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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환자의 소화기 증상과 대변 검사의 유용성
정성훈, 오정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Gastrointestinal Symptoms in Patients with COVID-19 and Usefulness of Stool Test
Sung Hoon Jung, Jung Hwan 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Coronavirus disease (COVID-19) caused by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has become a global pandemic and
is now the most threatening public health issue. Patients with the infection present with high fever and pneumonia with respiratory
symptoms, but some patients also develop digestive symptoms such as diarrhea, vomiting, and abdominal pain. This may be the basis for the transmission route of the new virus, not only for respiratory infection through droplets but also for fecal-to-oral
transmission. In addition, the high expression level of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on the surface cell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may support the occurrence of digestive symptoms and the possibility of fecal-to-oral transmission. Recent studies have shown
positive fecal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est results in patients with the infection who showed digestive symptoms.
Therefore, we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on the occurrence of digestive symptoms in patients with COVID-19 and present the
usefulness and clinical application of the fecal PCR test for identifying the potential infection route and criteria for isolatio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0;20: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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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CoV) 감염은 중국을 시발점으로 빠른 속도로 한국, 일본을 비
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서구 국가들
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의미에서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로 명명되었다. 2020년 5월 11일까지 세계
COVID-19의 누적 확진자는 400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
는 28만 명에 이른다. 감염된 환자의 증상은 주로 무기력감,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가래, 근육통, 두통, 호흡곤
란이며, 폐렴이 동반되고 심한 경우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
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에서는 복통, 설사, 구토 등
1,2
의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 보고에서도 28명의 환
3
자 중 10% 정도가 첫 증상으로 설사가 있었다.
신종 CoV의 전파 경로는 다른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환

자의 비말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바이러스
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
고, 최근 몇몇 보고들에 의하면 대변-구강 전파(fecal to oral
4-6
transmission)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동 지역에서 시작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또한 CoV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138명의
환자 가운데 20%가 초기에 설사의 증상이 있었으며, 병의 경과
7
중에 38%에서 설사 증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SARS-CoV RNA가 환자의 대변에서 증상 발생 시점부터 10주
이상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SARS-CoV와 중동
호흡기 증후군 CoV는 대변-구강 전염으로 감염될 수 있다. 이
와 마찬가지로 COVID-19에서도 유사한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
8
다. 또한, COVID-19의 세포 수용체인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가 위장관 상피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은
8
대변-구강 전파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COVID-19의 소화기 증상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대변 검사
의 유용성과 임상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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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의 소화기 증상
COVID-19 환자의 소화기 증상과 관련하여 PubMed, EMBASE,
Web of Science를 검색하여 2020년 4월까지 영문으로 발행된
임상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이 중 대상자 수가 30인 미만이나
증례 보고의 형태는 제외하고 30인 이상의 환자를 포함한 문헌
들과 소아만을 대상으로 한 3개의 문헌을 분석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 특히 우한에서 진행된
연구들이고 미국의 뉴욕과 매사추세츠에서 시행된 연구가 포함
되었다.
주된 소화기 증상으로는 설사, 구역, 구토, 복통이었고 드물
게 위장관 출혈이 보고되었다. 특히 설사는 2.0~34.8%까지 다
양한 빈도를 보였다. COVID-19 관련 초기 연구들에 비하여
미국의 연구나 중국의 후속 연구들에서 소화기 증상의 빈도가
18,20,21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후향적 자료 분석에 의존
하여 질병 유행 초기에는 소화기 증상 관련 기록이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Table 1. Gastrointestinal Manifestations in Patients with COVID-19
No

Age (years)

Diarrhea

Nausea

Vomiting

Abdominal
pain

GI bleeding

41

49 (41~58)

1 (2.4)

NA

NA

NA

NA

52

59.7±13.3

NA

NA

2 (3.8)

NA

2 (3.8)

99

55.5±13.1

2 (2.0)

1 (1.0)

1 (1.0)

NA

NA

Wang et al.

138

56 (42~68)

14 (10.1) 14 (10.1)

5 (3.6)

3 (2.2)

NA

Guan et al.2

1,099

47 (35~58)

42 (3.8)

NA

NA

62

41 (32~52)

3 (5)

51

49±16 (16~76)

137
81

Authors
Huang et al.9
10

Yang et al.

Chen et al.11
12

13

Xu et al.

Song et al.14
15

Liu et al.

16

Shi et al.

19

55 (5.0)

55 (5.0)

NA

NA

NA

NA

5 (9.8)

3 (5.9)

3 (5.9)

NA

NA

57 (20~83)

11 (8.0)

NA

NA

NA

NA

49.5±11

3 (3.7)

NA

4 (4.9)

NA

NA

9 (4.7)

7 (3.7)

Remarks

52 critically ill adult patients of 710 cases
with COVID-19 were included in the
study.
55 (39.9%) patients anorexia.
ICU patients were likely to present
anorexia (P<0.001) and abdominal
pain (P=0.02).
Three patients presented diarrhea at
onset.

Zhou et al.

141

56 (46~67)

7 (3.7)

NA

NA

Zhang et al.17

139

57 (25~87)

18 (12.9) 24 (17.3)

7 (5.0)

8 (5.8)

NA

Lin et al.18

95

48.0±17.1

23 (24.2) 17 (17.9)

4 (4.2)

2 (2.1)

2 (2.1)

58 (61.1%) cases had GI symptoms.
Infected patients might have no imaging
features of COVID-19 pneumonia but
only show GI symptoms.

Nobel et al.20

278

>18

NA

NA

160 (57.6%) cases had GI symptoms,
might portend a slower and less severe
disease course.

Redd et al.21

318

63.4±16.6

107 (34.8) 84 (26.4)

49 (15.4)

46 (14.5)

Melena 2 (0.6)
Hematochezia
1 (0.3)

Jin et al.22

11 (1.7)

NA

NA

651

46.1±14.2

53 (8.1)

23

6

3 (1~7)

NA

4 (66.7)

NA

NA

NA

24

20

2.2 (1 d~15 y)

3 (15)

NA

2 (10)

NA

NA

171

6.7 (1 d~15 y) 15 (8.8)

NA

11 (6.4)

NA

NA

Liu et al.

Xia et al.

25

Lu et al.

56 (20.1) 63 (22.7) 63 (22.7)

10 (1.5)

74 (11.4%) cases had GI symptoms.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GI, gastrointestinal; NA, not applicable; ICU, intensive care unit; d, day; 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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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증상의 유무와 예후의 연관성은 상반된 결과를 보인
다. 1,0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다기관 후향적 연구
에서 폐렴의 중등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 중증군이 중증이
2
아닌 군에 비하여 설사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5.8% vs. 3.5%).
중국의 다른 연구에서도 설사, 구역과 구토를 동반한 환자에서
소화가 증상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급성 호흡부전 발생과 기계
22
호흡의 빈도가 높았다(6.8% vs. 2.1%). 138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중환자실 입원 여부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에서는 중환자
실 입원 환자에서 식욕 부진과 복통이 많았지만 설사, 구역과
12
구토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278명의 환자들 중 160명이 설사, 구역, 구
토의 소화기 증상이 있었고, 이들 환자들은 천천히 진행되고 덜
20
심한 질병 경과를 보였다. 이처럼 소화기 증상 여부가 예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
며, 소화기 증상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진료기록에 의존한 후향
적 연구임을 고려하면 소화기 증상의 범위와 빈도를 명확히 정
의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2. 대변 검사의 유용성과 임상 적용
현재 COVID-19의 진단은 코인두부 검체에서 reversetranscription PCR을 이용하여 SARS-CoV-2를 확인하는 것이
다. 대변 검사가 진단적인 측면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는
36~53%였다.26 COVID-19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선별과
진단을 위하여 대변 검사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필요
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고한 첫 번째 환자에서는 설사가
있었을 때 대변 검체를 통하여 진단하였고,6 또 다른 미국의
증례에서도 25세 여자가 호흡기 증상과 발열로 내원하여 시
행한 코인두 검사는 음성이었고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은 없
었지만 대변 검사 양성으로 확진한 경우가 있어 대변 검사로
COVID-19의 진단까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7
SARS-CoV-2의 세포 수용체로 입증된 ACE2 단백질은 위,
십이지장과 직장의 샘상피(glandular epithelium)에서 풍부하
게 존재하며, SARS-CoV-2가 숙주세포 내로 진입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한다. 바이러스가 경구로 들어와 ACE2 단백질을 통하
여 위장관으로 침범하면 세포질에서 새로운 virion이 생성되어
위장관에 존재하게 된다.
COVID-19 후기 단계에서는 코인두 검사보다 대변 검사에
서 더 많은 양성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대변-구강 경로를 통한
전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4,28 이 사실은 대변 검체가 손,
음식, 구강, 호흡기, 결막 등으로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대변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존재를 보고
하고 있다. 73명의 COVID-19 환자 중 23%가 코인두 검사에

88

서 바이러스 RNA가 음전을 보였지만 대변 검사에서 양성의 결
8
과를 보였다. 이는 대변-구강 전파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
다. 8명의 어린이가 코인두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직장 면봉
2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다. 292명의 성인 환자
의 대변에서도 바이러스 RNA가 코인두 검체와 비교 시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회복기 중 대변에서 바이러스 RNA의 존재
30
유무가 중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치
료군에서 바이러스 RNA의 제거가 지연되어 글루코코르티코이
드는 경증 질환의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음을 제안하였고, RNA
검출 기간은 숙주의 세포 면역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호흡기 검체에서 음성을 보인 환자에서 대변 검체에서는 언
제까지 바이러스가 지속될까? COVID-19로 입원 후 회복되어
퇴원한 69명을 추적 조사하였을 때, 4명의 환자에서 퇴원 후
31
4~12일 사이에 직장 면봉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환자의 호흡기 검체가 SARS-CoV-2 RNA에 대하
여 음성의 결과를 보인 후에도 거의 5주 동안 대변에서 바이러
32
스가 배출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종합해보면, 대변 RNA
는 호흡기 검체와 비교하여 회복기 동안에 그리고 더 오랜 기
간 동안 양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기 검체가 음성이더라도 일상적인 대변 검체를 통한 검사
가 필요하다. 회복 후 퇴원한 경우라도 대변 검체가 양성인 경
우에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완치자들 중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확진자 10,761명
중 292명(2.7%)이었다. 바이러스 재검출의 의미는 재활성화나
재감염 가능성뿐 아니라 불활성화된 바이러스의 RNA 검출일
가능성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정책으로는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코인두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 퇴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감염이 많
아지는 상황에서 이 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두 번째 코인두 검사를 시행할 때 직장 면봉 검사를 동시에 시
행하여 두 검사 모두 음성의 경우에 퇴원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이 바람직할 수 있다. 선별 검사 시 대변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퇴원 기준에 대변 검사를 추가하여, 호흡기와 대변 검체
모두에서 음성을 보이는 경우를 퇴원 기준으로 한다면 바이러
스가 재검출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변 검체는 대
변을 직접 받거나 직장 면봉 검사로 얻을 수 있다. 대변을 직접
받는 경우, PCR 반응을 저해하여 검사가 쉽지 않다. 또한, 퇴원
시점을 정할 때 대변 검체를 얻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다. 그러
므로 직장 면봉 검사를 한다면 호흡기 검체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후 대변 검체
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Sung Hoon Jung and Jung Hwan Oh: Gastrointestinal Symptoms in COVID-19 and Stool Test

결

론

COVID-19는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기 증상과 흉부 X선에
서 전형적인 바이러스 폐렴 소견이 있고 코인두 검사에서 양성
을 보인다면 진단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COVID-19의 대변-구강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를 포함한 소화기 증상의 문진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설사
환자에서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흉부 X선의 확인과 함께 대
변 검체를 통한 COVID-19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다. 대변 검체가 현재 COVID-19의 진단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대변 검체가 진단, 전파 위험과 격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퇴원 기준을
호흡기 검체와 대변 검체 모두에서 음성을 보이는 경우로 한다
면 바이러스가 재검출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회 공동
체가 COVID-19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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