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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tients led to the operation 

of COVID-19 facilities for patients with mild COVID-19 in South Korea. We analyzed the correlation and effect 

of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worsening of patients with mild COVID-19 leading to their transfer from a 

community treatment center to a hospital.

Methods: This retrospective cohort observational study included 1,208 COVID-19 patients with mild symptoms 

who were admitted to the Namsan Community Treatment Center between June 2020 and January 2021. A chi-

square test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transfer rate by age, sex, nationality, presence of 

symptoms at admission, and season, and a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variables to the hospitalization rate. 

Results: Of the 1,208 patients, 212 (17.5%) were transferred to a hospital due to clinical deterioration. Increasing 

odds of hospital transfer were associated significantly with higher age and presentation in autumn, whereas sex 

and symptomatic illness at admission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e importance of the initial risk classification of COVID-19 patients based on 

thorough assessment and close monitoring, timely allocation of appropriate resources to high-risk groups that 

are likely to develop severe disease, and reduction of medical resource wastage and limiting of administrative 

force to ensure that patients receive the best treatment.

Key Words: COVID-19; Triage; Risk factors; Severity of illness index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으로 인류의 약 2.8%인 223,022,538명이 확진되었으며, 

4,602,882명이 사망하였다[1]. 대한민국의 경우 인구의 약 

0.5%인 271,227명이 확진되었고, 이 중 2,358명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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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11], 경증 환자 격리해제 요건

에 따라 평균 15.7-19.6일[7,12], 중앙값 21.0일[8]의 기간

이 지나면 퇴소하였다. 이와 같이 진료 결과 경증 환자 대부

분은 증상이 호전되어 격리해제(퇴소)되나, 증상이 악화(고

열, X선 이상 소견, 폐렴 등)되는 경우[9,10], 중증 환자로 간

주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증상이 악화되기 전 최초 병상 배

정 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병원으로 배정하

거나, 환자의 폭발적 증가 및 병원 병상 부족으로 생활치료

센터 배정 시 이러한 환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재난 시기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환자 예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임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주로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13-16]로서 중증도별 연구가 부족하다. 경증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환자에 대한 연구들은 운영 방식, 프로토콜, 

운영 현황에 집중되어 있다[7,8,17,18]. 또한 이러한 연구들

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

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발표한 경향이 있어 샘플사이즈가 작

고, 단기간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8-10]. 코로나19의 고위

험 요인에 대하여 연령[15,16,19],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

환[15,20]이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진 이후 경증에

서 중증으로 악화 관련 요인과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

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증 환자들이 증상이 악

화되는 경우의 요인과 연관성, 영향 분석을 통하여 초기 중

였다[2]. 코로나19는 홍콩독감(A/H3N2),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한 세 번째 대유행

(pandemic)으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긴박하고 심각한 공

중보건 문제로 대두되었다. 전 세계적 환자의 폭발적 증가

로 인하여 병상, 인력, 장비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였고[3],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자가 증가하였다[4].

대한민국은 의료자원, 특히 병상의 효율적 분배를 위하여

[5], 2020년 3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

였다. 생활치료센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 환자의 효율적 건강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설치

한 의료기관 전 단계의 시설이다. 질병관리청 지침[6]에 따

라 초기 역학조사 시 환자를 선별하여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

상이 중증인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병원에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기저질환이 없으며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무

증상 또는 경증으로 분리하여 생활치료센터에서 가벼운 치

료를 제공한다[6].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 경증 환

자들은 의료진(의사, 간호사)이 매일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증상 조절을 위한 간단

한 약 처방, X선검사, 중합효소사슬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검사 등 격리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제공한

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환자 중 대부분은 입소기간 중 호흡

기증상,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위장증상, 두통, 발열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으며[7-10], 우울, 자살 등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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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 선별 시 보다 정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환자

의 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 등 목적에 맞는 시설의 정확한 

배정을 통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자의 예후 향상

에 목적이 있다.

방법

1. 세팅

서울시 남산생활치료센터는 2020년 6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18명의 환자 수용이 가능한 의료기관 전 단계의 

시설이다. 입소 환자는 PCR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 중 경증(유증상) 또는 무증상으로 분류된 환자들로서, 

지역사회와의 격리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6]. 센

터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행정인

력 등) 및 서울시 인력이 파견되어 운영하며, 의료진이 매일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을 이용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증상 조절을 위한 간단한 

약 처방(해열제, 제산제, 지사제, 수면제, 혈압 강하제, 항생

제, 진해거담제 등), X선검사 및 PCR 검사 등 격리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위중, 중증, 경증, 무

증상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확진 환

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입소 직전 관할구 보건

소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를 통하여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

증, 무증상으로서 분류되어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이다[6]. 

또한 기저질환 유무를 조사하여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평

가되어 역학조사서 상 기저질환 유무에 무로 기재된 환자이

다. 반면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65세 이상, 당뇨 및 만성 

신장, 간, 폐 질환, 심혈관 질환, 혈액암, 화학요법 또는 면

역억제제 사용이 필요한 기저질환자, 중증 비만 및 임신, 신

장투석이 필요한 사람)로 분류된 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6].

센터의 퇴소 기준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의한 임상경과 호

전을 기반으로 하였다. 무증상 입소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

우 퇴소를 확정하며, 유증상 입소자의 경우 증상발현일로부

터 최소 10일 경과하고 퇴소 전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경우 퇴소를 

확정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어 퇴소하지만 호흡곤란

(saturation, 95% 미만 또는 산소포화도 측정을 통한 분당호

흡수가 12회 미만 또는 20회 초과인 경우), 해열제 투약 72

시간 후에도 37.8°C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평소 혈

압보다 30 mmHg 이상 감소가 1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인 

경우, X선검사 결과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전

문적인 검사, 처치, 처방 등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2.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서 서울시 남산생활치료

센터에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1월 31까지 입소한 환

자 총 1,208명을 대상으로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본 의료정보는 입소 시 역학조사서, 웹 기반 

설문 또는 화상 문진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1) 

환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국적, 기저질환 유무), 

(2) 생활치료센터 관련 정보(입소일, 퇴소일, 전원일, 퇴소 

및 전원 여부), (3) 입소 시 증상 유무이다.

입소 시 증상 유무는 입소 직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호흡기증상 외 증상(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 소

실, 후각 소실), 폐렴 유무를 평가하였으며, 입소 직후 초기 

문진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유증상자의 증상발현일은 환자

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로 평가하고 입소 직후 초기 

문진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환자가 입소, 퇴소, 전원 시 날

짜와 사유를 기록하고 이를 수집하였다. 모든 케이스는 연구

기간 중 입소 및 퇴소(전원)를 완료하여 재원 중이 아닌 경우

에 수집하였다.

3. 분석 변수

분석변수는 (1) 환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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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2) 생활치료센터 관련 정보(입소일, 퇴소일, 전원일, 퇴

소 및 전원 여부), (3) 입소 시 증상 유무이다. 연령은 10세 

단위로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

상으로 가공하였다. 계절은 입소 환자의 입소일 기준으로 계

절별 6, 7, 8월 여름, 9, 10, 11월 가을, 12, 1월 겨울로 범주

형 변수로 가공하였다. 입소 시 증상 유무는 역학조사와 입

소 직후 문진에서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호

흡곤란), 호흡기증상 외 증상(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 소실, 

후각 소실), 폐렴 유무 중 증상이 1개 이상인 경우 유증상으

로 구분하였다.

4. 분석 방법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병원 전원 여부에 따른 특성 차이

인 전원 빈도, 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국

적별, 계절별, 입소 시 증상 유무별로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

하였다. 계절별 전원 비율과 해당 시기 

서울시 확진자 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Kendall 상관분석을 수행하

였다. 변수별 병원 전원에 미치는 연관

성에 대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고, Model 1은 연령, 성별, 

계절을 보정하였으며, Model 2는 연령, 

성별, 계절, 입소 시 증상 유무를 보정하

였다. 각 모델은 Hosmer-Lemeshow 

적합도 분석을 통한 측정값을 표시하였

다. IBM SPSS ver. 27.0 (IBM Corp., 

Armonk, NY, USA)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의 헬싱키 선

언을 준수하였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

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

았다(approval number: 30-2021-

129). 또한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

여 모든 연구대상의 환자식별번호를 마

킹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특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시 남산생활치료센

터에 입소한 경증 코로나19 환자는 총 1,208명으로, 전체 

환자 1,208명 중 남성 572명(47.4%), 여성 636명(52.6%)

이 입소하였으며, 19세 이하 183명(15.2%), 20대 195명

(16.1%), 30대 188명(15.6%), 40대 203명(16.8%), 50대 

266명(22.0%), 60대 158명(13.1%), 70세 이상 15명(1.2%)

이 입소하였다. 대한민국 국적 1,166명(96.5%), 해외 국적 

42명(3.5%)이었으며, 유증상자 786명(65.1%), 무증상자 

422명(34.9%)으로 나타났다. 여름 301명(24.9%), 가을 413

Table 1. Characteristics of mild condition COVID-19 patients transferred to hospital

Characteristics Total Discharge to home Transfer to hospital P-value

Total 1,208 (100.0) 996 (100.0) 212 (100.0)

Age (yr) <0.001

    ≤19 183 (15.2) 162 (16.3) 21 (9.9)

    20-29 195 (16.1) 174 (17.5) 21 (9.9)

    30-39 188 (15.6) 166 (16.7) 22 (10.4)

    40-49 203 (16.8) 158 (15.9) 45 (21.2)

    50-59 266 (22.0) 199 (20.0) 67 (31.6)

    60-69 158 (13.1) 126 (12.7) 32 (15.1)

    ≥70 15 (1.2) 11 (1.1) 4 (1.9)

Sex 0.608

    Male 572 (47.4) 475 (47.7) 97 (45.8)

    Female 636 (52.6) 521 (52.3) 115 (54.2)

Nationality 0.795

    Domestic 1,166 (96.5) 962 (96.6) 204 (96.2)

    Foreign 42 (3.5) 34 (3.4) 8 (3.8)

COVID-19 related symptoms 
at admission

0.111

    Yes 786 (65.1) 638 (64.1) 148 (69.8)

    No 422 (34.9) 358 (35.9) 64 (30.2)

Season 0.025

    Summer 301 (24.9) 258 (25.9) 43 (20.3)

    Autumn 413 (34.2) 324 (32.5) 89 (42.0)

    Winter 494 (40.9) 414 (41.6) 80 (37.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P-value by x ²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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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4.2%), 겨울 494명(40.9%)이 입소하였다.

환자 중 중증으로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212명(17.5%)이었다. 환자특성별 전원 비율은 남성 17.0% 

여성 18.1%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원 비율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40대(22.2%), 50대(25.2%), 60대

(20.3%), 70대 이상(26.7%)의 전원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군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국적별로는 대한민국 국적 17.5% (204명), 해외 국적의 

19.2% (8명)가 증상 악화로 전원되었다. 입소 시 증상 유무

별로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호

흡기증상 외 증상(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 소실, 후각 소

실), 폐렴 등의 유증상 입소자의 18.8% (148명), 무증상 입

소자의 15.2% (64명)의 환자가 증상 악화로 전원되었다. 입

소 시 증상 유무에 따른 전원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Figure 1).

2.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계절별 전원율

계절별 분석 결과 가을 21.5% (89명), 겨울 16.2% (80명), 

여름 14.3% (43명) 순으로 가을의 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계절별 

전원 비율과 서울시 신규 확진자 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333, P=0.602) (Figure 2).

3.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전원 요인 및 연관성 분석

병원 전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 

계절이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연령, 성별, 계절을 포함

한 모델(Model 1)의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각 변

수 서로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20대군에 비해 40대에

서 2.32배, 50대에서 2.86배, 60대에서 2.46배 전원 위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름에 

비해 가을이 1.71배 전원 위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연령, 성별, 계절, 입소 시 증상 유무를 포함한 모델(Model 

2)의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 서로의 영향

을 보정한 상태에서 20대군에 비해 40대에서 2.39배, 50대

에서 2.96배, 60대에서 2.60배, 70대에서 3.70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름에 비해 가을이 

1.61배 전원 위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 

입소 시 증상 유무에 따른 전원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고찰

이 연구는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 경향을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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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환자는 증세 호전으로 퇴소하였지만 환자의 17.5%는 

증상 악화로 전원되었다.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전원은 연

령,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소 시 증

상 유무에 따른 전원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전원 위험은 연령, 성별, 계절, 입소 시 증상 유무 각 변

수의 영향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20대군에 비해 40대, 50

대, 60대, 70대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에 비해 

가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병원 전원 비율은 

17.5%로, 생활치료센터에 관한 이전 연구들[8,10,12,18]의 

전원 비율에 비해 높았다. 2020년 3월에서 4월까지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운영한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전체 환자 113명 중 2명(1.8%)이 병

원으로 전원되었다[10]. 2020년 3월 김제, 경주, 제천 지역

의 3개 생활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전체 

환자 568명 중 12명(2.1%)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12], 동 

기간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한 구미 지역의 생활치료센

터에 입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330명 

중 7명(2.3%)이 전원되었으며[18], 동 기간 경북대학교병원

에서 운영한 대구 지역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632명 중 19명(3.0%)이 전원되었다

[9].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태릉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전체 환자 213명 중 22

명(10.3%)이 전원되었다[8]. 또한 중국의 경증 입원 환자 지

정병원 4개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된 

환자는 85명 중 16명(18.8%)으로 나타났다[21].

높은 연령은 질병 발생의 고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

으며, 특히 노인에서 코로나19 발생 및 중증 위험이 높다

[15,16,19].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에도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원 비율이 증

가하였고, 특히 40대 이상에서 전원 위험이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10], 연령이 증가할

수록 중증 위험이 높은[21,22]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

으며, 40대(21.4%), 50대(14.2%)에서 타연령 대비 높은 전

Table 2.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transfer and characteristics of mild condition COVID-19 patients

Characteristic 
Transfer to hospital Model 1a) Model 2b)

Total Transfer number Transfer % AOR 95% CI AOR 95% CI

Total 1,208 212 17.5

Age (yr)

    ≤19 183 21 11.5 1.06 0.56 2.03 1.14 0.59 2.18

    20-29 195 21 10.8 1 (ref.) 1 (ref.)

    30-39 188 22 11.7 1.10 0.58 2.08 1.11 0.59 2.10

    40-49 203 45 22.2 2.32 1.32 4.07 2.39 1.36 4.21

    50-59 266 67 25.2 2.86 1.67 4.90 2.96 1.73 5.09

    60-69 158 32 20.3 2.46 1.33 4.54 2.60 1.40 4.83

    ≥70 15 4 26.7 3.45 1.00 11.94 3.70 1.06 12.87

Sex

    Male 572 97 17.0 1 (ref.) 1 (ref.)

    Female 636 115 18.1 1.04 0.77 1.41 1.04 0.76 1.41

Season

    Summer 301 43 14.3 1 (ref.) 1 (ref.)

    Autumn 413 89 21.5 1.71 1.13 2.58 1.61 1.06 2.45

    Winter 494 80 16.2 1.04 0.69 1.57 0.98 0.65 1.49

COVID-19 related symptoms at admission

    Yes 786 148 18.8 1.32 0.95 1.85

    No 422 64 15.2 1 (ref.)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Hosmer-Lemeshow P=0.984, b)Hosmer-Lemeshow P=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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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비율을 보인 기존 연구와 유사한 점을 보였으며, 60대 이

상 대한 수치를 추가로 확인하였다[8]. 따라서 병원 전원은 

연령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15,16].

성별에 따른 병원 전원 차이는 본 연구에서 뚜렷하지 않았

으며,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전원 

비율이 높은 경향[12], 남성과 여성에서 유사한 비율[8] 등 

연구별 결과가 상이하다. 코로나19의 최초 감염가능성에 대

해서는 메타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감염가능성이 높

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별 간 사망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23]. 이와 같이 전원에 대한 성별 차이는 확

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 더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associated 

coronavirus (SARS-CoV) 호흡기 바이러스는 계절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4], 최근 코로나19 감염과 중

증도의 계절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25-

28]. 코로나19 중증도 측정 변수로 입원기간, 중환자실 이

용, 기계 환기를 종속변수로 비교한 결과, 계절의 경과에 따

라 코로나19 중증도가 변화하고 겨울에 비해 봄 이후에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4, 5월에 증상 지속기간이 감

소하였다[25]. 스페인에서 자외선, 온도, 상대습도 등의 기

후변수에 따른 입원, 중환자실 이용을 분석한 결과 자외선은 

입원 및 중환자실 입원으로 분석된 코로나19 중증도와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이와 관련하여 비타민D 

수치의 계절적 변화가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 반응을 

증감시켜 코로나19의 중증도를 결정하는 간접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27]. 미국 유타대학교 연구진은 현미경 관찰 

분석 결과, SARS-CoV-2 바이러스가 온도와 습도에 민감

하게 반응하고 특히 건조한 상태에서 열을 가했을 때 34°C에

서 입자가 분해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28]. 이 연

구에서는 병원 전원에 대한 계절적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특

히 가을에 높은 전원 비율을 보였고, 여름 대비 전원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코로나19의 증상 악화

에도 계절적 영향이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경증 코로나19 환자들의 병원 전원에 대한 요

인별 연관성을 알아보고 연령별, 계절별 전원 위험을 수치

화한 데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19 발생(확진)과 사망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데이터를 이용,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추가적인 요인(가족력, 사회경제적 수준, 감

염경로 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보다 정확

한 임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원 이후의 예후에 대

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연구는 서

울 내 단일 생활치료센터의 분석이다. 넷째, E gene, RdRP 

gene의 cycle threshold 값을 보지 않았으므로 바이러스 수

치에 따른 악화를 보기는 어려웠다. 다섯째, 입소 중 발현

된 증상 종류 및 개수에 따른 전원 위험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환자 초기 분류 시 전원 경향이 높은 40대 이

상 고령군에 대해 보다 면밀히 배분하고 적극적으로 모니

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절적으로는 가을의 전원 위험

이 높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다. 이를 통하여 의료자원 낭비와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줄

이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예후를 향상시켜

야 한다.

찾아보기 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분류;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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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의

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가 개설되었다. 이 논문은 서울에서 운영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저위험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진

행 위험인자를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중 증상 악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사

례를 분석하여 증상 악화 관련 인자를 분석하였다. 경증 코로나

19 환자의 악화 인자를 알 수 있다면 환자 배정 초기에 악화 인

자를 기준으로 초반부터 대상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부족한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악화 인자가 있

는 환자의 경우 면밀한 관찰을 통해 환자의 예후를 향상하게 시

킬 수 있음을 잘 강조해 주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모든 환자의 시설격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 저위험 

경증 환자 가운데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

함으로써 예후를 높이고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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