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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oronavirus disease (COVID-19), first reported at the end of 2019, is characterized by a broad 
spectrum of clinical manifestations ranging from asymptomatic to multi-organ dysfunction. These symptoms 
may persist even after the acute phase has passed. Post-acute COVID-19 syndrome (long-COVID) is a condition 
characterized by COVID-19 symptoms that persist for longer than two months after infection. Fatigue, muscle and 
joint pain, dyspnea, cognitive impairment, and anxiety are the most common symptoms of long-COVID. Given 
the substantial impact of COVID-19 sequelae on the quality of life of its survivors, as well as its socioeconomic 
burden, proactive measures are required.
Current Concepts: Following the identification of long-COVID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patient-centered 
care based on vaccination, COVID-19 medications, and digital healthcare is recommended. Furthermore, people 
who are more vulnerable to long-COVID, such as those with respiratory dysfunctions or the older adults, require 
more specialized and attentive managemen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hopefully enable a more 
timely and effective response to this healthcare issue.
Discussion and Conclusion: Infectious diseases threaten our lives constantly, as evidenced by the recent 
COVID-19 pandemic and its lingering consequences. A novel virus can emerge at any time and place, resulting 
in substantial clinical and economic loss. At this stage, it is crucial to establish prompt and effective strategies 
against long-COVID, as well as against potential pande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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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9년 말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병-19,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발발 이후 2022년 10월 1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6억 2,000만 건 가까운 환자와 654만 명이 넘는 사

망자가 발생하였다[1]. COVID-19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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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하며, 안지오텐신전환효소(angiotensin converting 

enzyme-2, ACE-2) 수용체를 통해 세포로 유입되어 복제와 

성숙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이토카인(cytokine)에 의해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침윤을 포함하는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2]. 

ACE-2 수용체는 호흡기 점막, 폐, 심장, 간, 위장, 뇌, 혈관 내

피 세포 등을 포함하는 인체 내 여러 세포 유형에 존재하기에, 

SARS-CoV-2 감염은 여러 장기 손상을 유발한다[3]. 실제로 

COVID-19에 따른 증상은 무증상부터 치명적인 질병이나 사

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고되고 있다[3].

한편, 이러한 COVID-19 증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감염 후 급성기에서 회복한 뒤에도, 상당수의 COVID-19 생

존자가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주요한 증

상으로는 피로, 인지장애, 관절 통증, 불안 및 우울증이 있으

며, COVID-19 진단 후 몇 주에서 몇 달 후까지 지속될 수 있

다[5]. 세계보건기구는 COVID-19 진단 및 증상 발현으로부

터 12주 이후까지 다른 진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증상이 지속

되는 경우를 ‘post-COVID-19 condition’으로[6], 미국 국립

보건연구원에서는 COVID-19 진단 후 4주 이후에도 지속되

는 증상을 ‘post-acute sequelae of SARS-CoV-2 infection’

으로 정의한 바 있다[7].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에서는 진

단 후 12주 이후에도 지속되는 증상을 ‘post-COVID-19 

syndrome’으로, 유럽 임상미생물 및 감염병 학회에서는 동

일한 정의를 두고 long COVID로 명명하였다[7]. 이처럼 다양

한 용어로 정의되는 관련 증상들을 이 논문에서는 통칭하여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기술하였다. 장기간 지속되는 만

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은 환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킨

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5].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상적인 전략

을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관점에서 알아본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특성과 의료 

현장에서의 지침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특성과 증상에 대한 규명이 선행

되어야 한다. 흔히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증상으로 알

려진 피로, 인지장애, 관절통, 근육통,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을 비롯하여, SARS-CoV-2 감염 및 회복 후에 환자들

은 여러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다[4]. 따라서, 어떠한 

COVID-19 환자들에게서 특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

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예방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체계 내에서 특정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효과적인 치료

가 가능하도록 특성별 맞춤형 치료 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나 소견이 부재하더

라도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의 유무,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

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나아가,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와 환자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증상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이

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만성 코로나19 증

후군 관련 환자의 평가와 관리를 위해 의료 전문가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침 중에서도 1차 진

료 제공자는 환자 중심 접근의 관점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환

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환자의 삶

의 질과 기능 최적화를 위한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제시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8]. 이처럼 학술연구를 통

해서 마련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증상 및 치료 관련 객

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을 예방하거

나, 그 증상의 중증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생

활습관 지침, 의료 현장 매뉴얼 및 관련 정책 등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예방관리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대응의 가장 기본은 COVID-19의 

장단기적 후유증 발생을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이다. SARS-

CoV-2 감염은 심장과 뇌에도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현재

까지 알려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으로 피로, 관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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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호흡곤란 및 수면장애와 같은 경증부터 심뇌혈관질

환 등의 중증 증상까지 폭넓게 보고되고 있다[9]. 이에 대응

하기 위해서 SARS-CoV-2 바이러스가 신체 건강을 위협하

는 경로와 그 기전을 이해하여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발생

에 따른 추가 위험을 최소화하고,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

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치료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올해 4월에 만성 코로나19 증

후군 예방, 진단,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 관련 대

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예측 및 치료를 

위한 연구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미국 질병예

방통제센터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만성 코로나19 증후

군의 특성, 위험요인, 발병 기전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

로 약 2,500만 달러의 연구비를 편성한 바 있다[10]. 우리나

라에서는 경북대학교병원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

지 약 241명의 COVID-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원인들로 촉발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은 시간에 따라 증상이 개선되지만 신경학적 증상은 타 증상

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령, 여

성 및 COVID-19 중증도는 지속되는 신경정신계통 증상에 

대한 위험인자로 나타났다[11]. 이렇듯 만성 코로나19 증후

군 발생에 대한 보고가 다수 확인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국내 

인구집단에서 효과적인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예방 및 치료

를 위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향후 환자들의 검체와 의

료이용행태(약물사용, 백신 접종 이력, 입원 횟수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밀의료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시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응용

COVID-19 범유행을 기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범유행 상황에서 포

화된 의료체계에 가중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외래 환자의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12]. 한 예시로, 특정 모

바일 앱의 경우 신체활동, 수면 패턴, 심박수, 약 복용 내역 

등을 포함하는 주요 건강 정보를 한 곳에 안전하게 모아 정

리하며, 사용자가 언제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에 접목하는 방안으로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

자의 자가진단을 바탕으로 추적 시점에서부터 발현하는 증

상의 종류와 중증도 파악 그리고 근거중심 생활습관 처방을 

통한 치료 등이 있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 관리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근거 생산과 공통된 협의가 선행되어

야 한다.

특히 COVID-19 범유행 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번아웃, 소

득 감소, 고용 상실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면장애, 정신

불안, 우울증, 자살률 증가 등 COVID-19에 의한 정신건강 

악화 문제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3].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 환자는 지속적으로 불편감, 통증 등 신체적 증상

을 경험하면서 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및 우

울 등의 심리 문제를 겪는다[14].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신체

적 증상에 따른 재발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타인에 전

파 가능성 등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15]. 따라서 신체 컨디션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관리에 있어서도 디

지털 헬스케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경우 SARS-CoV-2 감염 및 회복 이후

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을 장려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16]. 이처럼 범유행 

사태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는 범유행 시기의 개인 건강 관리

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17].

백신 접종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COVID-19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데 COVID-19 백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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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그 효과를 나타냈듯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과 

증상의 완화를 위한 대응책으로도 COVID-19 백신이 대두

되고 있다. 2021년 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회 이

상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돌파 감염되

더라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위험이 최대 50% 가까이 감

소하였다[18]. 2022년 npj Vaccines에 발표된 이스라엘 연

구에서도 화이자 백신(BNT162b2)을 2회 이상 접종 받은 경

우에 SARS-CoV-2에 감염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하여 흔

히 알려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10가지 증상 중 7가지 

(두통, 피로, 근육통, 근력 약화, 탈모, 어지럼증, 호흡곤란)

를 보고할 확률이 약 50-81% 수준으로 낮았으며, 특히 가

장 흔하게 발생하는 두통, 피로, 근육통 증상에 대해서는 그 

발생 확률이 각각 50%, 62%, 66%로 미접종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19]. 이는 COVID-19 백신이 감염 이후 중증 증상으

로의 진행을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보호효과 또한 지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일 연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접종에 따른 만성 코로

나19 증후군 위험의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기에[20], 

백신 접종이 실제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예방적 혹

은 증상완화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과

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COVID-19 치료제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이미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증상이 발현된 환자의 경우 

개인수준의 특성(나이, 성별, 기저질환)과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의 적용이 중요하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대증

치료의 경우에는 통증 완화 및 치료가 주요하다. 질병관리청

에서 COVID-19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을 기준으로 화이자

의 팍스로비드(Paxlovid, 성분명: nirmatrelvir/ritonavir), 

머크의 라게브리오(Lagevrio, 성분명: molnupiravir), 길리

어드의 베클루리주(Veklury, 성분명: remdesivir) 등의 항

바이러스제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치료제로도 주

목을 받고 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 약물인 팍스로비드의 경

우 5일간의 표준 요법을 시행한 이후에 잔존하는 만성 코로

나19 증후군 증상이 해소된 몇몇 사례가 보고되었으며[21], 

최근 공개된 출판전 연구에서도 COVID-19 진단을 받은 후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들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대비하

여 90일 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26% 낮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22]. 다만, 임상적 사례가 적

어서 이러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들이 실제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

요하다.

고위험군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

SARS-CoV-2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신체 내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호흡기 조직의 손상을 일으

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유도함에 따라 만성염증으

로 이어질 수 있다[23]. 이렇게 손상을 입고 면역력이 저하

된 경우에 폐렴구균에 의한 이차감염 가능성도 증대된다. 실

제 COVID-19 완치 후 후유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입원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호흡기 감염으로 

그 중에서도 폐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24]. 질병관리청

에서는 2021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집단을 대상으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및 COVID-19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25].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SARS-

CoV-2에 감염되었거나 완치 후에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

다. 이처럼 호흡기 계통의 기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 

COVID-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더욱 적극적인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다음으로, 고령층에서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관리가 필

요하다. 올해 British Medical Journal 저널에 발표된 연구

에 따르면, COVID-19 진단을 받은 미국의 65세 이상 환자 

8만 7,000명 중 3분의 1가량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

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이는 

65세 미만의 성인 코호트 집단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비율이

었다. 이들은 호흡부전, 피로, 고혈압, 신장기능 장애, 인지

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 응고항진성 증가, 부정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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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았으며, 다른 중증 바이러스 

질환인 독감의 후유증과 비교했을 때에도 호흡부전, 치매, 

만성피로의 문제를 더 빈번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이탈리아의 COVID-19 입원 고령 환자(평균연령 73

세) 165명 중 83%가 수개월 뒤까지도 피로, 호흡곤란, 기

침, 관절통 등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호소했으며[27], 이집

트의 COVID-19 여성 고령 환자(평균연령 73.2세) 89명 중 

67% 이상이 회복 기간 동안 만성피로증후군 증상을 겪은 것

으로 나타났다[28]. 고령 인구집단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에 더 취약한 이유는 노화에 따른 면역 기능의 저하나 결핍 

혹은 노쇠 등을 들 수 있다[29]. 노쇠는 만성염증 상태와 관

련이 있으며, SARS-CoV-2 감염에 따른 폐손상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방출을 촉진한다고 알

려진 바 있다[27]. 또한 나이가 들수록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것에도 기인한다[3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5

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31],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궁극

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절한 대

책 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 외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여

성, 비만, 중증 COVID-19, 베타2 항진제의 사용, 백신 미접

종 등이 알려져 있다[32]. 2022년 7월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에 게재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

우 일관되게 남성에 비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발생 위험

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33]. 국내 연구에서도 특

히 두통, 경련,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인지장애, 우울이나 

불안, 수면장애 등을 포함하는 신경정신계 만성 코로나19 증

후군 증상의 발생 위험성이 여성에게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34]. 또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COVID-19 환자의 

경우 특히 급성기의 심장·폐 손상에 따른 심폐후유증, 심부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을 포함하는 혈전증, 뇌신경계 질환 

등의 후유증과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5-37]. 

이처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발생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고위험군을 파악하여 환자·계층 맞춤형 만성 코로나19 증

후군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 대응

두통, 피로, 인지장애, 혈전증 등으로 대표되는 만성 코로

나19 증후군 증상은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근거의 생산을 통

해 규명이 가능하다. 먼저 단기 및 장기 만성 코로나19 증후

군 증상들을 각각 규명한 후 증상별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회귀모형 또는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발생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

다. 단기 후유증 발생 위험이 높게 예측된 환자의 경우 검사 

및 치료를 포함한 의료 이용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사전안내를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신호 스크리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SARS-CoV-2 감염 및 회복 이후 보고되는 증상

에 대한 기록과 기타 의료이용 기록이 포함된 대규모 데이

터베이스(database, DB) 구축이 필요하다. 영국은 실제로 

COVID-19 발생 초기에 신종 바이러스의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향 코호트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이는 UK Biobank 등의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국민의 의료이용 기록, 기저질환 정보, 유전체 정보 

등을 적절히 결합하여 활용한 것에서 기인한다. 의료 전문가

들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파악하고, 발현되는 증상에 대해서도 추적연구를 실

시함으로써 COVID-19의 질병양상을 신속히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

어가고 있다[38].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심사평

가원의 자료를 연계하여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분석플랫폼을 활용하여,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이상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

험 가능성이 있는 인자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면밀

한 분석을 통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능동적인 관

찰 및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COVID-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COVID-19 회복 환자 등록 DB를 중앙암등록본부 DB, 통계

청 DB 등 타기관의 자료와 광범위하게 연계함으로써 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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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과 유용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38].

실제로 올해 6월부터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도 하에 COVID-19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공동 방역 

정책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과제들로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과 예후, 기저질환과의 관계, COVID-19가 취

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

렇듯 여러 정부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

의 생활습관, 신체지표, 환경 등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다양

한 개인 수준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관련 인자들을 규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사례들을 경험 학습하여 해석 모델을 구성하는 인

공지능의 한 방식인 딥러닝 또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관

리에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

케어의 한 형태인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서 수집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제공받아 딥러닝 기술을 접

목시켜 분석을 하게 되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찾

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SARS-CoV-2 감염 후 환자

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에 딥러닝 기술을 통해 해

당 환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

면장애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웨어러블 기

기를 통해서 감염 일자 기준 30일 동안의 수면 시간, 수

면 깊이 등 보다 상세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여

기에 개인의 음주 혹은 흡연 여부, 기저질환 정보 등 건강 

정보를 결합한다. 이렇게 결합된 대규모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여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고위험군에서 음

주 횟수에 따른 주간 수면 시간이나 깊이의 변화를 살펴보

는 등,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만의 특이적인 패턴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패

턴을 분석을 위한 모델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위험도를 지

닌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초기 수면정보만 가지고도 미래에 발생 가능한 수면장애

에 대해서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면장

애뿐만 아니라 심박수와 같은 다른 유형의 정보를 활용한

다면 보다 심각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인 심혈관질

환 등에 대해서도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

국내에서는 일찍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양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비함으로써 대규모의 DB를 구축

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방대한 DB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

결되기 보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섬처럼 고립된 형태의 DB에 비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유

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례

로 COVID-19 연구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던 

질병관리청의 환자 정보 및 백신 접종 이력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험청구자료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까지 고려하여 SARS-CoV-2 감염 후의 심장, 폐, 간

질환 발생 위험도를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국립암센터와 병원 내부의 임상데이터를 결합하

면, 암 경험자와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상 DB 간의 결합은 데이터의 부재로 기

존에는 진행이 어려웠던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보건

의료 연구의 스펙트럼과 깊이를 한층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

다. 현재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포함하여 데이터 3법(개인정

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마련함

으로써 이러한 DB 결합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공인 기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기대

효과와는 다르게 연구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

을 받는 기관 또한 분산되어 있어(e.g., IRB 심의 기관, DB 

제공 기관, 결합전문 기관, 가명정보 처리기관) 복잡한 절차

가 요구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일

원화된 시스템의 구축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플랫폼의 

제공 등 결합데이터에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

한 행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추가로, DB 간의 결합이 이

루어질 때, 결측이나 형식 불일치 등의 이슈로 손실되는 정

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손실되는 정보의 양이 상당하

고, 손실된 정보 자체에도 임상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의 정보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DB 구축 메뉴얼 등의 마련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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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에 대한 COVID-19 환자의 비

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항목(e.g., 퇴

원약, 퇴원환자조제료)이라도 7일간의 격리가 종료된 후에 

이어지는 치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재택치료 환자의 외래

진료비용이나 원외처방비용 등 재택치료비에 대한 지원 또

한 중단된 바 있다[39]. 이처럼 감염병 진단 이후의 후유증 

관리에 있어서 환자 개인이 안게 되는 비용부담이 상대적으

로 큰 상황이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 센터의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센터가 존재하여 COVID-19 회복 후 후유증을 겪거나 혹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들이 적

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몇 의료기관에

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센터를 개소한 바 있으나, 기대보

다 저조한 성적표로 고민을 안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만

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에 대한 정립과 검증된 치료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센터의 신설을 장려하고, 보다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

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환자들의 신

체적·정신적 재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다음으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

고가 필요하다. 후유증의 경우 COVID-19 진단처럼 양성·

음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생활이나 업무 수

행이 어려운 수준의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공식적으로 병가

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확진 판정 후 7일이 경과

하면, 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없이 격리 해제되다 보니 환자들

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이 있더라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단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신

체·정신적 변화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를 통해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의 존재와 증상의 유형 등에 대한 정보가 사회 전

반에 적극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정의와 명칭은 나라별 및 기관별로 약간씩 상

이하다. 대한감염학회에서는 acute COVID-19 (진단 후 4

주 이내), post-acute COVID-19 (진단 후 4-12주), long 

COVID-19 (진단 후 12주 초과)로 시기에 따라 그 명칭을 

구분한 바 있다[7].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 및 인구집단별로 

COVID-19 관련 증상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속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나아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활발한 학술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합의를 통해 다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

로 증상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 출현과 그 시사점

COVID-19가 범유행으로 지정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

만,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소폭으로 감염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변

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초 등장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BA.2형은 일

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전파력이 더 강하다

[40].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신규 환자 수가 감소세

로 접어들었다가 BA.2의 확산으로 다시 반등한 바 있다. 현

재까지도 BA.3, BA.4, BA.5 등 오미크론 변이의 여러 새로

운 하위 변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감염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오미크론 BA.5는 국내외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41,42]. BA.5 변이

의 경우 그 어떤 변이보다도 전염성이 강하며, 앞서 언급했

던 BA.2 변이보다도 더 빠른 전파속도를 보인다[41]. 이처럼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그에 따른 재유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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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환자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요구한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특성 파악, 그리고 백신 

접종의 적극적인 장려로 요약된다. BA.4와 BA.5 변이의 강

한 전파력에도 불구하고 감염 후 증상이 가볍고 치명률 또한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백신 접종이 일컬어진다[43]. 물론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경감된

다. 또한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은 범유행 초기에 개발

되었기에 앞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새로운 변이주들에 대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다양

한 항체와 세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

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로서 기능할 수 있다[44]. 이에 따라, 고령인구 집단이나, 기

저질환군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백신 접

종을 권장하는 등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백신 

접종 그 자체만으로는 완벽한 감염 및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도입된 오미크론 2가 백신의 

경우 이전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 혹은, 3차 및 4차 

백신 접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접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바가 없으며,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의 경우에도 어떠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특히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해서는 진단 기준이 불충

분하고, 또다른 미래의 변이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불투

명하기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예방·진단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

하여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위험에 더 취약한 군을 선별해내

고, 치료 시 환자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 마

련이 필요하다.

COVID-19 범유행을 기점으로 촉발된 글로벌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

한 국제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크리미

안콩고출혈열(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에볼

라(Ebola), 마버그(Marburg), 라사열(Lassa fever), 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니파(Nipah), 리프트밸리열(Rift 

Valley fever), 지카(Zika) 등을 향후 20년 안에 범유행으로

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이러스로 지정하고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질병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대응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45]. 이처럼 병원체는 지속적으로 출현하

며, 사라진 뒤 재출현하기도 한다. 모든 새로운 질병이 범유

행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유행할 신종 감염병 

또한 COVID-19만큼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보건의료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학적 근거들은 COVID 

-19의 대응을 위한 방역 정책 마련의 근간이 되어왔다. 하

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대다수의 방역 정책은 해외 사례에 기반하여 결정되고 있다. 

COVID-19 범유행으로 인한 위기는 현재진행형이지만 이

후에도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감염병은 우리 일상

을 지배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신종 감염병의 특성에 대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염병 위기에 대한 보다 효과

적인 대응을 위해 연구 규제의 유연성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보다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유관 기관들이 보유

한 DB들이 원활히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

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 회복 이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적

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결론

이번 COVID-19 범유행의 사례와 같이 감염병은 예고없

이 출현하여 여러 파장을 일으킨다. 당장 직면한 위기에 대

해서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지만 감염

병이 지나가고 나면 이해관계자들 간에 편익과 비용을 저울

질하다가 대책 마련이 흐지부지되는 경험을 반복해왔다. 이

는 궁극적으로 상당한 의료적 피해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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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감염병은 미래에도 충

분히 지속될 수 있는 위협이기에 특정 감염병에 대한 일시

적인 대응책 마련에 그치기보다는 새로운 범유행 사태를 대

비하여 범감염병적인 측면에서의 일괄적인 대응 방안 마련

이 중요하다.

찾아보기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병-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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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하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 논문이다. 기

존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에 의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감

소 이외에,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위험군 맞

춤형 전략을 통해 정책적으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대응

을 적절히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되

어 토착화되어 가는 시점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학문

적인 정립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

기적으로 급성기 치료에 집중하던 초기의 전략에서 벗어나 코로

나19가 장기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잘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이

후 발생하는 후유증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처하기 위해 어

떠한 방법이 효과적인지, 어떠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필요한 것인

지 확립하기 위한 계획의 중요성을 정부, 연구단체, 의료기관 등

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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