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 관련 서한
► 대부분의 COVID-19 감염 환자는 급성기 증상 발현 이후 몇 주 이내에 호전되지만,
약 10-20%는 급성기 증상 회복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경험한다.
► 코로나19 후유증(Long covid)의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COVID-19
감염 이후 4주이상 지속되는 건강에 미치는 여러 결과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 소아에서 COVID-19 감염에 의한 증상은 어른에 비해서 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코로나19 후유증은 소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의료진은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리하며, 객관적인 검사 또는 영상
소견이 없더라도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의 존재, 심각성 또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존중
해야 한다.
1. 코로나19 후유증(Long COVID)의 정의
-

대부분의 COVID-19 감염 환자는 급성기 발현 이후 몇 주 이내에 호전되지만, 약 10-20%
는 COVID-19 감염의 초기 질병 회복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COVID-19
감염 이후 상태를 “Long COVID, Chronic COVID, Post-acute COVID-19, Post COVID-19”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아직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

코로나19 후유증 연구의 표준화를 위해 WHO는 각국 200여명의 전문가 패널에 의한 전
문가 합의법을 통해 코로나19 후유증(Post-COVID conditions)의 정의를 발표하였다 (by
Delphi consensus, 21년 10월). WHO 정의로 COVID-19 후유증은 ① COVID-19 감염에 의
한 증상 발현이후 3개월 시점에도 ②최소 2개월동안 지속되는 ③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
명될 수 없는 증상들을 통칭한다.

-

스페인 연구에서는 증상 발현 시간에 따라 ① Transition Phase: COVID-19 급성기 감염 이
후 4-5주까지 관련된 증상 ②Acute post COVID symptoms: COVID-19 감염 이후 증상발현
이 5-12주까지 지속되는 경우 ③Long post-COVID symptoms: COVID-19 감염 이후 증상
발현이 12-24주 지속되는 경우 ④Persistent post-COVID symptoms: COVID-19 감염 이후
증상발현이 24주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

바이러스 감염 이후 후유증에 대한 연구는 인플루엔자, SARS, MERS 감염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며, 2003년 대유행한 SARS의 경우 급성기 증상 이후에도 만성피로, 통증, 쇠약, 우
울, 불면 등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

코로나19 후유증은 중증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COVID-19 감
염증상이 경미했던 사람이나 증상이 전혀 없던 사람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영국의
King’s College 연구에서는 COVID-19에 감염되었던 4백만명의 환자를 모집하여 어플리케
이션을 통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후유증이 발생하는 위험인자(고령, 급성기 증

상 이후 동반되는 증상의 수 특히 목쉼, 비만, 숨가쁨, 여성, 천식환자)를 보고하였다.

2. 코로나19 후유증의 발생기전
-

코로나19 후유증의 명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가능한 기전으로는 COVID-19 바이
러스가 혈액내 과응고상태를 유발하고 내피세포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체내
혈전생성과,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라 불리는 면역반응의 조절장애, 전신 염
증반응을 유발한다. 기존의 바이러스들과 달리 COVID-19은 전세계 인구를 광범위하게
감염시켰으며,

COVID-19의

수용체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가 존재하는 장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증상과 질환이 발현하는 것
이라 추정하고 있다.

3.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
-

독일에서 COVID-19 감염과 관련되어 입원한 환자의 최대 76%가 퇴원 후 6개월 이후에
도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경우에도 2-20%가량이
1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던 10명
중 1명에서도 몇 개월 동안 호흡곤란, 불면증, 미각 장애 및 피로 등의 증상 호소하였다.
환자의 45%는 6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으며, 6개월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사
람들의 80%는 1년 이상 지속되는 증상 호소했다.

-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사용한 후향적 연구에서 COVID-19에 감염된 환자를
3개월과 6개월 이후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과거 3년간의 기록에는 없었으나 새롭게 진단
된 증상 및 징후를 조사하였을 때 국내 환자의 19.1%에서 1개 이상의 후유증을 경험한다
고 보고하였다.

-

국내 대구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에서 COVID-19 환자를 12개월 추적 관찰하였을 때 응답
자들이 가장 흔히 보고하는 증상은 집중력 장애(22.4%), 인지 장애(21.2)%, 기억력 감퇴
(19.9%), 우울감(17.8%), 피로와 불안감(16.2%)이었다.

-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되어 현재까지 보고된 증상은 200여개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많
이 호소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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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주기 불규칙

호흡기계 합병증
체코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COVID-19에 감염된 환자의 49%가 3개월 이후에도 호흡
기 관련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흔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21%), 기침(10%), 피로감(17%),
흉통(9%)이었다. 또한 37%의 환자에서 산소확산능력이 저하된 소견이 확인되었다.
영국 흉부학회에서는 COVID-19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의 추적 관찰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한 바 있다.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 퇴원 후 4-6주 사이 대면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
를 통해서 추적관찰을 시행하여 새롭게 발생된 호흡기증상 및 지속여부를 확인한다. 12주
째에 환자에 대한 임상적 평가와 흉부 X-ray, 폐기능 검사, 폐색전증에 대한 추적, 흉부
CT, 산소포화도 평가를 위한 운동 검사, 가래검사, 심장 초음파를 권고하였다. 경증/중등
증 폐렴환자의 경우 퇴원 후 12주 후 흉부 X-ray를 확인하고 폐색전증 등과 관련된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심혈관계 합병증
미국에서 COVID-19감염 진단 후 생존자 153,760명을 30일 뒤 추적 관찰하였을 때 대조
군과 비교하여 심혈관 합병증이 1.63배 증가하였다. 심방세동과 심부전이 1.72배 증가하였
으며, 심근경색 진단도 1.66배 증가하였다.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신부전환자가 모든 연령에서 위험도를 증가시켰다. COVID-19과 심혈관 질환과의 발
생은 바이러스의 심근세포의 직접적 침범, 혈전증, ACE2 수용체의 감소,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조절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염증 사이토카인의 증가 등이 관여한다
고 추정하고 있다. 급성 감염기 동안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었거나 심장 관련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정기적 임상 평가와 함께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를 고려할 수 있다.

-

뇌신경학적 합병증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COVID-19 감염 이후 멍함(brain fog)과 인지장애를 응답자의
85%에서 보고하였다. 인지장애는 모든 연령에서 감염 이후 첫 3개월동안 가장 많이 보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대략 73%에서 기억력 손상을 보고하였다.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입원환자에서 발생한 신경학적 합병증 중 가장 흔한 것은 두통(37.7%), 뇌병증(31.8%), 어
지럼증(29.7%), 후각이상(11.4%), 미각이상(15.9%)이었으며, 입원환자의 0.2-1.4%는 뇌경색

을 이외에도 운동장애, 감각장애, 운동실조, 경련 등을 보고하였다. 뇌신경계 합병증은 젊
고, 중증의 COVID-19 감염환자에서 발생률이 증가함을 보고하였으며, 뇌병증 환자는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

-

내분비계 합병증
최근 메타분석에서 COVID-19감염이 췌장의 ACE2 수용체를 손상시켜 새롭게 진단되는 당
뇨병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코로나19 후유증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있던 자가면역성을 증진시켜 하시모토 갑상
선염, 그레이브스병이 새롭게 발생하기도 한다.

4. 소아에서의 영향
-

소아연령에서 COVID-19 감염 증상은 어른에 비해서 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OVID19에 감염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

-

기존에 발표된 14개의 소아 관련 코로나19 후유증을 분석하였을 때 각 연구들이 코로나
19 후유증에 대한 정의를 각기 달랐던 제한점이 있으나,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두통(380%), 피로감(3-87%), 수면장애(2-63%), 집중력장애(2-81%), 복통(1-76%), 근육통 또는 관
절통(1-61%), 콧물 또는 코막힘(1-12%), 기침(1-30%), 흉통(1-31%), 식욕저하(2-50%), 후각
저하(3-26%), 발진(2-52%)이었다.

5. 의료전문가를 위한 지침
-

코로나19 후유증은 COVID-19 감염 병력과 건강상태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지 않으며, 새
로 발생한 여러 증상들을 기반으로 한 임상적인 진단명이다.

-

의료진은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객관적인 검사 또는 영상
소견이 없더라도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의 존재, 심각성 또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각국은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을

강구하고

있다.

(https://www.longcovidkids.org/,

https://www.post-covid.org.uk,

https://ncv.kdca.go.kr/ncov)

6. 예방
-

코로나19 후유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COVID-19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

백신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

코로나19 후유증 상태에 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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