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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미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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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훈 (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전공 박사과정)

■ 머리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다. 3월부터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었고 일상의 교류가 단절되었다. 하지만 짧을 것이라 기대했던 팬데믹이 6
개월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차 지쳐가고 있다. 그렇
기에 여전히 전국적으로 하루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많은 주에서 전면 봉쇄
를 풀고 점진적인 경제 재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
아가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생각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팬데믹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팬데믹 국면에서 재택근무, 일시적인 실업, 홈스쿨링, 사람들
과의 물리적 접촉 제한 등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돌보는 게 중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1) 코로나19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 역시
고민할 때가 되었다. 아래에서는 근래 나타난 미국에서의 정신건강 문제 및 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https://www.who.int/teams/mental-health-and-substance-use/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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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정신건강 문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자료에 따
르면, 2020년 6월 말 한 주 동안 조사대상의 40.9%가 팬데믹과 관련된 심리적, 행동적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2) 그중에서 심리불안 및 우울 증상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상
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
한 사람들의 수치가 11%에 달했다. [그림 1]은 미국인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안과 우울
을 겪고 있는지 보여준다.3) 시기나 조사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어 2019년과 2020년 수치
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2019년 1분기와 2분기에 비해 2020년에 증상을 겪는 사람들
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표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
는데, 2020년 4월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핫라인에 접수된 문자 메시지 건수는 2만 건으로 전
[그림 1]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 경험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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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건강설문조사(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9 ); 가구실태조사(The
Household Purse Survey, 2020).

2) 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32a1.htm#T1_down
3) https://www.cdc.gov/nchs/covid19/pulse/mental-health.htm

38_

2020년 9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년 4월(1,790건)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4)
팬데믹 기간 동안 드러난 정신건강의 악화는 다른 사설 연구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KFF)의 7월 중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3%
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3월의 32%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이다.5) 수면장애(36%)나 섭식장애(32%)가 제일 높았지만, 알코올 및 약물
남용(12%)이나 만성질환 악화(12%) 등 중증 증상을 보고한 사례도 제법 높게 나왔다.
또 다른 리서치 회사인 마텍그룹(Martec Group)은 1,214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팬데
믹 기간 동안의 재택근무가 정신건강과 직무/회사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6) 그 결과에 기초해 이 보고서는 응답자들을 [그림 2]와 같이 네 집
단으로 구분하였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두 집단의 비율이 60%에 달했다.
[그림 2]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재택근무와 정신건강 및 직업만족도 간의 관계
정신건강과 직무/회사 만족도가 모두 향상된
발전적인 집단(thriving employees)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집중력과
생산성에 있어 문제를 겪는 희망적인 집단
(hopeful employees)
정신건강과 만족도 모두에서 크게 감소한,
의욕을 잃은 집단(discouraged employees)
가장 안좋은 정신건강 상태와 만족도를 보인
비관적 집단(trapped employees)

자료 : The Martec Group.

4) The Washington Post(2020.5.4), “The Health 202: Texts to federal government mental health
hotline up roughly 1,000 percent”, Retrieved on Sept. 2. 2020, https://www.washingtonpost.
com/news/powerpost/paloma/the-health- 202 / 2020 / 05 / 04 /the-health- 202 -texts-tofederal-government-mental-health-hotline-up-roughly-1-000-percent/5eaae16c602ff15
fb0021568/
5) https://www.kff.org/coronavirus-covid-19/issue-brief/the-implications-of-covid-19-formental-health-and-substance-use/

6) https://info.martecgroup.com/remote-work-emotions-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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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6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정신건강 및 만족도 모두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그
쳤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는 일과 삶 균형(Worklife balance)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집중 수준이나 스트레스 수치에 있어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인사관리협회(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노
동자의 22~35%가량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7) 특히 여성
이나 젊은 노동자들, 그리고 기저질환자 같은 건강취약계층을 가족으로 둔 노동자일수록 정
신건강에 더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지식산업(31%), 육체기반 산업
(26%)에 비해 서비스직 노동자(38%)들이 더 정신적 소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
택근무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풀타임 노동자들(37%)이 재택근무 노동자들(22%)에 비해 급
여나 수당과 관련해 더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전체 응답자의 41%가 번아웃(burnout)을 호
소했다.
추가적으로, 앱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Ginger의 설문 조사에 따르
면,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자신들의 전체 커리어에 있어 가장 스트레
스가 심한 시기라고 응답했다.8) 아울러 항우울제 등 약물 처방의 비율도 급증했다. 또한 지난

4~6주 동안, 노동자의 88%가 중간-극심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1~2시간 정도 생산성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자살률의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Washington Post) 기사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경제침체, 테러 등이 있을 때마다 자살이나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등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9) 예를 들어 2007~08년 금융

7) https://www.shrm.org/hr-today/news/hr-news/pages/shrm-research-covid-19-takes-a-tollon-employees-mental-well-being.aspx

8) https://www.ajmc.com/view/how-has-covid19-affected-mental-health-severity-of-stressamong-employees

9) The Washington Post( 2020 . 5 . 4 ), “ The Coronavirus pandemic is pushing America into a
mental health crisis ” , Retrieved on Sept. 4 th, 2020 , https://www.washingtonpost.com/
health/2020/05/04/mental-health-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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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당시,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자살률이 1.6% 증가했다. 만약 12년 전 당시처럼 팬
데믹 기간 동안 실업률이 5% 증가할 경우 4천 명, 1930년대 대공황 당시처럼 실업률이 20%
증가할 경우 1만 8천 명이 추가로 자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
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10여 년 전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수준으
로 매우 높은 위기의식과 심리적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에 따라 극단적인 행동
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정신건강 문제의 요인
노동시장의 불안정 문제 : 해고 위협, 임금 감소 및 불확실성 증대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강도 높은 봉쇄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국적 차원에서 경제 재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대면 서비스업이 제한
되고 있고 이는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동시장 및 경제시장의 문제가 사람들의 심
리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하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에 따르면, 경제를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는 미국인이 10명 중 7명(70%)에 이른다고 한
다.10) 이는 2019년의 46%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이며, 2008년 경제위기(69%)에 맞먹는 수
준이다.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 수준은 10여 년 전 경
제위기와 동일해진 상황이다.
실직자 혹은 저소득층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더 심각하다. 7월 중순 실시된 KFF 조사에 따
르면, 실직 혹은 소득을 상실한 가정(5월: 46%, 7월: 58%)이 그렇지 않은 가정(5월: 32%, 7
월: 50%)에 비해 불안 및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더욱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저소득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10) https://www.apa.org/news/press/releases/stress/2020/report
11) https://www.kff.org/coronavirus-covid-19/issue-brief/the-implications-of-covid-19-formental-health-and-substanc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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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데믹의 장기화는 더 많은 불안을 가져다주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 특히, 이로 인한 실
직에 대한 두려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택근무의 장기화 및 업무영역 구분의 모호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업무상의 변화를 꼽으라면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주 단위로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진행된 미국의 경우, 대부분 작업장에서 재택근무
가 의무화되었거나 현재까지도 재량하에 진행 중이다.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이 변화가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Paychex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자(46%)에 비해 회사에 출근한 노동자(56%)들이 팬
데믹 기간 동안 정신건강 문제에 더 노출되었다.13) 구체적으로 업무 스트레스의 경우 재택
근무자는 35%만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심해졌다고 응답한 반면, 출근한 노동자들은 63%
가 업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에 비해 업무 동기부여(재택근무자: 51%,
출근한 노동자: 45%) 및 생산성(재택근무자: 45%, 출근한 노동자: 42%)의 경우, 재택근무
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악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FlexJobs 통계의 경우,14) 유
연근무15)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들보
다 그렇지 않는 노동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 경우가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과 삶 균형에 있어서도 유연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

12) https://smallbiztrends.com/2020/09/paychex-survey-covid-employee-stress.html
13) https://www.paychex.com/articles/human-resources/mental-health-at-work-duringcovid19
14) https://www.flexjobs.com/blog/post/flexjobs-mha-survey-flexible-work-improves-mentalhealth/

15) 유연근무는 근무장소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는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측면에서 유연성이 확대된 파트
타임, 교대근무 등의 여러 가지 근로형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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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는 [그림 2]에서 나타난 재택근무의 부정적 영향과 상충되는 결과이다. 이는 재택근무
가 업무에 미친 영향이 현재로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긍정
적/부정적 영향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통계들은 팬데믹 국면에서의 재택
근무가 야기한 심리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적인 재택근무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가져다주는 영향 중 하나는 업무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사라진
다는 점이다. 이는 통근시간을 절약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동시에 사적 영역이 언제든 침범받을 수 있다는 한계도 지닌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재
택근무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당 48.5분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6) 재택근무로 인
해 업무상 감독을 덜 받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게으른 인상을 줄까 두려워 더 많은 시간을 근
무에 쏟게 된다는 것이다.17) 특히나 실업률이 증가한 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해고
의 위협은 재택근무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업무에 쏟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는 돌봄노동의 증가로 연결된다. 업무 이외에도 노동자들이 부모, 교사, 배우
자 등의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하게 되면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게 될 가
능성이 높다.18) KFF 조사에 따르면, 학교가 대면수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5~17세 자녀를
둔 부모의 67%가 자녀들이 사회적·정서적으로 뒤처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가 담당하는 사회적·정서적 지원이 원격교육으로 인해 가정 영역으로 넘어왔음을 의미
하며,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19)

16) https://www.fastcompany.com/90540712/why-mentally-healthy-employees-win-overburnout

17) Forbes( 2020 . 9 . 2 ), “ How to keep your employees safe, happy and sane while working
remotely ” , Retrieved on Sept. 8 . 2020 ,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
/ 2020 / 09 / 02 /how-to-keep-your-employees-safe-happy-and-sane-while-workingremotely/#7c13431743a3
18) https://www.ajmc.com/view/is-a-mental-health-crisis-emerging-in-the-us-workforce
19) https://www.kff.org/coronavirus-covid-19/issue-brief/the-implications-of-covid-19-formental-health-and-substanc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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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문제
프루덴셜(Prudential) 기업의 건강 및 생산성 분석 부문 부회장인 크리스틴 터그맨(Kristin
Tugman)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낙인을 최소화하며, 사
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20) 실제로 2/3의 노
동자들이 두려움 및 낙인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숨기고 있다고 한다. 신체의 상
처나 질환에 비해 정신질환의 경우 사회적 낙인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질
환이 소수에게만 있는 특이한 질병이 아니라, 모두가 일정 부분 지니고 있는 ‘보통 문제’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또 다른 포브스(Forbes) 기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 자체를 높이는 데에
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21) 특히 이 기사에서는 고용주들에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편하
게 소통할 수 있는 작업장 분위기를 만들 것을 대안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들의 고립 심화
모든 이들이 팬데믹 국면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필수노동자
(essential workers)들의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대다수는 여성, 저소득층, 유
색인종 노동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팬데믹 이전에도 이들은
재택근무 혜택에서 벗어나 있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파트타임 노동자일수록 재택근무 재량권
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렇듯 재택근무의 불평등은 팬데믹 국면에 이르러 더욱 극명하게 나
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위협이 극심했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필수노동자’들은 일터에 나와야 했다. 가령, 650만 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서비스
노동자들은 중위소득 이하를 벌고 있는데, 유급 병가 내지 개인 휴가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환
20) https://www.benefitnews.com/news/mental-health-is-reaching-a-breaking-point-duringcovid-how-employers-can-spot-suicide-warning-signs

21) Forbes(2020.8.31), “4 Ways to destigmatize mental health at work”, Retrieved on Sept. 7. 2020,
https://www.forbes.com/sites/aliceboyes/2020/08/31/4-ways-to-destigmatize-mentalhealth-at-work/#4c8099c2e4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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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놓여 있다.22)
비단 보건의료 인력뿐 아니라 배달, 식료품, 대중교통 부문 등 여러 직종에서 많은 저임금 노
동자들이 건강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에 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
가 가족들의 건강 문제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들의 근무가 가족의 건강에 미쳤을 잠재적 영
향은 노동자들에게 다시 심리적 부담으로 돌아왔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기저
질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림 3] 재택근무 가능 노동자 비율(2017~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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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이제는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문제뿐 아니라, 팬데믹이 전 사회
적으로 미칠 심리적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포브스 기사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22) https://blogs.biomedcentral.com/on-health/2020/07/14/mental-health-challenges-facedby-essential-workers-during-covid-19/
23) https://www.bls.gov/news.release/flex2.t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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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기 위해 기업 경영진들에게 세 가지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24) 첫째,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 및 분량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택근무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예상 외의 부
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일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실
제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는데, 장기적으로 모호한 구분은 노동자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동기부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
째, 선도적인 유급휴가이다. 이 기사에서는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활용함으로써 노
동자들이 부담없이 휴가를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돌봄노동 부
담을 지고 있는 재택근무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포브스 기사
에서는 재택근무를 통해서도 노동자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코로
나19와 관련한 기업 상황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안을 줄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25)
팬데믹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비단 기업만의 몫이라 볼 수는 없다.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우선
순위에 놓고 장기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러스로 인한 심리적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을 환기함으로써, 사람들의 물
리적 고립이 정신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24) Forbes( 2020 . 9 . 2 ), “ How to keep your employees safe, happy and sane while working
remotely ” , Retrieved on Sept. 7 . 2020 ,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
/ 2020 / 09 / 02 /how-to-keep-your-employees-safe-happy-and-sane-while-workingremotely/#7c13431743a3
25) Forbes( 2020 . 8 . 27 ), “ Is Remote Work good or bad for employee engagement? Your
leadership holds the answer”, Retrived on Sept. 07. 2020, https://www.forbes.com/sites/
nazbeheshti/2020/08/27/is-remote-work-good-or-bad-for-employee-engagement-yourleadership-holds-the-answer/#1363a0f076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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