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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가 29일 방송에서 기형아 진단

과 낙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산전 검사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프로그램은 우선 기혼 여성의 낙태 원인 가운데 태아의 기형 진단(또는 기형 의심)이 큰 부

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낙태를 고

려할 수밖에 없다는 산모의 현실을 전한다.  

 

때문에 산전검사가 기형 유무를 파악하는 도구로 주로 활용된다고 한다. 프로그램은 기형

아 진단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맹신은 금물이라고 덧붙인다.  

 

이와 함께 선천성 기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외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그램은 선천성 기형아의 치료와 양육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나눠가져야한다고 

제안한다. 의료보호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시급하다는 것. 치료비

가 없어서 수술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이유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례를 든다.  

 

기형아를 이상한 시선으로 대하는 현실도 부모와 아이를 좌절하게 만든다고 한다. 기형아

를 이웃 구성원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촉

구할 예정이다.  

 

cool@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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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잠자리 때문??
바로가기

프린트 메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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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강도당한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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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보아랑 겨우 두살 차이예요

'한국 남자가 예뻐졌다고

'농담 때문에 상처

올해 나올 신차 

비 '무대에 어머니 사진 걸고 노래하고 싶었다

청소년 축구팀

[가수]

'섹시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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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이 무슨 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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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해 나도 한마디기사에 대해 나도 한마디기사에 대해 나도 한마디기사에 대해 나도 한마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기사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음뉴스 팡야, 만화로 나온다 

다음뉴스 배용준, "축구장 응원 못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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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뉴스 <뉴스뒤뉴스> 화살 맞으면 진짜 죽을까? 

이전뉴스 끝없는 추락 '세잎클로버' 결국 PD교체

광 

고

 • [QUIZ]웹서핑 하다 모르는 영어단어를 발견했을 땐?!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 

 • 직장인이라면 최저 9.9% 최고 2,000만원까지 - 현대캐피탈 프라임론!  

 • 영화, 애니메이션은 기본! TV, 골프, 게임, 마술, 성인까지! - 야후! 프리미엄VOD

 • PC무료검사- 시작페이지고정/무차별 성인대출 팝업광고/바이러스 제거 

기사제공 : 

순수한 사랑이야기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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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강도당한 김태희

한지혜, "보아랑 겨우

비 "무대에 어머니 사

"농담 때문에 상처

연예가에 부는 

오늘의 황당뉴스오늘의 황당뉴스오늘의 황당뉴스오늘의 황당뉴스

태국 남성 목 기관지서 

엽기 홈쇼핑

벌레나와 통닭집에 인분뿌려

스쿨버스 운전사

샐러드에 '양의 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