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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과 운동중재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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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Coronavirus-19 (COVID-19) was first reported in China at the end of 2019. COVID-19 infected people increased and 
spreads COVID-19 rapidly across the globe. Finally, this outbreak turn into a pandemic and yields national crisis and finally to endemic. 
Most individual are exposed to stressful situation because of unknown duration of COVID-19. Most of all, smoking, obesity, metabolic 
syndromes, lowered immunity such as decreased natural killer (NK) cell, T cell activ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OVID-
19 incidence. However, all this variables were concerned with exercise habit and exercise-intervention,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im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incidence and physical activity status.

METHODS: PubMed database was searched from December 2019 to August 2020 using predefined search terms “COVID-19”, “exer-
cise”, and “immunity”.Based on reference search, more than 65 articles were identified whereas 50 papers (36 referenc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were well connected with COVID-19 and physical exercise with immunity.We analyzed the connections between 
exercise and COVID-19 with many variables, and dealtabout COVID-19 prevention and exercise-intervention programs in the main 
text.

RESULTS & CONCLUSIONS: Smoking, obesity, metabolic syndromes, reduced respiratory muscle mass, lowered immunity such as 
decreased natural killer cell and T cell activ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OVID-19 infection.However, all this variables 
were also concerned with exercise habit and exercise-intervention.Regular physical activity have shown to be an effective prescription 
for obesity, many metabolic syndromes and good immunity. However, physical inactivity and chronic metabolic syndromes were asso-
ciated with reduced immunity such as reduced NK cell activity, uncontrolled T cell immunity, decreased respiratory immunity and even 
URTIs (upper respiratory track infection) for elite athletes. Multicomponent exercise program is considered especially for the elderly 
people, 5 days per week, 40-60% HRR (heart rate reserve) intensity, and 150-300 minutes aerobic and resistance training (200-400 
minutes/week under the quarantine period) were recommended. Moreover, all form of psychological support also to increase immu-
nity against COVID-19.More mechanism studies are urgently needed to determine which mode and which duration exercises are best 
most suited, and effective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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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삶의 환경과 인간의 여러 경제 및 문화적 상황 등을 일시에 마비시

킨 코로나 팬데믹(COVID-19)의 공포로 거의 모든 국가의 국경이 봉쇄

되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산업과 국가간 네트워크는 거의 중단되었다

[1]. 즉, 생산과 소비의 세계적 분업 네트워크가 소실되고, 오프라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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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온라인 판매가 우위 하는 등 소비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선진

국이든, 후진국이든 크고 작은 기업들의 파산, 재택근무로의 변화, 실

업자들 양산, 부품과 자원을 의존하는 국가들은 비상상태에 있다. 대

기업 파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일자리를 잃으며, 구리산업과 일

부산업을 제외한 석유, 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를 비롯한 여행업과 항

공업계까지 위기상황에 있다[2]. 심각한 것은 대기업에서도 감원이 불

가피한 상황이지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30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와 연

봉이 낮거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최

근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므로 전세계의 코로나 록

다운으로 인한 노동시간이 10.5%나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2-4]. 

바로 COVID-19의 영향이다.

교육분야에서도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강의 중심의 비대면 교육

과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교육

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와 예술 및 체육 실기교육의 어려움 등이 당

면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에서도 학년별로 격일, 격주 수업을 계획 

및 실행하며, 수능시험의 기간 연장을 고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

고 있다. 대학에서도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교수자의 자발

적인 역량이 강조되며 학생들의 평가 시스템 변화를 비롯한 대학 특성

의 차별화교육으로 바뀌어 간다[5]. 스포츠 산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올림픽, 세계선

수권대회, 하계국제대회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스포츠 활동

이 중단되면서 스포츠 금단현상이 발생되고 있다[4]. K리그도 예외가 

아니었다. IOC는 현재 전세계 방송사가 내는 중계 방송권료와 올림픽 

파트너 마케팅 권리금을 받아 운영하며, 각 종목별 경기 연맹과 여러 

국제대회의 시기를 조정하고 올림픽 예선 등을 새로 짜고 계획하는 실

정에 있다[4,6,7].

하지만 이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에 관한 문제로 현재까지

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환자들의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이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 심장, 뇌, 혈관 등을 공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여러 장기 등을 공격하기 전에 혈관부터 

공격을 하는데, 혈관 내막에 침투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사실 혈관

은 적혈구만 이동하는 곳이 아니라 백혈구와 림프구를 비롯한 면역세

포들이 이동하는 곳이다. 따라서 혈관건강을 위하여 저밀도지단백 콜

레스테롤(LDL) 보다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의 농도가 중

요한 것이다[9]. HDL의 농도는 생체내의 심장혈관의 기능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과류나 생선 등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HDL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고 운동

을 통한 HDL의 증가가 고지혈증의 예방은 물론 면역력을 높이고 최

근 치매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치료는 인간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행 연구들에서 고

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자 들은 몸에서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속도가 

느리며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폐조직에서 다른 사람

들에 비해 angiotension-converting enzyme 2 (ACE2) 단백질이 더 많아

서 더 잘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몸에서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능력이 떨어져 있음으로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혈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도 대부분 환자들이 당뇨병, 고혈압과 같이 나타

나므로 COVID-19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체내

에서 생성되는 요독이 배설되어야 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함으

로 피로감, 불면증, 구토, 식욕부족 및 운동 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

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도의 부족과 운동부족으로 면역기능이 낮아지

게 된다. 이러한 증상으로 쉽게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고 자연스럽게 

운동활동이 줄어들며 증상이 악화되는 등 감소된 면역기능의 악순환

과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이 이어지는 것이다[10].

질환이 없더라도 흡연자들에게는 잘 감염되는데, 이는 COVID-19

가 흡연자들의 ACE2 단백질에 잘 붙어 흡연자들의 폐를 좋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의 입장에서 흡연

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암환자 및 만성 호

흡기 질환자들과 비슷한 위험군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2]. 흡연자

들은 COVID-19의 고위험군으로 일단 감염되면 폐렴 등 중증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폐렴 다음으로는 급성 호흡곤

란 증후군이다. 흡연의 경험이 확진자 가운데 폐렴 악화 가능성을 14

배나 증가시켰고,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확진자 가운데 인공호흡

기 부착, 중환자실 입원, 사망의 가능성이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12]. 이는 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으며, 폐기

능이 손상되어 있고, 각종 화학물질인 니코틴, 일산화 탄소 등이 염증

반응과 체내 조직을 손상시켜 체내 면역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분

석하고 있다[12].

감염이 이루어 지더라도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의 계발이나 변종바

이러스로 인한 백신계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면역력을 유지하여 바이

러스가 침투해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천식도 마

찬가지이며, COVID-19는 호흡기 환자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을 유념해야 한다.

천식환자의 경우, 흡입 스테로이드를 기도에 직접 전달하여 기관지 

염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운동은 천식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

으므로 약물 치료 이후에 최대산소섭취량의 30-40% 정도되는 저 강도

의 규칙적인 운동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가 높아지면 호흡기를 포함한 전신 건강상태가 떨어지므로 실외 운동

시 미세먼지, 환경오염, 차가운 공기, 자외선 등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13]. 그렇다면 COVID-19와 같은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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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평소 면역력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평소에 천식이 없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차가운 실외환경이나 

건조한 곳에서 운동할 때, 운동유발성 상기도 수축으로 인한 천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동유발성 천식의 경우에도 COVID-19에 대비

해야 한다[13].

일반적으로 생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적의 수면을 유지

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금연을 해야 한다. 음주와 과로를 

줄이고 영양부족이나 과식을 피해야 하며,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도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전략 중 

하나이다[13].

한편, 인체의 면역세포 중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장내에 

수분 유지와 장 건강 및 유익한 미생물인 프로 바이오틱스를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겠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폐물 제거를 용이하게 하

고, 혈액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생체의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준다. 면역세포들은 수시로 장내에 미생물들

을 검토하기 때문에, 면역력의 증가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조

절하고 장내의 유익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4].

비만 또한 면역력의 감소에 큰 영향력을 주므로 비만을 예방하고 일

상생활도의 증가와 햇빛을 쐬며 하는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대사

증후군과 관련되는 질병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햇빛을 쐬며 

하는 운동은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할 뿐만이 아니라 코

로나 블루를 해소하며, 비타민 D를 합성하므로 근육량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간과 신장에서 만들어 지며, 

특히 근육세포의 수용기에서 비타민 D 수용체와 결합해 단백질 합성

을 촉진하고 근육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11].

최근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보면 COVID-19 감염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들 중 비만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어 비만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들 보다는 

비만 환자에게서 감염율의 증가를 밝히고 있으며, 칼로리 섭취의 중재

와 더불어 여러가지 강도의 운동중재가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11].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만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

고, 비 약물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적절한 강도의 운동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고강도의 운동적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5]. 비만은 비만 자체로 주위 

조직으로부터 염증성 싸이토 카인을 방출하므로 지속적인 염증반응

과 면역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6].

따라서 운동활동은 면역세포들과 면역글로불린 및 항염증 사이토

카인 들의 순환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염증성 세포들의 폐로의 유

입을 감소시키고 병원균의 유입을 막아준다는 것이다[16]. 물론 규칙적

인 운동활동을 통한 체지방 유지, 적절한 근육량 유지, 인체의 대사량 

증진, 비만 예방이 COVID-19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호흡계의 근육기능도 중요한 인자로 밝히는 연구들도 있었으며, 건

강하지 않은 환자들이 호흡계의 근육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이 경우 

COVID-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다[8,17]. 선행연구에

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호흡계의 근육기능을 증가시켜 COV-

ID-19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8].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격리 등은 불안, 스트레

스 등의 코로나 블루를 야기하며, 낮 동안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수면

부족에도 영향을 주어 불면증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9,20]. 결국 이러한 영향은 심리,생리학적인 반응에 손상을 주고 

면역체계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COVID-19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통한 최적의 면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데, 한 연

구에서는 COVID-19에 대한 적절한 운동중재의 중요성과 더불어 균

형된 식사, 활동적 생활습관, 최적의 수면 유지 등의 중요성도 강조하

며, 동시에 심리 사회적인 처치와 같은 심리적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등도 강조하였다[20-23].

근육량의 유지는 면역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근육량의 감

소는 비만, 당뇨병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노인층에서는 요양

병원에 입원하거나 낙상으로 인한 노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

많은 연구들에서 운동활동은 근육량의 증가와 노쇠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

한편, 심리적인 효과도 면역력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코로나 19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집단 노시보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스트레스

는 생체를 비상상태로 몰고 인체의 면역체계를 감소시킨다. 불안, 우울 

등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세포표면

에 있는 수용기에 반응하여 면역세포의 기능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중

요한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23]. 즉, 자아 탄력성을 높여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 좋은데,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

으며, 자아탄력성 증가에도 매우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다. 이는 규칙적

인 운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

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20,25,26].

이처럼 현재 코로나 팬데믹(COVID-19)의 공포상황에서 규칙적인 

운동활동은 수많은 변인들을 조절 및 중재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COVID-19)에 대한 효

과적인 운동중재에 관한 기전적인 연구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코

로나 팬데믹(COVID-19) 혹은 엔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운동중재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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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PubMed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COVID-19’, ‘운동’, 그리고 ‘면역’  등

의 키워드로 검색한 후 본 연구주제와 적합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IOC는 전세계 방송사가 내는 중계 방송권료와 올림픽 파트너 등의 

마케팅 권리금을  받아 운영하며, 각 종목별 경기 연맹과 여러 국제대

회의 시기를 조정하고 올림픽 예선 등의 계획을 조정한다. 그리고 수익

금의 대부분을 국가올림픽 위원회, 국제연맹, 코치, 선수들에게 나누

어 주는 등 국제 스포츠 계에 IOC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2020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고, 중단 없는 올림픽이라는 명분유

지와 재원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6].

도쿄 올림픽 연기로 인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의 일정도 조정되었다. COVID-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대부

분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면서 스포츠 금단현상도 발생하였다(7). K리

그도 마찬가지다. 프로축구연맹은 개막시점 연기로 인한 경기수 축소

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풀리그와 스플릿 경기 등 운영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현재는 경기수를 줄여 풀리그 3라운드로 진행하고 있다[6].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제조기업과 공장 등이 

문을 닫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발 수요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피해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1,2].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

고,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놓고, 결국 방역과 경제가 대치되어 이른바 

세계경제는 코로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3]. 그리고 스포츠에서

도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타격 역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세계경제는 10% 정도를 잃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2]. 이러한 경제 및 스포츠 산업의 위기는 물론 COV-

ID-19가 일으키는 질병과 건강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COVID-19에 대한 운동중재를 중심으로 본론을 이어가고

자 한다.

COVID-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A형간염 바이러스

나 노로 바이러스와는 달리, 위장관을 통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것과

는 달리 입, 코 등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사람과 사

람과의 대면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9,27]. 따라서 COVID-19는 사회

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방역을 시행하게 하였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개인이 지키면 좋은 생활방역으로 발열, 가

래, 기침, 코막힘, 근육통 등이 있으면 집에서 3-4일 정도 휴식을 하며 

기저 질환자나 고령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손위생을 지키며,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고, 자주 씻어 

위생상태를 좋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자연 환기와

주기적인 소독을 자주하고 밀폐된 공간에 자주 가지 않으며, 대인간

에 2 m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한다.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만으로도 COVID-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다[5].

그리고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면역력을 지

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6].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 심장, 

뇌, 혈관 등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장기 등을 공격하기 

전에 혈관부터 공격을 하는데, 혈관 내막에 침투해 혈액순환을 방해

한다[8]. 바로 운동중재가 중요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깨끗한 혈관의 유지와 림프

관의 활성화는 면역력 활성화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혈관을 

통하여, 산소와 노폐물도 이동하지만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 및 림

프구와 같은 면역세포들도 이동하기 때문이다. 비 균형적인 식사나 운

동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혈관을 좁게 만드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

테롤의 증가나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같은 이상지질 혈

증은 NK 세포의 활성화를 감소시키고 인체의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COVID-19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10].

특히 이 시기에 운동할 때, 수분의 섭취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수분

의 섭취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섬모활동을 활발하게 하

며, 바이러스 감염에 예방효과를 나타낸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수분량도 부족하게 되어 세포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타액과 

장에서의 수분량도 부족하여 면역력의 감소가 나타난다.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흡기 점막과 침에서의 IgA 항체의 수치는 초기면역반응에 매우 

중요하며, 장에서의 IgA는 알레르기 면역력 반응에 중요한 작용을 한

다. 특히, 수면 중에 수분이 많이 고갈되므로 운동 전, 후와 수면 전 수

분의 보충은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증가시켜, 체내 노폐물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시로 

수분섭취를 해야 한다[13]. 하루 2 L의 수분을 시간을 정해 놓고 마시

는 습관이 중요하다.

COVID-19의 영향으로 헬스장이나 공용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

다면, 건강체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 체력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좋은 체력으로 평소에 집에서 체지방률, 심폐체력 

및 악력을 측정해 보는 것이 좋다. 선행연구 등에 따르면 심폐체력이나 

악력이 낮거나 체지방률이 높으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1]. 건강체력이 낮게 나타나면 일상생활도를 증진시

키기 위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에 가지 않더라

도, 운동습관으로 발가락 가위바위보, 레그 레이즈, 런지나 스쾃운동 

부터 코어근육을 증진시키는 플랭크 운동 등을 하며, 하루 만보이상 

걷기 등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인 이 시기는 헬스장이나 공용 운동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천안의 줌바 댄스 강습으로 인한 집단 발병의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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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날 수 있다. 밀폐공간에서 격렬한 운동은 집단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격한 운동은 비말의 분비와 연관이 있으므

로 밀폐 공간에서의 격한 운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규칙적인 운동활동은 적절한 신체질량을 유지하게 하고, 지속적인 

염증물질의 노출을 포함하는 염증활동을 줄이는데 이는 규칙적인 운

동활동이 항산화 효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염증반응을 야기하는 활

성산소의 유해성을 제거하기 때문으로 밝혀져 있다. 그리고 지속적이

고도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전염성 질환을 막는

다는 연구보고가 밝혀져 있다[13].

2009년 H1N1 인플루엔자 에피데믹 이후에 감염과 운동활동의 여

부에 관한 연구보고에서 운동활동의 경험이 감염을 줄인다는 연구결

과를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의 원인이 비만, 연령의 증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 등이라고 보고되었다[16,21]. 비만은 비만 

자체로 주위 조직으로부터 염증성 싸이토 카인을 방출하므로 지속적

인 염증반응과 면역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6].

운동활동은 면역세포들과 면역글로불린 및 항염증 사이토카인들

의 순환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염증성 세포들이폐로 유입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병원균의 유입을 막아준다는 것이다[16]. 더욱이 규칙적인 

운동활동은 비만인에게 글루코스 및 지질대사를 활성화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게 하여, 비만조절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대사적 및 

면역반응의 면역보조제(adjuvant)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운동활동은 항산화 반응을 증가 시키는데 이러한 항산화 

반응은 활성산소의 유해성을 중재 할 뿐만이 아니라 interleukin-6 (IL-

6)와 같은 항염증 싸이토카인의 방출로 지방산화를 늘이며, 동시에 복

부지방을 줄이는 등 면역감시(immunological surveillance)를 늘여주는 

것이다[17,18].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가장 주된 사망요인 중 하나가 폐렴과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의 침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운동활

동과 균형된 식이 섭취 등으로 면역노쇠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면

역노쇠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면역감시 기능이 낮아지거나 감염성 

질환에 대해 위험율이 높거나 혹은 백신에 대한 반응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23,24].

면역의 노쇠는 연령의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면역 감소로 

감염, 자가면역질환, 종양형성, 대사질환, 골다공증 및 신경질환 대한 

민감성이 증대되는 것으로도 정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면역반응은 

노화시기를 거치며, 스트레스, 생활습관, 영양상태 및 운동활동 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리모델링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23]. 이러한 연구들

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운동활동의 정도와 감염률의 연구결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운동이 최적의 면역조절자로 보고하고 있다[16]. 즉, 

운동이 면역의 노쇠 시작을 늦추고 바이러스 감염률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16].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T세포 면역이 약화되

는데, 여성 코로나 감염환자들은 남성보다 T세포를 더 많이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남성이 연령의 증가에 따른 코로나 치사율

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령과 건강상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요하게 작용

을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코로나에 걸려도 좋은 면역력

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 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바

이러스 노출 시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감염의 기회를 높여 집단감염

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요양병원에 있는 노년층은 대부

분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집단감염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이가 쉬운 

RNA 바이러스라 백신보다는 에이즈 치료제나 에볼라 치료제 등을 이

용하여 RNA에 결합해 복제를 막는 치료제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28]. 한편, 백신이 나오더라도 재감염의 우려가 나오고, 팬데믹이 끝나

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변종바이러스에 관한 교차면역

의 정도에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혈장치료 

사례가 나타나 큰 희망도 되고 있다. 실제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의 실제 치료현장에서 완치환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투여 받은 후 완치

가 되어, 혈장 치료를 통하여 중증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

타나게 된 것이다. 혈장 치료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형

성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완치자의 혈장을 환자에게 수혈하여 바이러

스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혈액형의 혈장을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혈액형의 혈장을 통여하여 치료

하는 경우도 있다[29]. 혈장치료는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중환자들에게 치료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어져 왔다. 완치자의 혈

액에서 혈장을 분리하고, 혈장에서 코로나 항체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효소결합면역흡착 검사(ELISA)를 실시하여 항체를 확인한

다. 혹은 PCR을 이용하여 DNA를 수백만배 증폭하여 확진하게 된다

[29].

코로나 환자에게 1회에 180-250 mL의 혈장을 투여한다. 다만 대량 

투여 시 같은 혈액형을 투여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투여된 혈장속의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키게 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기

증자가 B형이나 C형 감염 등의 감염성 질환이 있으면 안된다. 혈장치

료의 단점은 대량생산이 어려워 완치자의 자발적인 헌혈과 보관기간

이 2년밖에 되질 않는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도 혈장치료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미국 FDA에서도 이미 혈장치료를 승인하였다[29,30].

중국의 한 선행연구에서 64개의 도시에서 369명을 설문조사 한결과 

COVID-19로 인해 27%만이 사무실에서 그대로 일을 했으며, 38%는 집

에서 일을 하고 25% 정도는 실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실직자들은 상

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어 운동시

간을 늘여 심리적인 회복과 건강유지의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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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OVID-19시기에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대산소섭

취량은 COVID-19 발병 시기에 잠재력 있게 사용될 임상적 지표 중 하

나라고 밝히는 연구도 있어 감염 예방에 체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1].

한편, COVID-19시기에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에서 우한에서부터 질

병의 확산을 막기위하여 교통, 항공 등을 통제하고 학교를 폐쇄하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이후 대기에서 이산화질소의 농도

가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이어갔다고 보고하

고 있다[32]. 이제까지 이산화 질소는 화석연료로부터 주로 발생하였

고, 폐, 심장, 혈관 및 호흡계 등의 질환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일으키는

데, COVID-19시기에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감소는 오히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다는 연구보고도 있다[33].

하지만 무엇보다도 COVID-19감염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약물요법, 운동활동, 식이 조절 및 심리적인 중재를 하는 것 보다는 다

가올 제2의 COVID-19를 대비하여 규칙적인 운동활동을 통한 비만과 

당뇨병 및 대사성 증후군을 예방하는 항 비만효과, 활성산소의 유해성

을 미연에 방지하는 항산화 반응, 염증성 물질의 작용을 막는 항 염증 

효과를 증진하고, 철저한 금연을 통한 천식과 폐의 건강관리를 유지하

는 것,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육량을 유지 및 증대 시키는 것, 다양한 

운동활동을 통한 노쇠와 면역 노쇠를 예방하는 것, 균형잡힌 식사와 

적절한 스트레스 조절 및 최적의 수면을 유지하는 등 건강관리를 유지

하는 것이 최적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16].

COVID-19시기에 운동의 효과보고에 관한 최근 연구는 우선 COV-

ID-19가 고령자,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및 호흡기 질환자에게 위험

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질환들 모두는 생활양식의 변화나 운동활동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운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는 

것 또한 노인들에게 근감소증, 치매, 노쇠와 심리적인 위험조차 막아주

는 유용한 처치라고 하였다. 특히 꾸준한 운동활동은 역학적인 연구결

과로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한 복합 알약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인에게 수행하는 운동은 주 5회 이상, 다양한 종류의 운동이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34]. 운동의 강도는 HRR의 40-60% 정도의 운동강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주 150분에서 300분의 유산소 운동과 저항운동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는 운

동활동을 늘여 주 200-400분간의 운동시간을 권장) 헬스장이나 운동

시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앉았다 일어나기, 실내 계단 오

르기, 스쾃, 런지, 레그레이즈 및 플랭크 등의 운동활동 등을 권장한다

[4]. 이러한 운동중재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며 노쇠로 가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역시 이러한 운동중재는 다양한 면에서 면역

의 노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23].

한편, 운동선수들의 운동 지침에 관한 한 연구보고는 집단훈련과 

강한강도의 운동에 관한 운동지침이 필요하다고 하며, J shape 이론에 

따라서 운동활동이 너무 낮으면 낮은 면역력을 보이고, 너무 강한 강

도의 운동강도는 오히려 면역력을 감소시켜 상기도 감염이나 다른 감

염율을 증가 시킴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운동선수

들에게 호흡기 감염에 관한 관찰이 핵심이며, 감염 시 격리 후 완전한 

치료 후에도 최소 7일 이후에 훈련에 복귀하라고 권고한다[35].

앞서 언급한 것처럼 COVID-19를 일으키는 많은 원인들은 다른 변

인들도 연관이 있지만 운동활동의 정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

로 평소 규칙적인 운동활동을 통한 항 비만, 항 염증 및 운동부족으로 

일어나는 대사적 질환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제2의 

COVID-19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활동이 코로나 블루

를 극복하는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게 하고, 최적의 수면

을 유지하게 하는 등 최적의 면역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였 듯이, 운동활동을 통한 최적의 면역학적 무장이 앞으로 다가올 

다음의 팬데믹 및 엔데믹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겠다.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COVID-19)의 공포상황에서 규칙적

인 운동활동이 수많은 변인들을 조절 및 중재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펜데믹(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운동중재에 관한 기전적인 연구는 미미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제2

의 코로나 팬데믹(COVID-19)에 대비하기 위한 운동중재에 관한 체계

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COVID-19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흡연의 정도, 연

령의 증가, 비만으로 인한 염증, 대사성 질환, 감소된 호흡계의 근력, 심

리적인 스트레스, 질병, 호흡계의 근육기능 약화 및 면역력의 감소 등

으로 유발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원인들은 원인을 

제거하는 일상생활도 증가, 금연, 금주 및 신체조성 조절과 같은 건강

한 생활습관, 약물 치료 및 운동습관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

즉, COVID-19를 일으키는 많은 원인들은 운동자체와 연관이 있지

만 운동활동의 정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평소 규칙적인 

운동활동을 통한 항 비만, 항 염증 및 운동부족으로 일어나는 대사적 

질환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제2의 COVID-19를 대비

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엔데믹(endemic)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사회에 고착화된 감염병을 

드러내고 있다. 백신이 계발되더라도 인류로부터 바이러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재감염과 엔데믹의 우려가 재기된다. 많은 연구들에

서 본인의 체력에 적합한 규칙적인 운동활동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게 하고, 최적의 수면을 유지하게 하는 등 최적의 면역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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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였 듯이, 운동활동을 통한 최적의 면

역학적 무장만이 앞으로 다가올 다음의 팬데믹 및 엔데믹에 대한 대비

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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