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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중 325,000 명이 성소수자(LGBT)
거의 33,000 명의 아시아 태평양계 성소수자들이 동성 커플
로스앤젤레스 —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내 모든 아시아-태평양계 중
2.8%는 LGBT 즉 레스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이다. 이 연구 보고서 제목은
“아시아 태평양계 LGBT 개인들, 그리고 동성 커플들”이며, 공동 저자는 윌리엄스
연구소(Williams Institutte)의 공공정책연구위원 안젤리키 카스타니스(Angeliki
Kastanis)와 윌리엄스 수석 연구위원 게리 게이츠(Gary J. Gates)이다.
전국적으로는 약 325,000 명으로 추산되는 아시아-태평양계(아태계) 주민들이
성소수자(LGBT)로서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취업률이나 학력이 낮은
편이다.
33,000 여명의 아태계 동성 커플들은 전반적으로 좀더 나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카스타니스 연구위원은 지적한다. ”성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몇몇 하위
그룹들은 좀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즉, 태평양계와 하와이 원주민, 여성 동성 커플,
두 파트너가 모두 아시아-태평양계인 커플, 그리고 자녀가 있는 커플들이 비교적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의료보험 가입률도 낮고, 학력도 낮고, 미국 시민이 아닌
비율도 더 높고, 실직자도 많습니다.”
아태계 동성 커플들은 아태계가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사는 지역에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 경우가 많다. 아태계 동성 커플들중 3 분의 1 은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에 살고 있다.
아태계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동성 커플의 4 분의 1 이상, 즉 26%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아태계 이성 커플에 비해 중간 소득 수준이 20%
낮습니다.
“아태계 동성 커플들은 이성 커플에 비해 커플 둘다 대졸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태계 동성 커플은 아태계 이성
커플에 비해 학력이 훨신 더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형편이
되는거죠,” 라고 게이츠 연구위원은 설명합니다.
아태계 동성 커플들은 아태계 이성 커플에 비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더
많습니다 (35% 대 13%). 미국이 아닌 출생지로 가장 많이 출생한 3 개국은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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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81% 대 68%) 아태계 동성 다섯
커플중 한 커플은 2 개 국적(미국 시민과 비시민 배우자가 커플인 경우)입니다.
더우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태계 동성 커플들중 4 분의 1 은 적어도 한 파트너가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밖의 주요 연구 결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아태계 동성 성인들의 경우 아태계 이성 성인들에 비하여 실업률이
높습니다 (11% 대 8%).

•

자녀를 양육하는 아태계 동성 커플들은 아태계 이성 커플들에 비해 둘다
대졸 학력을 가질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20% 대 43%).

•

아태계 동성 커플들은 아태계 동성 커플들에 비하여 대학을 중퇴하지 않고
끝까지 다녀서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각각 42% 대 59%).

•

아태계 동성 그룹도 하위 그룹으로 세분화를 해보면 학력 수준이
다양합니다. 아태계 동성 커플들은 태평양계/하와이 원주민에 비하여
대학을 중퇴하지 않고 끝까지 다녀서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두배나 더
높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타이완계는 학력이 높은 반면, 라오스, 흐몽,
캄보디아, 하와이계는 대학을 중퇴하지 않고 끝까지 다녀서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

아태계 남성 동성 커플은 아태계 여성 동성 커플에 바해 년평균 소득이
$25,000 이상 더 높습니다. 아태계 여성 동성 커플들은 아태계 이성
커플들과 비슷한 평균 가구당 소득 수준을 보여줍니다.

상기 보고서는 갤럽 일일 추적 서베이를 사용하여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밝힌
성인들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2008-2010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혼 또는 미혼 동성 커플들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이 두 서베이 모두
자신을 스스로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계, 또는 태평양계라고 밝인 응답자들을
포함합니다.
이 서베이는 중국 표준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전체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The Williams Institute 는 성적지향 및 성적 정체성 관련 법과 공공정책에 관하여 엄밀하고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입니다.. UCLA로스쿨 부설 연구소로서 전국적인 싱크 탱크인 the Williams
Institute 는 실제적으로 시의적절한 고품질 리서치를 수행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통하여 판사, 입법자, 변호사 등의 정책수립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배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http://williamsinstitute.law.ucl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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