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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정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다섯 가지 방법

흑인 및 라틴계 뉴요커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그들의 정신 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합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인종 차별 경험은 정신 건강 요구를 만들어냅니다.

• 2020년 4월에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는 백인(17%)보다 라틴계(24%) 및 흑인(24%) 시민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출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전에도 뉴욕에는 이미 극심한 정신 건강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서는 
정신 건강 요구 발생이 더욱 높았지만 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적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2020년 4월에 뉴요커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응답자의 25%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인종 차별, 폭력, 또는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출처)

• 뉴욕시 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은 인종 차별을 “항상”, “많이”, 또는 “때때로” 경험한 성인(15%) 사이에서 
“조금” 경험했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성인(5%)에 비해 세 배 높습니다(출처)

우울증,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은 뉴욕시의 최전방 
근로자들은 여러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뉴욕시 감사 사무소(Comptroller's Offic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내 전체 최전방 근로자의 75%가 
유색 인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 일화적 증거에 따르면 필수 근로자들은 계속되고 있는 노출과 관련하여 치솟는 불안감을 경험하고 고용주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출처; 출처). 사소했던 직업 관련 결정이 이제는 큰일이 되었고, 이는 불안,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 발달의 원인 또한 될 수 있습니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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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ff.org/health-reform/report/kff-health-tracking-poll-early-april-2020/
https://sph.cuny.edu/research/covid-19-tracking-survey/week-5/
https://www.academia.edu/41537281/Social_Determinants_of_Mental_Health_among_New_York_City_Adults
https://comptroller.nyc.gov/reports/new-york-citys-frontline-workers/
https://www.talkspace.com/blog/coronavirus-essential-workers-mental-health-impact/
https://www.cnbc.com/2020/04/16/grocery-store-workers-need-for-mental-health-care-may-outlast-pandemic.html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1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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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요커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17일~19일에 실시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실직을 경험한 뉴요커는 흑인 
뉴요커 35%, 아시아계 미국인 뉴요커 40%, 라틴계 뉴요커 44%를 기록한 반면, 실직한 백인 뉴요커는 
1/3(32%)에 불과했습니다(출처)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주에 이웃 중에 실직한 사람이 있다고 밝힌 뉴요커 중 82%가 불안감을 느꼈고
(일부는 대부분의 시간에 불안감을 느낌), 73%는 우울하거나 절망감을 느꼈으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1%에 불과했습니다(출처)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서는 우울증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실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흑인 및 라틴계 커뮤니티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 2020년 4월 27일 자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흑인 뉴요커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209.4명이었고, 라틴계 
뉴요커의 경유 10만 명당 195.3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백인 뉴요커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107.7명으로 
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출처)

• 갑작스러움(출처),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시간(출처), 그리고 가족들의 슬픔(출처)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죽음을 둘러싼 상황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출처) 복잡한 슬픔(출처)을 키워나갈 위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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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h.cuny.edu/research/covid-19-tracking-survey/week-6/
https://sph.cuny.edu/research/covid-19-tracking-survey/week-4/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vid-19-deaths-race-ethnicity-04302020-1.pdf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119479/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585673/
https://pubmed.ncbi.nlm.nih.gov/18840840/
https://psycnet.apa.org/record/2016-58415-006
https://www.nejm.org/doi/10.1056/NEJMcp1315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