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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회복 노인 및
신경인지장애 환자들의 잔존 신경정신과적 영향에
대한 고찰
김가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사회재활과

Residual Neuropsychiatric Sequelae of the Elderly and
Neurocognitive Disorder Patients Who Recovered from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 A review
Kayoung Kim
Department of Social Psychiatry and Rehabilitation,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Seoul, Korea

Among COVID-19 survivors, residual fatigue, emotional symptoms, and cognitive problems have been reported persistently. These
neuropsychiatric sequelae have been regarded as the main symptom of post-COVID-19 syndrome (PCS), which is considered
significant in the elderly and patients with cognitive decline. Among the reviewed studies, increasing age was considered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PCS development. In addition, various studies have reported social isolation, persistent mourning disorder
after experiencing loss, cognitive decline, and increased psychological stress in the caregivers as the COVID-19 pandemic and
social measures such as social distancing prolong. These factors may be causes of the vulnerable environment of the elderly
population during the long-term COVID-19 pandemic. The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that persists after recovery may not correlate with COVID-19 severity, but the severity of cognitive decline is associated with the COVID-19 severity. In addition, cognitive
dysfunction may increase the likelihood of hospitalization for COVID-19. A careful evaluation of patients reporting decreased
daily living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after COVID-19 recovery and further prospective studies are needed using objective cognitive
funct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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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히 없어지지 않고 수 주에서 수 개월 이상 지속되는 형태
가 ‘post-discharge symptoms of COVID-19 [1]’, ‘long COVI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2,3]’, ‘brain fog in long-haul COVID [4,5]’ 등의 이름으로 다

의 팬데믹 발현 이후,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에게서 증상이 완

수의 문헌에서 보고되었다. 40-80% 정도의 환자가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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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피로, 호흡 곤란, 흉통, 인지 감퇴, 일상생활의 기

수의 문헌에서 신경정신과적 후유증을 보고하고 있다. 60세

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6-8]. 2020년

이하의 비교적 젊은 환자에게서 COVID-19 감염 이후 급성

10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형태로 새롭게 나타난 파킨슨병이 3개의 독립적인 증례로 보

and Care Excellence, NICE)는 COVID-19 감염 이후 12주

고된 바 있으며[14], 뇌염 및 뇌증, 척수염, 길랑-바레 증후

이상 다른 진단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군(Guillain-Barré syndrome) 및 중추신경계 혈관염, 급성 뇌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post-COVID-19 syndrome, PCS)으로 정

경색 등의 신경계 질환과 함께 급성기 COVID-19 환자에게

의하여 신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9], 세계 보건 기구

서 불안 및 초조, 공격성, 망상, 섬망 등의 증상이 기존 정신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과적 질환의 악화와 함께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

델파이 기법을 통해 COVID-19 진단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지

바 있다[15-19].

속되는 피로, 인지 감퇴 및 불면, 불안, 호흡기 증상, 두통, 후

이러한 급성기 증상 이후에도, COVID-19에서 회복되고

각 및 미각 변화 등의 다발성 장기 관련 증상이 적어도 2개

나서도 정신과적 증상은 주요하게 잔존할 수 있는 것으로

월 이상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ICD-10과

생각된다. COVID-19의 장기적 영향을 조사한 55개의 문헌

ICD-11에 “코로나19 이후 병태(post COVID-19 condition)”라

과 47,910명의 급성기 회복 환자를 다룬 메타분석에서는 환

는 진단코드를 부여하였다[10,11].

자의 약 80%가 1개 이상의 전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

인지 감퇴 및 불안, 불면 등의 신경정신과적 문제는

석되었으며, 피로와 두통이 각각 58%, 44%로 가장 많았고

COVID-19 발병 및 회복 이후에도 잔존할 수 있는 주된 증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불안 및 우울 등이 12-27%에서

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전통적으로 감염의 주

보고되었다[8].

요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며, 질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노

COVID-19에서 회복된 환자 402명을 퇴원 1개월후에 자

인 인구에서[12]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인

기보고식 설문지로 추적한 연구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정신

지 예비 용량(cognitive reserve)이 저하된 상태인 치매 등 신

병리적 영역에서 이상으로 보고한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경인지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에서 진단 후의 격리, 사회적 고

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과거에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립, 가족과의 관계의 불화가 더해질 경우 상기 영향이 더욱

경우 상기 보고점수가 염증 표지자들과 함께 유의하게 상승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COVID-19는 2019년 처음 보고

하는 소견을 보였다[20]. 동일한 코호트 환자를 3개월 간 추

된 질환으로 아직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노

적 관찰한 해당 연구진의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에 흔히 동반되는 노쇠 및 신체적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불안, 불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증상 등은 감소하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노인

연령이나 과거 정신과적 병력과 상관없이 우울 증상은 변동

환자에서의 COVID-19 이후의 인지감퇴 및 신경정신과적

없이 지속되었으며, 강박 증상은 오히려 악화되는 소견이 관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찰되었다[21]. 퇴원 후 3개월 시점에서 COVID-19 회복 환

본 연구에서는 COVID-19 급성 발병 시기부터 회복 이후에

자는 연령, 성별 및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대조군에 비해 척도

까지 잔존할 수 있는 신경정신과적 후유증과 이것의 노인환자,

상 우울감을 더 높게 호소하였으며 낮은 삶의 질, 신체 및 정

신경인지장애군 등에서의 영향을 확인하고, 이와 연관된 직간

신 건강의 악화, 에너지의 저하를 유의하게 호소하였다[22].

접적 요인에 대하여 현재 보고된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PCS를 다룬 질적 연구에서는 신체적 능력의 감소, 일상

한다. 아울러 결론에서는 고찰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 및

생활에서의 에너지의 소진 및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 등을 일

신경인지장애군에서의 정신건강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되게 호소하였고,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생활 패
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23,24]. PCS로 인하여 일

본

론

상생활 기능 수행을 위한 신체적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하는 환자들이 의료진의 만족스러운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1. COVID-19의 신경정신과적 증상

경우를 다수 호소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많은 의사들이 기질

팬데믹 초창기에 영국 3개의 신경과학 증례보고 포털을

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의 잔존증상 호소에 대해 이해

분석한 연구에서 정신과적 과거력이 없었던 경우의 초발 정

하지 못하고 과도한 걱정이라며 직면시키는 모습을 보였으

신병, 섬망, 기분장애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13], 이후 다

며, 환자들은 PCS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의료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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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감을 호소하였다[24,25].

노인 인구의 사회적 고립, 상실을 경험한 이후의 지속성 애
도 장애의 발생, 인지감퇴, 가족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

2. COVID-19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에서 COVID-19가 어떤 식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 증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연구한 문헌은 제

가 등의 소견이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27,34,35],
이러한 원인들이 장기간 COVID-19 유행기의 노인 인구의
환경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한적이지만, 이것의 생물학적 발생 기전이 제시된 바 있다.

문헌마다 차이가 있지만, 60세 이상 인구 20,069명을 포함

연령 증가는 혈액-뇌 관문(blood-brain barrier)의 약화와 연

한 41개의 문헌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26] 따라서 노인은 COVID-19로

COVID-19 유행기의 우울 증상 및 불안 증상은 각각 최대

인한 바이러스의 신경 침윤 및 그로 인한 중추신경계 염증에

47.2%, 49.7%까지 보고되었으며, 사회적 고립과 격리 등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 우울증을 주로 설명하는 기전

해당 증상을 발현시키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되었

중 하나로 중추신경계의 염증 사이토카인 유도 및 그로 인한

다[36].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 1,301명에게 자기보고식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

설문지를 제공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한 연구에서,

is, HPA axis)의 자극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글루티코르티

COVID-19 유행기에 노인 인구가 인지하는 연령에 의한 차

코이드의 증가, 그로 인한 신경염증의 기전 역시 중요하게

별은 고독감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고독감

제시되고 있다[27,28]. 4,182명의 COVID-19 환자에게 스마

은 정신건강 악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였다[37].

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 증상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진행한

이러한 연구 소견들은 COVID-19 유행이 단순한 단일 사건

연구에서 증가하는 연령은 높은 체질량지수, 여성과 함께

을 넘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변화가 노인의 삶에 직접적인

중요한 PCS의 예측 인자였으며,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피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로, 두통, 후각 상실 등이었다[29]. 미국 Northern Colorado

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의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

노인 인구에서의 기존 개인의 건강상태 역시 COVID-19

CoV-2) 인체유래물저장소 등록 코호트를 대상으로 6개월간

이후의 정신과적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추적한 연구에서도 PCS의 증상은 연령이 높은 개인과 비만

요인일 수 있다. 만성 질환의 유무는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인 개인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피로, 운동능

COVID-19 회복 이후의 잔존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였

력 감소, 불면, 두통, 집중력 저하, 우울 등이 주요한 증상으

다[35,38]. 만성질환을 지닌 경우 60세 이상 노인은 만성 질

로 보고되었다[30]. 이러한 결과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이 없는 60세 이상 노인에 비해 불안감 척도의 점수가 유

COVID-19 감염 이후의 우울 증상 및 그로 인한 신경 변성

의미하게 높았다[35].

발생, 다양한 신체증상의 발생 가능성 및 해당 증상이 장기
간 잔존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대규모 관찰연구에서 보고된

3. COVID-19와 인지 저하와의 연관성

COVID-19 감염 후의 증상의 개수와 연령이 양의 상관관계

COVID-19와 인지기능에 대한 수년간의 장기적인 추적

가 있으며, 감염 이후 첫 주 동안 보고된 증상의 개수와 증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회복환자를 대상으로 수개월 이상

상의 만성화 가능성의 연관 등의 소견은[31] 노인 인구에서

추적을 한 연구가 있다. 71명의 COVID-19 확진으로 인한

COVID-19 잔존 증상이 중요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을 시사

입원 환자를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COVID-19로 인한 섬

한다고 할 수 있다.

망이 발생한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1개월 후의 인지기능과

COVID-19에 대한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분석한 20개의

전반적 수행능력의 악화를 보였고[39], COVID-19에서 회

문헌과 106,533명의 대상자를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복된 환자 60명과 연령 성별을 짝지은 19명의 대조군의 뇌

는 대체로 노인 인구가 다른 연령군보다 격리 등으로 인한

영상을 회복 3개월 후 분석하였을 때 양측 해마 회색질 용적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및 백질의 평균확산의 변화가 인지기능 저하에 비례하는 소

보고된 바 있으며[32], 이는 팬데믹 이전에도 노인 인구는

견을 보였다[40].

젊은 층에 비해 특정한 사건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덜 보고

중국 우한에서 3,233명의 60세 이상의 COVID-19 회복

하는 경향을 보여준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였다[33]. 그러나

환자 및 COVID-19에 이환되지 않은 배우자 대조군 466명

COVID-19 유행과 격리 등의 사회적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을 1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COVID-19 증상을 심하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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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회복한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1년 후에도 객관적인 인

는 흑색질(substantia nigra), 운동피질(motor cortex), 솔기핵

지기능 검사 소견의 저하를 보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1년 후

(raphe nucleus), 후각망울(olfactory bulb), 안쪽측두이랑(medial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진단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temporal gyrus), 뒤쪽띠이랑(posterior cingulate gyrus)등 중

[41]. 이러한 소견들은 SARS-CoV-2 바이러스의 신경 침윤

추신경계 전반에 폭넓게 분포하고 해마(hippocampus)에서도

가능성 및 COVID-19 회복 환자의 인지기능 추적 평가의

일부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6].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SARS-CoV-2가 어떤 형태로든 중추신경계에 감염되어 관련된

COVID-19 회복 후 일상생활의 능력 저하[1,42] 및 인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저하[31,38]는 COVID-19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보고될 수

SARS-CoV-2의 신경 세포의 직접 침윤 외에도 d-dimer, C re-

있는 소견으로 보이며, 감염 당시에 무증상이었어도 주관적

active protein의 증가, 자가면역의 유도, 허혈, 혈전 형성, 폐질

인 인지저하를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1]. 이에

환으로 인한 저산소증 등의 기전이 인지감퇴 및 정신과적 증상

비해 객관적 인지기능 저하의 정도는 여러 연구에서

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전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47-49].

COVID-19의 유증상 및 심각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론 및 제언

회복 환자에게 객관적 인지검사를 시행한 연구들에서 계획
및 문제 해결력, 작업 기억의 점수 감소 및 과제 처리 속도
의 저하 등이 관찰되었다[31,43].

COVID-19 회복 이후의 잔존 증상은 팬데믹 초기부터 여

영국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인 UK Biobank의 대상자를 분

러 문헌을 통해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증상들을 PCS라는 증

석한 관찰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및 섬망, 기타 인지

후군적 개념으로 정립된 것은 2020년 후반으로 문헌에서도

장애 등을 포함한 인지기능 장애는 COVID-19로 인한 입원

이에 대해 다양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문

의 가능성을 1.9배에서 2.2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

헌에서 COVID-19로 인한 급성기 증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적되었으며, 해당 코호트에서 다른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 감

것에 비해, 회복 후의 잔존 증상을 장기간 추적하는 연구는

염의 위험을 높이는 유일한 요소는 낮은 인지기능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드물었으며,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COVID-19

드러났다[44]. 동일한 UK Biobank 코호트를 분석한 다른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추적 연구들 중에서도

연구에서 ApoE 표현형은 COVID-19 감염 및 심각도와 연

아직 유효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관이 있었으며, ApoE e4 유전자는 치매가 없는 환자에게서

후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노인 인구에

도 COVID-19 감염의 위험과 연관이 있었다[45]. 이러한

서의 COVID-19 이후의 인지 변화가 바이러스 감염 그 자

점은 인지기능의 저하 그 자체가 COVID-19 감염에 취약

체로 인한 것인지, 기존 질환의 악화가 진행되는 것인지, 또

해지게 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는 그 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를 이해하여

COVID-19와 ApoE 표현형 등의 생물학적인 위험 요소 등

야 할 것이다.

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소견들이다.

앞서 고찰한 연구들에서 COVID-19 유행기의 노인 인구

COVID-19 감염 이후의 신경 침윤과 인지기능 저하에 대

의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기전들은 현재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요한 요소로 검토되었다. 노인 인구는 신체적인 특성상

지식으로, SARS-CoV-2 바이러스는 SARS-CoV 바이러스와

COVID-19의 영향에 취약할 수 있다고 간주되어 왔으며,

염기서열이 유사하며 두 바이러스 모두 angiotensin convert-

COVID-19 유행기에 격리 및 사회적 거리 두기는 취약한

ing enzyme-2 receptor (ACE2)를 이용하여 세포 내로 침투

대상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방침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 연구에서 ACE2는 뇌줄기

그러나 노인이 격리, 고립 등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내 심혈관계 기능을 조정하는 뉴런 등에 분포하고 있어 중추

환경에 처한 경우 우울 및 불안 등에 취약해지며, 인지기능

신경계가 직접 renin-angiotensin system에 관여하여 심혈관계

저하가 동반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경우 증상 호소를 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인간 및 동물

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PCS의 영향에

데이터베이스 분석 연구에서, ACE2는 세포별로는 뉴런 신

대한 고찰한 대부분의 문헌에서 노인 환자는 전체 환자 중

경세포체(cell body), 별아교세포(astrocyte), 희소돌기아교세포

소수의 비율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노인 인구의

(oligodendrocyte) 등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부위별로

증상 보고가 누락될 수 있고, 보고된 결과가 실제 노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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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노인 인구에서 실

연구 등을 통해 SARS-CoV-2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신경정신

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적 영향을 확인하여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

임상가는 가정 환경 및 진료 현장에서 COVID-19 회복 노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질적 연구의 고찰에서 확인

인 환자를 대할 때 PCS의 존재 가능성을 상기하고 환자를

하였듯, COVID-19 회복 환자의 잔존 증상에 대해 임상가가

관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회복 이후 재활에 중점을 맞추도록 정확한 정

신체활동을 유지하였던 노인 인구에서 COVID-19 유행
시기의 우울 유사증상을 보이는 정도는 유의미하게 낮다고

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진료 환경에서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보고되고 있다[50]. WHO에서는 2020년 신체활동 가이드
라인으로 모든 성인에게 1주일에 150분의 중강도의 신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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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어[50] 강도에 무관하
게 운동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것 또한 COVID-19 유행기
의 노인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최근에는 저강도 운동 또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으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52]. 노인에서 하루에 30
분의 비활동 시간을 중강도의 신체활동으로 대치하는 것이
노년기의 신체적 쇠약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시된
바 있으며[53], 이러한 방법은 특히 임상 현장에서 중강도
운동을 할 수 없거나, COVID-19 회복 후 운동능력의 저하,
신체적 피로 등의 잔존 증상을 호소하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고찰한 연구들에서 객관적인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대상자
에게 사용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으나, PCS 증상
으로 중요하게 보고되고 있는 인지기능 저하의 증상은 노인
인구나 이미 신경인지장애를 진단받은 환자군에서 더 두드
러지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고찰한 연구들에서,
PCS의 인지증상을 호소하는 개인에게 객관적 신경심리검사
를 진행하였을 때 주로 보고되는 인지기능 영역의 감퇴는 집
중력 및 문제 해결력, 처리 속도의 저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퇴는 개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등의 직접적
인 상태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 주관적인 인지감퇴의 호소
역시 개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이에
대한 임상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고찰에 인용된 문헌은 COVID-19 첫 보고 이후로 연
구에 따라 약 2년 정도의 시기동안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그
러나 COVID-19는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환으로, 2
년간 다양한 치료 방법 및 사회적 조치가 취해져 특정한 시
점에서 노인 및 인지기능 저하 환자의 COVID-19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후 추적 관찰 및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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