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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es is one of the major comorbiditie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mortality and severe clinical 
outcomes in coronavirus disease 19 (COVID-19) patients. Thus, timely and appropriate vaccination i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mitigating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in people with diabetes.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immune response after vaccination is significant in both diabetes and non-
diabetes groups, but slightly lower in patients with diabetes. Inadequate glucose control might impair 
the immune response. Blood glucose monitoring is required more often than usual for several days after 
vaccination. If a patient’s blood glucose is not controlled adequately, appropriate management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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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 지금까지 사망자가 500만 명 이상 보고되고 있

고[1], 보건의료분야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고 COVID-19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093/jkd.2021.22.4.221&domain=pdf&date_stamp=2021-12-30


https://doi.org/10.4093/jkd.2021.22.4.221222

Opinion 당뇨병과 COVID-19 백신

감염 시 중증도 및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이다[2]. 이를 위해 유례없

이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되었고 임상연구를 통해 예방효

과를 인정받아 사용이 승인된 후,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4종류의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3]. 한편, 당뇨병은 여러 연

구 등을 통해 COVID-19 감염 시 중증도나 사망 위험이 증가

하는 동반질환으로 알려져 있다[4,5].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적인 접종 대

상으로 권고하고 있다[2]. 하지만 COVID-19 백신에 대한 장

기적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와 근거들이 필요한 실정

이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가 적다. 본 글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 백신 접종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론 

1. 당뇨병 환자의 백신효과는 일반인과 동일한가?1. 당뇨병 환자의 백신효과는 일반인과 동일한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당뇨병 환자가 COVID-19에 이환될 

경우 중증 감염, 입원, 그리고 사망위험이 비당뇨인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 사용 

중인 주요 백신들의 3상 연구에서 당뇨병을 포함한 동반질환 

여부는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9]. 최근 BNT162b2 mRNA COVID-19 백신(이하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당뇨병 환자에서 항체 형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쿠웨이트의 한 연구에서는 화이

자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당뇨병 환자(n = 81)의 혈청 SARS-

CoV-2 specific IgG 및 중화항체를 비당뇨군(n = 181)과 비

교하였다[10]. 접종 3주 후 IgG가 두 군 모두 유의하게 기준

치의 5배 이상 의미 있게 상승했지만, 당뇨병 환자의 항체 형

성이 비당뇨군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여러 인자로 보정 후

에도 평균 13.86 BAU/mL (95% confidence interval [CI], 

–27.08~–0.64; P = 0.041)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다. 중화

항체 형성도 비당뇨군(87.1 ± 11.6%)에 비해 당뇨군(79.7 ± 

19.5%)이 약 4.42% 낮게 나타났다(95% CI, –8.53~–0.32; P = 

0.036) [2]. 283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3개월간의 anti-SARS-CoV-2 Spike-recep-

tor bingding domain (anti S-RBD) IgG 항체와 중화항체 

생성률을 추적 비교했을 때 당뇨병이 있는 경우 첫 백신 접종 

후 21일 지난 시점에서 동반질환이 없는 군보다 유의하게 중

화항체 형성이 낮았으나, 2차 백신 접종 후에는 정상군과 유

사했다[11].

혈당조절 상태가 백신효과에 미치는 데 대한 이탈리아 연

구에서는 비당뇨군(n = 277), 혈당조절이 양호한 당뇨군

(HbA1c ≤ 7%, n = 109), 조절이 불량한 당뇨군(당화혈색소 

> 7%, n = 92) 간의 중화항체 생성률을 비교했다[12]. 1차 백

신 접종 후 21일째, 2차 백신 접종 후 약 7주 후 혈당조절이 

불량한 군의 중화항체 생성률과 면역반응이 현저히 저하되었

다. 하지만 1차 접종 당시 혈당조절이 불량했으나 2차 접종 후 

52일째 HbA1c 7% 미만으로 잘 조절한 경우 지속적으로 혈

당이 높았던 군에 비해 중화항체와 면역이 개선되어 혈당조

절 상태가 백신의 예방효과에 관여함을 시사한다[12].

2. 당뇨병 환자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가?2. 당뇨병 환자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가?

일반적으로 COVID-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

소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발적 및 부종이, 전신 부작

용으로는 발열, 오한, 피로, 두통, 구토, 설사, 근육 및 관절 통

증 등이 보고되었다. 대부분 대증요법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

증 부작용이지만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같은 드물지만 위중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2]. COVID-19 백신 후 부작용에 

당뇨병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는 아직 부

족하다. 인도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 1,568명의 당뇨병 환자

에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미약한 

수준으로 백신 부작용이 당뇨병 환자에서 더 흔히 나타난다

고 할 수는 없다[2].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COVID-19 백신

은 다른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경험이 더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백신 접종 후 국소 또는 전신 면역 반응은 혈당 수치를 증

가시키므로 평소보다 더 자주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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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충분한 수분 공급, 침상 안정, 해열제와 같은 대증

적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특히 1형당뇨병 환자나 집

중 인슐린 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 더욱 필요할 것이다. 최근 

COVID-19 백신 접종 후 급성 고혈당 위기의 발생에 대한 사

례들이 보고되었다[13-15]. mRNA 백신 접종 후 2일에서 10

일 내, ChAdOx1 nCoV-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

종 후 3주에서 5주 후에 당뇨병성케톤산증이나 고삼투성고

혈당 위기로 입원하였던 사례들을 참고할 때 당뇨병 환자들

은 백신 접종 후 평소보다 더 철저한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 고혈당에 의한 입마름, 다뇨,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16].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근염 및 심낭염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의 발생도 이상 반응으로 보고되고 있

다. 비록 드물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수반되지 않으면 위

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나, 당뇨병 환자에서 이

런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

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의 위험인자는 일반 인구에서 보고된 

정맥 혈전증 위험인자들을 제시하고 있고, 당뇨병은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또 심근염과 심낭염 역시 현재

까지는 주로 30대 미만의 젊은 층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

려져 있어 당뇨병의 동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주 드문 부작용에 대

해 과도하게 의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COVID-19 이환에 따

른 위험성 감소라는 이득을 따져볼 때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당뇨병 환자에서 COVID-19 백신 접종은 개인과 사회 모

두에 대한 이점이 분명하므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해당

하고, 의료진은 당뇨병 환자의 COVID-19 백신의 이점을 인

식하고 즉각적인 예방 접종을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 

예방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향후 잘 설계된 대규모 연

구를 통해 더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전후의 혈

당조절이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

육과 관리가 필요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REFERENCES

1.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cases and deaths, World. Available from: https://our-

worldindata.org/grapher/cumulative-deaths-and-cas-

es-covid-19 (updated 2021 Nov 27).

2. Pal R, Bhadada SK, Misra A. COVID-19 vaccination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current concepts, uncer-

tainties and challenges. Diabetes Metab Syndr 2021;15: 

505-8.

3.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ypes 

of COVID-19 vaccines. Available from: https://ncv.kdca.

go.kr/menu.es?mid=a10119000000 (updated 2021 Nov 

27).

4. Lim S, Bae JH, Kwon HS, Nauck MA. COVID-19 and 

diabetes mellitus: from pathophysiology to clinical man-

agement. Nat Rev Endocrinol 2021;17:11-30.

5. Gregory JM, Slaughter JC, Duffus SH, Smith TJ, LeStour-

geon LM, Jaser SS, et al. COVID-19 severity is tripled 

in the diabetes commun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the 

pandemic’s impact in type 1 and type 2 diabetes. Diabetes 

Care 2021;44:526-32.

6.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Background docu-

ment on mRNA vaccine BNT162b2 (Pfizer-BioNTech) 

against COVID-19: background document to the WHO 

Interim recommendations for use of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BNT162b2, under emergency use 

listing. Geneva: WHO; 2021.

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Background docu-

ment on the AZD1222 vaccine against COVID-19 devel-

oped by Oxford University and AstraZeneca: background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mrna-vaccine-bnt162b2-(pfizer-biontech)-against-covid-19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mrna-vaccine-bnt162b2-(pfizer-biontech)-against-covid-19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mrna-vaccine-bnt162b2-(pfizer-biontech)-against-covid-19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mrna-vaccine-bnt162b2-(pfizer-biontech)-against-covid-19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mrna-vaccine-bnt162b2-(pfizer-biontech)-against-covid-19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mrna-vaccine-bnt162b2-(pfizer-biontech)-against-covid-19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the-azd1222-vaccine-against-covid-19-developed-by-oxford-university-and-astrazeneca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the-azd1222-vaccine-against-covid-19-developed-by-oxford-university-and-astrazeneca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the-azd1222-vaccine-against-covid-19-developed-by-oxford-university-and-astrazeneca


https://doi.org/10.4093/jkd.2021.22.4.221224

Opinion 당뇨병과 COVID-19 백신

document to the WHO Interim recommendations for use 

of the AZD1222 (ChAdOx1-S [recombinant]) vaccine 

against COVID19 developed by Oxford University and 

AstraZeneca. Geneva: WHO; 2021.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Background doc-

ument on the mRNA-1273 vaccine (Moderna) against 

COVID-19: background document to the WHO Interim 

recommendations for use of the mRNA-1273 vaccine 

(Moderna). Geneva: WHO; 2021.

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Background docu-

ment on the Janssen Ad26.COV2.S (COVID-19) vaccine: 

background document to the WHO Interim recommen-

dations for use of Ad26.COV2.S (COVID-19) vaccine. 

Geneva: WHO; 2021.

10. Ali H, Al-Terki A, Sindhu S, Alahmad B, Hammad M, 

Al-Sabah S, et al. Robust antibody levels in both dia-

betic and non-diabetic individuals after BNT162b2 

mRNA COVID-19 vaccination. medRxiv 2021. doi: 

10.1101/2021.07.23.21261042. [Epub ahead of print]

11. Terpos E, Trougakos IP, Karalis V, Ntanasis-Stathopoulos 

I, Gumeni S, Apostolakou F, et al. Kinetics of Anti-SARS-

CoV-2 antibody responses 3 months post complete vacci-

nation with BNT162b2; a prospective study in 283 health 

workers. Cells 2021;10:1942.

12. Marfella R, D’Onofrio N, Sardu C, Scisciola L, Maggi P, 

Coppola N, et al. Does poor glycaemic control affect the 

immunogenicity of the COVID-19 vaccinatio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the CAVEAT study. Diabetes Obes 

Metab 2021. doi: 10.1111/dom.14547. [Epub ahead of 

print]

13. Lee HJ, Sajan A, Tomer Y. Hyperglycemic emergencies 

associated with COVID-19 vaccination: a case series and 

discussion. J Endocr Soc 2021;5:bvab141.

14. Edwards AE, Vathenen R, Henson SM, Finer S, Gunganah 

K. Acute hyperglycaemic crisis afte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a case series. Diabet Med 2021;38:e14631.

15. Mishra A, Ghosh A, Dutta K, Tyagi K, Misra A. Exacer-

bation of hyperglycemia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fter vaccination for COVID19: report of three cases. Dia-

betes Metab Syndr 2021;15:102151.

16. Ku CR, Jung KY, Ahn CH, Moon JS, Lee JH, Kim EH, et 

al.; Committe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the Kore-

an Endocrine Society. COVID-19 vaccination for endo-

crine patients: a position statement from the Korean En-

docrine Society. Endocrinol Metab (Seoul) 2021;36:757-

65.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the-azd1222-vaccine-against-covid-19-developed-by-oxford-university-and-astrazeneca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the-azd1222-vaccine-against-covid-19-developed-by-oxford-university-and-astrazeneca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the-azd1222-vaccine-against-covid-19-developed-by-oxford-university-and-astrazeneca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background-document-on-the-azd1222-vaccine-against-covid-19-developed-by-oxford-university-and-astrazeneca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2019-nCoV-vaccines-SAGE-recommendation-Ad26.COV2.S-background-2021.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2019-nCoV-vaccines-SAGE-recommendation-Ad26.COV2.S-background-2021.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2019-nCoV-vaccines-SAGE-recommendation-Ad26.COV2.S-background-2021.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2019-nCoV-vaccines-SAGE-recommendation-Ad26.COV2.S-background-2021.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2019-nCoV-vaccines-SAGE-recommendation-Ad26.COV2.S-background-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