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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망자 수는 330명이 넘으며 이는 같은
기간 보고된 조류독감 발생 570건의 60%로
놀랄 정도의 치사율
- 1918~20년 5억 명을 감염시킨“스페인 독

바이러스 연구, 치명적인 무기제조에
활용될 수도 있어
When does research enhance
security, and when does it
diminish it?

감”
의 치사율은 20% 미만
▶ H5N1이 갖고 있는 중요한 약점 - 스페인 독
감 바이러스와는 달리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지 않고 사람 간에 전염되지 않
음 - 이 없었다면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았

▶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인플루엔자
를 이해하거나 백신을 개발하기란 불가능해
- 문제는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받아들일 수

을것
- 그런데 Madison과 Rotterdam의 연구자들
에 의해 이 약점이 극복돼

있느냐는 것.
▶ 각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H5N1 바이러스가
▶ 지난해 12월 20일 미국 당국은 세계적으로

공기 중에서 흰담비(흰담비는 이러한 종류의

저명한 과학저널인 Science(미국)와 Nature

실험에서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는 동

(영국)에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물) 간 전염될 수 있는 균주를 얻어

요시히로 가와오카와 Erasmus Medical

- 각 연구의 세부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

Centre의 Ron Rouchier가 각각 주도한 H5N1

으나 Fouchier 박사가 지난 9월 말타에서

연구에 대한 게재를 보류하도록 당부해

열린 바이러스학 회의에서 자신의 연구진

- 연구 결과로 얻은 바이러스 균주(strain)는

이 사용한 접근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
▶ WHO에 따르면 2003년 이래 조류독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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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 현재까지 이 치명적인 조류독감 바이러스 균

Global Goings-on
주는 실험실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나 만약 실

말하며 새로운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이 이

험에 참가한 연구자들이 실험 과정을 밝힐

치명적인 인플루엔자 유형(form)과 싸울 새

수 있게 되면 테러리스트들이나 나쁜 의도를

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기

가진 사람들에 의해 기술이 복제될 수도 있

때문에 막무가내 식의 검열은 역효과를 낼

다는 공포감이 조성돼

수 있다고 말해

- H5N1은 생화학전의 원자폭탄이 될 수도
있어

2011년 12월 31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

▶ 2001년 탄저병 공격 이후 미국은 National

node/21542156>

Science Advisory Board for Biosecurity
(NSABB)를 설 립 해 보 건 성 (health
department)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영국

- NSABB는 Armed Forces Institute of
Pathology의 연구진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
스를 재구현했을 때 이 연구가 인류에 가
져다 줄 위험을 상쇄할만한 이득을 준다고
믿어 연구결과를 Science와 Nature지에 게
재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이번 새 연구의
게재는 막아
- NSABB는 이 새 연구결과에 대해, 과학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호서비스를
통합하려는 영국 정부
David Cameron orders
merging of health and social
care

진보와 책임지는 연구를 권장하면서도 연
구 결과를 나쁜 용도로 베낄 수 없는 수준
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요구해
- NSABB는 또한 연구 게재 시 연구결과가

▶ 영국 총리 David Cameron은 환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호서비스(social care)를 통합하도록

공공보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할

지시해

것과 실험이 진행된 연구실의 안전과 보안

- 영국 정부의 자문위원들은 이 두 서비스의

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

통합이 NHS에 가장 시급한 개혁이라고 얘
기해

▶ Fouchier 박사의 연구를 게재하기로 결정했
던 Science의 편집인 Bruce Alberts씨는 민감

▶ 현재 영국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

한 데이터 공유를 비밀리에 처리할 수 있는

호서비스(social care, 현재 고령자나 장애 환

방법에 대해 정부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가정에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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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서로 다른

료 건 당 수가를 지급받던 시스템을 폐지하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고 복잡한 건강 및 복지 욕구를 가진 환자에

- 현재 NHS 의료서비스와 지역사무소(local

게 지속적인 통합 서비스 전달할 수 있는 방

council)에서 제공하는 가정지원(domicili-

법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돼

ary support)은 이원화되어 있어

- NHS Confederation의 정책 부국장인 Jo
Webber씨는“서비스통합은 만성질환을

▶ Cameron 총리는 Andrew Lansley 영국 보건

가진 유약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성 장관에게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주장

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하는 대로 환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서비스

것이지만 동시에 일부 병원들은 문을 닫아

를 개선하며 NHS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야 할 수도 있다”
고 말해

변화들을 추진하도록 지시해
-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일부 병원들은 문

▶ 이미 Northern Ireland와 Devon의 Torbay와

을 닫게 될 것이라고 병원과 NHS 서비스

같은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서비스

공급기관을 대표하는 NHS Confederation

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곳의 환자들은 비교

이 밝혀

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 Care Services 장관 Paul Burstow씨는“통

▶ 원로 의사들과 총리실 보건자문위원들은 서

합 서비스가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비스의 통합 없이는 비만, 당뇨, 호흡곤란 등

는 이미 NHS Future Forum에 이 사안에

을 가진 만성병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대한 구체적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의

NHS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총

목표는 오직 영국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리를 설득해 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 우선순위는 시스템을 환자, 서비스 사

▶ 서비스가 통합되면 의료서비스제공자는 환
자가 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가급적 여러

용자, 환자의 보호자 위주로 바꾸는 것입
니다”
라고 말해

기관과 부서를 거치지 않고서도 양질의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호서비스 제공자

2012년 1월 5일 / The guardian

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politics/
2012/jan/05/david-cameron-health-social-

▶ 서비스 통합 외에도 NHS 개혁에 포함될 내
용으로는 치료계획에 환자를 동참시키는 것,
환자에게 제공될 여러 서비스를 조정할 사례
관리자를 두는 것, 그리고 그 동안 병원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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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Family Relations에 게재된 이 연구
는 미국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결혼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실시된 연구들
중 하나

이혼이 두려워 결혼을 안 한다?
Is Fear of Divorce Keeping
People from Getting Married?

-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성인
절반 정도가 결혼하지 않아 - 지난 수 십
년 기간 중 가장 낮은 비율
-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동

▶ 일각에서는 결혼은 세월이 가도 변함 없이

거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푸른 초원에 씨를 뿌리고 싶어하는 남자들에

- 이 연구는 또한 동거 커플들이 이혼에 대

의해 여자가 버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

해 매우 현실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

한 법적 보호장치라고 주장해

혀

- 이런 주장은 가사가 전적으로 여자의 책임
이던 시대에나 어울려
- 오늘날 결혼을 덫으로 보는 쪽은 남성보다
는 여성

▶ 그러나 이혼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동등
한 기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은 아님.
- 중산층 커플들은 저소득층 커플들에 비
해 이혼이나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

▶ Cornell대와 Central Oklahoma대학이 오하

지 않아

이오 콜럼버스에 사는 18~36세 동거 커플들

- 결혼은 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저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저소득 계층의

소득층 여성들은 남녀의 법적 결합은 자신

여성일수록 결혼한 후 일이 잘 못 되었을 때

들에게는 혜택 없이 부가적인 일과 책임만

결혼이라는 구속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주게 될 구속이라고 믿어

될 까봐 결혼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밝혀져
- 조사 응답자들은 결혼을 고려할 때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

- 반면 중산층 응답자들은 결혼은 서로를 책
임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 것을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기고 있어

응답자 67%는 이혼이 가져다 줄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여파가 두렵다고 말해

▶ 저소득층 여성들은 결혼이 주는 혜택은 별

- 마치 주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까 봐 애

로 없는 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생계를 이끌

피타이저만 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릴지

어갈 또 한 명의 부양자보다는 자신들이 돌

모르지만 응답자들은 이혼이 초래할 수 있

봐야 할 피부양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담스

는 법적,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할 만큼 결

러워 해

혼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

- 보편적으로 근로계층 여성들은 주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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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결혼은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주고
더 많은 생활비용을 발생시키는 제도
- 근로계층 남성들은 자신들의 실질소득이
지난 몇 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

찾아 서로 헤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
- 어떤 경우엔 동거 자체를 원해서 하고 있
기 보다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동거를 하
는 경우도 있어

구하고 결혼하면 가사는 여성의 책임이라
는 관점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어

▶ 연구 결과, 미국의 결혼율이 낮아지는 이유
는 미국인들이 더 이상 결혼을 원치 않기 때

▶ 비교적 소득이 높은 동거 커플들은 동거생활
을 결혼으로 이륙하기 위한 활주로로 보는

문이라기 보다는 결혼을 단 한 번만 하길 원
하기 때문인 듯

반면 저소득 커플들은 동거를 활주로를 돌아
다니는 정도로 봐

2011년 12월 22일 / TIME

- 그 이유 중 하나는 저소득 커플들은 결혼

<원문링크: http://healthland.time.com/2011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재

/12/22/is-fear-of-divorce-keeping-people-

정적 안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

from-getting-married/>

- 또한 고용이 불안정해 언제든지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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