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태평양계 커뮤니티의 정신보건 이슈
Mental Health Issues among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아시안∙태평양계(아태계) 민족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수 민족 집단입니다.
아태계의 오래된 문화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존재는 아직도 미미하며 그들의
문화적 정서를 고려한 정신건강 서비스도 많지 않습니다.
미국 성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진단이 필요한 정신장애가 있으며, 네 가정중 한 가정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연방정부의무감이 펴낸 ‘정신건강, 문화, 인종과
민족’ (2001) 주제의 보고서에 의하면 각 민족의 문화적 배경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아태계의 낮은 정신보건 서비스의 이용률과 함께
심리,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들만의 다양한 증상과 표현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통계
•

삼십 년 간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아시안계는 전쟁, 학대, 스트레스에 관련된 높은
우울증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

비히스패닉계의 자살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 원인에서 9번째 임에 반해 아시안계는 5번째로
높았습니다.

•

65살 이상의 아시안계 노인여성의 자살률이 타인종과 민족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2005년도의 아시안계 노인여성의 자살률은 비히스패닉 백인층에 비해 1.6배나 높았습니다.

•

15 ~ 24살 사이의 여성 군에서 아시안계의 자살률이 타인종과 민족에 비해 높았습니다.

•

동남아시안 피난민들은 미국 이민 전후의 경험과 관련된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

40%의 동남아시안 피난민이 우울증상을 보이며 35%는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71%의 동남아시안은 주요정서장애(우울증 포함)를 가지고 있습니다. 흐몽 부족인과(85%),
캄보디안인 (81%)들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70%의 동남아시안 피나민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정및 행동문제에 대한 심각성
•

아시안계 남자 청소년들은 백인계에 비해 2배나 높은 신체적 학대와 3배나 높 은 성적 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

아시안계 어린이들은 매 7시간마다 각종 폭력 범죄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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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아시안계 여성들은 제한된 경제권, 사회자원, 학대 가해자의 회유, 가족과 자식들에 대한
사명감의 이유로 학대받는 위험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현황
•

아시안계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타인종에 비해 제일 낮으며 심각한 정신장 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 환자실과 외래환자 진료소에서 치료 받는 경우가 많습니 다.

•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태계 환자는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태계들이 갖고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수치감이 치료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아태계 이민자들은 다른 이민자나 피난민들과 같이, 경제적∙언어적 장벽으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깊어진 중증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겐 이민생활의 적응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외국 태생 아시안의 자살률이 미국 태생 아시안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익한 치료 정보
아태계 정신건강에 대한 제한된 연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아태계
커뮤니티의 문화와 필요성을 반영한 치료와 서비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

The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Bridge Mental Health Program in New York
City “Bridge” 팀에 의한 주치의 중심으로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www.cbwchc.org/hcs/mh/mh.asp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The Asian Mental Health Partnership Initiative in Chicago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의 직

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환자들의 수치감을 덜어주는 실력을 길러 주는
워크 샵을 제공합니다.
http://minorityhealth.hhs.gov/templates/content.aspx?lvl=l&lvllD=44&ID=8811 에서 자세 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The Social Adjustment Program for Southeast Asian (SEA) St. Paul, Minn. 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안 이민자와 피난민들을 상대로 서양정신건강치료 경험이 있는 이
중언어와 문화적 배경의 카운셀러들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www.brycs.org/promisingpractices/program.cfm?ID=45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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