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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continues,
doctors face many difficulties in managing patients with respiratory allergies. As
research continues, much new knowledge has emerged about the link between
COVID-19 infection and respiratory allergies. Studies to date have show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in patients with respiratory
allergies. However, in patients undergoing treatment for moderate to severe asthma or
allergic rhinitis, more severe clinical manifestations, increased hospitalization period,
and increased mortality may occur, so patients need to be managed with more care.
In addition to personal efforts, social consideration should be accompanied to prevent
deterioration in patients’ quality of life with respiratory allergies due to COVID-19.
Lastly, as clinical doctors, we should treat patients with respiratory allergies to protect
ourselves appropriately by actively utilizing remote medical treatment and minimizing
tests that generate droplets. Also, by appropriately educating patients and continuing
drug treatmen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patients receive the best
treatment even in a pandemic situation.
Keywords: COVID-19, Allergy and immunology, Asthma, Allergic rhinitis

I. 서

론

려지게 되었다.
COVID-19 감염증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사이의 연관관계

2020년 1월 대한민국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4월

역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많

현재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은 전문가들은 COVID-19의 주된 증상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2019, COVID-19)의 확산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곤란 등)으로 나타나므로, 기저질환으로 천식이나 비염 등 호흡기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전염병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COVID-19 감염률이 더 높고, 증

듭해 왔고, 따라서 COVID-19에 대하여 새롭게 많은 사실들이 알

상 발현이 더 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Copyright ©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 Aerosp Environ Med Vol. 31, No. 1, April 2021
오히려 천식 환자 중 COVID-19에 감염되는 비율이 일반 인구에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천식 환자를 알레르기 천식과 비(非) 알레

서 감염되는 비율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

르기 천식으로 구분하였을 때, 알레르기 천식 환자는 COVID-19

다[1]. 따라서 COVID-19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사이의 관계에

감염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았으나, 비 알레르기 천식 환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에서는 1.34배(1.07–1.71)로 현저히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 과연

다[9].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레르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일반 인구에 비하여 더 높은지(in-

기 천식 환자에서는 ACE2 수용체가 감소하는 반면, 비 알레르기

creased risk), (ii) COVID-19에 감염되었을 때 임상 경과가 더

천식 환자에서는 수용체가 오히려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좀더 증

악화되는지(worse outcome), (iii)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

가한다[10].

들은 COVID-19 상황에서 어떠한 삶의 질 악화를 겪는지(COVID-19 pandemic related disrup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iv)
전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임상 의사들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
도록 하겠다.

2.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은 COVID-19에 감염되었을
때 임상 경과가 더 악화되는가?
중등증 이상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 COVID-19에
감염되었을 때 임상 경과가 더 악화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천
식 환자를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 경증(short-acting beta ago-

Ⅱ. 본

론

nist만을 사용하는 환자), 중등증(저용량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
하는 환자), 그리고 중증(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

1.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일반 인구에 비하여 더 높은가?

자)으로 나누었을 때, 경증에 비해 중등증, 중증 환자에서 좀더

COVID-19 대유행 초기(2019년 11월–2020년 2월) 발표된 연

다[11]. 앞서 인용한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 코호트 연구에서도,

구 결과들에 따르면, 확진자 중 천식 환자의 비율이 예상했던 것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더 심

보다 낮았다는 보고들이 많았다[1-3].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한 임상 경과를 받을 비율, 그리고 COVID-19로 인한 입원 기간

위한 하나의 가설로, 천식 환자에서 angiotension converting

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9].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국 질

enzyme 2 (ACE2) 수용체의 발현 정도가 일반 인구에 비해 낮기

병통제센터(Centers for Desease Control)에서는, 중등증 이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CE2는 체내 수분과 혈압을 조

(moderate to severe)의 천식 환자는 COVID-19에 감염되었을

절하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enin-angiotension-

때 더 심한 임상 경과를 보일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영

aldosterone system)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코로나바

국흉부학회(British Thoracic Society) 역시 천식으로 인해 생물

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할 때 이 수용체에 부착한다. 천식 환자에서

학적 치료(biologic therapies)를 받는 환자들은 COVID-19 감

는 이 ACE2 수용체가 일반 인구에 비해 적게 발현되기 때문에, 감

염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하였다.

COVID-19 관련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

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
들에서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환자와 일반인에서 ACE2 수용체 발
현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4-6].

3.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
해 어떠한 삶의 질 변화를 겪는가?
환자들의 삶의 질 변화는 질병 자체의 특성 이외에도, 국가의 의

이후 연구가 더 진행됨에 따라,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호흡

료체계와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

기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해서 COVID-19 감염에 대한 위험이

는다. 대유행으로 인해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내 166개

에서는, 호흡기 질환 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약물치료 혹은 입원

의 병원, 16,749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 CO-

이 필요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자체가 확진자와의 접촉 노출을 증

VID-19 확진자 중 약 14%에서 천식이 진단되었다. 이것은 영국

가시킬 수 있는 위험이 되고, 따라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의 일반 인구에서 천식 유병률인 12%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

COVID-19 감염증은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다[7]. 미국에서 1,150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코호트 연

status)가 낮아 자가격리 및 일상 생활에서의 수입 감소를 감당하

구에서도 8% 정도에서 천식이 진단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 어려운 개인에서, 그리고 잘 확립된 의료체계가 없는 국가에서

천식 유병률인 7.7%와 큰 차이가 없었다[8].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코호트 연구에서,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부모의 흡연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소아

219,959명의 대상자를 천식/알레르기 비염 유무에 따라 각각 분

환자들이 증가하며, 간접흡연은 잘 알려진 호흡기 질환의 악화인

류하고 COVID-19 감염 여부를 추적관찰하였다. 그 결과 천식이

자 중 하나이다. 대유행으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고 아동 청소년들

있는 환자에서 약 1.08배(1.01–1.17),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

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감소함에 따라, 소아 청소년 비만이 증

에서 약 1.18배(1.11–1.25)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

가하며, 이로 인하여 또한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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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를
어떻게 진료해야 하는가?

감염증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또한 재채기, 콧물 등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염 확산 양상, 그리고 각 의료기관의 진

가 타인에게 전파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료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

[16]. 지금까지 기술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별 사용원칙

에서는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원칙적

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13].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재채기할 때 비말과 함께 바이러스 입자

인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형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약물치료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태의 호흡기 검사(respiratory testing)는 비말을 발생시키는 검

은 적절한 환자 교육이다.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증상은 일견

사(aerosol-generating procedure)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COVID-19 감염 증상과 구분이 되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환자

예를 들어 환자의 폐활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폐 기능 검사(spi-

스스로 속단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하거나 조절하지 않고 의사의

rometry, 호기산화질소검사, 기관지유발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

조언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임상 의사들

가 아니라면 가급적 삼가해야 하며, 환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이 환자들에게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과 COVID-19 임상 증상의

를 벗어야 하는 구강/비강 내시경 검사 및 신체 진찰은 비말에 노

차이,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 등을 교육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

출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폐 기능 검

유하고 있다. 세계 알레르기 주간을 맞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

사 대신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호기 유속 검

서도 환자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17].

사(peak expiratory flowmeter) 등을 시행하도록 교육하고, 급
하지 않은 진료는 최대한 연기하거나 원격진료 등을 활용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의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 기능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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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비강 유발 검사, 비경 검사(rhinoscopy) 및 비세포 도말 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nasal cytology) 등을 고위험 검사로 분류하고 가급적 시행하

환자에서 COVID-19 감염증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는

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13].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천식, 알레르기 비염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약물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보다 심한 임상 양상, 입원기

것은, 대유행 이전과 동일하게 약물치료를 사용하며, 환자가 임의

간 증가 및 사망률 증가와 같은 경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

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는 것이 필요하겠다.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COVID-19로

흡입 스테로이드, 생물학적 치료, 면역치료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한 삶의 질 악화를 막기 위해 개인적 노력 이외에도 사회적인

사용하도록 환자에게 처방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14,15].

배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상 의사로서 호흡기

다만 면역치료의 경우 피하 면역치료(subcutaneous immuno-

알레르기 질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활

therapy)는 환자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야 하므로, 집에

용하고 비말을 발생시키는 검사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사 본인

서 환자가 스스로 가능한 설하 면역치료(sublingual immuno-

을 적절히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를 적절히 교육

therapy)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OVID-19 감염증

하고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대유행 상황에서도 환

에서 문제가 되는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등의 염증

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반응이 Th1 면역반응과 연관이 있는데 면역치료는 Th1 면역반응
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치료법이므로, COVID-19 확진자
에서는 일시적으로 면역치료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위한 비강 내 스테로이드(intranasal
steroid) 역시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비강 내 스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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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nciples for using each medication to treat respiratory allergic diseases (asthma, rhinitis)
Type of medication

Healthy individual/people who
recovered from COVID-19 infection

People with symptoms of COVID-19 infection/people
who were diagnosed with COVID-19 infection

2nd generation anti-histamines

Continue

Continue

Intranasal steroid

Continue

Continue

Inhaled corticosteroid

Continue

Continue

Subcutaneous/sublingual immunotherapy

Continue

Stop until recovery

Biologicals

Continue

Stop until recovery

Data from the article of Riggioni et al. (Allergy 2020;75:2503-2541) [13].

www.kjase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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