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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성비

Distorted Sex Ratios in Ontario

▶“남자아이든여자아이든가족을당신의기

호에맞게선택할수있습니다”, 캐나다남부

국경에서남쪽으로두어시간정도운전해내

려가면눈에보이는미국Washington Centre

for Reproductive Medicine의광고문구

- 캐나다에서는체외수정을통해아이의성

을 선택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이

광고는곧철거되어

- 그러나남아시아이민자들이구독하는신

문인 Indo-Canadian Voice에는이광고가

한동안실려

▶태아성별선택은중국과인도에서압도적으

로많이일어나

- 그러나근래이런현상이부유국으로번지

고있는듯

- 지난 4월 16일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게재된 한 연구는

2002~07년까지 온타리오 지방에서 일어

난767,000건의출산을산모의출신국가별

로분석해

▶첫 아이의 경우 성비는 정상 - 남자 아이

105명대여자아이100명(남자아이들이아

동기질병에더취약하기때문에결혼할연

령이되면이비율이동등한남녀비율이돼)

- 둘째 아이의 경우, 캐나다에서 태어난 산

모들이낳은아이들의성비는정상이었지

만 한국에서 이민 온 산모들의 아이들은

남자120명대여자100명

- 인도, 필리핀, 기타 동아시아에서 태어난

산모들의경우, 성비는110~111 대100

- 이러한성비가나타난이유로인도인들의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부부가 성별

을 가리지 않지만 첫 아이가 여자일 경우

둘째는 꼭 남자 아이를 얻으려 하는 성향

을들수있어

- 셋째아이의경우이런성향은더심해져:

온타리오에서인도인산모가낳은아이들

의경우, 남자아이와여자아이의성비는

136 대100으로심한왜곡현상을보여

▶National Post의칼럼니스트인 Jonathan 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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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연구결과가캐나다가새로운낙태법

을제정해야할필요를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해(캐나다는 1988년 이래낙태에관한어

떠한법적제재도가하고있지않아)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일

찍이게재된한사설은산부인과의사들이

임신기간이30주가넘기전에는태아의성

별을부모에게말해서는안된다고주장해

- 캐나다산부인과의사협회는이제안을거

절해

▶University of Toronto의 Prabhat Jha는 왜곡

된성비는낙태때문이아니라남자아이를

출산하기로예정된산모들의이민율이높기

때문이란점을지적해

- 본연구의주저자인 Joel Ray도본연구를

통해서는 성비가 왜곡된 이유는 알 수 없

다고인정해

- 그러나 2001년에서 2006년까지의인구조

사 통계를 보면 셋째 아이의 성비가 크게

왜곡돼

- 인도와중국에서는태아성별선택으로인

한낙태는인류에대한범죄로여겨져

- 캐나다에서이를달리볼이유가없어

2012년 5월 5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

/21554250>

독일의가족정책

German Family Policy

▶정부가 child-care benefit (Betreuungsgeld)

(아동양육수당) 이라 부르는 보조금을 비평

가들은“난로보너스”, “아이를학교에보내

지않으면받게되는돈”이라불러

- 독일 정부가 자녀를 어린이집(crèches)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게 매달 150유로를

지불하기로한계획보다독일에서더논란

을일으킨계획은없어

- Christian Democrat 정당 출신의 Angela

Merkel 총리는 이 계획을“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독일정책의중요한일부”로변

호해

- 그러나그녀의주장과는달리이계획에는

모순이많아

▶독일이안고있는장기적문제로는노령화와

인구 감소, 독일 노동력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 이민 노동자, 취업률이 낮으며 급여가

적은여성노동인구등이있어

- 독일여성은다른OECD 국가들의여성보

다일을적게해

- 중위소득에서의남녀소득격차는한국과

일본다음세번째로커: 그이유중하나는

독일엄마들은직장에나가지않기때문

- 2008년, 3세이하아동의18%만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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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내져: OECD 평균30%

▶Merkel 총리는 자신의 Christian Democratic

Union과 Bavaria의 형제 정당인 Christian

Social Union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들중일부의해결에나서

- Merkel 총리의 첫 번째 정부 (Social

Democrat과의 연립내각)는“부모보너스”

- 여성이일을포기하지않고엄마가되도

록장려하기위해제공되는월급과연계된

보너스- 를도입한바있어

- 같은정부에서어린이집(crèche)을늘릴것

을약속해

- 2013년이면부모들은첫돌이지난자녀를

보육센터에보낼권리를얻게돼

▶일부에서는 좋은 어린이집을 만병통치약으

로여겨

- 여성들은자녀양육과경력을모두포기하

지않을수있으며기업은기술부족을해

소할 수 있고 성장이 촉진되며 성별 불평

등도해소할수있어

- 독일의 낮은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기대돼

- 이민부모의자녀들은종종독일어로어려

움을겪곤하는데어린이집은이를해소하

는데도움을줄수있어

- OECD의 Monika Queisser씨는 독일이 가

족에게 현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데는 관

대하지만아동양육에관해서는프랑스나

북유럽국가들보다재정적노력을적게기

울여왔다고말해

- Merkel 총리는이러한불균형을바로잡으

려노력하는중

▶그러나양육수당은반대방향으로가고있어

- 여성들은 일을 그만 둘 인센티브를 얻게

되며 교육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이 집에

머물게될수도있어

- 양육수당을가족에게직접지급하는대신

오히려 이 돈을 어린이집(crèches)의 확장

에쓰는것이나을듯

▶실제Merkel 총리는독일의전통적인모성상

을지지하게된셈

- 여론조사기관인 Allensbach에 따르면 어

린자녀를둔독일부모들의4분의1은엄

마가전업주부로가정에있어야한다고생

각해

- 18~29세 독일인들 대부분은 새로운 양육

수당을환영하지만전체적인대중의반응

은회의적

- Bavaria의 가장 큰 정당인 Christian Social

Union은 어린이집(crèche)이 아동의 교육

전망을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서

적개발을악화시키고있다고주장해

▶Merkel 총리의 연립내각 중 다른 정당들은

그녀를지지하지않을수도있어

- Free Democratic Party는예산균형에투자

하는것을선호해

- 반대를 분열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복지수당을받고있는사람들에게는양육

수당을지급하지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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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하면전체예산도줄일수있고가

난한가정의아이들이조기교육으로부터

제외될위험도줄일수있어

2012년 5월 2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

21554245>

수백만명의건강에도움을줄수

있는스타틴(Statin)

Statins could benefit health

of millions

▶50세가넘는수백만명이스타틴을통해건

강을보호할수있어

- 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에 이상이 없는 건

강한 사람도 스타틴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어

▶이연구결과로영국NHS의정책이바뀔수

도있어

- 현재NHS는콜레스테롤을낮추는역할을

하는 스타틴을 심장질환을 갖고 있거나

뇌졸중, 동맥손상으로인한수술등“주요

순환계사고”를겪을위험이적어도 20%

이상되는사람에만사용하도록제한하고

있어

▶Lancet의온라인버전에게재된스타틴의효

능에대한연구결과는NHS의정책을정면

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사람도스타틴을섭취하면심장질환발

병위험을20% 낮출수있다고결론지어

▶연구 저자들은 스타틴의 복용 대상에 관한

국제기준이 재검토,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

장해

- 이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적어도 2천만

명의영국인들이스타틴을복용할수있게

되어NHS가연간약제비로지급하는비용

이2억4천파운드더하게될것

- 기존병력이없는사람이갑자기심장병과

뇌졸중에걸리는사고를방지하려면- 심

장병, 뇌졸중등의절반정도가기존병력

이없는사람에게서발생해- 현재는건강

하지만 장차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식별, 치

료해야 한다고 공동 연구자인 Oxford

University의Colin Baigent 교수가말해

▶연구진은 27개의 무작위 실험에 참여한 17

만5천명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해

- 참가자들을 5년 내‘주요 순환계사고’를

겪을수있는위험의정도에따라다섯그

룹으로나뉘어져

- 연구결과스타틴을복용하면LDL(저밀도

지방단백질) 수치가내려가‘주요순환계

사고’를겪을위험이21% 감소해

- 이러한스타틴의혜택은비교적위험이낮

은그룹에서도나타나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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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효능은알려진스타틴의어떤부작

용을 감안하더라도 그 혜택이 큰 수준입니

다. 현재나와있는지침에따르면실험에참

여한환자들은스타틴복용대상으로적합하

지않은것으로여겨집니다. 그러나이번연

구는이지침을재고할필요성을보여준것

입니다”라고연구진은밝혀

- 연구진은또한스타틴이암을유발하거나

비 순환계 질환을 통해 환자를 사망에 이

르게할확률을증가시킨다는어떤증거도

발견하지못했다고밝혀

▶연구를일부후원한British Heart Foundation

의 심혈관계 수간호사인 June Davison씨는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을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겐 이 약이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

번연구를통해심장질환발병률이낮은사

람들도스타틴을통한치료로건강에유익을

얻을수있다는것이밝혀졌다고말해

- 그녀는이연구결과가정책과치료지침에

반영될것이라고덧붙여

▶영국 보건부의 대변인은 보건부는 모든 새

로운 연구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으며 특정

치료의 비용 효과를 평가하는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가

새로운연구결과가나올때마다이를평가,

반영하여치료지침서를정기적으로수정한

다고말해

2012년 5월 17일 / The Guardian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

society/2012/may/17/statins-benefit-millions-

heart-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