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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활력징후(vital sign, V/S)는 환자로부터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하

고 중요한 정보이다[1]. 병실의 운영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서 산소포화도나 통증 등을 

활력징후에 추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활력징후는 혈압, 맥박수, 호흡

수, 체온 등으로 구성된다[2,3]. 활력징후는 환자 상태를 반영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로서 변화를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예후와 진료 수준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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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body temperature, i.e. fever, is a crucial vital sign, and suggests the patient’s in-
fection or inflammation. COVID-19 has changed the lifestyle, and led to the changes 
in medical use behavior of febrile patients. We investigated the change in etiologies of 
fever in the emergency department (ED)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medical re-
cords of patients with fever who visited the ED of a university hospital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in Daegu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The cause of fe-
ver and its classification were carefully decided and established by agreement through 
a discussion among board-certified clinicians in emergency medicine, neurology, gen-
eral surgery, and internal medicine. The etiology of fever and its prevalence in ED were 
compared between before and after COVID-19. A total of 3,041 patients with fever (> 
37.7°C) in the ED were investigated, with 1,400 men (46.0%). Their mean age was 
55.88 ± 20.59, and the average number of patients with fever in ED was 8.16 ± 3.94 per 
a day. The most common etiology before COVID-19 was respiratory system infection 
(n = 535, 30.5%), followed by gastrointestinal (n = 313, 17.8%) and urinary tract infec-
tion (n = 209, 11.9%). However, after COVID-19, gastrointestinal cause became the 
most common (n = 247, 27.3%), followed by respiratory system (n = 126, 13.9%) and 
urinary tract infection (n = 102, 11.3%). There has been paradigm-shifting in fever eti-
ology in the emergency department.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changed fever eti-
ology in the 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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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져올 수 있다[4].
특히, 발열은 체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 정의와 범위가 명

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과 흔하게 연관

되어 있으며 37.7°C을 기준으로 발열의 여부를 판단한다[5]. 감염

성 질환과 연관된 발열은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

치는 주요 증상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고민해야할 사안

이다[6,7].
지난 2020년에,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의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세계적으로 

2020년 12월 27일까지 79,231,893명이 감염되어 1,754,574명이 

사망하였고[8], 우리나라 역시 68,712명의 감염자와 900명의 사망

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대구는 COVID-19의 국내 확산 초기에 집

중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2020년 4월 30일 기준 대한

민국 COVID-19 확진자의 76%(8,218명)가 발생한 지역이다. 

COVID-19의 확산은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생

활 패턴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

로 이어졌다.

한국은 응급실 이용에 대한 문턱이 낮은 국가로, 질환의 심각성

에 따라 진료의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벼운 질

병부터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제한 없이 의료 이용이 가능하

다. 특히 발열은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흔한 증상으로 병인 중 

감염을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COVID-19 유행 시기에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스스로의 COVID-19 감염 

여부 및 응급실 방문에 따른 COVID-19 노출 위험성에 대한 추가

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COVID-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바탕으로, COVID-19 이전과 이

후에 발열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의 병인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자 및 일정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대구광역시의 첫 COVID-19 확진

자가 발생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의 12개월 동안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분

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응급실을 방문한 모든 환자 중에서, 응급

실에서 측정한 첫 번째 활력징후 측정에서 37.7°C 이상의 발열이 

확인된 환자를 선별하였다. 이 중 18세 이하, 다른 병원에서 이송

된 경우, 심정지, 그리고 응급실 도착 시 사망(Death on arrival)을 

제외하였다. 응급실에서 퇴실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는 한 번의 응급실 방문으로 간주하였다.

연구 기간은 대구광역시의 첫번째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18일 기준으로 이전은 Before COVID-19(BC), 2020년 

2월 18일부터는 After COVID-19(AC)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AC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급감한 시점인 2020년 5월 1일 기

준으로 그 이전은 AC-1, 이후는 AC-2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임상 데이터 수집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내원 시각, 나이, 성별, 병력, 응급실에서

의 퇴실 배치와 형태, 최종 퇴원의 형태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

다. 응급실 방문부터 응급실에서 퇴실할 때까지의 활력징후, 진찰 

소견, 혈액검사(complete blood cell, electrolyte, calcium, phospho-
rus, glucose, total cholesterol, 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esti-
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C-reactive protein 등), 심전도, 흉

부/복부 X-ray 및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영상검사, 뇌척수액검사 결

과를 수집하였다. 발열에 대한 원인을 분류하기 위하여 응급의학

과, 외과, 내과,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

였으며, 이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발열에 대한 원인 진단을 결정

하였다. 발열의 원인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응급실 퇴실이었다.

통계분석

COVID-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또는 chi 
square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결과의 유의성은 기본적으로 양측 

유의 수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 통계 분석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앞서 지역의 

한 상급 종합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DSMC 2020-10-041), 후향적 연구 설계로 서면 동의는 면제

되었다.

Results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36,705명의 환자 중에서 응급실 도착 시 체온이 37.7°C 이

상인 3,041명의 발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리뷰하였으며, 이들

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BC와 AC에 응급실을 방문한 

전체 환자는 각각 22,424명과 14,281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응급

실을 방문한 환자의 수는 전체 기간에서 8.16 ± 3.94명이었으며, 

BC와 AC에서 각각 8.73 ± 4.05명과 7.80 ± 3.73명으로, AC에 

발열 환자의 수가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발열을 주소로 온 

환자의 비율은 BC에 1,754명(7.82%), AC에는 1,287명(9.01%)으

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p = 0.054). 응급실 방문 당시에 측정된 

발열 환자들의 평균 체온은 38.48 ± 0.61°C였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5.88 ± 20.59세였으며, 남자는 1,400명(46.0%)이었다. 

BC와 AC에서 평균 나이는 각각 55.28 ± 20.68세와 56.69 ± 

20.45세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며(p = 0.060), 성별은 각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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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823명(46.9%)와 557명(44.8%)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

다(p = 0.254). 전체 성인 발열 환자 중에서 60대 이상의 환자는 약 

절반(1,507명, 49.56%)에 해당하였다. 20대 이하, 30대, 40대, 50
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도 모든 연령

대에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발열의 원인

발열의 원인은 먼저 감염성, 비감염성으로 구분하였고, 감염성 

원인의 경우 COVID-19 감염 여부를 우선적으로 분류하였다. 

COVID-19 감염이 아닌 경우 주요 발병 부위에 따라 호흡기계, 소

화기계, 비뇨생식기계, 근육 및 연조직, 중추신경계, 그리고 혈행성 

감염으로 구분하였고, 비감염성 발열은 호중구감소성 발열, 수술 

후 발열, 및 약열을 포함하였고, 여러 기관에 동시에 감염 징후를 

보이는 경우나 응급실에서의 검사로 발열 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원인 불명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Fig. 1).

전체 기간에서는 호흡기계(735명, 24.2%) 감염이 가장 흔한 발

열의 원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화기계(645명, 21.2%)와 비뇨

기계(371명, 12.2%) 감염 순서로 많았다. BC에서는 호흡기계(535
명, 30.5%)가 가장 많았으며, 근육 및 연조직(87명, 5.0%), 중추신

경계(32명, 1.8%), 혈행성 감염(28명, 1.6%), 호중구감소성 발열(61
명, 3.5%), 수술 후 발열(11명, 0.6%), 그리고 약물열(9명, 0.5%)이 

다른 그룹보다 많았다(Table 2, Fig. 1). AC-1과 AC-2에서는 소화

기계(85명, 22.3%)가 가장 많았으며, AC-1에서는 비뇨기계(60명, 

15.7%)와 COVID-19(13명, 3.4%)가 다른 그룹보다 많았고 원인 

불명(114명, 29.9%)이 다른 그룹보다 적었다.

환자들의 퇴실 배치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한 비율은 BC에 702명(40.0%), AC에 575명
(44.7%)로, BC와 AC에서 전체 발열 환자들의 퇴실 배치 비율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73). BC의 1,754명 중 의사의 오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with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Total (n =  3,041) BC (n =  1,754) AC (n =  1,287) p-Value
Sex (males, %) 1400 (46.0) 823 (46.9) 577 (44.8) 0.254
Patients per day (n) 8.16 ±  3.94 8.73 ±  4.05 7.80±3.73 0.025
Age (average, years) 55.88 ±  20.59 55.28 ±  20.68 56.69±20.45 0.060
 29 or less 466 (15.3) 280 (16.0) 186 (14.5) 0.747
 30s 390 (12.8) 235 (13.4) 155 (12.0)
 40s 304 (10.0) 173 (9.9) 131 (10.2)
 50s 374 (12.3) 215 (12.3) 159 (12.4)
 60s 523 (17.2) 294 (16.8) 229 (17.8)
 70s 556 (18.3) 319 (18.2) 237 (18.4)
 80 or more 428 (14.1) 238 (13.6) 190 (14.8)
Body temperature (°C) 38.48 ±  0.61 38.52 ±  0.59 38.42 ±  0.63 <  0.001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Table 2. The etiologies of the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BC (n =  1,754) AC-1 (n =  381) AC-2 (n =  906) p-Value
Upper & Lower Respiratory infection 535 (30.5) 74 (19.4) 126 (13.9) <  0.001
Gastrointestinal & intra-abdominal infection 313 (17.8) 85 (22.3) 247 (27.3)
Urinary tract infection 209 (11.9) 60 (15.7) 102 (11.3)
Musculoskeletal, skin & soft tissue infection 87 (5.0) 15 (3.9) 38 (4.2)
CNS infection 32 (1.8) 3 (0.8) 9 (1.0)
Bloodborne disease (CRI, Rickestial , Bactere-
mia, etc)

28 (1.6) 8 (2.1) 15 (1.7)

Neutropenic fever 61 (3.5) 7 (1.8) 26 (2.9)
Post-operative fever 11 (0.6) 1 (0.3) 2 (0.2)
Drug fever 9 (0.5) 1 (0.3) 3 (0.3)
Undetermined or Unknown 473 (27.0) 114 (29.9) 336 (37.1)
COVID-19 0 (0.0) 13 (3.4) 2 (0.2)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CNS, central nervous system; CRI, catheter related infection; COVID-19, coronavirus 
disease-19. Chi-square test. BC, from 01-Aug-2019 to 17-Feb-2020; AC-1, from 18-Feb-2020 to 30-Apr-2020; AC-2, from 01-May-2020 to 31-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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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 의하여 귀가한 환자와 입원한 환자는 각각 806명(46.0%)과 

702명(40.0%)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나, AC에서는 병실로 입원한 환자(575명, 44.7%)가 의사의 오더에 

의하여 귀가한 532명(41.3%)보다 많았다(Table 3). COVID-19 확
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던 AC-1과 COVID-19 확산이 안정된 AC-2
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에는 AC-1 기간의 입원 비율이 BC와 AC-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발열로 응급실을 방문한 성인 환자는 응급실, 일반병실, 또는 중

환자실에서 퇴원할 수 있다(Table 4). 이 때 퇴원의 형태를 집으로 

퇴원한 경우, 후속 치료를 위하여 전원 된 경우, 사망한 경우로 나

누어 비교하였을 때, BC, AC-1, AC-2의 퇴원의 형태에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발열은 개인의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이슈이다[9-12]. 응급실에서 발열에 대한 의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꾸준하고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13-15], 

COVID-19와 같은 커다란 감염병으로 의료계 전반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임에도 실제 응급실에 방문하는 발열 환자의 추이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COVID-19 이전과 이후

Fig. 1. The etiologies of the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Respiratory infection is the most common etiology of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in BC, ** gastrointestinal & intra-abdominal 
infection became the most common etiology of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in AC-1 and AC-2.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BC, from 01-Aug-2019 to 17-Feb-2020; AC-1, from 18-Feb-2020 to 30-Apr-2020; AC-2, from 01-
May-2020 to 31-Jul-2020.

Table 3. The destinations of the patients with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BC (n =  1,754) AC-1 (n=381) AC-2 (n=906) p-Value
Home 806 (46.0) 130 (34.1) 402 (44.4) 0.001
General ward 702 (40.0) 195 (51.2) 380 (41.9)
ICU 77 (4.4) 28 (7.3) 38 (4.2)
Transferred to another hospital 112 (6.4) 16 (4.2) 52 (5.7)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45 (2.6) 10 (2.6) 27 (3.0)
Death in emergency department 12 (0.7) 2 (0.5) 7 (0.8)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ICU, intensive care unit; CNS, central nervous system. Chi-square. BC, from 01-Aug-
2019 to 17-Feb-2020; AC-1, from 18-Feb-2020 to 30-Apr-2020; AC-2, from 01-May-2020 to 31-Ju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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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급실의 발열 환자의 경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 저자들

이 분석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위치한 도시는 COVID-19의 발

생 추이에서 약 3개월 동안의 급격한 환자 발생 후에 눈에 띄는 정

체기를 유지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간별 환자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COVID-19 확진자의 출현 양상을 고려하여 BC, AC-1, 그
리고 AC-2로 기간을 나누었으며, 각각 COVID-19 이전, 

COVID-19의 급속한 유행 시기, 그리고 COVID-19 유행의 안정

기에 해당하는 응급실의 발열의 원인과 예후를 비교함으로써 응급

실에서의 발열 환자의 구성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간 동안, AC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약 36.31%, 발열 환자는 약 26.62%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즉, 대대

적인 감염병의 발생 이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급병원 응급실 이

용은 2/3 수준으로 감소하고, 실제 발열이 있는 환자의 응급실 이

용도 3/4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BC와 AC에서 전체 응

급실 방문자에 대한 발열 환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COVID-19의 대유행 이후에 의료 이용 

행태와 의료 전달 체계의 변화가 제안되었으며 병원 내 감염 관리

에 따른 환자의 배치 방식 등의 응급실 운영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16].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는 발열 환자를 따로 격리하

여 진료하고, 검사의 우선 순위가 변경되는 등, 발열 환자의 진료방

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한편, COVID-19의 유행 이후에 응급실에 

방문한 발열 환자에서 입원의 비율이 증가하 것은, 경증 환자의 비

율이 감소하여 입원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발열로 응급실을 방문한 성인 환자의 

예후, 특히 사망률이 BC와 AC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COVID-19의 유행에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의 질은 저하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AC-1과 AC-2에서 변화하는 발열의 

원인 비율이다. 즉, COVID-19의 출현 이전에 비하여 COVID-19
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와 확진자 발생이 안정되기 시작한 시기를 

거치면서, 발열의 가장 흔한 원인이 호흡기계 감염에서 소화기계 

감염으로 변화한 것이다. 저자들의 분류 체계에 의하면 단숨에 

AC-1에서부터 소화기계 감염의 비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데, 이는 COVID-19 확진자를 따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COVID-19는 비말 감염이므로 모두 호흡기계 감염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17], 이렇게 분류할 경우에는 AC-1에서도 여전히 호흡

기계 감염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하지만 COVID-19가 안

정기에 접어든 AC-2에서는 소화기계 감염에 의한 환자가 호흡기

계와 비뇨기계 감염을 합친 것보다 숫자가 많아진다. 이러한 추세

는 COVID-19로 인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COVID-19에 대한 백신이 효과적이라 하여도 COVID-19의 발생

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적은 수의 COVID-19 환자

가 발생할 것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환자의 발생은 

AC-2와 비슷한 양상일 것이다[16]. COVID-19 이후의 시대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발열의 원인에서 질환들의 비율이 변화한 것은 

COVID-19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방역 활동에 의

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제는 응급실에

서 발열 환자에 대한 접근에서 소화기계 감염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호흡기계 감염이 무시할 수 있는 수

준이라는 것은 아니다. 호흡기계는 BC와 AC-1에서 가장 많은 발

열의 원인이었으며, COVID-19의 높은 감염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도 여전히 중요한 발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발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어렵다. 발열의 원인이 매우 다

양하고, 두 개 이상의 원인이 혼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

라서 발열의 원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천의 얼굴을 가진 발

열과 연관하여, 오진 또는 오인과 그로 인한 진단이 늦어지는 상황

이 드물지 않다[18-20]. 본 연구에서는 발열의 원인을 분류하고 특

정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발열의 원인을 결정하였

으며, 결정된 발열의 원인을 분류하는 방법과 체계에서도 깊은 고

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석 기간에서 원인불명의 

발열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서 AC-2에서는 37% 이상을 

차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에서 시행한 진료 기록만으로 발

열의 원인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입원 후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응급실에서는 원인불명

으로 분류된 환자라 하더라도 입원 후에 발열의 원인을 특정하고 

치료한 경우는 원인불명으로 분류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간에서 

약 30% 내외의 발열 환자가 원인불명으로 분류된 점은 발열 환자

의 진료에서 응급실에서 시행 가능한 1-2일의 검사가 불충분하다

는 사실을 시사하며, 발열 환자의 상당수에서는 입원을 포함한 적

극적인 검사와 진료가 필요함을 뜻한다.

Table 4. Discharge of the patients with fever in emergency department

BC (n =  777) AC-1 (n =  223) AC-2 (n =  415) p-Value
Home discharge 660 (84.9) 179 (80.3) 348 (83.9) 0.374
Transferred to another hospital 69 (8.9) 29 (13.0) 37 (8.9)
Death 48 (6.2) 15 (6.7) 30 (7.2)

BC, before coronavirus disease-19; AC, after coronavirus disease-19. Chi-square. BC, from 01-Aug-2019 to 17-Feb-2020; AC-1, from 18-Feb-2020 to 
30-Apr-2020; AC-2, from 01-May-2020 to 31-Ju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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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자가 병원으로 유입되는 가장 큰 관문이라 할 수 있

는 응급실에서 발열 환자의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서 끝나지 않은 

COVID-19의 위협에서 응급실의 운영 방식 설정과 발열 환자에의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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