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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Obesity, an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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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have reported that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such as diabetes and obesity have a higher risk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fection than does the general population and are associated with
poor prognosis. As a number of research results have been published, our understanding of COVID-19
infection is deepening.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mmarize and introduce clinical considerations
for COVID-19 infection in people with diabetes and/or obesity based on the results of major studies
published t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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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2].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만성질환을 동반한 COVID-19 환
자들에 대한 근거 기반의 효과적 치료 방법론이 시급히 정립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일반 인구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보다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위험이 높고,

신뢰성 높은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불량한 예후와 관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여러 연구 성과가 보고되면서 COVID-19에 대한 우리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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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깊어지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현재까지 출판된 주요 문

반응을 유발하므로 COVID-19 환자에서 관찰되는 고혈당이

헌에 근거하여 당뇨병, 비만 환자에서 COVID-19에 대한 임상

질병의 원인인지 혹은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당뇨병 이외

적 고려 사항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에도 비만, 나이, 동반 질환, 안지오텐신전환효소수용체에 대
한 개인별 감수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대상자의 임상 경과에

COVID-19에 대한 당뇨병의 영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COVID-19 감염 이전의 혈당 조절 상태가 중증 감염의 위험

입원, 기계 환기, 사망 등의 임상 경과를 보이는 중증 질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많지 않다. 영국의 국가 데

은 모든 연령의 건강한 개인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 또는

이터를 이용하여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당뇨병 환자들의 사망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성인에서 그 위험이 두드러

을 조사한 결과 고혈당과 사망률 증가 사이의 유의한 연관

진다[3,4]. 당뇨병 환자에서 COVID-19와 관련하여 심한 합병

성이 확인되었다[10]. 2형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6.5~7%

증, 입원 및 중환자실 재원 기간의 증가, 그리고 높은 사망 위

인 대상자에 비해 7.6~8.9%인 대상자의 사망 위험이 유의하

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게 높았고(위험비 1.22, 95% 신뢰구간 1.15~1.30), 당화혈색소

미국의 후향적 연구 결과, 당뇨병이 없는 COVID-19 환자

가 높을수록 그 위험이 증가했다. 1형당뇨병 환자에서 당화

의 사망률은 6.2%,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14.8%, 혈당 조

혈색소 6.5~7%인 대상자에 비해 당화혈색소 10% 이상 대상

절이 불량한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28.8%로 보고되었다

자의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위험비 2.23, 95% 신뢰구

[5]. 영국의 코호트 연구 결과, 2형당뇨병 환자의 조사망률

간 1.50~3.30). 하지만 프랑스에서 보고된 당뇨병 환자 대상

은 100,000명당 260명인 반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조사

의 다기관 관찰 연구에서 COVID-19로 입원한 사람들의 입원

망률은 100,000명당 27명(보정 승산비 1.80, 95% 신뢰구간

전 당화혈색소는 기계 환기, 입원 7일 내 사망과 같은 불량한

1.75~1.86)이었다[6]. 중국의 연구에서 COVID-19로 인한 인구

급성기 예후와 관련되지 않았다[11].

집단 전체의 사망률은 2.3%였으나,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7.3%였다[7]. 한국에서 보고된 청구자료 기반의 연구 결과,

COVID-19 감염에 대한 비만의 영향

당뇨병은 호흡 부전으로 인한 기계 호흡(보정 승산비 1.930,
95% 신뢰구간 1.276~2.915) 및 사망(보정 승산비 2.659, 95%
신뢰구간 1.896~3.729)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8].

비만이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비만은 당뇨병과 같이 공존 가능한 위험인자와 무

1형당뇨병 환자의 COVID-19 관련 중증도와 사망 위험

관하게 감염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영국의 코호트 연구 결과,

[12,13]. 또한 비만은 염증 친화적(proinflammatory) 상태이고

COVID-19에 이환된 1형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일반

호흡기 생리에 기계적, 기능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입원, 중

인구에 비해 병원 내 사망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보정 승

환자실 입원, 그리고 호흡 부전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

산비 2.86, 95% 신뢰구간 2.58~3.18) [6].

다[14-16].
일부 관찰 연구에서 비만과 COVID-19의 이환율과 사망률

고혈당과 COVID-19

간 관련성이 확인되었다[17-19]. 미국의 COVID-19 입원자 코
호트를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비만은 65세 미만 성인의

고혈당은 일반적으로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고 간주된다.

기계 환기 또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되었다[20]. COVID-19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중증 감염증에 대한 고혈당의 인과성

에 감염된 약 7,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체

을 입증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COVID-19는 강한 염증

질량지수와 사망 위험 사이에 J자형 연관성이 확인되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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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40~44 kg/m2 및 45 kg/m2 이상의 고도비만자는

결론

2

18.5~24 kg/m 인 대상자에 비해 COVID-19 관련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비교위험도 2.68, 95% 신뢰구간 1.43~5.04,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대사성 질환은 COVID-19 감염의

및 4.18, 95% 신뢰구간 2.12~8.26). 한국의 청구자료 기반 연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부정적 임상 경과 및 예후와 관

구 결과에서도 체질량지수 정상 범위 대상자에 비해 과체중

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에

(조정 승산비 1.13, 95% 신뢰구간 1.03~1.25) 및 비만(조정 승

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COVID-19 관련 임상 경과

산비 1.26, 95% 신뢰구간 1.15~1.39) 대상자들의 COVID-19

와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인구 집단에 대한 백

감염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22].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비만

신 접종과 함께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한 사람은 COVID-19 양성 위험이 46%, 입원 위험이 113%,

지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을 동반한 COVID-19 환자들의 치

중환자실 입원 위험이 74%, 그리고 사망률이 48% 더 높았다

료에 대해서도 근거 기반의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어 이

[23].

질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향
후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만성질환이 동반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려

된 COVID-19 환자에 대한 근거 기반의 효과적 치료가 제공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당뇨병과 비만 모두 중증
COVID-19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1,2].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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