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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감염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서 

사망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1]. 그러나 코로나-19 감염환자의 80% 정도는 경증이

나 무증상이며, 경증환자는 고령자들도 젊은 연령과 동일한 임상경과를 가진다는 보

고도 있다[2]. 경증환자의 연령별 임상증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2020년 3월부터 6월사

이에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감염환자 중 

경증환자 555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임상증상을 연구하여 앞으로 경증환자 진료에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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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and Methods 

이 연구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기관윤리위원회(2020-03-027
호)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대구 동

산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였

다. 환자의 임상증상과 검사실 자료, 영상의학 결과를 후향적으로 

수집하였다.  

코로나-19 감염의 진단은 실시간 역전사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

(RT-PCR)으로 COVID-19 RdRp, E, N 유전자를 확인하였다[3]. 
경증과 중증의 구별은 산소 공급 또는 기계적 환기 지원 또는 추가 

체외 산소화(ECMO)가 처방되었는지 여부로 결정하였다. 세계보건

기구(WHO)의 중증도 기준(1. 호흡 곤란이 있거나 호흡수 ≥ 30회/

분, 2. 산소 포화도 ≤ 93%, 3. PaO2/FiO2 ≤ 300 mmHg 또는 기계 

환기가 필요한 경우)이 아닌 경우에[4] 경증 사례로 정의하였다. 위

험도 연령 분류는 사망률의 차이를 보고하는 이전 연구[5]를 참고하

여 64세 이하, 65~84세, 85세 이상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사의 판독에 따

라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였다. 병적인 폐실질의 이상 소견이나 

지상 유리 불투명도(GGO)가 있는 경우에, 비정상으로 평가하였

다. 입원 기간 중 반복 촬영한 경우에는 1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비정상으로 정의하였다. 

통계분석은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 변수는 평균,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피셔의 테스트

(fisc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데이터가 정규분포일 경우 연속 

변수는 ANOVA test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Mann-Whitney 테

스트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버전 23.0 소프트웨어 (IBM 

Corp., Armonk, USA)를 사용하였다. 

Results 

일반적인 특성과 동반질환 

총 경증 사례 수 555중 64세 이하는 406례, 65~84세는 142례, 

85세 이상은 7례였다. 연령별 성비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유의

한 차이가 있는 동반질환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상동맥질환이

었다. 고혈압은 65~84세 집단에서 54/142명(50.5%), 당뇨는 26명 

(24.3%), 뇌졸중은 8명(7.5%)으로 다른 집단보다 빈도가 높았고, 

관상동맥질환은 85세 이상 집단에서 빈도가 높았다(Table 1). 

증상 

증상중 기침, 인후통이 위험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기침은 64
세 이하 집단에서 202/406명(59.8%), 65~84세 집단에서 59/142
명(45.0%)으로 85세 이상집단의 1/7명(16.7%)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인후통은 64세 이하 집단에서 98/406명(29.0%), 65~84세 

집단에서 26/142명(19.8%)으로 85세 이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Table 2). 

검사실 결과 

백혈구 수(WBC), 호중구 수, 단핵구 수, 혈당 농도, 혈중 프로칼

시토닌 농도,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85세 이상군에서 유의하게 

높고, 혈색소, 알부민, 사구체여과율(GFR)은 85세 이상군에서 유

Table 1. Sex and comorbidity according to the age groups

Characteristics ~64 yr (n=406) 65~84 yr (n=142) 85yr~ (n=7) p-value
Sex Male 112 (27.5%) 42 (29.6%) 1 (14.3%) 0.731

Female 294 (72.5%) 100 (70.4%) 6 (85.7%)
Comorbidity Hypertension 31 (11.4%) 54 (50.5%) 1 (25.0%) 0.000

Diabetes mellitus 22 (8.1%) 26 (24.3%) 0 (0.0%) 0.000
Coronary artery disease 5 (1.8%) 5 (4.7%) 1 (25.0%) 0.023
Stroke 1 (0.4%) 8 (7.5%) 0 (0.0%) 0.000
Asthma 8 (2.9%) 5 (4.7%) 0 (0.0%) 0.591
Chronic obstructive pul-
monary disease

1 (0.4%) 1 (0.9%) 0 (0.0%) 0.495

Heart failure 4 (1.5%) 1 (0.9%) 1 (25.0%) 0.068
Chronic kidney disease 1 (0.4%) 0 (0.0%) 0 (0.0%) 1.000
Liver disease 1 (0.4%) 1 (0.9%) 0 (0.0%) 0.495
Thyroid disease 4 (1.5%) 1 (0.9%) 1 (25.0%) 0.068
Dementia 1 (0.4%) 4 (3.7%) 0 (0.0%) 0.052
Cancer 11 (4.0%) 7 (6.5%) 0 (0.0%) 0.418
Other diseases 12 (4.4%) 8 (7.5%) 0 (0.0%) 0.439
Total disease count 0.38 (0.67) 1.13 (1.00) 1.00 (0.82) 0.000

All % represent the proportions of characteristics in the mild or severe case group with the exclusion of the missing values. p-values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sis of variance or Mann-Whitney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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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낮았다(Table 3). 

Discussion 

코로나-19 감염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사망률

이 높다고 알려져있다[6]. 34세 이하의 사망률은 0.01%, 85세 이상

은 27.1%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있으나, 생활치료센타에서 치료하

는 경증환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음전되어 치유되는 기

간이 젊은 연령과 동일하다는 보고도 있다[2].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1개 종합병원에서 경

증환자 555명을 64세 이하(n=406), 65~84세(n=142), 85세이상

(n=7)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성비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동반질환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은 

65~84세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고, 관상동맥질환은 

Table 2. Symptoms according to the age groups

Characteristics ~64yr (n=406) 65~84yr (n=142) 85yr~ (n=7) p-value
Symptoms No symptoms 0.000

Fever 65 (19.2%) 15 (11.5%) 0 (0.0%) 0.083
Chill 75 (22.2%) 22 (16.8%) 0 (0.0%) 0.243
Cough 202 (59.8%) 59 (45.0%) 1 (16.7%) 0.002
Phlegm 181 (53.6%) 62 (47.3%) 1 (16.7%) 0.110
Rhinorrhea 102 (30.2%) 38 (29.0%) 1 (16.7%) 0.833
Sore throat 98 (29.0%) 26 (19.8%) 0 (0.0%) 0.041
Myalgia 69 (20.4%) 24 (18.3%) 0 (0.0%) 0.616
Headache 85 (25.1%) 30 (22.9%) 0 (0.0%) 0.441
Diarrhea 96 (28.4%) 37 (28.2%) 1 (16.7%) 1.000
Dyspnea 46 (13.6%) 12 (9.2%) 0 (0.0%) 0.361
Chest pain 53 (15.7%) 22 (16.8%) 0 (0.0%) 0.749
Symptoms count 3.17 (2.28) 2.65 (2.35) 0.67 (1.21) 0.004

All % represent the proportions of characteristics in the mild or severe case group with the exclusion of the missing values. p-values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sis of variance or Mann-Whitney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Table 3. Laboratory findings according to the age groups

Variables ~64yr (n=406) 65~84yr (n=142) 85yr~ (n=7) p-value
White blood cell ×103/μL 4.98 (1.70) 5.76 (1.58) 6.20 (1.80) 0.000
Neutrophil ×103/μL 2.71 (1.29) 3.52 (1.40) 3.78 (1.23) 0.000
Lymphocyte ×103/μL 1.73 (0.74) 1.62 (0.61) 1.77 (0.86) 0.264
Monocyte ×103/μL 0.43 (0.14) 0.51 (0.18) 0.55 (0.17) 0.000
Hemoglobin, g/dL 12.91 (1.47) 12.26 (1.34) 11.14 (1.28) 0.000
Hematocrit, % 38.88 (4.02) 36.91 (3.89) 33.34 (3.33) 0.000
Platelet ×103/μL 238.69 (79.42) 246.30 (94.51) 240.46 (83.17) 0.566
Glucose, mg/dL 110.12 (49.68) 136.66 (62.95) 145.43 (54.44) 0.000
Creatine phosphokinase, U/L 82.73 (133.06) 82.22 (62.08) 65.83 (25.78) 0.941
C-reactive protein, mg/dL 0.75 (1.76) 1.21 (2.07) 0.64 (1.35) 0.036
Procalcitonin, ng/mL 1.23 (1.92) 2.15 (2.54) 2.40 (1.39) 0.002
Aspartate transaminase, U/L 23.87 (12.46) 24.16 (9.03) 17.57 (4.35) 0.342
Alanine transaminase, U/L 24.66 (18.57) 22.15 (13.99) 13.43 (2.07) 0.095
Lactate dehydrogenase, U/L 440.48 (132.05) 467.18 (96.70) 463.00 (109.14) 0.085
Albumin, g/dL 4.19 (0.35) 3.94 (0.42) 3.80 (0.29) 0.000
Blood urea nitrogen, mg/dL 12.81 (4.52) 15.71 (4.98) 15.29 (6.37) 0.000
Creatinine, mg/dL 0.71 (0.22) 0.82 (0.22) 0.80 (0.23) 0.000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mL/min/1.73 m2 106.68 (21.80) 78.48 (14.85) 71.03 (16.19) 0.000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 (standard deviations). The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was calculated using the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equation. p-values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sis of variance or Mann-Whitney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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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 집단에서 빈도가 높았다. 심혈관계의 ACE-2 수용체를 

통한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상동맥질환의 연령별 빈도의 

차이와, 동일한 위험요인에 속하는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의 빈도

가 상이한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증상중 기침, 인후통이 위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기침은 

64세 이하 집단에서 59.8%로, 65~84세 집단의 45.0%, 85세 이상 

집단의 16.7%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초고령 연령에서는 경증 일 경

우 증상 표현 빈도가 더 낮았다. 인후통도 64세 이하 집단에서 

29.0%, 65~84세 집단에서 19.8%로 초고령 집단보다 높았다. 개별 

증상의 유무보다 증상의 개수가 중증도를 예측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경증환자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7]. 
검사실 결과중 백혈구 수, 호중구 수, 단핵구 수, 혈당 농도, 혈중 

프로칼시토닌 농도,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85세 이상 초고령군

에서 유의하게 높고, 혈색소, 알부민, 사구체여과율은 유의하게 낮

은 결과도 경증 환자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결과이다. 혈색소, 알

부민, 사구체여과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은 나이에 따른 변화로 생

각할 수 있으나 백혈구 수, 호중구 수, 단핵구 수, 혈중 프로칼시토

닌 농도가 높은 것은 고령자 코로나-19 경증감염에서 염증의 증가

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새롭게 발생한 코로나-19의 특성과 전담 

병원의 특성 때문에 무증상 환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85세이

상의 경증환자 그룹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 후향적 기록 고찰연구

로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무증상환자가 많은 

생활치료센타에서의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2] 비해서, 코

로나-19 전담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경증환자의 임상증상

과 검사실 결과를 고찰함으로서, 앞으로 계속될 코로나-19 감염환

자의 진료에 참조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임상 증상들을 고찰한 의

미가 있다[8]. 
전담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감염 경증환자를 64세 이하, 

65~84세, 85세 이상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임상증상과 검사실 결

과를 분석하였다. 경증 사례수 555중 연령별 성비의 차이는 없었으

며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동반질환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이었다. 백혈구 수, 호중구 수, 단핵구 수, 혈당 농도, 

혈중 프로칼시토닌 농도,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85세 이상군에

서 유의하게 높고, 혈색소, 알부민, 사구체여과율은 85세 이상군에

서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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