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만성질환은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이

라고도 하며, 매년 전 세계에서 41,000,000명 이상의 사망

을 일으켜 세계 모든 사망의 74%에 기여하고 있다[1]. 세

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국제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에서 주요 만성질환으로서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및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2025년까지 

25% 줄일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10

대 사망원인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알츠하

이머병,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의 7개 원인이 포함되어 만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3].

최근 범유행(pandemic)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환자와 사

망자를 내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는 

만성질환과의 여러가지 연관성으로 인해 인구집단의 건강문

제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이 크기 때

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된다면 그 피해는 매우 중요

한 문제가 된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처음

부터 최근까지 657만 명으로 추산된다[4]. 이에 비하면 만성

질환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범유행으로 이미 지속되고 있었

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은 어느 때라도 중요하지만 이제 범유행의 정점을 지나 보건

의료체계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시점에서 더욱 특별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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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hronic diseases contribute to 74% of annual global deaths.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further aggravated the burden of chronic diseases. The reasons for this adverse impact must be 
elucidated to develop an appropriate response.
Current Concepts: COVID-19 increases the burden of chronic disease in three ways. First, chronic disease 
comorbidities are associated with a higher severity and fatality rate in patients with COVID-19. Second, the post 
COVID-19 condition results in chronic health problems. Lastly, a disruption in the system for chronic disease 
screening and care was observ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iscussion and Conclusion: Strong efforts are needed to mitigate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chronic diseases, and to re-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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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만성질환과 어떻게 연관되

어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

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와 만성 기저질환의 관

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그리고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

한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위축이다.

코로나19와 만성 기저질환

만성 기저질환이 코로나19 중증도와 사망위험을 높이는 

것은 비교적 초기부터 관찰되었다. 중국의 유행 초기 연구들

은 코로나19 중증환자에게서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고혈

압,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더 많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5].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코호트 연구에서

는 나이를 보정하고도 동반질환이 많을수록 중증도와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7]. 영국의 1차

진료(general practice) 기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약 

1,700만 명의 성인환자 중 1만여 명의 코로나19 관련 사망

자를 분석하여, 만성 기저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코로

나19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던 만성질환에는 호흡기질

환,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질환, 뇌졸중, 콩팥기능저하 등

이 포함되었다[8].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코로나19 감염자의 일부는 만성적인 증상을 경험하며, 이

는 새로운 종류의 만성질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학제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9]. 다학제 협력을 위해서는 개념의 통일이 중

요하다. 여러 연구자와 기관에서 다양하게 용어를 정의하

여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으로 세계보

건기구는 200여 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

하였고, “post COVID-19 condition”이라는 이름으로 임상

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과 대

한감염학회가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여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 chronic COVID-19 

syndrome)”으로 용어를 정하고 이를 “코로나19 진단 12주

가 지나서도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증

상/징후가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0]. 주요 증상으로

는 일반적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인지저하,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증상은 급성기 코로나19 증상에

서 계속되거나 급성기 이후 새로 시작될 수도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하거나 재발할 수 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인구집단에 적지 않은 질병부담

을 줄 수 있다. 최근의 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진단으로부터 90일 추적시점에서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의 유병률은 3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세 증

상은 피로감, 기억장애, 호흡곤란이었다[11].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포함되는 증상들은 매우 다양하여, 이 연구에서는 

20여 가지의 증상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진단으로부터 1년 후 조사에 참여한 241명의 환자 중에서 

127명(52.7%)이 관련증상을 지속적으로 겪었고, 12명(5%)

은 외래치료가 필요하였다[12]. 이미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자 수가 매우 많았고, 앞으로 완전한 일상회복 상태에서 코

로나19가 풍토병으로 지속되거나 새로운 변이종으로 인한 

재유행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세

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공중보건문제라는 시각이 타당할 수 

있다[13].

범유행 시기 만성질환 관리의 위축

범유행 시기에는 평상시에 비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이

용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다. 한 메타분석에서는 범유행 이

전에 비해 이후에 유방촬영술, 대장내시경, 자궁경부 세포진

에 의한 암 검진이 뚜렷이 줄어든 것을 보고하였다[14]. 심

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범유행 기간에 심혈

관질환 환자의 입원과 시술 및 외래진료가 줄어들고, 병원

과 지역사회의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늘어났다[15].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성인의 41%가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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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진료를 미루거나 피하였고, 12%는 응급의료도 회피하

였다[16]. 범유행으로 인하여 만성질환 관리가 위축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수적 피해는 각 영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

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의 증가는 그동

안 추진해왔던 만성질환 관리 노력을 회복시키는 수준을 넘

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에 미루어진 조기발견과 적정관리 수요를 충실

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

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해오

던 감시체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지를 살피고, 서

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새로이 개선할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만성질환 고위험군의 자가관리 역

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

다. 나아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을 포함하여, 아직 많은 연

구가 필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근거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찾아보기말: 만성질환; 코로나19;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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