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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의 최신 치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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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Current Treatment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Elderly
Jae young Park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Seoul, Korea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shows higher severity and mortality rate in the elderly over 65 and people with underlying
diseases. Since interactions among various underlying diseases make the treatment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everity
and underlying diseases of the elderly patients in having their COVID-19 treated. The treatments of COVID-19 include the prevention of complications and the treatment of underlying diseases in addition to oxygen therapy, antiviral therapy, and the
administration of immunosuppresants according to the severity. After discharge, for two weeks after the complete recovery
from COVID-19, the medical team’s follow-up monitoring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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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ARS-CoV-2가 널리 전파된 이유로 바이러스의 전파 방
식과 면역력의 부족 등이 있으며, 전파는 주로 비말(침방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Coronaviridae에

과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SARS-CoV-2는 고농도의 에어로

속하는 RNA 바이러스인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졸에 장시간 노출이 가능한 폐쇄된 환경에서도 전파가 가능

coronavirus-2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

하며[4], 무증상 또는 증상 발현 전 환자를 통한 감염 역시

다.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미상 폐

가능하다[5-7]. 여러 연구에 따르면 COVID-19는 모든 연령

렴으로 처음 보고되었으며[1], 이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

대에서 감염이 가능하나[8-10] 중증 위험도는 65세 이상의

산되어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적 유

노인, 요양 시설 거주 및 만성 질환자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행(Pandemic)’이 선언되었다[2]. 2020년 12월 13일을 기준으로

[11]. 한국에서 COVID-19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2월

총 219개 국가와 지역에서 69,766,950명의 COVID-19 환자가

13일 기준 580명으로 보고되었다[3]. 이 중 70대 이상의 노

발생했고, 한국에서는 42,766명이 확진되었다[3]. COVID-19

인이 180명(31.03%), 80대 이상이 298명(51.38%)으로 가장

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았다. 치명률 역시 80대 이상에서 15.48%로 가장 높았다.

이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보고된 130만 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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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진 사례들을 통해 고령에서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은 것

이토카인이 증가하고, T 세포 수용체의 다양성과 B 세포의

으로 확인되었다[12].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기저질환이

항체 생산 능력이 감소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병적

있는 사람의 사망률이 약 12배(19.5% vs. 1.6%) 높았으며,

상태의 노인은 중증의 호흡기 감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

입원율은 6배(45.4% vs. 7.6%) 더 높았다. COVID-19 환자

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Novel coronavirus pneumonia,

의 동반질환은 심혈관 질환(약 32%), 당뇨병(약 30%), 만성

NCP)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게 나타난다[15]. 또 여러 만성

폐질환(약 18%) 순이었다.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COVID-19 감염시 비전형적 증상과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계와 면역계에 많은

검사 소견을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인은 질병의 양

변화가 있다[13,14]. 호흡기계의 경우 폐 예비용적 감소와

상뿐만 아니라 치료 반응에 있어서도 개인의 차이가 크다.

근육 위축으로 생리적 기능이 저하된다. 면역계는 염증성 사

이처럼 COVID-19는 고령에서 중증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다
고 평가되나 노인 환자에서의 COVID-19 치료를 위한 가이드

Table 1. Adults of any age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at increased risk of severe illness from the virus that causes
COVID-19,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ancer
Chronic kidney disease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Heart conditions, such as heart failure, coronary artery disease,
or cardiomyopathies
Immunocompromised state (weakened immune system) from
solid organ transplant
2
Obesity (body mass index [BMI] of 30 kg/m or higher but
2
＜40 kg/m )
Severe Obesity (BMI≥40 kg/m2)
Sickle cell disease
Smoking
Type 2 diabetes mellitus

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노인에서 COVID-19
최신 치료 경향과 권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고 사항
은 세계 보건기구(WHO),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와 국립보건원(NIH)에서 발표한 치료 지침과 국내 대한감
염학회를 포함한 여러 학회의 합의된 지침을 바탕으로 한다.
외국의 COVID-19 환자 관리는 크게 입원치료와 외래치료
로 나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생활 치료센터 입소와 입원
치료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원 환자의
COVID-19 치료 및 관리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노인에
서의 COVID-19 치료는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새
로운 임상 데이터에 따라 빠르게 발전한다. 임상의는 국가와
병원별 지침을 참고해 사례에 따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Table 2. Clinical syndromes associated with COVID-19, World Health Organization

Mild illness

Pneumonia
Severe pneumonia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Patients uncomplicated upper respiratory tract viral infection may have non-specific symptoms such as
fever, fatigue, cough (with or without sputum production), anorexia, malaise, muscle pain, sore throat,
dyspnea, nasal congestion, or headache. Rarely, patients may also present with diarrhoea, nausea, and
vomiting. The elderly and immunosuppressed may present with atypical symptoms. Symptoms due to
physiologic adaptations of pregnancy or adverse pregnancy events, such as dyspnea, fever, GI-symptoms
or fatigue, may overlap with COVID19 symptoms.
Adult with pneumonia but no signs of severe pneumonia and no need for supplemental oxygen.
Adolescent or adult: fever or suspected respiratory infection, plus one of the following: respiratory rate
＞30 breaths/min; severe respiratory distress; or SpO2≤93% on room air.
Onset: within 1 week of a known clinical insult or new or worsening respiratory symptoms.
Chest imaging (radiograph, CT scan, or lung ultrasound): bilateral opacities, not fully explained by volume
overload, lobar or lung collapse, or nodules.
Origin of pulmonary infiltrates: respiratory failure not fully explained by cardiac failure or fluid overload.
Need objective assessment (e.g. echocardiography) to exclude hydrostatic cause of infiltrates/oedema if
no risk factor present.
Oxygenation impairment in adults (17, 19): ∙ Mild ARDS: 200 mmHg＜PaO2/FiO2 a≤300 mmHg
(with PEEP or CPAP≥5 cmH2O, ornon-ventilated) ∙ Moderate ARDS: 100
mmHg＜PaO2/FiO2≤200 mmHg (with PEEP≥5 cmH2O, or non-ventilated) ∙ Severe ARDS:
PaO2/FiO2≤100 mmHg (with PEEP≥5 cmH2O, or non-ventilated) ∙ When PaO2 is not available,
SpO2/FiO2≤315 suggests ARDS (including in non-ventilatedpatients).
(Invasively ventilated): OI≥16 or OSI≥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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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산소 요법(Oxygen therapy)
COVID-19는 주로 폐 질환을 유발한다. 확진자 중 최대

COVID-19 치료는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20%가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으로 진행했고[24-27], 일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령외 COVID-19의 위험 인

미국의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의 25% 이상이 주로 급성호흡

자는 Table 1과 같다[11]. 이 위험인자는 미국 질병통제센터

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으

(CDC)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여러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반

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다[28,29]. WHO는 초기

영한다[16-21]. 노인 환자에서 중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소생 시 말초 산소포화도(SpO2)≥94%, 산소 공급 유지 시

입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특히 집중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를

SpO2≥90%의 목표로 적정할 것을 권고한다. 대부분의 환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심각한 초기 증상이 없고, 안정적

의 경우 산소 공급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낮은

인 환자에서도 추적 관찰의 빈도와 기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

흡기산소분율(FiO2)이 선호되며 말초 산소포화도 90-96%를

이 된다. 이에 WHO에서는 COVID-19의 중증도의 기준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30] 환자에 따라 개별화하는

제시하고 있다(Table 2) [22]. 국내 중증 COVID-19 환자

것이 필요하다.

진료 권고안에서는 대기 중 산소포화도 90%가 되지 않거나
산소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 집중치료(intensive care)가

1) 저유량 산소(Low-flow oxygen)

필요할 수 있는 고위험 환자로 간주하고, 반드시 중환자 의

저유량의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 비강 캐뉼라를 통한 공급

료팀과 상의하여 향후 진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23].

이 적절하다(예: 최대 6 L/min) [31]. 단순 마스크, 벤츄리 마

병실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감염(COVID-19) 또는 의심 환

스크 또는 비재호흡 마스크를 사용하여 더 높은 유량의 산소

자가 산소치료 등이 필요 없는 경증의 상태라도 생체징후를

를 투여할 수 있으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분

기반으로 하는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EWS)가

산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중증 환자의 조기 인지에 도움이 되므로 임상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modified EWS

2) 고유량 산소(High-flow oxygen)

(MEWS, Table 3)가 있으며, 점수에 따라 각각 저위험(4점

저유량 산소보다 높은 수준의 산소(예, ＞6 L/min)가 요구

이하), 중등도 위험(5-6점), 고위험(7점 이상)군 환자로 분류

되는 COVID-19 환자는 기관삽관으로 바로 진행하기 보다

하고 적절한 진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3]. 특히 65세 이

는 고유량 비강 캐뉼라(High Flow Nasal Cannula, HFNC)

상의 고령 또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중증으로의

또는 비침습성 양압 환기(Noninvasive positive pressure ven-

진행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권고된다. MEWS외에

tilation, NIPPV)를 시작할 수 있다[32,33]. 급성 호흡 곤란

산소포화도 및 산소공급 관련 항목이 추가된 National EWS

증후군(ARDS)이 있는 경우 NIPPV보다 HFNC가 권고된

(NEWS)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에서 적용할 수

다. 이는 ARDS가 동반된 COVID-19 환자에서 진행된 연구

있다. 노인 환자에서 동반질환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조기

에서 제공된 제한적인 데이터에 기반하며, HFNC가 기존의

에 고위험군을 진단, 치료해 예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산소 요법 또는 NIPPV보다 인공 호흡기를 적용하지 않은
기간[34]과 기관 삽관 비율을 감소시켰다[35]. HFNC 또는
NIV를 시행 받는 COVID-19 환자의 경우, 질병 경과 관찰

Table 3. Modified early warning score (MEWS)

Parameter
Pulse
Systolic BP
Respiration rate
Temperature
CNS level

Value
3
≤70

2

1

0

1

2

3

≤40
71-80
≤8
≤35.0

41-50
81-100

51-100
101-199
9-14
36.1-37.4
Alert (A)

101-110

111-130
≥200
21-29

≥131

Reacting to
pain (P)

Unresponsive
(U)

35.1-36.0

15-20
≥37.5
Reacting to
voice (V)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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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한 두 시간마다 동맥혈가스분석(Arterial Blood Gas

가하면 렘데시비르의 중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ALT가 증가하면

Analysis, ABGA)을 포함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엎드

서 간염 증상 또는 징후가 관찰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41]. 렘

린 자세(prone positioning)가 권장된다[36,37].

데시비르는 신장에서 제거되는 설포부틸에테르-베타-사이클로덱스
트린 나트륨(Sulfobutylether-beta-cyclodextrin sodium)을 포함하므

3) 기관 삽관 및 기계 환기

로 eGFR이 ＜30 mL/min인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COVID-19로 인한 ARDS를 동반한 환자가 중증으로 진

[43]. 따라서 렘데시비르 투여 전과 투여 중에는 신기능과

행되는 경우, 급성 악화 전 조기에 기관 삽관이 시행되어야

간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41] 특히 노인 환자의

한다. 수시간 내 빠른 진행, HFNC＞50 L/min 및 FiO2＞

경우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0.6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과탄
산혈증, 호흡일(Work of breathing)의 증가, 정신상태의 악화,

2) 아지스로마이신(Azithromycin)을 포함 또는 포함하지

혈류역학적 불안정성 또는 다기관 기능 부전이 동반되는 경

않은 클로로퀸(Chloroquine)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

우 기관 삽관을 고려해야 한다[38]. 기계 환기를 적용한 경우 안

퀸(Hydroxychloroquine)

정 압력 30 cm H2O 미만을 목표로 하며 호기말 양압(positive

클로로퀸은 항말라리아 약물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

end expiratory pressure, PEEP)을 적용하는 저일회호흡량 환

로퀸은 모두 엔도솜(Endosomes) pH를 증가시켜 SARS-CoV-2

기(low tidal volume ventilation) (VT 4-8 mL/kg of predicted

와 숙주 세포막의 융합을 억제한다[44]. 생체외 연구에 따르면

body weight)를 권고한다[38].

초기 엔도솜에서 엔도리소좀(Endolysosomes)으로의 SARS-CoV의 전달을 차단해 바이러스유전체의 방출을 막는 것이 가능

2. 항바이러스제(Antiviral agent)

하다고 보고했다[45]. 그러나 상부 또는 하부 호흡기 바이러
스를 감소시키거나 동물 실험에서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지

1) 렘데시비르(Remdesivir)

못했다[46]. 부작용 또한 표준 치료를 받은 군보다 아지스로

렘데시비르는 아데노신 유사체의 전구약물이다. 이 항바

마이신을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은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록

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RNA-의존 RNA 중합효소(RNA-de-

시클로로퀸을 투여한 군에서 더 많이 보고되었다[47,48]. 여

pendent RNA polymerase)에 결합하여 RNA 전사의 조기 종

러 지침은 임상시험을 제외한 COVID-19 치료를 위해 아지

료를 유도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한다. 렘데시비르는

스로마이신을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은 클로로퀸 또는 하이

SARS-CoV-2에 대한 생체외 활성이 입증되었고[39], 동물

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하지 않도록 권고한다[39,49]. 또한

실험에서는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보다 폐 손

COVID-19 치료를 위해 클로로퀸을 사용할 경우, 고용량

상이 적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보고되었다[40]. 렘데

(600 mg 1일 2회, 10일간) 투여를 금지하도록 했다[41]. 이

시비르는 2020년 10월 입원한 성인 및 소아 환자(12세 이상,

에 2020년 6월, FDA는 중증 COVID-19 환자에서 이와 같

체중 40kg 이상)의 COVID-19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

은 약물의 응급 사용 승인을 철회하였다[50].

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승인한 유일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QTc 연장, 다형 심실

약물이다[41]. 미국의 감염병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성 빈맥, 심실성 부정맥,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51], 특

America)와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히 노인 환자에서 아지스로마이신 동시 투여 시 QTc 연장

NIH)은 산소 보충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서 사망률을 감소

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52-54]. 일반적으로

시켜 투여를 권고하며 성인 투여량은 정맥주사 기준 첫째 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클로로퀸보다 독성이 적고, QTc 연장

에는 200 mg/d, 그 이후 총 5일간 100 mg/d이다[39,42]. 임

하는 경향과 약물-약물 상호 작용이 적다. 그러나 약물 상호

상 개선이 없거나 기계 환기 또는 ECMO 환자의 경우 10

작용의 가능성으로 히드록시클로로킨 또는 클로로퀸과 렘데

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비르를 함께 투여하는 것이 금지된다[55].

렘데시비르는 위장 증상과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아미
노기전이효소(Transaminase)의 상승,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알라닌 아미노 전달효
소(Alanine transaminase, ALT)가 정상 상한보다 10배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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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s)

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이 잦은 세균 합병
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20,28]. 환자에게 항균제의

1）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및 기타 글루코코르티
코이드(Glucocorticoids)

무분별한, 부적절한 사용은 피해야 하며, 특히 광범위 항균
제의 경험적 치료를 피하도록 권고된다. 하지만, COVID-19

덱사메타손은 산소 보충이 필요한 입원 환자의 생존율을

의 임상적 특징은 세균성 폐렴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기계 환기가 필요한 환자

세균 감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차 세균 감염의 증

에서 가장 큰 효과가 관찰되었다[56]. 따라서 덱사메타손은

거가 있는 즉시 항균제를 투여해야 한다[42].

기계 환기를 적용하고 있는 입원환자와 기계 환기는 적용하
지 않았으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입원환자에서 권고된다. 최

2) 항혈전 요법(Antithrombotic Therapy)

대 10일 동안 또는 퇴원할 때까지 하루에 6 mg의 덱사메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입원한 COVID-19 환자, 특히 중증

손이 권장되는데[42,56] 덱사메타손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다

환자에서 혈전 색전증 합병증의 비율이 높다[64,65]. 입원하

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인 프레드니손(Prednisone) 40 mg/d, 메

지 않은 COVID-19 환자의 경우, 다른 징후가 없는 한 정맥

틸프레드니솔론(Methyl prednisolone) 32 mg/d, 하이드로코르

혈전증 또는 동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

티손(Hydrocortisone) 150 mg/d을 투여하도록 한다[42,57]. 이

제는 투여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그러나 COVID-19로 입원

와 대조적으로,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COVID-19

한 모든 환자의 경우 금기 사항(예: 활동성 출혈이나 심한

치료에서는 덱사메타손의 사용을 권고되지 않는다.

혈소판 감소증)이 없다면 항혈전 요법이 선호되며, 이는 여
러 학회의 권장 사항과 일치한다[42,66,67]. 미국 혈액 학회

4. 면역기반 치료(Immune-Based Therapy)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와 미국 중환자 치료 학회
(Americ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는 정맥혈전색

1) 혈액 유래 제제(Blood-Derived Products)

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 예방을 위해 저분자량

COVID-19 회복기 혈장치료(COVID-19 convalescent plas-

헤파린(LMWH, 예: 에녹사파린(Enoxaparin) 40 mg q24

ma), 면역글로불린(IVIG-Non-SARS-CoV-2 또는 SARS-CoV-2)

hours, SC)을 권고하였다. VTE 위험이 더 높은 환자군(예:

과 같은 혈액 유래 제제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상 상한의 6배 이상 증가한 D-dimer)에서는 보다 공격적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다[57-60]. COVID-19에서 회복된 사

인 항혈전 요법(예: 에녹사파린 0.5 mg/kg q12 hours, 비분

람에게서 채취한 회복기 혈장은 항체 기반 수동 면역을 제공

획 헤파린(Unfractionated heparin) 7500 units q8 hours)이 고

할 수 있다[61,62]. 그러나 중증 환자의 경우 회복기 혈장의

려된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 mL/분 미만의 환자의 경우,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임상 실험 외 입원 환자에서

에녹사파린 30 mg 1일 1회로 감량하거나 신장 손상의 정도

회복기 혈장의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면역 글로불린은 낮

와 환자 체중에 따라 비분획 헤파린으로 변경해야 한다[67].

은 수준의 면역 글로불린을 가지는 노인 환자에서 고려할 수

노인 환자는 다발성 장기 기능장애 및 부전을 일으키기 쉽기

있으며[15], 외래 환자와 노출 후 예방약으로 임상시험 중이

때문에 파종성 혈관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

다[63].

lation, DIC) 및 심부정맥 혈전증에서 발생하는 섬망 및 기
타 전신 합병증의 예방이 중요하다[15].

5. 기저질환에 따른 보조 요법(Adjunctive Therapy)
3)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on-steroidal
1) 세균성 폐렴에 대한 경험적 치료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SARS-CoV-2는 폐 감염으로 심장의 과부하와 고혈당증을

COVID-19 환자에서 NSAIDs의 위험성을 보고한 데이터

유발해 감염 조절을 어렵게 만드나[15], COVID-19 환자의

는 거의 없다[68]. 몇몇 연구는 COVID-19 유무에 관계없이

병원 획득 폐렴(Hospital-Acquired Pneumonia, HAP) 및 인

해열을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NSAID의 투여에는 위험

공 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69,70]. 이에 유럽 의약청

의 중복 감염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중국의 일부 연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WHO 및 NIH는 적

구는 COVID-19 환자에서 세균 중복 감염이 없다고 보고하

응증에 해당된다면 COVID-19 환자에서 NSAIDs를 피하도

박재영: 노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의 최신 치료 경향 59

록 권고하지 않는다[42,71,72]. 해열제로는 아세트아미노펜

단백질 및 벡터 백신, 일부는 이전에 허가된 백신에 사용된

이 선호되나 NSAIDs가 필요한 경우 가장 낮은 용량을 권고

적이 없는 mRNA나 DNA 백신이다[82]. 2020년 12월 초를

한다. 동반질환으로 NSAIDs를 복용하는 COVID-19 환자도

기준으로 57개의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

NSAIDs를 중단해야 하는 다른 이유(예: 신장 손상, 위장 출

다. 화이자(Pfizer)와 바이오엔테크(BioNTech)가 공동 개발

혈)가 없는 한 이를 계속 복용하도록 권고한다[73].

한 백신과 모더나(Moderna) 백신은 모두 mRNA 백신이다.
mRNA 기반 백신은 mRNA를 환자 세포에 직접 투여해 특

4)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i) 및 안지오텐신 수
용체 차단제(ARB)

정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단백질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
병을 치료하거나, 감염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직접 생산할 수

심혈관 질환으로 ACEi 또는 ARB를 처방받은 환자는 저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COVID-19를 치료한다[82]. 영국, 캐

혈압, 급성 신손상과 같이 약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나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는 앞서 화이자 백신에

면 복용을 계속하도록 여러 지침에 의해 권고된다[74-77].

대해 긴급사용 승인을 내렸으며, 미국 FDA는 2020년 12월

그러나 임상 시험을 제외한 COVID-19 치료로서 ACEi 또

11일 승인했다. 화이자(Pfizer)와 바이오엔테크(BioNTech)가

는 ARB 투여는 금지하고 있다[42].

공동 개발한 백신은 최종 임상 시험에서 COVID-19 예방에

ACEi 및 ARB의 투여가 COVID-19 환자에서 부작용을

95% 효과를 보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높은 예방효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여러 연구를 통해 레닌-안지

를 발표했다. 모더나 백신 역시 2020년 12월 초를 기준으로

오텐신 시스템(renin-angiotensin system, RAS)을 억제하는 약

FDA 긴급 사용 승인 심사 중이며, 임상 3상 중간분석 결과

물과 COVID-19의 중증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78].

에 따르면 예방효과는 94% 정도로 보고 했다.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에서 승인된 백신은 아직 없다.

5) HMG-CoA 환원 효소 억제제(HMG-CoA Reductase
Inhibitors)

7. 퇴원 후 관리

스타틴이 SARS-CoV-2 감염에 영향을 주는지는 불확실하

노인의 경우 여러 동반질환으로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다. 후향적 연구들에 따르면 스타틴 사용은 COVID-19 환자

경우가 많아 퇴원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속 의료 시스템

의 중환자실 입원 또는 낮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79,80].

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히 회복된 노인 환자의 경

스타틴은 염증을 유발하는 MYD88 (Myeloid differentiation

우 2주 격리된 상태로 재택 치료 및 의학적 상태 모니터링을

primary response 88) 경로의 억제제로 알려져 있으며, 체외

하도록 권고된다[15]. 주치의는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 의

및 동물 연구에 의하면 외부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 MYD88

약품, 외래 스케줄, 연명의료 관련 의향을 포함한 치료 계획

수준을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1]. 심혈관 질환

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계획 수립은 응급실 방문이

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스타틴을 복용하는 COVID-19

나 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만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이를 계속 복용하도록 권고된다. 그러나 임상 시험을

노인들의 전반적인 의료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제외한 COVID-19 치료에 스타틴 투여는 금지하도록 권고

있다.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복용약을 포함한 기저질환 치료

된다[42].

는 지속해야 하며, 의사 상담 없이 치료 계획을 임의로 변경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적응

6. COVID-19 백신

증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저질환

SARS-CoV-2 예방 백신은 세계적 유행(Pandemic)을 통제

의 악화가 의심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하기 위한 가장 유망한 접근 방법으로 간주되어 전례 없는

(기침, 가래, 코막힘 등) 발생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또

속도로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SARS-CoV-2는 표면 스

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 상

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인체 세포의 안지오텐신전환효소 2

태를 유지하기 위해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받아야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 수용체에 결합해

한다[42].

세포를 감염시킨다. 이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의 1차

노인 환자는 퇴원 후 영양 균형에도 주의해야 한다. 영양

표적 항원이다. COVID-19 백신은 여러 형태로 개발되고 있

실조는 노인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는데 비활성 또는 약독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 재조합

하나이다. 노인들은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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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과일과 채소, 지방이 적은 단백질, 통곡물과 같은 영양

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 있는 음식을 균형 잡힌 칼로리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COVID-19 고위험군으로 평

현재 SARS-CoV-2가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가되나 고령 환자에서 COVID-19 치료를 위한 국내외 가이

없다[83]. 그러나 음식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권장 온도로 조

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후 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환자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류는 완전히 익혀 먹고, 야생 동물

와 의료진이 적절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노인

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비타민 또는 식이

의 COVID-19 피해 감소와 예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충제 섭취를 고려 중인 경우,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진은 동반 질환이 있거나 이에 대한 의약품을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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