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업용 담배 예방 및 규제

건강상 + 경제적 타격

DOH: 340-373 Korean

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525-012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난청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고객은 711(Washington Relay)
번으로 전화하거나 civil.rights@doh.w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주 상업용 담배의 건강상 및 경제적 타격
상업용 담배* 사용은 워싱턴에서 여전히 예방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성인의 13%와 10학년 청소년의
5%가 여전히 담배를 피웁니다.

또한 워싱턴주 10학년 학생들의 전자 담배
흡연율은 2016년과 2018년 기간 13%에서
21%로 증가했습니다.1 상업용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들과 맞서싸워야 합니다.

상업용 담배 업계는 자사 제품 마케팅에
막대한 양의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만 매년 9,010만 달러를 쏟아부어
흡연자들의 금연을 어렵게 하고 청소년들이
흡연의 길로 들어서도록 부추깁니다.2

이른 나이에
시작되는 상업용
담배 불균형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심화되는
상업용 담배 불균형4

상업용 담배 수익은
여전히 높지만 예방
및 금연에 대한
주정부 지출은
여전히 낮은 상태1

업계 마케팅으로
금연을 어렵게 하고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조장함

2018년 상업용 담배
사용률이 특정
10학년 학생들에게 더
높았음3

27%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성인 흡연
– 인종 그룹 중 가장 높은
비율 – 뒤이어 아프리카계
미국인(16%) 및 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섬 주민
(16%)

$5억4800만 2019년
워싱턴 담배세 및 보상합의
(master settlement agreement)
수익 총액

$9,010만 상업용 담배
회사가 매년 마케팅에
지출하는 예상 금액2

31%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nh)
12% 아시아인(nh)
22% 흑인(nh)
23% 히스패닉계
23% 다인종(nh)
23% 하와이 원주민 /
기타 태평양 섬 주민(nh)
25% 백인(nh)
(NH) = 비히스패닉계

21% 성소수자 흡연,
상대적으로 이성애자
흡연은 14%
27% 정신건강 질환자의
흡연 보고,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정신건강을 가진
사람들의 흡연은 12%

$200만 2020년 상업용
담배 예방에 대한 주정부의
총지출액
$6400만 주정부의 종합
상업용 담배 예방 및 규제
프로그램을 위해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워싱턴에 권고하는 연간
투자액

45:1 업계 마케팅 대
주정부의 상업용 담배
예방 지출 비율2
10명 중 7명 금연을
원하는 성인1
1,800명 매년 일일
기준으로 흡연하기
시작하는 청소년 수2

상업용 담배가
워싱턴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2

104,000명

현재 살아 있지만 흡연으로
조기 사망이 예상되는
청소년의 수

8,300명

매년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성인의 수

27%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 사망률

$7억 8900만
2017년 흡연으로 인한
medicaid 비용

*상업용 담배는 담배, 시가, 전자 담배, 물담배, 파이프 담배, 무연 담배, 가열식 담배 및 기타 경구용 니코틴 제품과 같이 담배 및/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담배에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니코틴 대체 요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담배 예방 및 규제 프로그램 자금 지원 2000-2020년

위협을 받고 있는 워싱턴의 성과

보건을 위한 현명한 투자

워싱턴주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모범 사례를
전략적으로 시행하여 흡연율과 간접 흡연
노출을 성공적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10여 년간 상당한 주정부 자금 투자가
이러한 성과에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자금 지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0 회계 연도에는 CDC
에서 권고하는 최소 자금 지원 수준의
3%밖에 미치지 않았으며 종합 상업용
담배 예방 및 규제 프로그램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주정부 중 41
위에 그치는 데 머물렀습니다.5 이러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워싱턴주 주민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주정부의 역량이
크게 감소하고 주정부가 보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후퇴시키는 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상업용 담배 예방 및 규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며 상업용
담배 유행병을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임을 입증했습니다. 종합 주정부
상업용 담배 예방 및 규제 프로그램의
평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와
상업용 담배 사용 감소 사이에 용량 반응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2011년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
(최고 투자 기간)까지 워싱턴의 담배 예방
및 규제 프로그램에 지출된 1달러당,
흡연으로 인한 심장병, 뇌졸중, 호흡기
질환 및 암 치료를 위한 입원 감소로
5달러 이상이 절감되었습니다.6
지속적이며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는
예방 프로그램을 갖춘 주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을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7 상업용 담배 예방 및
규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워싱턴주의
보건과 경제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늘어가는 상업용 담배 불균형
전체적인 흡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사회는 흡연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해 불균형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업용 담배 관련
불균형은 이른 나이부터 시작되며 많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흡연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율은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성소수자이면서 성적이 낮고 괴롭힘을
당하는 10학년 사이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습니다.8 저소득층 가구는 흡연율과
간접 흡연 노출 수준이 더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광범위한 전자 담배
사용에 대한 우려로 FDA에서 '유행병'
으로 분류한 문제인 조기 니코틴 중독의
결과로 청소년은 평생 중독 패턴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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