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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유행의 대응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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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and the Challenge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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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us diseases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the first outbreak in China, are
currently pandemic in the world, including in Korea.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caused by SARS-CoV-2 has not been proven and there has
been no proper target medicine and vaccine, so it is virtually unprotected and is a serious health problem. A mitigation strategy that lowers and
slows the peak of the epidemic is required to ensure efficient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nd time to development of therapeutic medicines
and preventive vaccine. For this,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medical practitioners are required, and national prevention and
prevention of the spread of the community and preparation for inflow from abroad will be required. In addition, large-scale studies on drugs
including hydroxychloroquine, remdesivir, etc., which are known to be effective as therapeutic agents for COVID-19, are required to develop a
vaccine for prevention. The authors hope that this review will assist primary care physicians currently engaged in patie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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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 걸쳐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서론

다. 또한, 미국도 3월을 기점으로 하여 환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27명의 원인불명의

고 있으며, 현재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를 투고하는 시점인 4월 초에는 43개의 경제

coronavirus 2, SARS-CoV-2)로 밝혀졌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

Organization, WHO)는 이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 virus

ment, OECD) 모든 국가를 포함하여 210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상

disease 2019, COVID-19)로 명명하였다.

COVID-19는 우한에서 중

태로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에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3) WHO에서는

국 전역으로, 동시에 우한에서 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968년도 홍콩독감,4,5) 2009년 신종플루에

주변 아시아국가로 퍼져 나갔다. 또한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많은

이어,6) 사상 3번째로 2020년 3월 11일 COVID-19의 pandemic (세계적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다시 전세계로 급격히 전파되었다. 현재

인 대유행)을 선언하였다.7)

1,2)

는 COVID-19의 발병지인 중국은 확진자 8만 명에 3천여 명의 사망

우리나라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유입으로 인한 초기의 산발적인

자를 낸 후 다소 소강상태인 반면에,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스페인,

발생에서 넘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역사회 전파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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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Seung-Hwa Lee, Jong Myoung Kim. COVID-19 and SARS-CoV-2

SARS COV-2의 특성

양상이다. 감염병에 대한 국내의 위기 대응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가장 최고 수준인 심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니도바이러스목(nidovirus family)

각 단계로 격상해 의료계를 비롯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

의 코 로나바이러스과 ( coronaviridae )의 코 로나바이러스아과

고 있는 상태이다.

(coronavirinae)에 속하는 단쇄 양성가닥(single positive strand)의 나선

의사들은 과거 여러차례 신종 전염병을 경험한 바 있다. 2천년대

형 구조(helical structure)를 가지는 RNA 바이러스이다.10,11) 코로나바

들어서만 벌써 SARS-CoV, 신종플루(swine influenza), MERS (Middle-

이러스는 총 5개(spike glycoprotein, membrane glycoprotein, envelope

Eastern respiratory syndrome)-CoV 등 3번의 신종 전염병이 발생한 바

glycoprotein, hemagglutinin esterase glycoprotein, nucleocapsid protein)

있다. SARS와 MERS 때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었음에도 비

의 구조 단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spike glycoprotein (S pro

교적 큰 전파없이 조기에 유행을 차단한 바 있으며, 신종플루는 비

tein)에 의해 전자현미경상에서 마치 왕관(crown)이나 후광(halo)이

록 전세계로 확산되었지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조기에 위기를

있는 것처럼 관찰된다.12)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COVID-19는 과거 어떤 신종전염병보다

‘corona’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략적인 크

빠르게 전세계 곳곳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단시

기는 27–34 kilobases로 현존하는 RNA 바이러스 중에서는 제일 큰

간 내에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은 요원하고, 검증된 치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1960년대에 인체의 호흡기

제도 없어 인류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에서 처음 분리되어 배양되었는데, 현재까지 229E, NL63, OC43,

SARS-CoV-2와 이로 인한 COVID-19는 아직 그 실태가 명확히 규

HKU1, SARS-CoV, MERS-CoV 이렇게 6종이 인체에서 병원성을 가

명되지 않은 질환이다. 따라서, 많은 한계점과 부족함이 있겠지만

지며 이중 229E, NL63, OC43, HKU1는 소위 ‘감기(common cold)’로

현 상황에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도 임상적 의미가

지칭되는 상기도 감염의 10%–30% 정도를 차지하며 치명률이 거의

있으리라 생각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료의 최일선에서

없는 병독성이 약한 바이러스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고생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

델타, 감마의 4군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이중 베타군이 전염성과

서는 가장 최근까지 확인된 지식을 기반으로 SARS CoV-2의 특성,

병독성이 높다. 실제로 전염력과 치명률이 높았던 SARS-CoV,

COVID-19의 역학적, 임상적 특징, 진단과 치료, 공중보건적 접근 전

MERS-CoV는 모두 베타군에 속한다. 지금 현재 전세계적인 대유행

략과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을 일으키고 있는 COVID-19 를 발병하게 하는 바이러스인 SARS-

CoV-2도 베타군에 분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

코로나바이러스 중 일부는 인수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
스로 현재 SARS-CoV-2는 박쥐 또는 천산갑 등의 동물에서 사람에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환자에게 감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바이러스가 비말 또는 직접

는 처음에는 유행이 시작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한 코로나바이러

접촉을 통해 사람과 사람과의 전파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스(Wuhan coronavirus)로 불렸다. COVID-19의 발생지가 중국 후베이

다. SARS CoV-2의 표면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S protein이 있는데,

성의 우한시(Wuhan)이기에 이 명칭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

이 구조물이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침입하게 된다. S

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학술적 명칭은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

protein 은 숙주세포의 수용체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 ICTV)에서 명명하

(ACE2)를 이용하는데 이런 특성은 SARS CoV와 매우 유사하다.

고, 이로 인한 질환명은 WHO에서 명명하게 되는데, WHO는 2015

ACE2는 구강과 비강 점막, 비인두, 폐, 위, 소장, 대장 등에 많이 분

년 보고서를 통해서 질환과 바이러스명을 지을 때에는 국가, 경제,

포하고 있으며, SARS-CoV와 SARS-CoV-2가 증상이 비슷하고, 두 질

사람, 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명칭은 지양하는 것으로 결정

환 모두 진단 당시 바이러스성 폐렴 소견이 대다수에서 관찰되는 특

8,9)

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nCoV (2019

징을 설명해 준다.13)

novel coronavirus)을 거쳐 현재는 ICTV에서 SARS CoV-2로, 이에 대한

SARS CoV-2의 전염력은 매우 높다. 바이러스 및 세균의 사람 간

질환명은 WHO에서 COVID-19로 명명하였다. 국내에서도 초창기

의 전염력은 재생산지수(reproductive number, R0)를 이용하여 판단

공문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우한폐렴이라는 명칭을 사

하게 되는데, R0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의 환자가 몇 명을 전

용하다가, 현재는 코로나 19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현재 SARS-CoV-2의 R0 는 연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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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2–4정도로 추정되고 있다.14-17) 이는 전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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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함께 좀 더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극도로 높은 홍역(R0, 12–18)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일반

COVID-19의 증상은 비특이적이며, 증상발현은 무증상부터 심한

적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의 R0가 1.0–1.2인데 반해 2배에서 4

폐렴과 사망까지 다양하다. 가장 주된 증상은 발열(fever)이며, 호흡

배정도 높은 수치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전염력을 가진다고 파악할

기 증상으로는 객담을 동반하지 않은 기침(nonproductive cough)을

수 있겠다. 병원체에 의해 지역사회에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주로 동반한다. Guan 등19)은 중국 지역 병원에 입원한 환자 1,099명

위해서는 결국은 R0값이 1 이하로 낮아져야 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열(88.7%), 기침(67.8%), 피로감(38.1%),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집단면역율[herd immunity rate (%)=(1-1/

가래(33.7%), 호흡곤란(18.7%), 인후통(13.9%), 근육통(14.9%), 두통

R0)×100]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홍역의 경우 R0를 앞에서

(13.6%), 오한(11.5%)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Wang 등20)

언급한 것처럼 12–18로 봤을 때 전체 집단의 면역력이 91.6%–94.4%

은 발열(98.6%), 피로감(69.6%), 마른기침(59.4%), 식욕부진(39.9%),

정도 필요하며, 현재 COVID-19의 경우는 R0 를 2–4 로 보았을 때

근육통(34.8%), 호흡곤란(31.2%), 가래(26.8%), 인후통(17.4%), 설사

50%–75%의 집단 면역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10.1%) 등이라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는 초기 확진 환자 28명을 분석

추정해보면 SARS-CoV-2에 대해서 개발되는 백신은 최소 50%–75%

한 결과 열감(32.1%), 인후통(32.1%), 기침 또는 가래(17.9%), 오한

의 항체 생성률이 요구되며, 자연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획득에 대

(17.9%), 근육통(14.3%)이었고, 무증상도 3명(10.7%)이었다. 중국의

한 시도는 최소 전인구집단의 반수 이상이 감염되어야 하므로

보고와 국내의 보고의 차이는 중국은 주로 증상이 심한 입원 환자

COVID-19의 치명률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 실제

로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며, 국내는 초기

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던 집단

확진 환자 전수조사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격

면역 획득에 대한 시도는 실패하였으며, 현재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

리를 위해 입원한 환자라는 점에서 기인해 보인다. 본 저자들의 경

가지로 방역을 유지하며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험으로는 국내 환자 중 특히 경증의 경우 인후이물감(foreign body

sensation on throat), 인후통(sore throat)을 포함한 인후 증상이 비교
적 흔했으며, 후각소실(anosmia)과 미각소실(ageusia)도 종종 동반되

임상적 특성

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리

COVID-19의 연구는 아직 대규모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이고 유행

라 생각된다. 그 외에 비루(rhinorrhea), 비충혈(nasal congestion) 등의

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비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중증의 경우에는 호흡곤란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dyspnea)이 동반될 수 있다. 질환특이적(pathognomonic sign)이지는

국내 감염 사례에 대한 질병관리의 역학조사 결과 평균 잠복기는

않지만, 임상의들이 염두에 둘만한 점은 COVID-19 환자 중 상당수

약 4.1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의 연구에서는 평균 잠복기는 약 5.2

가 설사, 오심,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일로 보고되었다. COVID-19 환자를 진료한 저자들의 임상 경험으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 때와 유사한 양상이

로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염원에 노출된 후 약 5일 이내에 증상이

며, 이를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겠

발현되었다. 최대 잠복기는 연구마다 다양하나 최대 14일(2주)까지

다.18-20)

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접촉자들의 격리해제 기간이 적용

COVID-19의 진행 경과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초기 임상 증상

되고 있다. COVID-19 증상이 발생한 후부터 바이러스 배출이 음전

은 경증의 상기도 감염 증상부터 심한 폐렴까지 다양하다. 입원한

되기까지는 약 20일 정도로 추정된다. Chen 등 이 연구에서 임상증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증상의 진행경과를 보면 특정한 양상

상이 발생한 후 가장 짧게는 8일이었으며, 가장 길게는 무려 37일까

을 보인다. Wang 등20)은 138명의 중증 입원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사분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는

분석하였는데 증상 발현 후 평균 5일째(IQR 1–10일)에 호흡곤란이

17–24일이었다. 국내의 결과도 이와 비슷한데 초기 28명의 역학적

나타났고, 7일째(IQR 4–8일) 입원을 하였으며, 8일째(IRQ 6–12일)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원기간은 12.7일이었는데, 증상이 나타

급격히 악화되어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로 진행하

난 후 확진까지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균 배출기간은 3주 내외일

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증상 발생 후 중증으로 진행되는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균배출기간을 고려해볼 때는 격리기간을 현

걸리는 시간은 1주 정도이며, 사망한 환자들은 대체로 증상 발생 후

행 2주에서 3주 정도로 연장하는 것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부터 2–8주가 소요된다. 진단 초기에 증상이 경증이라 하더라도 경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격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과에 따라 중증 폐렴, ARDS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증상 악화의 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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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증 환자의 이환 기간은 평균 2

blocker (ARB)가 SARS-CoV-2의 감염 빈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논쟁

주 정도 걸리고, 중증 환자는 평균 3–6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

이 진행되고 있다.22) SARS-CoV처럼 SARS-CoV-2는 세포에 침투하는

정된다. WHO와 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WHO-China Joint

과정에서 호흡기도 내의 상피세포 표면의 표현된 ACE2와 결합함으

Mission)는 COVID-19의 임상경과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

로써 침투하는데 ACEi 와 ARB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이

탕으로 그 패턴을 도식화하였다(Figure 1).

ACE2의 표현이 증가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23)

21)

이를 근거로 ACEi와 ARB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COVID-19 감
염에 더 노출이 잘되고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COVID-19의 치명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가설에 근거할 뿐 실제적인
우리나라에서 4월 14일 기준 10,654명이 COVID-19로 확진되었으

임상적 근거는 없다. 유럽과 미국의 심장학회도 이러한 환자에게

며, 그중 222명이 사망하여 치명률(fatality rate)은 약 2.10% 수준이

ACEi와 ARB 약제를 중단하거나, 혹은 COVID-19로 진단된 환자에

다. 현재 국내의 치명률은 전세계 평균인 4.6%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도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하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는 치명률이 10%에 가까운 수치인데, 같은 질

고 있다.

환에 대한 치명률이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증 환자에게
대한 검사시행률, 노인환자 비율, 의료자원의 차이, 의료기술과 의

중증도의 분류

료진의 수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OVID-19의 치명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데, 질병관리본부의 4월 14일자 보

COIVD-19 환자의 임상상태를 경증(mild), 중등증(moderate), 중

고서에 근거하면 국내의 경우 만 30–39세의 경우 0.09% (1명), 만

증(severe), 위중(critical)으로 분류하고, 각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

40–49세의 경우 0.21% (3명), 만 50–59세의 경우 0.72% (14명), 만

증은 폐렴이 없이 경증 호흡기 증상을 가진 경우이며, 중등증은 폐

60–69세의 경우 2.47% (33명), 만 70–79세의 경우 9.29% (65명), 만 80

렴이 동반되었으나 증상은 경한 경우이다. 중증은 호흡곤란과 30회

세 이상의 경우 22.22% (106명)로 연령과 사망률은 정비례하였으며,

이상의 빈호흡, 산소포화도 93% 이하, PaO2/FiO2 ratio<300, 그리고/

아직까지 만 29세 이하의 사망자는 없었다.

혹은 24–48시간 안에 폐렴이 50% 이상 악화된 경우로 정의한다. 위

또한, COVID-19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COVID-19에 이환된 환자

중은 호흡부전, 패혈증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나타난 경우

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암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높

로 정의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한 환자 중 80%

특히, SARS-CoV-2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

는 경증 혹은 중등증이었으며, 13.8%는 중증, 6.1%는 위중한 상태였

16,18-20)

은 사망률을 보였다.

에서 높은 이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저

다.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흔히 처방되고 있는 약제인 ACE 억제재

임상경과는 진단 시에 증상이 심할수록 나쁜 경과를 밟을 것으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와 angiotensin receptor

로 추정되며, 초기 증상이 경증이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COVID-19 환자의 악화가능성을 진
단 당시부터 조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체계를 확립할

Lab diagnostic

필요가 있겠다. 현재까지 COVID-19 환자에 통일된 분류체계는 확
립되어 있지 않다. 국내의 경우 대한중환자의학회와 대한결핵 및 호

Isolation/hospitalization

흡기학회 등은 중증환자용 COVID-19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환자의

Mild
Recovery

중증도 분류에 변형된 조기경고지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MEWS)를 활용하여 환자를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MEWS는 생

Moderate

체징후(맥박, 수축기혈압, 호흡수, 체온)와 의식수준을 이용하여 점
Severe

수에 따라 저위험(4점 이하), 중등도 위험(5–6점), 고위험(7점 이상)

Critical

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COVID-19 환자 진료를
Isolation/hospitalization

Onset

Death
ICU

Figure 1. Pattern of disease progression for COVID-19 in China.21)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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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하는 저자들의 임상경험으로는 MEWS만으로 COVID-19의 중
증도를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제한적 자료이지만, 현재
까지 COVID-19는 고령자, 기저질환자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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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초기 증상이 심할수록 중증 위험이 높은데, MEWS에서는

프구의 분율이 감소한 소견이 비교적 빈번하였고, 급성반응기 염증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물질인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C-reactive protein (CRP)

확인된 COVID-19 역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는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19,20) 실제로 성남시의료원에 입원한

요구된다.

COVID-19의 환자의 경우도 대부분의 환자에게 백혈구 수치는 증가
하기보다는 정상이거나 감소한 소견이 많았다. 본원의 가정의학과

진단법

에 입원한 초기 15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환자들의
백혈구 수치는 평균 3,770 (range 2,700–10,400)에 해당하였으며, 비율

SARS-CoV-2에 대한 확진 방법은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

로 보았을 때는 정상범위보다 감소한 경우가 73.3%, 정상범위 안에

응법(Real time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RT-

있는 경우 20.0%, 정상범위보다 높은 경우는 6.7%에 해당하여 이전

PCR)이다. rRT-PCR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프로토콜이 제시되어 있

연구들과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물론 이것은 다른 바이러스 감염성

으며, 프로토콜마다 검출하는 유전자 부위에 차이가 존재한다. 국

질환에서 확인될 수 있는 소견이나 COVID-19의 경우 좀 더 흔하였

내에서는 2개의 유전자(E gene, RdRp gene)를 검사하는 프로토콜을

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진단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E gene 은 선별검사용으로, RDRP gene 은 확

것을 국내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COVID-19 환자들의

진 검사용으로 사용한다. 판정은 두 유전자 모두 양성일 경우에 확

혈액검사 자료를 취합한 대규모 연구를 필요로 하겠다. 또한, ESR,

진 판정을 한다. 한편 앞의 두 유전자 외에도 N gene, ORF1a gene 등

CRP의 경우는 증가한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는 외국의 연구들

다른 유전자를 포함한 3개 이상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프로토콜도

에서는 COVID-19 환자의 중증도가 비교적 높았고, 본원의 경우는

이용되고 있는데, 이때도 3개 유전자가 모두 양성일때만 확진으로

격리의 개념으로 증상이 경미하고 중증도가 경미한 환자가 많았던

해석한다.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로 입원한 환자를 일반병동

진단검사에 필요한 검체는 상기도와 하기도 두 곳에서 각각 채취

과 중환자실로 구분한 Wang 등20)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한다. 상기도 검체는 면봉채취법(swab method)을 사용하여 검사자가

환자의 경우 procalcitonin와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수치가 현

환자의 비인두(nasopharynx)와 구인두(oropharynx) 도말물을 동시에

저히 높았는데, 이것은 향후 COVID-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채취하여 하나의 수송배지에 담는다. 구인두와 비인두의 검체 채취

제정할 때 이 항목들이 변수로서 포함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

순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자들의 경험으로는 환자의 불

겠다. 다만, 이것이 모든 COVID-19 환자에게 보편화되어 적용될 수

편감을 고려하여 보통은 통증이 덜 유발되는 구인두를 먼저 채취하

있는지는 추가적인 대규모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고, 비인두를 채취할 것을 권장한다. 하기도 검체는 환자에게 구강

COVID-19 환자의 영상학적 검사는 비록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더

내를 깨끗한 물로 가글하게 한 후 멸균용기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라도 폐침윤이 심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Wang 등20)의 입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객담을 채취한다. 만일 환자가 객담이 없다면

원환자 138명에 대한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가 영상학적 검사에서

하기도 검체는 채취하지 않아도 된다. SARS-CoV-2의 하기도 검체 채

폐침윤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Chen 등18)의 99명에 대한 연구에서도

취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일부러 가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환자들의 영상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

된다는 점이다. 만약 유도 객담채취를 시행하게 되면 에어로졸이 발

이 확인되었으며, 두 연구 모두 양측 폐침윤과 ground glass opacity

생되어 에어로졸 전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검채 채취는 별도

(GGO) 양상을 주를 이루었던 것이 특징적이었다.18,20) COVID-19 환

의 공간에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

자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임상의들이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진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level D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환자의 임상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영상의학

한다.

적 검사에서 폐침윤이 생각보다 급격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Figure 2). 이는 본 바이러스의 폐섬모와의 높은 친화도와 관련이

혈액검사와 영상의학적 소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COVID-19 환자의 경우 초기에

Chest X-ray 상에서는 정상이나 Chest computed tomography (CT)에서
COVID-19 환자의 혈액검사 소견은 질환 특이적이지는 않지만, 몇

이상소견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 종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첫

몇의 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되었다. 우선, 백혈구

COVID-19 환자의 경우에서도 첫 3일 동안 환자의 임상증상이 폐렴

수치는 정상이거나 감소한 경우가 많았으며, 백혈구 감별계산상 림

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고, 흉부 X선 촬영에서도 정상 소견이었으

Korean J Fam Pract. 2020;10(2):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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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Chest imaging of the COVID-19 patient in 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 (A) Chest radiography
taken on March 16, 2020 reveal no
pulmonary infiltrates. (B) However, the
Chest computed tomography scans
taken on March 18 showed unilateral,
localized, ground glass opacities pattern (yellow arrow).

나 고해상도 흉부 CT 촬영에서 폐침윤 소견이 확인되었다.24) 따라

음에는 입원환자에게 LPV/r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

서,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는 증상의 경증과 관계없이

근 중증 COVID-19 환자에 시행한 무작위 대조시험 결과 LPV/r 제

영상의학적 검사의 시행이 요구되며, 비록 X-ray에서 정상소견이라

재는 임상증상 개선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바

하더라도 이를 간과하지 말고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CT 검사를 보

이러스 배출도 줄여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5) 물론 이 연구는

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중증 환자 대상이므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겠다. 하지만, 경증 COVID-19 환자들이 대부분인 본원에서의
저자들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도 LPV/r을 투여한 환자에

치료법

게 있어서 환자들의 증상 호전이나 바이러스 음전에 큰 영향이 없었
아직까지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등을

기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본 제재는 환자에게 투

통하여 COVID-19의 명확한 치료제로 입증된 제재는 없다. 다만

여 시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도 심하여서 이 점도 치료제로서의

SARS와 MERS의 치료가능성을 제한적이나마 보여준 몇몇 약물들

역할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 COVID-19 치료제로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 대한감염학회, 대

다음으로 chloroquine (CQ ) 제재가 있는데, 국내에는 chloroquine

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은 ‘코로나 19 약물치료에 관한 전문가 권

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hydroxychloroquine (HCQ)을 투여할 수

고안’을 발표하였는데, 본 권고안에서는 확립된 표준치료방법은 없

있다. CQ와 HCQ는 모두 4-aminoquinolone의 유도체로 HCQ가 CQ

지만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

보다 망막병증 등의 부작용이 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VID-19

스제 투여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권고안에서 구체적인 적

환자에게 HCQ의 구체적인 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

응증으로는 COVI-19 확진 환자 중에 폐렴이 동반되는 등 중등도 이

데, 국내의 권고안에서는 HCQ 400 mg 1회 5일 투여 용법과 첫날

상의 중증도를 보이거나, 임상경과가 악화되어 가는 환자, 중증으로

loading dose로 400 mg bid로 투여 후 나머지 4일간은 200 mg bid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를 제

투여하는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26) 최근 한 open label 연구에서는 이

시하였으며, 상기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적극 고려할 수

러한 HCQ를 azithromycin과 함께 투여하면 COVID-19 환자에서 바

있다고 하였다.

이러스 배출기간을 상당히 줄여준다고 보고하였다.27) 하지만, 이러

권고안에 따르면 COVID-19의 치료제로 고려될 수 있는 약물로

한 HCQ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 임상에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

Lopinavir/ritonavir (LPV/r, Kaletra ; AbbVie Inc., North Chicago, IL,

RCT 가 필요하다. 한편, HCQ 는 심전도 상에서 Q-T 연장(Q-T

USA)가 있다. LPV/r의 구체적인 용법은 성인을 기준으로 400 mg/100

prolongation)을 유발하고, 연이어 torsade de pointes를 발생시킬 수 있

mg을 단독으로 하루 2회 투여하며, 보통 7–10일 정도 적용하게 된

다. 따라서, 환자에게 투여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심

다. 초기에는 이 제재가 COVID-19 환자의 치료로 많이 사용되었는

혈관계 질환자 에 대해서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겠다.

24)

데, 국내 첫 환자도 이 제재가 투여되었으며, 본원의 경우에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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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치료 시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인 위생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야 하겠다.

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호흡기증

Remdesivir (Gilead Sciences Inc., Foster City, CA, USA)는 현재 국내

상이 없더라도 의심환자를 돌보거나, 그 가족일 경우에는 마스크

에서는 코로나 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 중인 약물로 임상시험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손 위생과 같은 예방

을 하는 조건하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재로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된다. 따라서, 손 위생 없는 마

실제 임상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제재이다. 미국의 첫 환자의

스크 단독만으로는 감염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점 또한 강조되야

28)

경우는 이 제재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었고, 현재는 미

한다. 또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으로 마스크를 구비하고 착용하

국에서 RCT 중이므로 곧 임상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외에

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다.

도 interferon, ribavirin도 치료제로서 고려될 수 있는 제재인데, 두 제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역이 무엇보다 중

재 모두 단독투여는 권장하고 있지 않다. 그 외 일본에서 개발되어

요하다. 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치료를 시행하고, 역학

신종인플루엔자의 치료로는 일본에서 허가되어 있는 favipiravir

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여 자가격리 등을 통해 발병을 감시하

(Avigan®; Toyama Chemical Co., Ltd, Tokyo, Japan)과 러시아에서 인

고 전파를 차단해야 하며, 오염된 환경을 소득하고 방역하는 것도

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umifenovir (Arbidol®; Pharmstan

필요하다. 현재는 COVID-19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dard, Dolgoprudny, Russia)도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함에 따라 종래의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에서 완화전략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필요하겠다. 그 외 스테로이드 투여는 SARS

(mitigation strategy)을 병행하고 있다. 대유행이 급격히 진행되면, 짧

와 MERS 환자에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바이

은 기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 사회가 대처할

러스 제거(viral clearance)를 지연시킨 바 있어, COVID-19 환자에게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정규적인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또한, Intravenous immuno

구체적으로는 가용할 수 있는 입원병상을 초과해 환자가 발생하거

globulin 도 통상적으로 권고하지 않으나, 패혈증을 동반한 일부

나, 수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의 한계를 넘어 중환자가 발생할 수 있

COVID-19에서 도움이 된다는 권고안에서는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겠다. 지역사회 완화전략은 유행의 정점(peak)을 낮추고 늦추어 의

혈장을 이용한 COVID-19 환자의 완치 사례가 국내에서 보고되었으

료기관과 방역체계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주고(Figure 3),29) 궁극적으

나 이 역시 연구가 필요하겠다.

로 COVID-19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고 환자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개학연기,

예방 및 방역

재택근무,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입국자의 2주 격리 등의 방안

현재까지 COVID-19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만한 예방백신
Goals of community mitigation

이나 검증된 약물은 없다. 과거 신종플루 때의 경험을 떠올리면, 유
였다. WHO는 SARS-CoV-2에 대한 백신 개발에 대략 18개월이 소요

1 Delay outbreak peak
2 Decompress peak burden on hospitals/infrastructure
3 Diminish overall cases and health impacts

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일반적인 백신 개발 기간이 2–5년정도 소

1

행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백신개발이 결정적 역할을 하

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백신 개발로 유행을 차단하기를 당장 기대
발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도 쉽지 않
을 전망이다. 치료약물의 검증과 개발도 서두르고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요구되기에 현재의 대유행을 즉시 막는데 기여하기는 어려

Daily cases

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종플루와 달리 SARS-CoV-2는 변이가 자주
Pandemic outbreak:
no intervention

2

워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COVID-19의 전파를 막는 현 시점의 최
선의 방법은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바이러스

Pandemic outbreak:
with intervention

3

의 전파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거나 바이러
스에 오염된 손이나 물건에 접촉한 손 등이 점막을 통해 침투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민 개개인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같은 개
Korean J Fam Pract. 2020;10(2):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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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ogram of containment to mitigatio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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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지속되었을 때 끼치는 시민들의 피로감과 사회경제적 손실
에 대해서는 대안이 요구되겠다.

요약
중국에서 첫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인한 감
염증은 현재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등 세계적
대유행( pandemic ) 상황이다. SARS-CoV-2 에 의해서 발생하는

COVID-19은 아직까지 입증된 치료제가 없고,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보건학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치료제 및 예방백신의 개발까
지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유행의 정점을 낮추고 늦추는 완화전략
(mitigation strategy)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국가적인 방역과 함께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와 해
외로부터의 유입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겠다. 더불어 현재까지

COVID-19의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hydroxychloroquine,
remdesivir 등을 비롯한 약제들에 대한 대규모 연구와 더불어 예방
백신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본 종설이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진료에 열중하고 있는 개원가 원장님들
을 비롯한 일차진료의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중심단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
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완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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