그러나 몇몇 박테리아는 음식에 있는 화학물질을 

분해할 때 음식을 상하게 한다. 상한 음식은 보통 

끔찍한 냄새와 맛이 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 음

식을 냉장시키고 가열하는 것은 음식을 상하게 하

는 것을 느리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살균이라는 

또 다른 방법은 우유와 주스 같은 음료를 취급하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음식의 맛을 바꾸거나 신속하게 차갑게 하

는 것 없이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일 만큼의 높은 특

정한 온도에서 음식을 가열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 추측하는 것과 같이 이 과정은 발명가인 Louis 

Pasteur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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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ealth and Medicine

Do you know that many of the bacteria living in your 

body actually keep you healthy? In your digestive 
소 화 계

system, for example, your intestines are packed 
내 장 가득 차 있다

with bacteria. Some help you digest your food. 

Some make vitamins that your body needs. Others 

prevent the harmful bacteria from attaching to your 

intestines and making you sick.

 

Scientists have put some bacteria to work making 
만 들 드 록

medicines. By changing the bacteria's genetic 

material, scientists have engineered bacteria to 
조 작 했 다

produce human insulin, which controls blood sugar 

levels. While healthy people can make their own 

insulin, those with diabetes cannot. Many people 
당 뇨 병

with diabetes need to take insulin daily. Thanks to 
섭취하다

bacteria's fast rate of reproduction, large numbers of 
번 식 률

insulin-making bacteria can be grown in huge 

containers. The insulin they produce is then made 

into medicine.

 
We human beings are big and clever enough to 

produce and make use of antibiotics. It is easy to 
이 용 하 다 항 생 제

convince ourselves that we are able to completely 

control bacteria. Don't believe it. Bacteria may not 

build cities or have interesting social lives of their 

own, but they will be here long after we are gone. 
오랫동안

This is their planet, and we are on it only because 

they allow us to be.

6. 건강과 의약품

당신은 당신의 몸속에 사는 많은 박테리아가 실제

로 당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가? 예를 들

면 소화체계 안에 당신의 내장들은 박테리아로 가

득 차 있다. 일부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

다. 일부는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도 만든다. 다

른 것들은 해로운 박테리아가 여러분의 내장에 붙

는 것을 막아주고 당신을 아프지 않게 해준다.

 

과학자들은 약을 만들기 위해 일부 박테리아에게 일

을 시킨다. 박테리아의 유전적 물질을 바꿈으로써 

과학자들은 인간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해왔는데 인슐린이란 혈당 수치를 조

절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슐

린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당뇨병에 앓고 있는 사람

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은 매일 인슐린을 섭취해야 한다. 박테리아의 

빠른 번식률 때문에 인슐린을 만드는 많은 수의 박

테리아가 거대한 용기 속에서 자랄 수 있다. 그들이 

생산하는 인슐린은 그다음에 약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인간들은 항생제를 만들고 이용할 만큼 크고 

현명하다. 우리가 완벽하게 박테리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 자신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쉽다. 그것

을 믿지 마라. 박테리아는 도시를 만들 수도 없고 

스스로 재미있는 사회적 삶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

르지만, 박테리아는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이곳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성이

며 우리는 단지 그들이 여기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

기 때문에 그것 위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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