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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미국에서는근시가증가

By RONI CARYN RABIN

근시를가진미국인들의숫자가점점증가하

고있다.

- 12세에서 54세의 미국인들 중 먼 거리에

있는사물을보기위해선교정렌즈가필요

한사람들의비율이지난수십년간계속

증가

- 국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초

25%의증가율을보이던근시증가속도가

1999~2004년사이42%의증가를보임

- 근시는전세계적으로꾸준히증가해왔으

나 근시를 가진 미국인들의 비율 증가에

대한실제적조사는이번이처음

미국 눈 연구원 (National Eye Institute)의 역

학자인수잔비탈리:

- 근시에있어서그래도다행인점은안경이

나 콘택트렌즈, 혹은 수술로 치료가 용이

하다는점이다

- 그러나치료비는비싼편으로12-54세미

국인중 3분의 1이 교정렌즈를필요로한

다고가정할때그비용은연간30억달러

로추산됨

교육수준이높을수록근시발생률이높으며

높은근시발생률의가장주된원인으로는점점

가까이있는사물에초점을맞춰야하는직업이

증가하는것

흑인들사이에서의증가율이주목할만한것

으로 1971~72년 13% 증가했던 것이 최근엔

33.5% 증가

2009년 12월 22일 / The New York Times

<원문 링크: http://www.nytimes.com/2009/

12/22/health/22visi.html?_r=1&ref=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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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스트레스를받으면남자아이

는자연유산된다

기아와같이어려운환경에서는남자아이들

에비해여자아이들이더많이태어난다는이

론이오랫동안받아들여져왔음

- 이 기간남녀성비율의변화는 1% 남짓;

인구 규모가 큰 곳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변화

- 진화론적으론어려운환경에서남자아이

들보다생식능력이뛰어나게여겨지는여

자아이들을선택하는것이안전한생식적

선택

- 또한 이와 같은 선택이 이뤄지는 시기는

수태, 혹은착상시로알려져왔음; 스트레

스 호르몬에 노출된 자궁은 남자 태아를

선택할확률이낮아진다는이론

최근의연구는남녀성별선택의시기가수태

나착상이후라고주장

- UC 버클리의랄프카탈라노교수는스트

레스로인한 성별선택은수태및 착상보

다훨씬이후에이루어진다고주장

- 연구는 1995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캘리포니아주의출생신고서와같은시기

실업보험급여신청회수의비교분석으로이

루어짐

연구진은대량실업이발생했던시기에는실

제로남자아이들의출생수가 1.2% 정도 떨어

졌음

- 통계적으로볼때대량실업으로인한스트

레스가 남자 아이 출생의 감소와 연관이

있음

- 또한성별의선택이착상후수개월이지

난후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음

- 이로 볼 때 남자아이들은스트레스의결

과로자연유산된것임

초기의이론이틀린것은아니나현상에대한

유일한원인은아닌듯

- 부적절한후손에대한무자비한제거작업

은태아가자궁에착상된오랜시간뒤에

도일어날수있음

- 카탈라노박사연구의다음단계는산모에

게서자연유산을점칠수 있는호르몬의

분비 수준을 측정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스트레스를줄수 있는상황과유의한관

계를갖고있는지연구하는것임

2009년 12월 17일 /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

research/articlesBySubject/displaystory.cfm?

subjectid=348945&story_id=1512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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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높을수록심장마비에걸릴

확률낮다

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밝

혀졌다; 저소득국가나 부유한 국가 모두 동일

한결과

서방국가에서행해진많은연구들은높은사

회경제적지위와심장마비발생간에반비례관

계가있음을발견

- 사회경제적지위를측정하는변수로는교

육수준, 직업, 가족의소득등이포함

- 각 변수들이동일한비중을갖고 있는지

는명확하지않음

저널 Heart지에 실린 연구는 52개국의 심장

마비환자 12,000명과 14,000명이상의건강한

성인들을대상으로함

- 나라에 상관없이 교육수준이 심장병발병

과높은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남

- 상관성은부유한국가에서더높게나타나

지만중, 저소득국가에서도명확함

- 부유한 국가에서의 높은 상관성으로 볼

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심장병 발병원

인을 알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임을

알수있어

- 복부비만과건강하지못한생활습관- 운

동시간부족, 흡연, 과일및야채섭취량부

족- 이낮은교육수준으로인한심장병발

병 가능성의 절반을 차지; 건강에 위해한

요소를 아는 것이 건강한 선택을 내리는

첫번째단계

동연구는또한생활습관, 소득, 연령및기타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들이고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사람들보다

심장병에걸릴확률이31% 더높은것을발견

- 부유한국가에서는61% 더높게, 중, 저소

득국가에서는25% 더높게나타남

결론적으로경제적발전과소득의증가는교

육수준간 심장 건강의 차이를 벌인다고 볼 수

있음; 개도국에서의교육원조는증가하는심장

질환발병율을낮추는데도움을줄수있음

2009년 12월 25일 / The China Daily

<원문 링크: http://www.chinadaily.com.cn/

life/2009-12/25/content_92288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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