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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and the Kore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have prepared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diagnostic imaging for COVID-19 in various clinical scenarios.
We have tried to grasp the situation in the real world, aggregated opinions from the chest radiologists, and reviewed available references, in order to suggest the most reasonable recommendations possible at this moment. As circumstances change and new evidences emerge,
the recommendations should immediately be modifi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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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19)는 SARS-CoV-2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폐렴을 일으킨다. 초기 증상은 마른기침, 인
후통, 발열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1) 증상이 없거나 후각/미각상실(2), 근육통 등의 비특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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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전염이 가능하며(3) 증상에 비하여 폐병변이 심한
경우도 있으며 급격한 악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COVID-19의 선별검사로서의 영상검사(흉부 X선 검사, 흉부 CT)의 역할

1) 증상이 없지만 역학적 또는 기타 이유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대상자가 되는 경우(무

증상검사대상자) 흉부 X선 검사를 이용한 선별검사는 권고하지 않으며 흉부 CT 역시 권고하지 않
는다.

2) 선별 진료소에 내원한 호흡기 관련 유증상자에 대해 폐렴의 조기 발견과 COVID-19 이외의 다

른 질환의 배제를 위하여 흉부 X선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안

심 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흉부 X선 검사를 권고한다. 또한 흉부 X선 검사가 음성이라도 COVID 19폐렴을 배제할 수 없다.

3) 흉부 CT는 ① 흉부 X선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나 임상적으로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② 임상적으로 COVID-19 가능성이 높으나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

tion (이하 RT-PCR) 결과가 음성일 경우, ③ RT-PCR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운 중증 환자 또는 다른

질환으로 시급한 수술, 시술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 위해-이득을 고려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
다. 비조영 흉부 CT를 권고하며 합병증이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조영증강 흉부 CT를 고려할
수 있다.

COVID-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영상검사 지침

1)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때 추적검사의 기준으로 하기 위한 흉부 X

선 검사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2)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환자에 대해 환자의 상태와 임상 소견의 변화, 시설, 검사 인력을 고

려하여 흉부 X선 추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생활치료센터에서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할 때는 이동식 X선 촬영 장치 또는 검진 버스 등을 이

용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진단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상의 질 관리를 철

저히 하여야 하며 법규에 의하여 방사선 방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추적관찰을 위해 같은 환자
는 동일한 장치로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

4) 영상검사의 판독은 경험 있는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또는

자문을 권고한다.

5)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에서 폐침윤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임상 관찰이

필요하고 입원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6) 의료진의 안전과 전파 방지를 위해 가능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검사 장비에 대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COVID-19로 입원한 환자의 영상검사 지침

1) 폐렴의 경과 관찰을 위하여 흉부 X선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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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증 등이 의심될 경우 위해-이득을 고려하여 흉부 CT를 고려할 수 있다.

참고자료
흉부 CT 소견

일반적으로 폐렴을 진단하는데 있어 흉부 CT의 민감도는 높으나 특정 원인을 감별하는 특이도는

낮다. COVID-19 폐렴의 전형적인 흉부 CT 소견은 양측 주변부 폐를 주로 침범하는 다발성의 간유
리 음영이며 앞쪽보다는 뒤쪽 폐를, 그리고 상부보다는 하부를 침범하는 경향이 있다(4-6). 돌조각

보도양상(crazy-paving appearance) 및 공기기관지 음영(air-bronchogram)이 동반할 수 있다.
순전한 폐경화나 흉수, 공동, 석회화, 림프절 비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또한 드물게 역달무리징후
(reversed halo sign)로 보일 수 있다(7). COVID-19 폐렴은 증상 발현 후 처음 한 달 동안 시간에 따
라 변화를 보인다(8, 9). 증상 발현 첫 2일 이내에는 많게는 56%의 환자까지 정상 CT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증상 발현 초기에는 양측 주변부 폐를 침범하는 간유리 음영이 상대적으로 덜 명확할 수 있
다. 증상 발현 3~4일 이후에는 전형적인 흉부 CT 소견을 보이며 초기에 비하여 침범 범위 및 밀도
(폐경화 및 선상음영)가 증가한다. 대개 증상 발현 후 10일을 전후하여 CT 소견이 최고조를 보이며

2주 이후 서서히 감소한다. COVID-19 폐렴의 장기간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폐섬유화
를 동반한다는 근거 또한 아직 분명하지 않다.

중증의 COVID-19 환자에서 흉부 CT의 병변 범위가 넓고 밀도가 높으며(consolidation, crazy-

paving appearance), 섬유화 소견이 보일 수 있으며(traction bronchiectasis), 림프절 비대 또는
흉수가 동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0-12). 예후와 연관된 흉부 CT 소견은 알려진 바가 아직 없다.

흉부 CT 검사에서 고려할 사항

확진 환자에서 CT 검사의 이득-위해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CT 검사를 시행하고(13), 각

기관의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의료진의 안전 및 전파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을 최소하기 위하여 비조영 CT를 권고한다. 숨을 충분히 참지 못할 수 있으

므로 되도록 스캔시간을 짧게 하고 시간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표준 또는 저선량 흉부 CT

프로토콜로 촬영할 수 있으며 환자 체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여

야 한다. 촬영 범위는 폐첨부터 폐기저부까지 포함하며 가능한 최대 흡기 시점에서 한 번의 호흡으
로 전체의 촬영 범위를 포함한다. 영상 재구성은 간유리 음영을 잘 구분하기 위하여 3 mm 이하의

얇은 절편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권고하며 high-spatial-frequency algorithm을 이용하여 재
구성한다. 추적관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초저선량 흉부 CT 프로토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조영증
강 CT의 이득이 분명하지 않으며 조영증강 CT 검사는 필요한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저선량 이동식 X선 촬영 장치 및 이동형 콘빔 CT 장치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이동식 X선 촬영 장치 또는 이동형 검진 버스에 설치된 X선

촬영 장치는 흉부 X선 검사에 대한 영상의 질 관리를 하여야 하고, 법규에 의하여 방사선 방어 조치
https://doi.org/10.3348/jksr.2020.81.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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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보건소 등에서 손으로 잡고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인 초저선량
이동식 X선 촬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로 얻는 흉부 X선 검사에 대한 영상의 질 수준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한 환자를 같은 장치로 영상 소견의 변화를 추적관찰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동형 콘빔 CT는 일반적인 CT에 비하여 시간해상도가 낮아 흉부를 검사할 때 호흡에 의한 흔들

림에 의해 영상의 질이 저하되며 전체 폐를 모두 포함하여 검사할 수 없으며, 문헌에 보고된 영상 소
견이나 검사의 정확도 등도 없다. 이동형 콘빔 CT를 흉부 검사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임
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확진자의 합병증 평가에 유용하다는 근거도 없다.

국외 학회의 권고안

국외 여러 나라의 학회에서도 흉부 CT를 일상적인 임상 목적을 넘어서 COVID-19의 1차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CT에서 정상이라는 것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배제하
지 못한다고 하였고, 폐농양이나 농흉 등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14-18).
Supplementary Material

COVID-19와 관련한 영상검사 사용에 대한 대한영상의학회/대한흉부영상의학회 권고안의 영문 버전은 온라
인 보충자료(Supplementary Material in the online-only Data Supplement)로 제공된다.
The English version of the KSR/KSTR Guidelines for the Use of Diagnostic Imaging for COVID-19 is
provided as a Supplementary Material in the online-only Data Supplement (http://dx.doi.org/10.3348/
jksr.2020.81.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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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관련한 영상검사 사용에 대한 대한영상의학회/
대한흉부영상의학회 권고안
대한영상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 · COVID-19 소위원회

진광남1 · 윤순호2 · 박철환3 · 백경민4 · 도경현5 · 용환석6*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COVID-19 에서의 영상검사의 사용에 대하여 다양

한 상황에서의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실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흉부영상의학 전문의들
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외 학회의 권고안과 수집 가능한 문헌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상황과 근거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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