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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담배, 그리고 다른 마약 용물에 관한 정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출신 미국인 (AAPI)
알코올
•
•
•

•

알코올의 남용의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수민족중에 하나인 아시아계 미국인들
중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문제화되고 있다. (Alcohol Alert, No.55, January 2002)
알코올 섭취가 습관화되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미국의 소수민족보다 일일 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고 있다. (Prevention Alert. Vol. 5, No. 7, May 2001)
일본(62.1%)과 한국계 (53.2%)의 미국이민자들의 매달 알코올 보급률은 다른 아시아계 미국이민자
(필리핀 (24.1%), 중국 (28.4%), 베트남 (26.4%), 그리고 인도 (26.6%) 등등) 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계 이민자들의 알코올 보급률은 미국에서 태어난 주민들의 알코올
보급률에 가까운 통계를 보이고 있다. (SAMHSA, 2005).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 알코올 다량 섭취 (한달에 5 번 이상의 폭음) 의 통계숫자는 낮은 반면에 그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0.5%에서 2000 년도에는 0.9%으로 증가.) (Prevention Alert. Vol. 5,
No.7, May 2001).

담배
•
•
•
•
•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하루 평균 흡연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 (예) 평균 일일 흡연량 = 16.8 개비.) (Prevention Alert. Vol.5. No.7. May 2001).
4.4%의 아시아계 청소년 남자와 4.5% 여자학생들은 하루에 반갑이상의 담배를 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American Lung Association, 2000).
작년의 일본 (26.1%), 한국(33.4%), 그리고 베트남출신의 이민자들의 흅연룰이 중국(13.5%), 그리고
필리핀 이민자들의 (27.3%) 흡연룰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들의 흡연량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치며 7 배나 높아지고 있다.
( “National Youth Tobacco Survey”, 2000.)
15,000 에서 20000 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sian Pacific Partners for Empowerment and Leadership, 2001).

불법마약종류
• 현재 Native Hawaiian/Pacific Islander (하와이 또는 태평양 지역의 섬 출신 이민자들) 의 불법마약
남용비율은 다른 인종이나 종족들 높은 편인 9.1% 로 조사되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의 마약남용비율은 다른 인종들보다 낮은 비율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 2.3%, 중국 = 2.5%)
(SAMHSA, 2005)
• 마리화나 (대마초) 또는 암페타민/메탐페타민(각성제)의 남용으로 치료입원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이 다른 이유의 치료입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DASIS Report,
2005)
•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마약자극제 남용으로 인한 입원은 총계 입원량의 4 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The DASIS Report, 2002)
•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마약남용비율은 다른 인종의 미국인들에 비해 낮게 통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혈인종의 경우 두번째로 높은 남용비율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확한 남용비율(12.0%) 획득이 애매해 지고 있다. (SAMHSA, 2005).
(Korean Fact Sheet: AAPI ATOD Fact Sheet) The Asian and Pacific Islander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is funding by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Alcohol and Drug Programs. Contract #TA-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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