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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모금만 피워도
하루에 많은 담배를 피우는 
지금부터�바로�당장�금연하세요

 » 2015년 미국 내 한인 인구	*는 약 180만 명이었습니다. 
*순수 한인과 혼혈 포함 

 » 아시아계 미국인의 전체 흡연율은 11%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하위 그룹으로 나누면 흡연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미국 내 모든 아시아계 하위 그룹 중에서 한인은 가장 높은 흡연
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은 아시아계 하위 그룹에서 
남성대비 여성의 흡연율이 높은 유일한 집단이었습니다.

금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 활력 증가 

 » 피부, 치아, 잇몸 건강 개선

 » 심장병, 뇌졸중, 폐암 위험 감소

 » 에스트로겐 수치의 정상화

 » 임신 확률 및 건강한 아기 출산  
확률 증가   

비흡연 여성에 비해 흡연 여성은 다음을 경험할 확률
이 높습니다. 

 » 임신 성공 확률 저하

 » 고통스럽고  
불규칙한 생리

 » 에스트로겐 수치 저하로  
인한 피로 및 감정기복

 » 때 이른 폐경 도래 

중국계 남성
여성

아시아계�미국인의�흡연율, 2010-2013

필리핀계

한국계

전체 아시아계

대부분의 한국계 여성 흡연자는

 가벼운�흡연자이며
                         가벼운�흡연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흡연하는 담배는
1~9 개피임

담배를�피우는�것만으로도
각종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 각종�암�발병위험�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