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암암암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퍼지면서 종양을 만드는 것으로 암세포 확산이 억제되지 않으면 

몸의 다른 장기에 침투하여 목숨을 잃게 된다. 100개가 넘는 암의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 

장기에 따라 명칭이 결정된다. 그렇다고 모든 암이 다 종양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백혈병도 골수나 혈액에 생기는 일종의 암이기 때문이다.  암은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생존률이 증가하며 암의 치료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화학요법이 

있다. 

 

암은 사회계층, 민족, 종교,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발생하며 화학물질, 방사선, 

흡연, 그리고 바이러스등 환경적 요인과 술, 흡연, 햇빛 노출, 영양 결핍, 운동 부족등 

생활습관 또한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주 동양인,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문화 변화, 빈곤, 낮은 교육 수준, 낮은 암 

검진률, 뒤늦은 진단, 예방 프로그램의 부족등으로 인해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주미주미주미주 한인한인한인한인들들들들 
 
2005에 실시된 미국 커뮤티니 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 에 따르면,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인구는 약 140만명에 달하여  동양계 중 네번째를 차지하며 주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워싱턴, 그리고 텍사스 주에 거주하고 있다. 

 미주 한인 인구 (2000년 미국 인구센서스) 주주주주  한인한인한인한인 인구인구인구인구 캘리포니아 345,882 뉴욕 119,846 뉴저지   65,349 일리노이   51,453 워싱톤   46,880 텍사스   45,571 그외 44개주 401,891 

 

한인 이민 1세들은 1903년과 1905년 사이 하와이로 이민을 와서 농장 일손으로 

고용되었다. 약 7,000명의 한인이 그 시기에 이민을 왔으며, 1924년부터 1945년까지는 

이민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도 약 10,000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다. 한국 전쟁후 2 차의 이민 물결이 있었으며 198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 

이후로 한인들의 이민은 서서히 증가해왔다. 한인 이민들 중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아 그  

비율이 미국평균의 두배에 달한다. 

 
 

                                             건강자료 

미주 한인들과 암 

 

 



암과암과암과암과 의료의료의료의료 보험보험보험보험  
 

이민자들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데 있어 빈곤 및 저소득, 언어장벽, 교육, 법적 체류 

상태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많은 

한인들은 고가의 의료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 

이민자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무보험률이 한인들중에서 가장 높아 뉴욕시에 사는 한인들 

중 37%가  어떤 종류의 의료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보험이 암 검진이나 

치료를 받는데 큰 장애요인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 및 자원평가조사에 응한 한인들의 

절반 이상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패밀리 헬스 플러스, 또는 임산부 보조 프로그램 등의 

공공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들은 건강을 잘 유지하는 편이나 반면 빈곤과 저소득은 질병 및 높은 

사망률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14.8 % 가  

빈곤층에 속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중간소득은 동양계 사람들의 중간 

소득 보다  만 불이상 낮다. 언어장벽 또한 건강 정보 획득, 공공의료분야의  의료종사자 

( 예를 들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등) 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이해 능력, 그리고 올바른 약물 복용을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계 

미국계들의 약 77%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며, 한인들의약 78%가  외국 

태생으로  한인들의 절반가량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 및 

자원평가조사의 응답자들에 의하면  의료 보험 회사 (28%) 보다는 인터넷 (34%) 이나 

신문(32%) 과 같은 언론 매체에서 건강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영어구사능력도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과 문화적으로 적절한 건강 

서비스가 건강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암암암암 발병률과발병률과발병률과발병률과 위험위험위험위험요인요인요인요인 
 

미주 한인들의 경우 암은 미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흔하지는 않으나 상기 조사에 

응답한 한인들에 의하면  암(59%)이 가장 우려되는 건강 문제라고 보고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암조사에 의하면 한인들의 

위암발병율이 대다수의 동양인들(중국인, 필린핀인, 베트남인, 일본인) 과 백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암의 발병은 염분과 아질산염이 많은 음식물 섭취와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과 

연관된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간암 발병률과 사망률은 동양계 여성들중 

가장 높으며 남성들 중에는 2위로 대부분 B 형 간염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의 71%  및 여성의 43%가 음주자로서  한인들의 

음주율이 가장 높으며, 대장암과 폐암은 미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다섯 손가락에 드는 흔한 암이다.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인구인구인구인구 100,000명당명당명당명당 종류별종류별종류별종류별 암암암암 발생률발생률발생률발생률 (2000-2002년년년년) 



자료: 캘리포니아 암 기록 발병률발병률발병률발병률 한인한인한인한인 아시안아시안아시안아시안/태평양태평양태평양태평양 섬주민섬주민섬주민섬주민 백인백인백인백인 모든모든모든모든 암암암암 

 남성 

 여성 

 
359.2 
251.2 

 
364.3 
294.6 

 
560.8 
446.1 유방암유방암유방암유방암 50.7 89.9 152.9 대장암대장암대장암대장암/직장암직장암직장암직장암 남성 

 여성 

            

 
57.8* 
33.1 

 
51.5 
38.2 

 
59.1 
42.8 페암페암페암페암 남성 여성 

 
56.3 
26.1 

 
58.0 
28.5 

 
77.9 
57.6 전립선암전립선암전립선암전립선암 51.0 94.0 159.9 위암위암위암위암 남성 

                여성 

 
54.6* 
27.5* 

 
20.1 
11.2 

 
9.5 
3.8 간암간암간암간암 남성 

 여성 

 
33.7* 
15.9* 

 
23.8 
8.8 

 
6.8 
2.5 자궁자궁자궁자궁 경부암경부암경부암경부암 11.4* 8.8 7.3 

* 아시아계 미국인중 성별/ 암 부위별 가장 높은 두가지 암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인구인구인구인구 100,000명당명당명당명당 종류별종류별종류별종류별 암암암암 사망률사망률사망률사망률 (2000-2002년년년년) 자료: 캘리포니아 암 기록 

       사망률사망률사망률사망률 한인한인한인한인 아시안아시안아시안아시안/ 태평양태평양태평양태평양 섬주민섬주민섬주민섬주민 백인백인백인백인 모든암모든암모든암모든암 

 남성 여성 

 
204.1 
105.6 

 
160.0 
108.1 

 
225.4 
167.7 유방암유방암유방암유방암 7.7 14.6 27.4 대장암대장암대장암대장암 남성 여성 

 
19.1* 
12.8 

 
18.0 
11.6 

 
21.3 
15.7 페암페암페암페암 

               남성 

               여성 

 

 
52.3* 
22.7 

 
44.7 
20.7 

 
64.0 
44.9 전립선암전립선암전립선암전립선암 7.1 11.9 27.0 위암위암위암위암 남성 여성 

 
35.2* 
13.9* 

 
12.5 
7.1 

 
5.0 
2.6 간암간암간암간암 남성 여성 

 
26.6* 
11.5* 

 
17.9 
7.4 

 
6.0 
2.7 자궁자궁자궁자궁 경부암경부암경부암경부암 3.0* 2.7 2.0 

*아시아계 미국인중 성별/ 암 부위별 가장 높은 두가지 암 

 

암과암과암과암과 한인한인한인한인 남성남성남성남성 



 

맥크라켄연구와 북미 암 협회 기록에 따르면 결장 직장암은 한인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중 백인과 비교해서 한인 남성의 발병률과 사망율은 2위에 

달한다.  이는 낮은 검진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장 직장암 검진을 통해 전암 

병소인 용종(폴립) 을  제거함으로써 발병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폐암폐암폐암폐암- 아시아계 미국인중 한인 남성의 발병률은 3위이고 가장 높은 사망률로 인해 크게 

우려되는 건강 문제이다. 한인 남성 중 약 36% 가 흡연자들이고 아시아계 미국인 중 

흡연율이 가장 높다. 

 

위암위암위암위암-한인 남성 (54.6) 의 인구 100,000 당 위암 발병률은 베트남 남성 (28.1) 의 거의 

두배이고  백인 (9.5) 남성보다는 다섯배 이상 높다. 위암 사망률 또한 다른 동양인에 비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가장 높다. 위암 발병률은 세계적으로 한국 남성들중 

가장 높고, 이는 염분과 음식에 포함된 높은 아질산염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 때문일 수 있다. 

 

간암간암간암간암- 간암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동양인들 중 

2위이며 세계적으로는  3위로 이는 B형 간염과 지나친 음주 때문일 수 있다. 

 

암과암과암과암과 한인한인한인한인 여성여성여성여성 
 
자궁자궁자궁자궁 경부암경부암경부암경부암 – 아시아 미국계 중 한인 여성의 자궁 경부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2위에 

달한다.  지난 3년간 한인 여성중 2/3 정도만이 팹 테스트를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과 비교해서 한인 여성이 내시경 (endoscopy), 대변 잠혈 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 팹 스미어(pap smears), 그리고 유방 촬영술( mammograms) 등 거의 모든 

검진에서 가장 낮은 검진률을 보인다. 

 

유방암유방암유방암유방암-유방암은 라오스 여성을 제외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태평양 섬주민 등 모든 

여성에게 발생율이 가장 높은 암이다.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여성에 비해 한인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 (50.7/100,000) 과 사망률(7.7 / 100,000)은 가장 낮다. 

 

위암위암위암위암- 한인 여성의 위암 발병률은 (27.5 / 100,000) 베트남 여성 (14.5)의 거의 두배이고 백인 

여성(3.8) 보다는 거의 7배 이상으로 많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의 위암 

사망률 또한 다른 4개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다. 세계적으로 위암률은 

아시아와 남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암간암간암간암- 간암은 한인 여성에게 있어 최고의 사망률을 초래하는  네가지 종류의 암의 하나로 

한인 여성들의 간암 사망율은 백인 여성보다 높다.  간암은 한인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 

종류 중 5위를 차지한다. 

  

 
암암암암 검진과검진과검진과검진과 예방예방예방예방 



 
암 검진을 통해 암이 확산되기 전 초기에 암을 발견하여 암 발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암으로 변하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들이 있으며 암 검진 테스트와 백신의 

예는 아래와 같다. 

 

남성과남성과남성과남성과 여성을여성을여성을여성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검진검진검진검진 테스트와테스트와테스트와테스트와 백신백신백신백신 

� 대변 잠혈 검사 (Fecal occult blood test (FOBT)) –대장암 / 직장암 

� B형 바이러스 백신 –인유두종 바이러스 (HBV 질병) 와 간암 

 

여성을여성을여성을여성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검진검진검진검진 테스트와테스트와테스트와테스트와 백신백신백신백신 

� 유방 자가 진단 및 임상 유방 검사(Breast self-and clinical exams) 

� 유방촬영술 (Mammograms)-유방암 

� 팹 스미어 테스트 (Pap smears test)- 자궁 경부암 

 

 
남성을남성을남성을남성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검진검진검진검진 테스트와테스트와테스트와테스트와 백백백백신신신신 

�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Prostate specific-antigen (PSA) test) – 전립선암 

 

현재 미주 동양인들은 백인에 비해 낮은 암 검진률을 보인다.  한인들의 낮은 검진률로 

인해 암의 발견과 치료가 지체되며 암 예방은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비만등 다른 만성 

질병뿐만 아니라 암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일과 야채의 

충분한 섭취는 위암, 폐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줘주며 비만을 

예방하는것도 대장암, 폐경후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등 일반적인 암발생 위험을 감소기킬 

수 있다. 미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들의 20-30% 가 과체중과 운동부족과 연관된다. 

 

암암암암 발생발생발생발생 위험을위험을위험을위험을  줄이는줄이는줄이는줄이는 방법방법방법방법: 

� 금연 

� 충분한 과일과 야채 섭취  

� 고섬유질 섭취 

� 운동 

� 건강한 몸무게 유지 

� 암과 만성 질병 검진에 대해 의사와 의논하기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 
Asian & Pacific Islander National Cancer Survivors Network 
450 Sutter Street, Suite 600 
San Francisco, CA 94108 
Tel: (415) 954-9988 
Email: CDprogram@apiahf.org 
Websites: www.apiahf.org and www.apincs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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