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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가정분만의개척자, 

수감될수도있어

The pioneer of home births in

Hungary faces jail

오늘날헝가리의조산술은매우뛰어남; 실력

있는의사들에의해효율적으로진행되며사망

률도낮음.

가정분만의개척자인산부인과의사아그네

스(Agnes Gereb)씨는 8년의 수감 생활을 앞에

두고있음.

- 검사 측은 아그네스씨가 출산 후 사망한

영아1명과병원응급실신세를지게된영

아2명에대한책임이있다고주장.

- 많은헝가리사람들에게가정분만은지나

치게위험한것이며이를권장하는사람은

무책임한괴짜로여겨짐.

서부유럽에서는가정분만에대해개방적이

나 과거 공산권의 동부 유럽에서 출산은 의료

적 문제로 가정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간주되며오랫동안낙태도성행되어옴.

- 회음절개술이흔히행해짐.

- 반면, 가정분만을옹호하는아그네스씨는

3,000건의 가정 분만에서 오직 열 명에게

만회음절개술을시행.

그녀는 의사들이 자연의 스케줄보다 자신의

스케줄에맞춰분만을유도하기위해자주약물

을사용한다고비난.

- 헝가리의 여성은 통증 완화 등을 위해 병

원에공식적인통로나비공식통로로돈을

지불해야함.

산부인과 카르텔을 범하는 외부인은 집단적

반대에부딪침. 

아그네스씨의 지지자들은 가정 분만도 충분

히안전하며특히아그네스씨의기록이추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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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것이라는것을증명할국제적전문가를초

빙하려하고있음.

- 그러나법정은가정분만뿐아니라아그네

스씨를 혐오하는 산부인과 협회로부터의

전문의견만청취할예정.

- 1997년 그녀는 분만 장소에 아기 아빠가

함께 하도록 허락한 사실로 자격이 정지

된바있음.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헝가리에서는 여전

히 100건의분만중 1건만이의료적개입없이

이루어지고있음.

아그네스씨는조산원에게좀더큰역할을주

고 의사들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면 보다 많

은자연분만이행해질것으로믿고있음.

2010년 3월 11일 / The Economist

<원문 링크:http://www.economist.com/

research/articlesBySubject/displaystory.cfm?

subjectid=348945&story_id=15671546>

비흡연자들이흡연자들보다

더똑똑한가?

Are non-smokers smarter

than smokers?

이스라엘신병20,000명을대상으로한연구

에서흡연자들은비흡연자들보다 IQ가낮고흡

연을오래할수록흡연자의IQ는떨어짐.

이스라엘 텔 하쇼메르의 쉬바의료센터에 근

무하는마크와이저박사와연구진은하루에한

갑의담배를피는청년들이비흡연자들보다 IQ

가7.5 포인트더낮은것을발견함.

- IQ가 비교적 낮은 청소년들이 미래 금연

프로그램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음.

흡연과낮은IQ사이에관련이있다는증거가

있지만많은연구들이조사대상자들이어릴때

받았던 지능 테스트 결과를 활용하고 정신적,

행동적문제를가진사람들도조사대상에포함

했는데이들은누구보다도흡연할확률이나지

능이낮을확률이높은그룹임.

IQ와흡연간의관계를보다명확히규명하기

위해연구진은이스라엘군대에모집된18세의

청년20,111명을조사대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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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군대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집에서 제외하므로 이 그룹에는

그와같은문제를가진사람들이없음.

- 조사참여자의28퍼센트가하루에담배한

개비 정도를 피우고 약 3퍼센트는 금연에

성공한사람들이며 68퍼센트는흡연한적

이한번도없는사람들.

- 조사결과, 흡연자들은비흡연자들에비해

상당히낮은지능을가진것으로나타났는

데부모의교육수준으로측정한사회경제

적지위를계산에반영했음.

- 비흡연자들의평균IQ는101.

- 군 입대 전 담배를 피기 시작한 남성들의

IQ는94.

- 하루 평균 담배 다섯 개피를 피는 사람들

의IQ는98.

- 하루한갑이상을피는사람들의IQ는90.

- IQ 84~116은정상적인IQ로인정됨.

- 형제들중한형제는담배를피고다른형

제는 담배를 피지 않는 형제 70쌍을 대상

으로연구한결과비흡연자들의IQ가흡연

자들의IQ보다높았음.

와이저박사와그의팀은흡연이사람들의지

능을낮추는것이아니라낮은지능의사람들이

흡연을선택하는것이라는결론을내림.

2010년 2월 24일 / The China Daily

<원문 링크: http://www.chinadaily.com.cn

/life/2010-02/24/content_9494109.htm>

폴리오와의전쟁에연합한

아프리카

Africa united in fight against

polio outbreak

연중내내발생하는폴리오의확산을막으려

는초국경적노력의일환으로서아프리카와중

앙아프리카19개국의8천5백만이상의어린이

들에게폴리오예방접종을실시예정.

지난 6개월간 서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

의 9개국(버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기니아, 라

이베리아, 말리, 마우리타니아, 세네갈, 시에라

레온)에서는 폴리오가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본캠페인은2010년3월6일9개국에서먼저

시작되고나머지10개국은정치적변동과선거

로인해며칠뒤시작될예정.

- 캠페인에는약 40만이상의자원봉사자와

보건인력들이참여할계획.

- 미국국제로터리(Rotary International)에서

미화3천만달러지원.

2009년에실시된캠페인에서는충분한수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여 폴리오를

막지못함.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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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간 폴리오가 발생하지 않던 여러 아

프리카 국가가 폴리오 발생 시 필요한 기

술과경험을보유하고있지못했음.

- 새로운 캠페인에서는 표준화되고 독립적

인모니터링을실시하며경험있는인력을

통해적절한예방접종실시.

캠페인은2010년4월24일19개국에서두번

째로실시될것.

- 최근 폴리오가 발생했던 6개국의 어린이

들이3월26일단기간재접종전략의일환

으로추가접종을받게될것.

백신 접종 시 19개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구

강폴리오백신두방울을받게됨.

- 매일 12시간씩 자원봉사자와 보건인력들

이자전거, 자동차, 보트, 오토바이혹은도

보로가가호호방문하며예방접종을실시.

- 예방접종 팀은 백신보관에 요구되는 섭씨

8도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팩이 있는 특수

용기에백신을운반할예정.

2010년 3월 4일 /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원문 링크: http://www.who.int/mediacentre/

news/releases/2010/polio_eradication_initiativ

e_20100305/en/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