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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승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록 1. 개발 매뉴얼

발되었고, 핵심질문 선정 및 권고문 검토에 많은 유관학회 임상전문가와 방법론 전문

최종 26개 핵심질문에 61개 권고문(치과 포함 시 28개 핵심질문, 66개 권고문)이 개
가가 참여하여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정반영하였고, 공개발표회를 통해 환자/소비자
부록 2. 개발단계별 결과

단체, 유관기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록 3. 전문가동의도 조사(델파이 형식) 결과

마련하였고, 접근성을 높여 효과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웹과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5단계의 적용성 평가 계획을
앱(App, application)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5년 주기로 개정할 예정이
다.

부록 4. 이해관계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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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

서호주의 Western Australian imaging guidelines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의 referral guideline
은 환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기여하고 진단기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989년부터 시작되어 4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1판의 가이드라인은

1.1. 의료영상검사에서 정당화의 개념
의료방사선은 건강상의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인 전리방사선을 의료분야에서 사용하
는 것으로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현대 의료에서
중요성과 활용 범위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김민정 등, 2014). 이에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노
출을 줄이고 적절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이하 ICRP) 등의 주요 국제 방사선 관리 기구와 전문가 단체에서는 정당화와 최
적화 원칙을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 2014).

73개 적응증에서 현재 7판은 307개로 증가하였다. 7판은 300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참여
하였고 3,000개의 참고 문헌을 기반으로 Delphi 과정을 모든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였다. 배포
된 국가는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말타, 덴마크,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웹 기반으로 된 형태
가 일반화되었고 휴대폰 어플로도 개발되었다. 8번째 개정판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으
며 GP협회의 도움을 받아 확산이 시작되었다. 질환 및 신체 조직별로 큰 분류가 있으며 각
각의 세부 분류로 들어갈 수 있다(1).

표 1.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
원칙

정당화 원칙

내용
방사선 피폭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 함.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해야 함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인선량 크기는 경제적, 사

최적화 원칙

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낮게 유지되어야 함, 검사 수행 시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
서 최대한 방사선을 적게 사용해야 함

지난 20년에 걸쳐 최적화 개념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졌으나, 정당화 개념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당화
원칙은 최적화 원칙 이전에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의료피폭에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여부
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임상 전문가의

그림 1. 정당화 원칙의 3As 실행원칙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권의 문제와 규제기관의 실질적인 개입이 상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
적화 대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영상의학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당화 원칙의 액션 플랜(3As)에는 의료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인지(awareness), 검사나 시
술의 적정성(appropriateness) 확보, 감사(audit)가 포함된다. 위험성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전
문가 교육 및 훈련, 환자에게 정보 제공,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임상 의뢰/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
화 이행에 대한 임상적 감사(clinical audit)가 실시되어야 한다(그림 1).

1.2. 임상영상 의뢰 정당화 가이드라인의 국외 현황
대표적인 정당화 가이드라인으로는 영국의 referral guideline, 미국의 appropriate criteria,

- 7 -

- 8 -

서호주의 Western Australian imaging guidelines은 Diagnostic Imaging Pathways 형태로 임상
적응증에 따른 순서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3).

그림 2. 영국에서 개발된 정당화 가이드라인 i-Refer
미국의 appropriateness criteria는 ACR Select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환자의 특정 임상 증상이나
질병의 진단을 위해 의사들이 적합한 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300명 이상의 영상의학과 의사와 20여개의 다른 분야의 전문가 주도 하에 개발되었으며 2
년마다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ACR Select는 검사 지시과정에서 Electronic Health
Record로 볼 수 있게 개발되었고(ACR Appropriateness Criteria의 Web 형태) 전자 의무기록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진단 검사 오더를 내릴 때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진단 검사의 적응
증을 선택하면 적절함의 근거에 따라 진단 검사 별 점수가 산출되는데 매번 지시할 때마다 점수가
부여되고 취합되어 ACR Select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된다(2).

그림 4. 서호주 가이드라인
현재 방사선 검사가 상당 부분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출판된 문헌에 의
하면, 임상 세팅에서 의뢰의학전문가(referring medical practitioner) 및 방사선의학전문가(radiological
medical practitioner) 모두 방사선 검사와 관련된 실제적 선량과 위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4). 예를 들면, 방사선(및 위험)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잘 아는 사람이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검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잘 모르며 혼동하고 있다.
그림 3. 미국 ACR Select

2007년 12월 빈에서 개최된 IAEA consultation 보고서에서는 정당화 과정에서 특히 환자의 인
지가 강조되었으며 자기 의뢰(self-referral)1), 사회적, 경제적, 법의학적 또는 정치적 압력으로 초래
되는 일부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의 부적절한 의뢰 패턴이 논의되었다. 또한, 의료피폭의 많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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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당화 과정을 규명하였다(5). 하지만 보다 실제적으로 정당화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개인병원) 내 일상적 진료 상황에서 정당화 적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들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들이 필요하다.

2.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2.1. 개발위원회 구성: 개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과 내부 협력
개발위원회는 영상의학 전문의, 연구방법론 전문가, 진료지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

1.3. 근거기반의학에서의 가이드라인 개발 범위 및 목적
1) 개발 범위

였다. 실무위원회는 대한영상의학회 산하학회 중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은 9개의 분과를 선
정하여(심장, 흉부, 유방, 신경두경부, 복부, 비뇨, 근골격, 소아, 갑상선) 각 세부분과에서 추

이 연구는 정당화 원칙을 이행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임상영상검사의 의료피폭 정당화 원칙의 실현을 정당화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근거기반
의뢰 가이드라인이나 수용가능성의 기준 및 이의 광범위한 수용과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또한 의뢰 가이드라인의 수용, 사용 및 효과성에 대한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

천한 영상의학전문의 4-6명으로 구성하였고 대한영상치의학회 2명으로 구성하였다. 개발위
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개발위원회 내의 영상의학전문의와 진료지침 전문
가가 팀을 이루어 3개의 실무위원회를 담당하여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연
구방법론 전문가는 모든 실무위원회의 연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지
원을 담당하였다(그림 5).

부록 4에 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의 명단이 있다.

에 각 지역에 맞는 근거 개발이 필수적이다.
국내 정당화 관련 가이드라인은 CT 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 심장질환 심장 CT 사용
권고안의 개발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 대한영상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개의 핵심
질문에 대한 근거 기반 포괄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임상영상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 있
다. 이 때에는 기 개발된 국외 임상영상 가이드라인/도구를 국내 의료상황에 맞도록 수용개
작을 위한 방법론도 확립하였다.
임상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25개의 핵심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임상상황
에서 매우 부분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임상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임상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개발이 근거를 기반
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협의가 필요하며, 실제 임상환경에서
의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대상인구집단 및 목표 대상자

대상 인구집단은 질병진단을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의
질병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검사 중 방사선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고 특정 임상적 조건에서 가장 적절한 검사 및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검사 및 시술에 대한
의사의 의뢰 또는 임상적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근거기반 임상영상검사 의뢰 가이드라인(clinical
imaging guidelines)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림 5. 연구 구성 및 협력
3) 의료 환경

지역사회를 제외한 입원과 외래, 응급실을 포괄하며 병원 내원 환자이며 일차의료 의사를 포

2.2. 프로토콜 개정-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 개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방법 중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은 수용개작(adaptation) 개발방법을 선택

함한다.

하였다. 수용개작 개발방법은 기존 진료지침을 가장 중요한 근거원으로 하여 개발하는 방법
으로, 김수영 등(2015)는 ʻʻ특정 문화적, 제도적 상황에 맞게 개발된 진료지침을 다른 의료 상
1) 영상의학 설비를 갖춘 시설의 의사가 자신의 진료소에서 환자 대신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검사수행을 의뢰하는 대신 스스로

황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체계적인 접근법ʼʼ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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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획단계에서 선행 연구와 지침 검토를 통해 국외에서 양질의 정당화 임상영상 가이드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용개작 방법이 적
절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영상의학분야에 적합한 수용개작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개발
위원회가 2015년에 기개발한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Manual for Clinical

3) 분과별 실무위원회 대상 교육과 자문
실무위원회는 개발된 매뉴얼에 따라 진료지침 개발을 진행하면서 권고개발 실무에의 적용

Imaging Guideline Adaptation) version 1을 바탕으로 하였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개발방법 및 시범연구 사례 등에 대하여 워크숍을 통해 교

방법론은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의 목적,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그룹의 구성, 수용

육을 받았다. 개발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모두 구성된 후 진료지침 개발의 목적, 수용개작

개작 프로토콜(flow chart), 개발단계별 상세 업무(task), 도구(tool) 및 작성양식을 주 내용으

개발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공유하였다. 주요 개발단계별(핵심질문 선정, 진료지침 선별,

로 한다. 최신 방법론 동향을 반영 영상진단 분야에 적절한 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 기존 개

근거표 작성, 권고문 초안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담당

발된 수용개작 개발방법을 개정하였고 이번 개정 프로토콜에는 기존 수용개작 방법론의 업

실무위원회별로 별도 회의 형태로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하였다.

데이트 및 신규직접개발(de novo) 방법론을 추가하여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 version 2”를 개발하였다(부록 1).

2.4.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

2.3. 자문위원회(consensus group)의 구성과 외부협력
자문위원회는 진료지침 내 포함되는 권고문을 작성하지 않으나, 개발된 진료지침의 최종

본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주요 가이드라인(ACR, RCR, 일본 임상영상가이드라인
등) 및 GRADE (the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검토한 후 자체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 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

사용자로 예상되는 임상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부록 4). 각 실무위원회가 작성한 핵심질문과
관련된 유관학회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여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외부협력은 실제 진료지
침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진료지침의 최종사용자로 예상되는 유관학회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consensus group)와 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그룹(실무위원회, 개발위원회) 간의 협력
을 의미한다. 외부협력은 핵심질문을 선정하는 단계(1단계)와 도출된 권고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6단계)에서 이루어졌다.

1) 근거수준 결정체계 검토
미국 ACR Appropriateness Criteria의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연구별로 연구 설계, 환
자선택, 참고표준검사의 선정 및 결과해석 등의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질을
범주화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반해 RCR Referral guideline과 일본 가이드라인은 연구 설계
를 중심으로 하는 Oxford Centre for Evidence-based Medicine의 결과를 차용하여 연구 설
계와 환자선택 및 참고표준검사를 중심으로 근거수준을 결정한다.

1) 핵심질문 선정에서의 외부협력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개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구성
한 핵심질문에 대한 검토를 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하였다. 문장형으로 구성된 핵심질문에 대
해 전문가가 자문하는 형태로 외부협력을 실시하였다.

2) 권고문에 대한 외부검토
최종 선정된 핵심질문에 대해 도출된 권고문을 최종화하기 위해서는 외부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질문별 권고문의 동의정도를 조사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자문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위원, 방법론 전문가 1인 이상으로 핵심질문의 해당
분과별 설문대상이 6 ~ 9명이 되도록 구성하며, 조사방법은 델파이 조사방법을 활용, 권고
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9점(매우 동의함)의 범주 내에서 응답
하도록 한다. 응답은 1점 ~ 3점이 동의하지 않음, 4 ~ 6점이 모르겠음, 7 ~ 9점을 동의함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설문은 핵심질문, 권고문 초안, 검사별 방사선량 정보, 권고등급, 근거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여 동의정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별도로 개발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문서 및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동의정도를 판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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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별 질 평가 요소 (8가지)

문헌별 근거수준 분류

1) 통계적 측정치의 불확실성 측정(또는 범위)

표 2. RCR Referral Guideline 및 일본 가이드라인 근거수준
분류

: SEs, CIs, p-values, 통계적 비교시험의 언급(t-test,
Fisher exact probability, Mann-Whitney U 등)
2) 전향적 연구
: 예, 자료 수집이 index test와 참고표준이 수행되기
전에 계획되었는지
3) 환자 모집이 체계적인지 또는 연속적으로 모집하
였는지
4) 참고표준 검사가 있거나 적어도 두 영상검사를
비교하였는지
5) 참고표준이 같은 방법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 well-designed study이며 공통적 비뚤

diagnostic criteria in series of consecutive

림에 대하여 설명함

Level Ⅰ

서 해석되었는지
* 참고표준이 없이 하나 이상의 검사가 비교된 경우,
모든 검사의 결과가 다른 검사의 결과를 알지 못한

patients
(with universally applied

reference gold

대부분의 공통적 비뚤림에 대하여 설명함

Level Ⅱ

☞ important study design limitations

Level Ⅲ

일관된 참조기준이 이용되고
맹검화된 횡단연구

(without consistently applied reference gold
standard)

Level Ⅳ

Level Ⅴ

참조기준이 일관되어 있지 않
고 또는 연구 대상을 연속적
으로 모집하지 않은 경우
증례

- Case-control study

대조연구,

참고기준이

정확하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 Poor reference standard

되어 있지 않은 연구
추론만 있는 경우(근거가 없

가 아니거나 연구디자인의 질이 떨어지거
나, 전문가 의견일치로 결론을 내림 등)

횡단연구의

systematic review

reference gold standard)

- Systematic review of level-Ⅲ studies

☞ 일차 근거로 유용하지 않음(임상연구

맹검화된

consecutive patients (with universally applied
- Systematic review of level-Ⅱ studies
- Study of non-consecutive patients

범주 3 : 3개 이상 ∼ 6개 미만

범주 4 : 2개 이하

일관된 참조기준이 이용되고

- Systematic review of level-Ⅰ studies
- Development of diagnostic criteria on basis of

☞ moderately well-designed study이며

립된 판독자가 있는지
7) Index test 결과가 참고표준 결과를 알지 못한 상
태에서 해석되었는지
8) 참고표준 결과가 index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

developed

standard)

범주 2 : 6개 내지 7개 포함

있는지 또는 각 시험을 위한 둘 혹은 그 이상의 독

Testing

일본 임상영상가이드라인

-

되거나 연구에서 각각의 영상검사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었는지
6) Index test에 둘 혹은 그 이상의 독립된 판독자가

영국 RCR
of
previously

범주 1 : 8개 모든 질 관련 요소를 포함

- Expert opinion

음)

상태에서 해석되어야 함

그림 6. ACR Appropriateness Criteria의 질평가 요소 및 근거수준 체계

※ Oxford Centre for Evidence-based Medicine 차용

2) 권고등급 체계 검토
권고등급

체계는

ACR

Appropriateness

Criteria의

경우는

근거수준과

이득과

위해

(risk-benefit) 비율을 고려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권고의 강도가 표시된다(표 5). RCR
Referral guideline은 근거수준을 기반으로 하며 권고의 강도나 방향성은 없다. 일본 임상영
상가이드라인의 경우는 근거수준을 기반으로 권고등급의 강도와 방향성을 표기하고 있다.

표 3.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기준
Rating

Category

1
2

Category definition
Under most circumstances, the study or procedure
is unlikely to be indicated in these specific clinical

Usually not
appropriate

3

settings, or the risk-benefit ratio for patients is
likely to be unfavorable, as shown in published
peer-reviewed, scientific studies supplemented by
expert opinion.
* harms or risks ≫ benefit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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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appropriate

The

study or procedure may be indicated in

certain clinical settings, or the risk-benefi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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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5

patients

may

be

equivocal

as

shown

in

published peer-reviewed, scientific studies,

6

supplemented by expert opinion.

7

* harms or risks ≈ benefits
The study or procedure is indicated in certain

8
Usually appropriate
9

(harm) (표 8) 그리고 국내의 수용성 및 적용성을 고려하여 권고의 강도와 방향성을 최종 결
정(표 9)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clinical settings at a favorable risk-benefit ratio

문헌별 근거수준
내 용
아래의 3가지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구

for

1) Good reference standard

patients,

as

supported

by

KCIG

published
1

Indicated

분류

또는 관리(management)에

A

기여함
- 영상의학자와 논의 후에

investigati
on

2) Consecutive patients study 또는 Blind

강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2

수행할 것을 강하게 추천함

specific
circumstan
ces

적절한
중등도 II

Level 2 수준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설계 및 비뚤림

위험이 중등도인 연구들로부터
추정된 결과이다

관찰한 비교연구 (전향적 코호트, 후향적 코
호트, Quasi-RCT)

프로토콜(locally agreed
protocols)에 따라 시행되어야

B

함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수행할

3

것을 추천함

* specialised: complex, time-

Without

consistently

applied

reference

standards

연구 설계가 부적절하거나, 비
낮음 III

뚤림 위험이 높은 연구들로부터
추정된 결과이다

Case-control study
4

Poor

or

non-independent

reference

standard

resource-intensive
- 임상의사의 설득력 있는

only in

interpretation
중재/참고표준 검사를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consuming,

Indicated

결과이다

1) Good reference standard

내용

시행되거나, 협의된
Specialised

험이 낮은 연구들로부터 추정된

관찰한 무작위임상시험연구, 단면코호트 연구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

일본 임상영상가이드라인

내용
- 해당 검사방법이 임상진단

높음 I

중재/참고표준 검사를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표 4. RCR Referral Guideline 및 일본 가이드라인 권고등급
영국 RCR

적절한 연구 설계 및 비뚤림 위

3) Blind interpretation
Level 1 수준의 체계적 문헌고찰

* harms or risks ≪ benefits

분류

종합 근거수준(핵심질문별)
의미

2) Consecutive patients study

peer-reviewed scientific studies, supplemented by
expert opinion.

등급

5

매우낮음
IV

Expert opinion

연구 설계가

부적절하거나 비

뚤림 위험이 높은 연구들로부터
추정된 결과이다

사유가 있거나, 영상의학자가
해당 검사방법이 진단 또는

그림 7. ‘한국형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의 근거수준

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함

C1

과학적 근거가 없으나, 수행할
것을 추천함

* 단, 임상적 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결되는 것인

표 5. 한국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의 권고 고려 요인

Not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
- 해당 검사방법이 적합하지

indicated

않음

C2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수행하지 않을 것을 추천함

고려요인
1. 근거수준
(level of
evidence)

3)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의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 체계
2. 이득

정하였다. 근거수준은 문헌별로는 연구 설계와 각 연구별 비뚤림 위험을 고려하고, 핵심질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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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별로 종합적인 근거수준(4단계)을 내림
- 높음(I), 중등도(II), 낮음(III),매우 낮음 (IV)
진단정확성

국외 가이드라인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체계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

문별 종합 근거수준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권고등급은 근거수준과 이득(benefit) 및 위해

내 용

임상적 유효성
- 임상적 예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치료효과, 치료방향의 변화 등
- 불필요한 자원 이용의 감소 : 재원일수 감소, 침습적인 수술 또는 시술(검사)
의 감소, 인력/비용/시설 이용 등의 감소 등

- 18 -

환자 만족도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방사선량 : 무증상, 소아, 임산부 등 고려가 필요한 대상 집단의 경우만 고려
함

개발된 근거기반 임상영상가이드라인에 사용된 방사선량의 상대적 수준과 예시는

검사(시술) 조영제 관련 부작용

3. 위해
(harm)

2) 방사선량 정보의 표기

아래의

침습적인 검사(시술)의 경우 합병증, 부작용 등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권고문에서 권고 고려사항 중 방사선량 항목에 권고에서 언급된

자원이용 증가

임상영상 검사별로 검사명과 해당되는 선량을 symbol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다.

- 불필요한 자원 이용의 증가 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환자 만족도 또는 삶의 질 감소 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표 7. 방사선량의 상대적 수준과 예시
표 6. 한국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의 권고등급 체계
방사선량의 상대적 수준

Symbol
Grading

내용

의미

0
A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0

초음파 검사,

C

어 시행할 것을 권고함

Chest PA, Plain

radiography,

Mammography

해당 중재(검사)의 원하는 효과에 대한 근거는 중등도와

(조건부)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
고함

충분한 사이임. 중재(검사)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전문

IVU, UGIS, Low dose chest

1~5 mSv

가 판단에 따라 특정개인에게 시행할 것을 권고함
해당 중재(검사)의 원하지 않는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

CT,

Brain CT, Brain CTA
Routine

>5 ~10 mSv

가 있어,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시행하지 않는 것

Chest

CT,

Abdominal

CT, Coronary CT

을 권고함)
3 Phase dynamic CT (abdomen)

> 10 mSv

해당중재(검사)의 효과가 있다거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
I

MRI

해당 중재(검사)는 원하는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
< 1 mSv

B

예시

(Relative Radiation Level, RRL)

권고 없음

는 불충분하고,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no recommendation)

해당중재(검사)의 효과에 대한 확신도가 매우 낮아 권고등

MRI,

급결정자체가 의미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Computed(Computer) Tomography; CTA,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Magnetic

Resonance

Imaging;

IVU,

intravenous

urography;

UGIS,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CT,

2.5.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방법론(프로토콜)의 개정
2.5. 방사선량 평가 및 표기

1) 방법론 개정 사유 및 개정 방향
2015년 개발한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

1) 방사선량 평가에 대한 개요

다양한 영상검사의 다양한 방사선량에 대한 상대적 수준(Relative Radiation Level, RRL)이

version 1,0을 바탕으로 개발

위원회의 논의 및 방법론 자문을 통해 개정하여 version 2.0을 개발하였다(부록 1).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다. RLL은 유효선량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으며 유효선량은 한

매뉴얼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첫 번째 이유는 수용개작으로 개발할 수

영상검사와 관련한 인구 전체의 추정 방사선 위험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mSv의 단위를 사용한

없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진료지침 개발의 효율성과

다. 하지만 이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다른 위험도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근거기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 개발의 큰 원칙은 수용개작으로 하는 것에 변함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한 방사선량의 상대적 수준은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은 없으나, 지침 선별과정에서 적절한 권고를 포함하지 않아서 선정된 진료지침이 없는 경

Ⓡ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 Royal College of Radiologists. iRefer 7th edition, 서호주의
Diagnostic imaging pathways에 사용된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의 문헌들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에는 신규직접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방법론적 엄격성을 검토하여 최신의 변경내
용을 반영하고 실무위원회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선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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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이드라인 개발방법

2) 주요 개정 내용
첫 번째, 수용개작으로 개발하기 힘든 경우 즉, 문헌 선정과정에서 최종으로 핵심질문에 적
절한 진료지침이 없는 경우는 신규직접 개발을 검토한다. 신규직접 개발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PubMed (Medline), Embase, Cochrane 과 같은 국외 주요 데이터
베이스와 KoreaMed 등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문헌 선정 단계는 진료지침 선정단

3.1 개발방법의 특징
1) 근거기반 진료지침 개발의 단계에 따른 연구의 진행
다음과 같은 근거기반 진행 과정을 따라 가이드라인 개발 진행

계와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진료지침의 질 평가 대신 문헌의 근거수
준 평가 즉 5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두 번째, 진료지침의 질 평가 시 실무위원도 참여하게 하였다. 1차년도 개발 시에 진료지
침의 질평가를 소수의 개발위원만 참여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개발의 효율성이 떨
어졌고, 진료지침의 질 평가 과정 자체가 가이드라인 개발방법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개발위원과 실무위원이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진료지침 당
3명의 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는 1차례 워크샵에 참석하여 이론
과 실습을 수강한 후 진료지침 질 평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지침 검색원으로 이용된 문헌데이터베이스 중 국내 KGC (Korean
Guideline Clearinghouse)가 2015년 7월 사업종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되어 삭제하였고, 최신
성 검색과 관련해서는 검색원, 검색방법, 검색기간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마련
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전문가 합의도출 시 합의도와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2차 재조사 여
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매뉴얼 개정 사항은 실무위원회 대상 총 4차례 워크샵에서 단계별로 개정된 절차
에 대해 소개 및 교육하여 2017년 권고개발 과정에서 반영되었다.
그림 8. 근거기반 임상영상가이드라인 개발과정 진행 과정 요약

2.6. 개발과정의 투명성 확보
1) 개발 기금

2) 영상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프로토콜 마련 등 기획

본 가이드라인은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자금지
원단체의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최종 권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독립적으로 개발되었

- 국내 기개발 가이드라인 조사 및 분석
* 대한의학회 등록 가이드라인, 대한영상의학회 등록 가이드라인 등 포함하여 가이드
라인을 조사 하고 분석한다.

다.

- (전문가 실무위원회) 영상의학과 분과별 9개의 실무위원회와 치과 1개 실무위원회 구
2) 이해관계선언

성, 각 분과별 4명 이상의 실무팀 구성

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임상진료지침과 관련된 특정 기관이나 연구 관련자

- 이전 수용개작 프로토콜 검토 및 개선

와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서명을 통해 이해상충선언을 하

- 가이드라인 개발 범위와 핵심질문(25개 + 치과 2개) 선정

였다. 즉,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이 연구와 관련되어 이해

- 문헌 검색과 선별, 평가 등 상세 De Novo 개발 프로토콜 마련

상충 관계(COI: 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하지 않았다(부록).
3) 실무위원회에 대한 방법론 및 프로토콜 교육
- 방법론 및 프로토콜 교육 내용 개발
- 실무팀 대상 방법론 및 프로토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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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라인 개발

5) 실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평가시스템 마련

가. 가이드라인 개발 범위와 핵심질문(26개 + 치과 2개) 선정

- 가이드라인 배포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 마련 및 배포

- 실무위원회 1차 Kick off 회의를 통하여 진료지침 개발 단계와 일정을 소개

- 가이드라인을 배포 후 적용 여부 평가 시스템 로드맵 마련

- 2015년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검토
6)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개발 프로토콜 반영)

- 핵심질문 선정
* 국내 기개발된 가이드라인과의 중복성 확인
- (전문가협의체) 핵심질문별 전문 임상과 분야를 포함하여 구성

가. 1단계: 핵심질문 선정

대한의학회와 핵심질문관련 있는 전문분야별 전문 임상과 학회나 분과학회를 포함하는

- 최종 권고안은 핵심질문을 근거로 도출한다. 핵심질문은 영상의학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된 실무위원회에서 PICO형태로 1차 작성하였다. 개발위원회는 작성된 PICO를 바탕으로 문

- 각 실무팀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 핵심질문 선정

장형 핵심질문을 작성하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다. PICO 구성 시 영상검사 및 중재법에
해당하는 I(Intervention)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검사법으로 구체화
하지 않더라도 연관된 검사법을 모두 서술 정의하였다. 실무위원회와 개발위원회의 논의를

나. 근거 또는 지침의 검색과 선정
- 결정된 핵심질문별 검색식 설정

통해 문장형 핵심질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개발팀의 이전 진료지침, 문헌, 한국 문헌 검색 및 실무팀에 대한 기술적 지원

- 각 분과별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질문 2-3개를 선정하였다 총 27개(치과 2개 포함)의

- 근거 또는 지침의 검색과 선정

핵심질문이 선정되었다.
- 개발위원회에서 권고 개발 가능성 검토 후 피드백을 하였고 수정 후 유관 전문학회 자문
을 실시하였다.

다. 근거 또는 지침의 질 평가
- AGREE 나 QUADAS 도구 등 문헌이나 지침의 내용에 맞는 방법을 사용

- 유관학회에서 추천받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개발과정에서 반영하였다.

나. 2단계 : 진료지침 검색

라. 핵심질문별 권고문 초안 작성
- 기존 국내·외 근거수순 결정체계와 권고등급 체계 검토 및 가이드라인에 적용

진료지침 검색은 PICO 중 P와 I만을 활용하여 검색의 민감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수행하였

- 근거표 요약

다. 개발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검색전략을 구성하고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

- 방사선량 평가 및 표기

을 수행하였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국외 DB(Ovid-medline, Ovid-embase, NGC, G-I-N)와

- 델파이 방법을 통한 최종 권고 생성

국내DB(KoreaMed, KMbase, KoMGI, KGC)를 모두 포함하여 최종 권고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색전략 및 결과를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누락된 주요 가이드라

진료지침 초안 작성

인은 수기검색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최종 검색전략과 검색일자, 검색자 등의 정보를 기록하

1. 확정된 권고안의 요약(표) 제시

여 재현가능성을 높였다.

2. 개발과정 및 방법에 대한 기술
3. 근거 또는 배경에 대한 서술
4. 근거의 제시

다. 3단계 : 검색 진료지침 선별
최종 검색된 진료지침 선별과정은 임상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각 분과 실무위원회에서

5. 방사선량 평가 및 표기

실시하였다.. 문헌 선별 기준으로 1차 선택/배제, 2차 선택/배제를 각 개별 문헌 당 2인이 검

6. 요약 및 별첨자료 제시

토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1차 선별은 문헌의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여 2인 이상 수행하였

마. 개발된 가이드라인 확정을 위한 외부검토 및 승인
- 전문가협의체 및 이해당사자 포함 토론회 실시

고 2차 선별은 1차 선택된 문헌의 원문을 검토하고, 배제 시 배제사유를 기입하였다. 두 차
례의 선별과정 모두 검토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과정을 거쳤다.

- 외부 검토 및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승인 신청

- 23 -

- 24 -

라. 4단계 : 진료지침 평가
2차 선별과정에서 선택된 문헌은 문헌 질평가 대상문헌으로 하였다. 2차 선택된 문헌 중

사. 7단계 : 권고문 최종안 도출

진료지침 형태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며, 평가도구는 한국형 버전인 K-AGREE II를 이용하였

컨센서스 그룹을 구성하여 권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다. 컨센서스 그룹의 구성은 영상

다. 한 문헌 당 3인 이상의 평가자가 해당 과정을 수행하고 평가자는 개발위원회와 실무위

의학분야 전문가, 영상진단가이드라인의 유관학회(End-user), 연구방법론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핵심

원회가 3인 1ㅣ조로 시행하였다. 질평가 시 평가 결과의 재현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별 권고문, 권고등급, 근거수준에 대한 동의 정도는 1(전혀 동의하지 않음)~9(매우 동의함)점으

평가 항목 당 1 ~ 7점으로 하였으며 사유를 기입하여 . 평가자 간 동일항목 내 점수가 4점

로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조사방법은 델파이 기법을 차용하며, 총 2회 실시 후 최종 권고문을 확정

이상 차이 날 경우 재검토과정을 거쳤다. 평가결과 영역별 점수 중 ‘개발의 엄격성’이 50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8)전문가 합의방법’에 기술).

점 이상인 진료지침을 권고 및 근거정리 대상 진료지침으로 정하였다. 최종 평가결과는 실
무위원회에 제공하고, 질 평가 결과가 낮더라도 관련 진료지침이 현저하게 적거나 국내개발
지침인 경우 등 권고 및 근거정리를 위한 지침으로 최종선정 될 수 있는 것을 교육하였다.

아. 8단계 : 외부검토 및 임상진료지침 승인
최종 권고문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검토 관련하여 임상의사, 시민, 환자단체, 언론, 유관

학회, 질병관리본부 등을 초청하고 환자의 관점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반영, 외부검토, 실행방안
마. 5단계 : 권고 및 근거정리, 권고문 초안작성
실무위원회에서 진료지침 평가가 완료된 지침의 권고 및 근거를 핵심질문별로 정리하고,
권고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권고정리는 핵심질문 별 권고의 내용과 고유 권고등급을 정리하

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목적으로 공개 발표회를 진행하였다(총 43명이 참여). 그 후 대한내과학
회의 외부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의견 수렴 및 수정을 완료한 후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 승인을
요청하였다.

였다. 권고정리 시 진료지침의 최신성 및 수용성,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권고들을 국내 상황
과 비교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실제 적용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
서 지침 또는 개별연구를 별도로 검색하였고 근거정리는 핵심질문 별로 권고와 관련된 개별
문헌을 정리하고 우리 연구에서의 근거수준(KCIG)을 부여하였다. 기본 서지정보 및 대상자
수, 연구유형, 연구결과, 근거의 질 등급을 항목으로 하고, 5가지 항목(reference standard 유
무, 연속적 환자 모집 여부, 판독의 맹검화 여부, 체계적 문헌고찰 여부, case-control 연구
유형 여부)을 검토하여 근거수준(KCIG)을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개별문헌의 근거수준 평가를 위한 근거등급(KCIG)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Oxford
Centre for Evidence-based Medicine의 기준을 차용한 일본 JRS와 미국 ACR의 지침은 본
연구의 근거등급 체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영국 RCR의 경우 개별문헌에
대한 근거수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핵심질문별 권고문만이 활용가능하다.
개별문헌들의 근거수준 평가 후 핵심질문별 종합 근거수준을 결정한다. 종합근거 수준은
높음(Ⅰ)-중등도(Ⅱ)-낮음(Ⅲ)-매우낮음(Ⅳ)으로 결정하였다.
권고문 초안은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문, 근거의 요약, 권고 고려사항,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각
권고문은 권고등급(recommendation grading)과 종합 근거수준을 포함한다. 권고등급은 A, B, C, I로
구성되며 권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근거수준은 권고의 강도를 나타낸다. 권고 고려사항에는 이득
과 위해,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 검사별 방사선량을 내용으로 한다.

바. 6단계 : 권고문 합의 및 권고등급 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문 초안은 개발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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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공개 발표회


로, 핵심질문의 해당 분과에 따라 8~17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핵심질문, 권고문 초안, 검사별 방사선량 정보, 권고등급, 근거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동의정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별도로 개발과정을 단계별

일시: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5시- 8시

로 정리한 문서 및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동의정도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

장소: 서울성모병원 106호 회의실

다. 설문지는 분과별 핵심질문에 따라 권고된 권고문에 대한 동의 정도로 1~9점 범주를 가

주최: 대한영상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평균점수 1~3점은 동의하지 않음, 4~6점은 모르겠음, 7~9점

발주기관: 질병관리본부

은 동의함으로 사전 정의하였다. 설문결과의 요약 통계량으로 권고문에 대한 동의점수의 평
균을 사용하였고, 권고문별 동의 정도 확인을 위하여 변이계수(coefficient variation, CV)를

프로그램

산출하였다.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동의 정도가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변이계수가 0.5 미
만은 2차 조사 불필요, 0.5~0.8은 안정적이나 2차 조사 여부는 연구진 내에서 유동적으로 논

17:00 ~17:10 인사말씀 ---------------- 이영성(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의 후 결정, 0.8 초과는 추가 설문이 필요한 것으로 사전 정의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약 2주의 기한으로 수행되었으며, 수합된 설문지의 결과요약을 통해 2차

좌장 백정환(울산의대)
17:10 ~ 17:25 가이드라인 개발 취지 및 방법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차 설문조사 역시 조사 방법 및 설문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1차
설문 대상자의 응답 분포(최솟값,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 최댓값) 및 동의점수의

---------정승은(가톨릭의대)
17:25 ~ 17:40 가이드라인 개발 결과 ------------- -----하은주(아주의대)
17:40 ~ 17:50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최미영(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균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피설문조사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되었으며, 이메일 설문지 전송과 동시에
전화요청을 통해 설문지 회수율을 높였다.

17:50 ~ 18:20 휴식
18:20 ~ 19:40 지정토론 
이유경(순천향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양현종(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문석환(가톨릭의대 흉부외과 교수)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진한(동아일보 기자)
최윤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
이현구(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 과장)
19:40 ~ 20:00 종합토론 (20분 )
20:00 폐회


8) 전문가 합의 방법: 델파이 조사 방법 활용

그림 9. 델파이 설문조사 구성도

가. 외부 전문가 동의도 조사방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의 마지막 과정인 최종화를 위해 외부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핵심
질문별 권고문의 동의 정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의 경우
분과별 학회 추천 전문가 2인 이상, 개발위원회의 위원, 그리고 방법론 전문가 2인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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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1차 안내문

그림 12.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2차 안내문

그림 11.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설문지 구성 예시: 개인별로 조사지 구성)

그림 13. 전문가 델파이 2차 설문조사
(설문지 구성 예시: 익명조사가 원칙이므로 개인별 발송, 전체점수와 개인 부여 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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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복부

유관학회

방법론

영상의학

N

전문가

전문가

3

2

5

10

5

2

5

12

5

2

5

12

6

2

4

12

3

2

5

10

5

2

5

12

10

2

5

17

3

2

5

10

2

2

4

8

임상 전문가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총 (N)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소아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소아재활발달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

서울백병원 비뇨기과
강남세브란스 비뇨기과
아주대 의대 산부인과
대한심장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그림 14. 전문가 델파이 2차 설문조사지 의견란 예시(설문지 구성 예시: 익명조사가 원칙이므로 개인별 발송)

심장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증학회
(을지병원 흉부외과 )

1차 조사 시 받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권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

고문에 ‘반영/또는 비반영’으로 반영여부와 의견/수정부분을 표시함. 수정된 권고문 전문
을 2차 조사 시 별첨으로 첨부함. 추가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워크샵 및 전체 발표회

유방

(10월 24일)에서 논의 후 최종 권고문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렸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

흉부

나. 전문가 동의도 조사 결과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을지병원 흉부외과 )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

(1) 조사결과 개요

대한응급의학회

9개 분과의 26개 핵심질문에 대한 총 61개 권고문이 개발되었다. 최종 선정된 핵심질문

대한신경외과학회

에 대해 도출된 권고문을 최종화하기 위하여 총 2회에 걸친 전문가대상 델파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권고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동의정도를 제시하였
다. 설문문항의 동의 정도는 1점에서 9점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결과에서 나

대한정형외과학회
근골격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타난 평균 점수에 따라 “매우 동의하지 않음(1~3점)”, “모르겠음(4~6점)”, “매우 동의함

대한재활의학회

(7~9점)”으로 재범주화 하여 권고별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권고문별로 내용적으로 평가

대한통증의학회

가능한 임상전문가 외부위원을 최대한 배정하였고, 항목별로 최소 8명에서 최대 17명까지
분포하였다. 분과별로 영상의학회 외로 약 50% 이상의 비율로 외부 위원을 배정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치과 분과는 권고문 및 권고등급 작성 일정에 차이가 있
어 델파이는 참여하지 않았고 추후 자문을 통해 외부의견을 수렴 할 계획이다.
표 8. 델파이 전문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문위원회 위원 수

신경
두경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갑상선 대한갑상선학회
(2) 1 차 조사 결과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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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분과의

8개

권고문

및

권고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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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의점수(표준편차)

범위는

7.11(1.05)~8.00(0.71)이고 CV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0.5미만으로 나타났다, 소아 분과의 6개

기타의견은 명확한 표현이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문구 수정이나, 문헌 검토 내용의 보완

권고문 및 권고등급에 대한 동의점수(표준편차) 범위는 6.33(2.83)~8.22(0.83)이고 CV점수는

이 가장 많았고, 일부 권고 등급의 변경에 대한 제언, 검사시행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모든 항목에서 0.5미만으로 나타났다. 비뇨 분과의 6개 권고문 및 권고등급에 대한 동의점

의미를 가진 권고등급 ‘C’의 문장의 경우에는 임상현실을 반영한 등급 조정에 대한 외부

수(표준편차) 범위는 6.33(0.87)~8.40(0.97)이고, CV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0.5미만으로 나타났

전문가의 의견이 다시 제안되었다. 1차 의견 취합 시 나온 의견을 실무위원회에서 고려하여

다.

범위는

반영 혹은 비반영을 결정하고 권고문을 수정하였으며, 2차 조사 시 수정된 권고문에 대한

5.64(1.63)~7.73(0.79)이고, CV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0.5미만으로 나타났다. 흉부 분과의 6개

추가 의견은 현저하게 감소를 보였다. 의견을 비반영한 경우의 사례를 분석하면, 권고대상

권고문 및 권고등급에 대한 동의점수(표준편차) 범위는 6.80(1.75)~8.20(1.03)이고 CV점수는

이나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근거와 달리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실행하고 있다

모든 항목에서 0.5미만으로 나타났다. 유방 분과의 10개 권고문 및 권고등급에 대한 동의점

는 의견, 근거를 제시하기 힘든 주관적 의견 등에 해당하였고 비반영으로 결정한 사유를 기

수(표준편차) 범위는 6.70(1.57)~8.20(0.79)이고, CV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0.5미만으로 나타났

재하여 델파이조사 시 자문위원에게 회신하였다.

다.

심장

갑상선

분과의

분과는

5개

7개

권고문

및

권고문

및

권고등급에

권고등급에

대한

대한

동의점수(표준편차)

동의점수(표준편차)

자세한 결과는 부록 3에 정리하였다.

범위는

4.75(2.43)~8.25(1.04)이고, CV점수는 대부분에서 0.5미만이었으나 한 개 권고문 및 권고등급

표 9. 분과별 델파이 참여 위원의 기타의견수

에서 0.51로 나타났다. 신경두경부 분과는 7개 권고문 및 권고등급에 대한 동의점수(표준편
차) 범위는 6.78(1.20)~8.22(1.09)이고, CV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0.5미만으로 나타났다. 근골격
계 분과의 6개 권고문 및 권고등급에 대한 동의점수(표준편차) 범위는 5.14(2.57)~7.64(1.15)이
고, CV 점수는 대부분에서 0.5미만이었으나 한 개 권고문 및 권고등급에서 0.5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 3에 정리하였다.
(3) 2차 조사 결과
재조사 여부 결정의 기준으로 고려한 CV값은 대부분의 문항이 0.5미만이어고, 0.5 이상인
일부 권고문이 있었으나, 재조사를 할 정도의 큰 불일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0.5이

복부 분과
소아 분과
비뇨 분과
심장 분과
흉부 분과
유방 분과
갑상선 분과
신경두경부 분과
근골격 분과

1차 조사
1차 기타 의견 수 반영건수
5
2
3
1
12
7
9
9
5
5
8
4
12
10
7
7
11
10

2차 조사
2차 기타 의견 수 반영건수
1
1
1
0

1*
0

0*

5

2

상이면서, 평균 6점 미만인 항목 또는 권고문의 주요한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만 재조사를

* 핵심질문 3의 기타 의견 수 추가필요

실시하였다. 근골격분과의 경우는 핵심질문 3에 대한 권고문 1의 동의점수(표준편차)는

※ 현재 취합된 내용 반영하여 표2 구성(비뇨, 심장, 갑상선, 신경두경부 분과는 10/26 이

5.14(2.57)이고, CV점수는 0.50이었고, 핵심질문 3에 대한 권고문 2의 동의점수(표준편차)는

메일 송부한 것으로 확인)

5.86(1.88)이고, CV점수는 0.32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정의한 기준과 비교할 때 높지 않았으
나, 동의점수 평균이 6점 미만으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을 반영한 권고문 수정이 주요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2차 델파이 시 동의점수에 대해 재조사를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를 통해 핵심질문 3에 대한 권고문 1의 동의점수(표준편차)는 6.00(1.96)으로 갱신되었으나
동의정도가 ‘모르겠음’으로 나타났으며, CV점수는 0.33으로 낮아져 동의정도가 높아진 것
을 볼 때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핵심질문 3에 대한 권고문 2의 동의
점수(표준편차)는 7.14(0.96)으로 갱신되어 ‘매우 동의함’으로 나타났고 CV점수는 0.13으로
낮아져 동의정도가 높아진 것을 볼 때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4. 실제 가이드라인 적용(implementation) 여부 평가시스템 마련
1) 실제 가이드라인 적용(implementation) 여부 평가시스템 마련
임상현장에서 생성된 근거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지식이 되고, 다시 현장에 적용
되어 새로운 근거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상진료지침의 확산 및 실행에는 현실
적으로 다양한 장애요인(barrier)가 존재하며, 임상진료지침이 실제 적용되어 진료행위의 변

갑상선 분과는 CV가 0.51인 항목은 있었으나, 평균점수는 4.75이었으나 권고문이 주요하

화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진료지침개발 건수가 증가한 만큼 실제 임상 현장에의 적용

게 수정된 정도는 아니므로, 개발위원회 검토 후 재조사는 하지 않고 수정된 권고문에 대한

이 증가했는지와 지침의 적용이 실제 환자 건강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 3에 정리하였다.

가 있다. 영국의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SIGN, WHO 등 지
침 관련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임상진료지침의 적용 개발과정에 못지않은 필수적인 요

(4) 기타의견 취합 및 반영

소로 간주하고 있다(NICE, 2012; Schunemann et al, 2014).

분과별 기타의견은 다양하게 취합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시 취합된 기타의견은 2차 결
과 회람과 함께 반영/비반영여부에 대해서 기재하였고 비반영하는 경우는 사유에 대해서 제

가. 확산 및 적용 촉진 전략

시하였다(표 5,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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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확산에도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배포

웹과 모바일 버전으로 구축해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고, 환자용과 임상전문가

나 전통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자료 제작, 특히 환자/소비자 대상

용을 고려중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

으로는 쉬운 용어를 활용한 검사 설명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

지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모바일이나 Web을 활용한 접근성 향상 전략을 모색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적용 도구는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
CDSS)으로, 이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진단이나 치료와 관련된 임상적 의사결정을 개선하
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CDSS 시스템이 병원에 많이 보급된 전자의무
기록시스템에 적용될 때 가장 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미국 ACR에서
개발한 웹기반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화면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 또는 조건을 입력하
면 추천 가능한 임상영상별로 근거수준, 방사선량, 비용 등 적절성에 대한 근거기반의
권고를 개인 환자별로 적용가능한 형태로 보여준다.

그림 16. 대한영상의학회 모바일 버전 Application 프로토타입 화면(1)

그림 15. 미국 ACR의 웹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화면

- 확산과 적용 촉진을 위한 프로토타입 Application에 정보제공 예정
대한영상의학회의 진료지침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모바일 버전
의 Application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기존 2015년과 2016년에 개발된 52개 권고문에
대해 시범적용한 화면이다. 2017년 본 가이드라인에서 개발되는 최종 확정 권고문의 내
용 정보를 해당 Application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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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한영상의학회 모바일 버전 Application 프로토타입 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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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안 되는 것이 많음. 가급적 급여대상인 경우가 평가하기 용이
가급적 영상검사법 비교 가능하면 좋음
-예) 심장분과 권고 3-1. 관상동맥재개통술을 고려하는 허혈성심질환 환자에게 지연증
나. 영상가이드라인 적용성 평가 로드맵

강심장 MRI를 권고한다(권고등급 A, 근거수준 I)

본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에서 최종 도출된 권고문들을 검토하여 향후 가이드

:

라인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의

☞ 관상동맥재개통술을 받은 환자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관상동맥재개통술 시술 전
에 지연증강심장 MRI를 받았는지 청구자료를 통한 빈도를 조사

‘적용성 평가’라 함은 권고의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 정도를 말하며, 이와 함께 환자에

② 조사방법으로 가능한 권고문

미치는 임상적 효과, 경제적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 설문조사(임상전문가, 환자/소비자)
③ 병원자료(의무기록) 조사
- Reporting system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연구가능
○ 3 단계: 모니터링 단계에서 획득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임상적 효과성 특히 환자의
이득(benefit)과 위해(harm)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다.
○ 4 단계: 3단계에서 임사적인 효과성이 확인된 경우 중 가능하다면 실제 병원자료 혹은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비용 부담(재정영향) 또는 비용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사례는 비용자료 구득 가능성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
○ 5 단계: 임상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이 5 가
능하다. 정책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가이드라인 개발 성과 및 고찰
5.1. 개발 성과
그림 18. 가이드라인 보급 이후 적용성 평가방안 로드맵

1) 방법론 개정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라도 한번 확정된 방법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방법론의 발전에 따라

○ 1 단계: 개발된 권고문들을 검토하여 적용가능성이 높은 권고를 선별한다. 권고등급이 높

개정된다(6-8) 따라서 최신 방법론 동향을 반영하여, 영상진단 분야에 적절한 임상진료지침

거나 대상자나 중재가 명확하고 임상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권고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방법 기존 개발된 수용개작 개발방법을 개정하였고 이번 개정 프로토콜에는 기존 수용

선별된 권고들은 유관학회와 협력하여 맞춤형 보급 및 확산자료를 제작한다. 기본적으로

개작 방법론의 업데이트 및 신규직접개발(de novo) 방법론을 추가하여 “근거기반 임상영상

임상전문가용 및 환자용 자료 제작을 고려한다.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 version 2”를 개발하였다(부록 1). version 1에서 미비했던 최신성

○ 2 단계: 보급 및 확산 이후 필요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새로운 권고에 대한

검색 지침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기존 지침이 없을 경우 신규직접 개발하는 방법의 서

보고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용 준수(순응도) 모니터링을, 없는 경우에는 적용 현

술, 질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실무위원의 참여를 명시했다. 또한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강화

황을 모니터링 한다.

를 위한 전문가 동의조사 부분(델파이 기법 활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수정된 매

자료를 이용한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 세가지 중에서 결정한다.

뉴얼은 실무위원회 대상 워크샵에서 발표하고 자료로 제공되었다.

① 청구자료분석을 통해 사용량의 변화 확인 가능한 권고문
- 환자정의가 조작적으로 가능 (상병코드, 처치 받은 것 기준)
- 해당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지 여부 (급여대상인 경우, 건강보험 청구자
료 활용가능. 아닌 경우, 원내 의무기록 활용해야 함)
- 실무위원회 확인 필요: ‘건강보험요양급여’ 항목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판단

Ÿ

가이드라인 개발 시 방법론적 지원 강화
대한영상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5년부터 공동으로 "근거기반 임상영상가이드라

인"을 개발을 시작하였다. 국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 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법
론적 엄격성, 다학제성, 개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7), 현재 대부분의 국내 임상진료
지침은 임상학회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법론적으로 엄격성을 보완하기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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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8). 따라서 2015-2016년 1년간 개발 당시부터 임상적 전문성에 대해서는 학회 중심으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보급과 확산을 강화하고,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확산전략과 적

로, 근거기반 방법론의 적용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했다(10).

용성 평가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보급 및 확산은 보도자료, 학술논문 발간, 국

국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국제 심폐소생술협회의 경우는 방법론 전문가팀인 GRADE 그

내 및 국제 학회의 발간, 유관학회와 협업을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한영상의학회

룹과 협업 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각국에서 추천된 약 270명의 실무진이 근거평가

에서 개발한 Application에 컨텐츠로 탑제하면 확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방법론을 습득하도록 한다(6). 본 연구에서는 핵심질문이 총 10개 분과(치과 포함), 약 40여

다.

명의 대규모 실무위원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2세부를 담당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의 역할

대한의학회 인증기준으로 활용되는 진료지침의 질 평가 도구인 AGREE Ⅱ 에서 적용성 부

중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실무위원들의 이해와 문헌검색,

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이 있다.

근거의 질평가 같은 방법론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과정 자체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계

① 진료지침은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서술하고 있다.

별로 집중적인 대면교육과 분과별 상황에 맞는 자료제공, 방법론에 대한 자문과 도구제공을

② 잔료지침은 권고안이 의료현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과 도

적시에 하는 것이었다.

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발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방법론과 서식을 각 실무위원회에 배포하고

③ 권고안 적용 시 필요로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의 영향과 의미가 고려되어야

개발단계별로 수차례 공동워크샵을 실행하였고, 개발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과별 자문을 통
해 실무위원들이 개발과정을 숙지하고 공통된 양식과 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다.
④ 진료지침은 수행 정도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처음 경험하는 위원이 많아서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전체 교육을 제

2015년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우수 진료지침으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적용성 부분

공하고, 이후 주요 개발단계별로 진행한 주제별 워크숍 운영 및 자료를 배포했다. 또 이번

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었다. 적용성에 대한 평가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워크샵에서 방법론 교육 시에는 방법론전문가 뿐만 아니라 개발실무 경험이 이미 있는 개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위원이 강의 및 실습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위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에서는 적용성 평가에 대한 로드맵을 기획초기부터 구상하여 전략을 제시하였다.

Ÿ

따라서 2017년도 가이드라인 개발

다학제적 접근의 강화

신뢰도 높은 가이드라인의 특성 중 중요한 요소는 다학제성이다(7). 그러나 임상영상가이드

5.2 향후계획 및 발전방안

라인은 포괄하고 있는 질병범위, 즉 개발범위가 매우 넓어서 한 핵심질문 당 여러 임상과가

근거기반 임상영상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 개발은 환자나 소비자, 임상현장의 전문가 의견

참여하는 다학제 개발이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기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

을 받아들여 개발될 예정이다. 그런 경우, 국외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국내 상황에 맞는

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핵심질문 단계에서 좀더 많은 수의 외부 임상전문가를 학회

핵심질문을 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용개작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날 수

추천으로 참여시켜 자문을 받고, 권고문 합의 단계에서는 추천을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수

있고 이번에 확정한 신규직접 개발의 방법론이 더 강화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발

의 임상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전문가 수는 2015년 당시 14개 학회 22명

된 권고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근거를 검토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에서 2017년 19개 학회 43명으로 확대되었다. 요청학회에서 공식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도

한편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보다 적극적인 국내확산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실무

있었으나, 개발위원회 추천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였기 때문에 좀더 많은 수의 전문가를 포

위원회별로 논문발간을 장려할 예정이며,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Application 개

함시킬 수 있었다.

발과정에 협력해서 본 가이드라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동의도 조사시 델파이기법을 차용하되, 합의도에 대한 정의를 사전의 확정해

가이드라인의 개발범위가 크다는 점은 장점이자 활용에는 제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 2차 조사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점수 자체보다는 전문가들이 기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발된 로드맵을 활용해서 적용가능성이 높은 권고의 선택과 해당 권고와 관련된 유관 최종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했다.

사용학회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실질적인 교육자료와 도구의 배포, 적용성 평가

그 결과,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다양한 임상현장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실무위원회는

를 위한 임상자료 수집 등을 실행해가고자 한다.

이를 검토한 후 권고문에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공개발표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비자
등이 참여해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이는 다시 권고문 수정에 반
영되었다.

5.4. 결론
2017년도 근거기반임상영상가이드라인은 기존 1차년도 개발 시 방법론적 약점으로 지적되었

Ÿ

적용성(Applicability)의 평가 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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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다학제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적용성 평가 계획의 수립에 대한 보완 및 대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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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 다학제성은 보다 많은 외부 임상전문가를 개발초기부터 권구문 초안 및 외부검토
까지 단계별로 계속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개발표회를 통해서 방법론적 점검,
개발과 적용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향후 가이드라인 개발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될것으로 본다.
적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엄격한 방법론적 토대하에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방법론적인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으로부터의 개발지원 역시 가이드라인개발의 투
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개발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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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거기반 임상영상가이드라인 권고문

표 10.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핵심질문 및 권고문 요약
분과

핵심질문

KQ 1. 좌하복부(Left lower quadrant)
급성통증을 호소하는 어른 환자에서
급성게실염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는
무엇인가?

KQ 2. 소장폐색(small bowel
obstruction)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을
위해 가장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복부

KQ 3.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 시
진단을 위한 가장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비뇨

KQ 1. 급성음낭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권고

근거

등급

수준

권고 1-1. 좌하복부 급성 통증을 호소하는 어른 환자에서 급성게실염 진단을
위해서는 조영증강 복부 CT를 권고한다.

A

II

권고 1-2. 임신 가능한 연령의 여성 환자의 경우,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부인과
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단계적 압박을 이용한 초음파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B

II

권고 2-1. 고도의 소장폐쇄(small bowel obstruction)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로 조영증강 복부 CT를 권고한다.

A

II

권고 2-2. 경도의 또는 간헐적인 소장폐쇄(small bowel
obstruction)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로 조영증강 복부 CT, CT
enterography 혹은 CT enterography나 MR enteroclysis의 시행을 권고한다.

A

II

권고 3-1. 내시경에서 출혈 원인이 확인되었으나 내시경으로 치료하지 못한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치료할 것을 권고한다.

A

II

A

II

A

II

A

II

A

II

권고문 초안

권고 3-2, 내시경에서 출혈이 확인되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 혈관조영술 시행을 권고하며, CT angiography 또한 출혈의 위치와
원인을 진단하기에 적절하다.
권고 3-3, 내시경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 CT angiography가 출혈의 위치와 원인을 진단하는 데에 적절하고,
혈관조영술도 고려할 수 있다.
권고 3-4, 외상, 수술 후 등 내시경을 시행할 수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 혈관조영술과 CT angiography 모두 적절한
영상검사이다.
권고 1-1. 급성음낭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음낭 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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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KQ)
조영증강 복부 CT
복부 초음파검사

0

복부 MRI

0

조영증강 복부 CT, CT
enteroclysis

MR enteroclysis

0

CT angiography

혈관촬영술

음낭초음파검사

0

분과

핵심질문
환자의 진단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권고문 초안

권고

근거

등급

수준

방사선량(KQ)

파를 권고한다.
경직장 초음파검사

0

골반 MRI

0

경질 초음파검사

0

골반 MRI

0

권고 2-1. 환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혈정액증
KQ 2. 혈정액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적
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이 있거나, 또는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가 동반된 혈정액증의 경우 경직장 초음파
(transrectal ultrasound)를 권고한다, 초음파 소견이 정상이거나 결정적이지 않

B

II

A

II

A

II

A

II

B

III

자궁난관조영술

B

III

골반 일반촬영

B

III

초음파검사

권고 2-1. 단순 열성 경련에서는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C

II

두부 CT

권고 2-2. 복합 열성 경련에서는 기저 감염이나 외상성 손상이 의심될 때,
선별적으로 MRI나 CT를 시행할 수 있다.

B

III

두부 MRI

권고 3-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acute) 또는 아급성(subacute)
부비동염의 경우 영상 검사는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C

IV

비조영 부비동 CT

권고

근거

등급

수준

권고 3-2. 반복되는(recurrent) 급성 부비동염이나 만성(chronic) 부비동염의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부비동 CT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B

IV

조영 부비동 CT

권고 3-3. 부비동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안와 또는 두개내로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영제를 사용한 부비동 CT나 MRI검사를 권고한다.

A

IV

부비동 MRI

B

II

을 경우 골반 자기공명영상 (pelvic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권고 3-1.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임상적 징후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MR 검사
보다 경질 초음파 검사를 권고한다
권고 3-2. 자궁내막증의 임상적 징후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MRI 검사와 초음

KQ 3. 불임 여성 환자에서 원인을 찾
기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파 검사 모두 권고한다
권고 3-3. 난관 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자궁난관조영술

(Hysterosalpingography, HSG) 검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권고 3-4. 반복적 유산 환자의 해부학적 원인 진단을 위해 경질초음파 검사를 권
고하며, MRI 를 보조검사 또는 대체검사로 이용할 수 있다. 경질초음파 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자궁조영술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다.
권고 1-1. 이학적 검사 (Ortolani or Barlow tests) 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거나

KQ 1. 6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발달성고관절탈구환자의 진단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이학적 검사 결과가 모호한 경우 6 개월 이내의 영아에서 초음파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권고 1-2. 이학적 검사는 정상이나 둔위 분만의 여아,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에서 6 개월 이내의 영아에서 초음파 선별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0

소아
KQ2. 열성경련 환자에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KQ3. 상부 호흡기 감염과 콧물로
부비동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가 필요한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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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핵심질문

권고문 초안

방사선량(KQ)

0

권고 1-1. 당뇨병 진단 후 10년 이상 되었거나 Hb A1c 7% 이상인 무증상 당
뇨 환자에서 관상동맥질환의 발견을 위하여 관상동맥CT를 검사하는 것을 고려할
KQ 1. 무증상 당뇨병 환자에게 관상동
맥CT가 유용한가?

수 있다.
권고 1-2. 당뇨병 진단 후 10년 이상 되었거나 Hb A1c 7% 이상인 무증상 당
뇨병 환자에서 심장사건과 관련한 예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상동맥CT를 검사하

관상동맥 CT
B

III

A

III

B

III

A

I

지연증강 심장 MRI

권고 1-1.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폐암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경우 폐암선별을 위한 흉부 저선량_CT를 고려할 수 있다.

B

II

흉부 저선량 CT

권고 2-1.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에서 폐기능 악화 시 폐섬유화진행에 대한 평가
및 다른 폐질환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고해상도CT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B

II

흉부 고해상도 CT

A

II

흉부 X선 검사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 2-1. 관상동맥질환의 병력이 없고 심혈관 위험인자가 많은 뇌경색 환자에게

심장
KQ 2. 관상동맥질환의 병력이 없는 뇌
경색환자에게 관상동맥CT가 유용한가?

관상동맥 질환의 발견을 위하여 관상동맥 CT를 검사하는 것을 권고한다.

관상동맥 CT
권고 2-2. 관상동맥질환의 병력이 없고 심혈관 위험인자가 많은 뇌경색 환자에게
심장사건과 관련한 예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상동맥 CT를 고려할 수 있다.

KQ 3. 관상동맥재개통술을 고려하는 허
혈성심질환환자에게 지연증강심장 MRI

흉부

가 유용한가?
KQ 1. 무증상 성인에서 폐암선별을
위한 저선량 전산화
단층촬영검사(computed tomography,
CT)가 유용한가?
KQ 2. 특발성폐섬유증 추적검사로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검사(computed
tomography, CT)가 적절한가?

권고 3-1. 관상동맥재개통술을 고려하는 허혈성심질환 환자에게 지연증강심장
MRI를 권고한다

KQ 3.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성인환자

권고 3-1.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모든 성인환자의 초기 검사로 기립 흉부 X선

에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영상검

후전 촬영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단, 후전 촬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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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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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수준

후 촬영을 대신한다.

방사선량(KQ)
늑골 단순 촬영

사는 무엇인가 (중증 외상 환자는 제외
한다.)

권고 3-2. 경도 둔상을 입은 성인 환자에서 흉강 내 손상 (intrathoracic injury)

B

I

권고 1-1. 40-69세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검진으로 유방촬영검사를
권고한다.

A

I

권고 1-2. 70세 이상 여성에서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검진은 개인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

B

I

권고 1-3. 40세 미만의 여성에서 유방암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반대할만한 근거는 불충분하다.

I

III

B

III

B

III

B

III

권고 2-4. 40세 이상 여성에서, 만져지는 종괴에 대한 최초 검사로 시행한
유방촬영검사가 ‘정상’ 이라면 유방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권고한다.

B

III

권고 3-1. 양측성이거나 다수의 유관구로부터 맑거나 노란색 유두분비 (생리적인
분비)가 있는 여성에서 임상 진찰상 다른 이상소견이 없고 최근에 시행한
유방촬영검사가 있다면 더 이상의 영상의학적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C

III

권고 3-2. 일측성이거나 한 유관구로부터 자발적으로 장액성 또는 혈성유두 분비
(병적분비)가 있는 30세 이상 여성에서 진단을 위한 최초 검사로 유방촬영검사
또는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한다.

B

III

권고 3-3. 일측성이거나 한 유관구로부터 자발적으로 장액성 또는 혈성유두 분비
(병적분비)가 있는 30세 미만 여성에서 진단을 위한 최초 검사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한다.

B

III

권고

근거

등급

수준

A

II

경부 초음파검사

A

II

경부 CT

C

IV

경부 MRI

0

A

II

경부 초음파검사

0

을 배재하기 어려운 경우 비조영증강 흉부 CT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KQ 1.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검진에서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는 무엇인가?

KQ 2. 유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는
여성에서 진단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유방

KQ 3. 유두분비가 있는 여성에서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는 무엇인가?

권고 2-1. 40 세 이상 여성에서, 만져지는 종괴에 대한 최초 검사로
유방촬영검사를 권고한다.
권고 2-2. 30-39 세 여성에서, 만져지는 종괴에 대한 최초 검사로 유방촬영검사
또는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한다
권고 2-3. 30세 미만 여성에서, 만져지는 종괴에 대한 최초 검사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한다.

흉부 CT

유방 촬영검사

유방 초음파검사

0

유방 촬영검사

유방 초음파검사

0

유방 촬영검사

유방 초음파검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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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1-1.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을 모든 환자에게 갑상선암의 크기, 주변조직
침범 및 경부 림프절 평가를 위한 수술 전 경부 초음파검사를 권고한다.

KQ 1.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전 병기

권고 1-2. 임상적으로 진행된 갑상선암이 의심되거나 수술범위 결정을 위해 초음

결정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

파검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조영 증강 CT, MRI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가?

수 있다.
권고 1-3.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을 환자에서 18FDG-PET은 통상적으로 권고
되지 않는다.
권고 2-1. 수술 후 6-12개월에 갑상선 영역과 중앙 및 측 경부 림프절을 평가
하는 경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재발 위험도와 혈청 갑상선글로불

방사선량(KQ)

0

린 결과에 따라 6-12개월 주기로 경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다.
경부 CT

권고 2-2.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 수술 후 기저 혈청 칼시토닌이 150 pg/ml 미

갑상선

만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 경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다. 만약 경부 초음파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혈청 칼시토닌 검사와 더불어 경부 초음파검사를 6개월마다 시
KQ 2.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수술 후 추적검사로 적절한 영상
검사는 무엇인가?

B

IV
경부 MRI

행하여야 한다.
권고 2-3.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 수술 후 기저 혈청 칼시토닌이 150 pg/ml 초
과인 경우 원격 전이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경부, 흉부, 복부의 CT또는 MRI,

흉부 CT

B

IV

B

IV

I

IV

A

III

비조영 두부 CT

B

III

CT 두부혈관조영 검사

bone scan, FDG-PET scan, 근골격계 MRI 등을 시행한다.
권고 2-4. 역형성 갑상선암의 경우, 1차 치료 후 두경부, 흉부, 복부 등의 영상
검사를 1-3개월 간격으로 적어도 1년 동안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검사를 선

복부 CT

택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는 없다.
권고 2-5. 역형성 갑상선암의 경우, 1차 치료 후 18FDG-PET 스캔을 3-6월
간격으로 시행한다.
신경두
경부

KQ 1. 급성벼락두통(thunderclap
headache) 환자에서 어떤 영상 검사를
권장하는가?

권고 1-1. 급성벼락 두통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SAH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영
상 검사로 신속한 비조영 두부 CT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권고 1-2. 급성벼락 두통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SAH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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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근거

등급

수준

B

IV

류성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 CT 두부 혈관조영 검사는 권장된다.
권고 1-3: 급성벼락 두통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SAH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이전
에 coil이나 stent로 시술 받은 경우나 비조영 두부 CT가 이상 소견이 없지만 지
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등에 MR 두부혈관 검사 (조영 또는 비조영), 두부

MR 두부혈관 검사

권고 2-1. 신경학적 진찰이 정상인 비급성 두통 환자에서 임상적 진찰에서 편두

통의 경우 어떤 검사를 권장하는가?

통이나 긴장성 두통에 합당한 경우 영상의학적인 검사는 권장되지 않는다.

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고 3-1. 임산부에게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새로운 두통의 경우 조영증강하지
KQ 3. 임산부에게 새로 생긴 두통의
경우 어떤 검사를 권장하는가?

C

III
두부 CT

권고 2-2. 2차성두통 의 원인질환을 조사하기 위해 두부 MRI 검사를 우선 권
장하며, 두부 CT는 MRI 장비의 가용성 및 방사선 노출 고려하에 제한적으로 사

않은 자기공명영상이 적절하다.
권고 3-2. 뇌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갑자기 발생한 강한 두통, 및 동반된
뇌출혈을 시사하는 임상 양상)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조영증강하

0

두부 혈관조영술

MR 검사 혹은 혈관조영술은 고려될 수 있다.

KQ 2. 신경학적진찰이 정상인 비급성두

방사선량(KQ)

B

III

A

III

비조영 두부 CT

A

III

비조영 두부 MRI

0

지 않은 두부 CT도 적절하다.
KQ 1. 흉요추 부위의 척추 외상
환자에서 척추 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첫번째 검사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근골격

KQ 2. 무릎 외상 후에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 환자에서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KQ 3. 급성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성인에서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영상 검사는 무엇인가?

일반 방사선검사
척추 CT(조영증강 없음)

권고 1-1. 흉요추 부위의 척추 외상 성인 환자에서 척추 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첫번째 검사로는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흉요추 CT 검사 (thoracic and lumbar
spine CT without IV contrast)를 권고할 수 있다.

B

권고 2-1. 외상 후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 환자에서, 4보 이상 보행이
불가한 경우, 비골두나 슬개골에 국소 압통이 있는 경우, 무릎을 90도 이상 굽힐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첫 번째 검사로
일반방사선검사를 권고할 수 있다.

B

II

일반 방사선검사

권고 2-2. 외상 후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무릎의 내이상(internal
derangement of knee) 이 의심되는 성인에서 시행한 일반방사선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을 때, 다음 영상 검사로 MRI를 권고할 수 있다.

B

II

슬관절 MRI

C

II

일반 방사선검사

권고

근거

등급

수준

B

II

비조영 관절 MRI

0

B

III

비조영 관절 MRI

0

A

II

권고 3-1. 4주 미만의 비외상성 급성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에서 석회
성 건염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첫번째 검사로 일반방사선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II

척추 MRI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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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KQ)

권고 3-2. 비외상성 어깨 통증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회
전근개 손상 (rotator cuff tear)이 의심되는 성인 환자에서 첫번째 검사로 비조
영증강 MRI 검사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 3-3. 외상성 급성 어깨 통증이나 습관성 어깨 탈구로 내원하여 관절와순
파열 (labral tear)이 의심되는 성인 환자에서 첫번째 검사로 일반방사선검사를
권고하며 다음 검사로 비조영증강MRI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 1-1. 임상검사 상 유치의 우식이 의심되거나, 우식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아
의 경우 교익방사선영상검사를 권고한다.(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KQ 1. 유치열기의 소아환자에서 우식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법은?

교익방사선영상검사의 유효

권고 1-2. 방사선영상검사 주기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우식 위험도 평가가 선행되

선량:

어야 한다. 위험군에 따른 교익방사선영상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우식 고위험군 - 6개월

B

II

A

II

B

II

B

II

1-8.3

µSv

(14-18).

우식 중위험군 - 6~12개월
우식 저위험군 - 12~24 개월(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권고 2-1. 구강 내에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골 상태와 인접한 해부학

치과

적구조물의 형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식립할 치조골부위의

KQ 2.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중인 환자
에서 적절한 영상 검사법은 무엇인가?

치근단방사선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2-2.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구내방사선검사를 판독 후 단면영상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 개별환자에게 이차적으로 필요한 부위만 관찰할 수 있는 조정 가능한
시야를 가지는 CBCT 검사를 수행한다.
권고 2-3. CBCT 영상은 임상적으로 악골이나 상악동에 병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차검사가 될 수 있다.

파노라마방사선영상 (7.2
µSv) (10)
치근단방사선영상 (1-8.3
µSv) (12)
치조골 부위의 CBCT 검사
(유효선량: 11-674 µS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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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부 분과

질환의 진단에도 매우 유용하다(16). 한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게실의 파열이나 농양 형성을 진단하
는 CT의 정확성은 96% (민감도 100%, 특이도 91%)와 98% (민감도 100%, 특이도 97%)였다(26). 정맥

KQ 1. 좌하복부(Left lower quadrant) 급성통증을 호소하는 어른 환자에서 급성게실염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는 무엇인가?

내 조영제, 구강조영제, 경직장조영제 등 다양한 조영제가 CT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기 위
하여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조영제 및 기법과 관계없이 급성게실염의 진단 정확도는 매우 높았다.

권고 1-1. 좌하복부 급성 통증을 호소하는 어른 환자에서 급성게실염 진단을 위해서는 조영증강

한 후향적 연구에서는 경정맥 조영제를 사용한 조영증강 CT가 구강조영제 및 경정맥 조영제를 모

복부 CT를 권고한다.

두 사용한 CT와 유사하나 진단능을 보였다(27). 경직장 조영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사용되지

(권고등급A, 근거수준II).

않는다(28). 저선량 CT는 방사선량을 75-90%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민감도와 특이도는 유사한

권고 1-2. 임신 가능한 연령의 여성 환자의 경우,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부인과 질환을 감별하기

것으로 보고되었다(29).

위하여 단계적 압박을 이용한 초음파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B, 근거수준II).

초음파 (Ultrasonography)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CT에 관한 것이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복부초음파를 급성게실염이 의심되
는 환자들에서 대안적인 영상검사로 제시되고 있다. 단계적 압박을 이용한 초음파 검사의 민감도는

근거요약
급성 좌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어른 환자에서의 급성게실염 영상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

77-98%, 특이도는 80-99%로 보고되고 있으며(30, 31), 한 메타분석에서는 초음파와 CT가 모두 급성

후 5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다 (1-5). 1개 가이드라인은 진단만을 다루고 있으며(1), 나머지 네

게실염 진단에 효과적인 진단도구로 보고있으나 좌하복부 통증에 관해서는 초음파의 민감도는

개의 가이드라인은 급성게실염의 역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

33-78%, CT의 민감도는 50-100%로 보고하고 있다(32). 초음파와 CT를 직접 비교한 연구에서 초음파

은 이들 다섯 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용 개작하였다.

의 민감도(61%)는 CT의 민감도(8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0=0.048)(33). 또다른 연구자

어른에서 급성 좌하복부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S자결장 혹은 하행결장의 급성게실염이다. 급

들은 급성게실염의 합병증을 진단하는데 초음파의 민감도는 21%로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34). 하지

성게실염은 전형적인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좌하복부 통증과 압통), 특히 증상이 경미하여 합병

만 초음파검사를 지지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초음파와 CT의 진단능에 통계적인 차이

증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나 이전에 게실염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영상검사 없이 진단이 가능하

는 없었으며, CT가 기복강을 진단하거나 농양을 발견하는데 좀더 우월하였다(35). 다른 연구자들은

며 내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6). 그러나 게실염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급성복증의

초음파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 CT를 시행하는 것이 CT를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민감

원인이 되는 질환들도 있으며, 급성게실염 환자들도 때로는 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수술이나 인터벤

하며, CT 시행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8, 36). 따라서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초음파검사

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결국 급성게실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에서 확진과 합병증 여부 확인을

를 먼저 시행하고, 초음파에서 음성인 경우 CT를 시행하는 단계적인 적용을 추천하기도 하였다(3,

위하여 영상 검사를 점점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

5).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에서 급성게실염과 골반염증성질환이나 자궁외 임신 등 산부인과적 질환을

복부단순촬영은 기복강이 생기거나 장폐쇄 등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는 진단적 가치가 제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음파 검사, 특히 경질 초음파 검사는 이러한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37,

한적이다(7, 8). Barium enema는 과거에는 진단에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그 진단능이 다른 단면영상

38). 또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방사선 방호를 고려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을 우선

검사와 비교할 때 떨어져서 사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MRI의 역할은 아직 잘 연구되지 못하였으나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가임 여성의 경우에도 생리 주기 및 소변 임신방응 검사로 임신을

일부 예비연구에서는 급성게실염 진단에서 MRI의 진단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2).

배제하는 경우 CT 검사를 피할 필요는 없다. 단계적 압박을 이용한 초음파검사의 문제점은 검사자

현재 급성게실염 진단에 주로 사용되는 영상 감사는 CT와 단계적 압박을 이용한 초음파검사이다.

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어 경험 많은 검사자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러한 초음파 검사 기법에 익숙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32, 39). 국내에는 이와

전산화단층촬영 (CT)

같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초음파와 CT의 단계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CT는 현재 좌하복부 통증으로 급성게실염을 의심하는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영상검사이

초음파검사는 환자의 체형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또한 CT와 비교하여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 CT는 급성게실염 진단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으며, 급성게실염 외에도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진단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15, 16). CT는 대부분의 응급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
며, 진단 정확도는 거의 99%에 달한다(17). 농양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CT는 내과적 치료와

자기공명영상 (MRI)
급성게실염을 진단하는 MRI의 능력에 관련된 일부 예비연구가 발표되어 있으며, 민감도는

또한 CT는 급성게실염의 중증도

86-94%, 특이도 88-92%로 보고되어 CT와 유사한 성적을 보였다(9-12). 농양 등의 합병증의 영상 소

정도 및 예후를 평가하거나(24, 25), 대장질환이 원인이 아닌, 급성게실염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견은 CT와 유사하나 장관외 공기를 진단하는 능력은 CT보다 부족했다(11, 40). 급성게실염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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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치료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에 도움이 된다(18-23).

는 젊은 환자에서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MRI의 사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아직 복통의 원인
진단을 위한 MRI의 보험급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문제이며, 좌하복부 통
증의 진단을 위한 MRI의 진단능은 아직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다.

for the treatment of sigmoid diverticulitis. Dis Colon Rectum. 2014;57(3):284-94.
5. Kruis W, Germer CT, Leifeld L, German Society for Gastroenterology D, Metabolic D, T
he German Society for G, et al. Diverticular disease: guidelines of the german society f
or gastroenterology, digestive and metabolic diseases and the german society for genera

권고 고려사항

l and visceral surgery. Digestion. 2014;90(3):190-207.

a. 이득과 위해
CT: 급성게실염 진단과 동시에 농양 등 관련 합병증 및 대장 외 복강내 질환의 진단이 동시에 가
능하는 장점이 있으며 진단능이 높다. 하지만 방사선 피폭의 문제가 있어 반복적인 급성게실염 에
피소드가 있는 경우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영우 검사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

6. Andeweg CS, Knobben L, Hendriks JC, Bleichrodt RP, van Goor H. How to diagnose acu
te left-sided colonic diverticulitis: proposal for a clinical scoring system. Ann Surg. 2011;
253(5):940-6.
7. Alshamari M, Norrman E, Geijer M, Jansson K, Geijer H. Diagnostic accuracy of low-dos

다.
초음파: 단계적 압박법을 이용한 초음파 검사의 진단능은 CT보다는 떨어지나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임신 가능 연령의 여성에서는 부인과 질환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자의 경험과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어 오진의 가능성을 항상 염주에 두어야
한다.

e CT compared with abdominal radiography in non-traumatic acute abdominal pain: pros
pective study and systematic review. Eur Radiol. 2016;26(6):1766-74.
8. Andeweg CS, Wegdam JA, Groenewoud J, van der Wilt GJ, van Goor H, Bleichrodt RP.
Toward an evidence-based step-up approach in diagnosing diverticulitis. Scand J Gastroe
nterol. 2014;49(7):775-84.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과 적용
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한다.

9. Ajaj W, Ruehm SG, Lauenstein T, Goehde S, Kuehle C, Herborn CU, et al. Dark-lumen
magnetic resonance colonography in patients with suspected sigmoid diverticulitis: a feas
ibility study. Eur Radiol. 2005;15(11):2316-22.
10. Buckley O, Geoghegan T, McAuley G, Persaud T, Khosa F, Torreggiani WC. Pictorial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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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2. 소장폐색(small bowel obstruction)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을 위해 가장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권고 2-1. 고도의 소장폐쇄(small bowel obstruction)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로 조
영증강 복부 CT를 권고한다.
(권고등급A, 근거수준II).
권고 2-2. 경도의 또는 간헐적인 소장폐쇄(small bowel obstruction)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로 조영증강 복부 CT, CT enterography 혹은 CT enterography나 MR
enteroclysis의 시행을 권고한다.
(권고등급A, 근거수준II).

근거요약
소장폐쇄의 영상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 후 3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고, 이들 가인드
라인을 참고하여 수용 개작하였다: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small bowel obstruc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small-bowel obstruction: an Eastern Association for the Surgery of
Trauma practice management guideline: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on suspected small-bowel
obstruction (1-3).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소장폐쇄 진단에 있어 단순촬영은 민감도 77%, 특이도 50%로 낮아서, 초
음파, CT, MRI 보다 진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5). 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소장폐쇄
진단에 있어 CT는 민감도 93%, 특이도 100%로 초음파나 단순촬영보다 우수하였고, CT에서 87%의
소장폐쇄의 원인이 발견되었으나, 초음파는 23%, 단순촬영에서는 7%로 낮았다 (4). 특히 조영증강
CT는 고도의 소장폐쇄를 진단하는데 있어 90% 이상으로 정확도가 높아 가장 유용한 검사이다
(6-8). 그래서 장마비(adynamic small bowel ileus)와 소장폐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
(9). 하지만 경도의 또는 간헐적인 소장폐쇄의 일반 조영증강 복부 CT 진단은 상대적으로 덜 정확한
편으로, 한 연구에서는 50% 미만의 정확도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종래의 고위장관법
(fluoroscopic enteroclysis)나 CT 고위장관법(CT enteroclysis)는 소장을 적절히 확장시켜서 경구소장
바륨조영술이나 일반 복부 CT보다 경도의 또는 간헐적인 소장폐쇄를 진단하는데 좀더 나은 민감도
와 특이도를 보였다 (10-12). CT 고위장관법은 투시 고위장관법과 비교하여 소장 고리들이 겹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장벽 및 장외의 이상 소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선호된다
(13). 하지만 CT 고위장관법은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 검사이고, 응급상황에서 카테터
를 십이지장 및 공장에 위치시키는 고위장관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MRI도 소장폐쇄 진단에 도움이 되고, 특히 방사능 피폭을 피해야 하는 환자들한테 유용한 검사가
되겠다 (14, 15). 하지만 고비용이라는 점과 CT와 비교하여 추가되는 진단적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MRI는 고도의 소장폐쇄가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16). MR 고위장관
법은 경도의 소장폐쇄 진단에 있어 CT 고위장관법과 비슷한 정도의 진단능을 보인다 (17).
CT 소장조영술(enterography)와 MR 소장조영술은 CT 고위장관법이나 MR 고위장관법보다 환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검사 받을 수 있고 영상의학과 의사 기술에 덜 의존적인 검사이이다. 하지만 아직
경도의 또는 간헐적인 소장폐쇄 진단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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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T는 소장폐쇄의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장폐쇄의

MR enteroclysis 0

치료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장 허혈(교액)과 같은 합병증을 평가하는데 CT가 유용하기 때문이다
(18-21). CT에서 비정상적인 장벽 조영증강, 과녁 징후, 염전 형성, 장관벽 비후, 장간막 울혈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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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 시 진단을 위한 가장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권고 3-1. 내시경에서 출혈 원인이 확인되었으나 내시경으로 치료하지 못한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고 재출혈률도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혈관조영술의 단점은 방사선 피폭의 문제와 위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혈관조영술로 진단할 수 있는 상부위장관 출혈은 그 속도가 0.5mL/min 이

출혈의 경우,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치료할 것을 권고한다.

상이 되어야 하고 (19), 출혈이 간헐적이어서 혈관조영술을 시행할 당시에 출혈이 없으면 음성소견

(권고등급A, 근거수준II).

을 보일 수 있다 (20). 또한 CT에 비해 침습적인 시술이라는 것 역시 단점이다.

권고 3-2. 내시경에서 출혈이 확인되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 혈

CT angiography (CT 혈관조영술, CTA) 는 조영증강전 영상과 함께, 동맥기 영상과 문맥기 영상을

관조영술 시행을 권고하며, CT angiography 또한 출혈의 위치와 원인을 진단하기에 적절하

포함하는 multiphasic CT 를 시행해야 하며, 출혈 여부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맥조영제의

다.

사용이 필수적이다 (21-23). 최근 22개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24), 급성 위장관 출혈

(권고등급A, 근거수준II).

진단에 대한 CTA의 민감도는 85.2%, 특이도는 92.1% 였고, ROC 곡선아래 면적이 0.935 였다. 이 외

권고 3-3. 내시경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 CT
angiography가 출혈의 위치와 원인을 진단하는 데에 적절하고, 혈관조영술도 고려할 수 있
다.

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급성 위장관 출혈에 대한 CTA의 높은 민감도 및 특이도와 출혈위치 진단에
대한 높은 정확도가 보고되었다 (25-31). 하지만 혈관조영술과 달리, CTA는 치료를 병행할 수 없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내시경에서 출혈 원인이 이미 파악된 경우에는 CTA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

(권고등급A, 근거수준II).
권고 3-4. 외상, 수술 후 등 내시경을 시행할 수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
의 경우, 혈관조영술과 CT angiography 모두 적절한 영상검사이다.
(권고등급A, 근거수준II).

지 않다. 한 연구에서는 (32) 원인이 불분명한 위장관 출혈 진단에서 CTA가 유용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도 (33) 원인이 불분명한 위장관 출혈 진단에서 CTA가 혈관조영술에 비
해 진단율이 높고 덜 침습적이라는 점에서 CTA가 더 선호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CT는 상대적
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계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혈관이나 위장관 뿐만 아니라 복부의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근거요약

때문에 위장관 출혈이 의심될 때 다른 검사보다 CTA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34),

비정맥류 상부위장관 출혈의 영상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 후 3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
었다. 그 중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small bowel endoscopy 에 관한 내용이고
본 지침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영상진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어, 본 지침에서는 영상진단에 대
한 내용을 비교적 많이 담고 있는 다른 2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용 개작하였다 (1,2).
상부위장관 출혈이 의심될 때,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먼저 시행한다. 상부위장관 출혈로 병원에 방

또한 전반적인 치료방침 결정이나, 혈관조영술 혹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해부학적인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35-37). 하지만
CTA는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정맥조영제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방사선 피폭의 문
제가 있으며, 또한 출혈 속도가 0.3mL/min 이상이 되어야 발견 가능하기 때문에 혈관조영술과 마찬
가지로 간헐적인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19,20).

문하는 대부분의 경우 상부위장관 내시경으로 출혈의 원인을 찾고 치료까지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 후 등과 같이 내시경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내시경보
다는 영상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내시경으로 출혈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치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단계로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다량의 출혈로 인해 환자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혈관조영술이 선호된다. 혈관조영술
의 장점은 transarterial embolization (경동맥 색전술, TAE)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치료
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단적 혈관조영술을 통해 상부위장관 출혈의 80% 정도에서 출혈의 원
인을 파악할 수 있고, TAE를 통한 치료는 높은 성공률 (69%-100%)을 보이며, transcatheter
vasopressin infusion 에 비해 적은 합병증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3-11). TAE의 이런 높은 치료성
공률은 재출혈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하겠다 (12,13). 따라서 상
부위장관 내시경으로 출혈을 치료하지 못하거나 특정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단계 검사로
혈관조영술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14-16). 한 연구에서는 복부 수술 후 발생한 위장관 출혈에 대

권고 고려사항
a. 이득과 위해
혈관조영술: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진단능과 치료 성공률이 높다. 또한
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이다. 하지만 방사선 피폭의 문제가 있고, 시술 당시에 출혈이 없으면 음성소
견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출혈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TA: 출혈의 위치와 원인에 대한 진단능이 높다. 또한 널리 보급되어 있고 빠르게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복부의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방사선 피폭의 문제가 있고, 간
헐적인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진단적인 검사여서 치료를 병행할 수 없다는 한계
가 있다.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정맥조영제 사용은 신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
용 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해서도 혈관조영술의 진단능이 81%이고 TAE를 통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 (17). 하지만 내시경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위장관 출혈에서 캡슐내시경과 혈관조영술의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진단능과 재출혈률 등을 비교한 한 연구에서는 (18) 캡슐내시경의 진단능이 혈관조영술에 비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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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과 적용
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한다.

ures for bleeding peptic ulcer. Dig Endosc. 2010;22 Suppl 1:S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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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뇨 분과

1. Kalfa N, Veyrac C, Lopez M, et al. Multicenter assessment of ultrasound of the spermat
ic cord in children with acute scrotum. J Urol. 2007;177(1):297-301; discussion 301.

KQ 1. 급성음낭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진단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권고 1-1. 급성음낭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음낭 초음파를 권고하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2. Yagil Y, Naroditsky I, Milhem J, et al. Role of Doppler ultrasonography in the triage of
acute scrotum in the emergency department. J Ultrasound Med. 2010;29(1):11-21.
3. Liang T, Metcalfe P, Sevcik W, Noga M. Retrospective review of diagnosis and treatmen
t in children presenting to the pediatric department with acute scrotum. AJR Am J Roe
ntgenol. 2013;200(5):W444-449.

근거요약
급성음낭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대부분은 부고환염이다. 부고환염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상이나
임상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영상검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종종 부

4. Weber DM, Rosslein R, Fliegel C. color Doppler sonography in the diagnosis of acute sc
rotum in boys. Eur J Pediatr Surg. 2000 Aug;10(4):235-41

고환염이 고환염전 혹은 고환부속기 염전과 임상적으로 감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5. Karmazyn B, Steinberg R, Kornreich L, et al. Clinical and sonographic criteria of acute

에 영상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 음낭초음파는 저렴하고 비침습적이며,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빠른

scrotum in children: a retrospective study of 172 boys. Pediatr Radiol. 2005;35(3):302-31

검사로 음낭통증의 원인 감별을 위한 적절한 검사이다. 초음파에서 꼬여있는 정삭(spermatic cord)의

0.

발견을 통한 고환염전 진단의 민감도는 96 %로 보고되어있다(15). 또한, 도플러검사(color Doppler
USG)을 이용한 고환 염전 진단의 민감도는 94- 100%, 특이도는 96 – 97.9 %, 양성 예측도 73 -89.4

6. Marha M. M, Jennifer L. W, Wei Z, et al. intermittent testicular torsion in the pediatric
patients: sonographic indicators of a difficult diagnosis. AJR 2013;201:92-918

%, 음성 예측도 98-100%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17, 19, UK 46). 그러나 도플러에서 고환내
혈류가 관찰되는 고환염전도 있으며, 사춘기 이전의 소아의 경우 고환내의 혈류가 적어 진단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있어야 한다(24). 또한, 초음파는 급성 음낭통증의 또다른 원인인 고환부

7. Yang DM, Lim JW, Kim JE, Kim JH, Cho H. Torsed appendix testis: gray scale and color
Doppler sonographic findings compared with normal appendix testis. J Ultrasound Med. 2
005;24(1):87-91.

속기 염전의 진단에서도 유용하다(25,26).
그 밖에도 MRI 검사도 급성음낭통증 원인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초음파 결과가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5, 37, 38)

8. Baldisserotto M, de Souza JC, Pertence AP, Dora MD. Color Doppler sonography of norm
al and torsed testicular appendages in children. AJR Am J Roentgenol. 2005;184(4):12871292.

권고 고려사항

9. Terai A, Yoshimura K, Ichioka K, et al. Dynamic contrast-enhanced subtraction magnetic

a. 이득과 위해

resonance imaging in diagnostics of testicular torsion. Urology. 2006;67(6):1278-1282.

음낭초음파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없으며, 비침습적인 검사로서 짧은 시간내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 급성음낭통증 환자에게 있어 추천할만한 일차 진단 검사이다. 초음파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때,

10. Makela E, Lahdes-Vasama T, Ryymin P, et 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acute sc
rotum. Scand J Surg. 2011;100(3):196-201.

MRI은 소요시간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1. Watanabe Y, Nagayama M, Okumura A, et al. MR imaging of testicular torsion: feature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

s of testicular hemorrhagic necrosis and clinical outcomes. J Magn Reson Imaging. 2007;
26(1):100-108.

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c. 검사별 방사선량
음낭초음파검사 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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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2. 혈정액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컴퓨터 단층 촬영 (computed tomography)

권고 2-1. 환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혈정액증이 있거나, 또는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가 동반된 혈정액증의 경우 경직장 초음파 (transrectal ultrasound)를 권고한다. 초

컴퓨터 단층 촬영은 연부 조직 대조도가 떨어져 전립샘과 정낭의 구조적 변화를 구분하는데 제
한적이므로 혈정액증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제한적인 가치를 지닌다 (6,21).

음파 소견이 정상이거나 결정적이지 않을 경우 골반 자기공명영상 (pelvic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골반 혈관조영술 (pelvic angiography)

(권고등급B, 근거수준II).

혈관 문제로 인한 혈정액증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나, 다른 모든 비침습적 검사로 원
인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난치성의 혈정액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위한 마지막 검사이다.

근거요약

속음부동액 등에서 기시한 동맥 기원의 출혈에 의한 혈정액증의 경우 골반 혈관조영술로 진단하고

혈정액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 권고안에 대해 검색하였으며, 한 개의

동시에 색전술로 치료할 수 있다 (23).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40세 미만에서 혈정액증은 대부분 정액이 생성되어 배출되는 비
뇨생식기의 감염 내지 염증에 의한 것이므로 대개 일과성이며 일시적이다 (1-4). 따라서 증

권고 고려사항

상에 대한 자세한 문진 및 신체 검진, 그리고 적극적 감시만으로 충분하다 (1-7). 하지만 40

a. 이득과 위해

세 이상에서 혈정액증을 보이는 경우 전립샘암 유병률이 높으며, 혈정액증은 전립샘암의 유

골반 자기공명영상은 연부조직 대조도가 높고, 혈정액증의 원인과 연관된 골반 장기를 포괄적으

의한 위험 인자이다 (8). 따라서 40세 이상에서 혈정액증을 호소하는 경우 전립샘암에 대한

로 검사하여 민감도가 높지만 오랜 검사 시간 및 비싼 검사 비용이 단점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우선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혈정액증이 있는

경직장 초음파를 시행한 후 초음파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도 비뇨생식기에 대한 비침습적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 (1-6,8-20). 경직장 초음파는 경제적
이고, 효율적이며, 비침습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어 전립샘을 포함한 비뇨생식기에 우선 적
용할 수 있는 선별 검사이다. 혈정액증 환자에서 경직장 초음파의 이상 소견 보고율은
82%~95% 이다 (11,14-16,21). 골반 자기공명영상은 초음파 소견이 정상이거나 결정적이지 않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진료 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과 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 및 적용성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을 경우 보조적으로 추천된다 (1,2,10,13,17).
c. 검사별 방사선량
경직장 초음파검사 0

경직장 초음파 (transrectal ultrasound)
경직장 초음파는 혈정액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전립샘과 정액관을 일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

골반 MRI 0

사이다. 환자로 하여금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5~10 MHz 경직장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한
다 (14-17). 회색조 영상을 기본으로 하며, 특히 전립샘암이 의심되는 병소가 있을 경우 컬러 또는
파워 도플러 영상을 활용한다 (9,22). 출혈 병소가 의심되거나 사정관 폐쇄가 의심될 경우 초음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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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 불임 여성에서 원인을 찾기 위한 적절한 영상 검사는 무엇인가?
권고 3-1.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임상적 징후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MR 검사보다 경질 초음파 검사

자궁내막증의 경우 불임을 주증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반대로 불임의 원인 파악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 볼 질환이다. 자궁내막증이 불임을 일으키는 자세한 과정은 아직 불분명하다.

를 권고한다

초음파검사는 현재 일차 검사로 많이 이용되나, 제한된 검사 시야 및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검사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의 질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제한이 있다. Macroscopic endometrioma 를 확인하는 데 있어

권고 3-2. 자궁내막증의 임상적 징후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 모두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초음파검사의 민감도는 98%, 특이도는 96% 로 알려져 있다. MRI 는 82~90% 의 민감도 및 91~98%
의 특이도를 보이며, 동반되는 peritoneal implant 나 adhesion 을 찾는 데 초음파보다 더 도움이 될

권고 3-3. 난관 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자궁난관조영술(Hysterosalpingography, HSG) 검사를 가장 우
선적으로 권고한다.

수 있다. 골반 자궁내막증의 MR 영상에 대한 유럽비뇨생식기영상의학회 (ESUR) 가이드라인에서는
초음파에 이은 이차검사로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나, ACR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었듯 서로 다른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권고 3-4. 반복적 유산 환자의 해부학적 원인 진단을 위해 경질초음파 검사를 권고하며, MRI 를 보조
검사 또는 대체검사로 이용할 수 있다. 경질초음파 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자궁조영술과 같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임상적 및 환자 상황에 따라 초음파 또는 MR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
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행하는 것이 좋다.

난관 요인에 의한 불임은 해부학적 이상으로 인한 정자와 난자의 결합 방해로 설명된다. 근위부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I)

난관의 폐쇄는 정상적으로 수정이 일어나는 부위인 말단부 난관까지 정자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
고, 말단부 난관의 폐쇄는 주변의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를 포획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근

근거요약
불임 여성에서 해부학적 원인을 찾기 위한 영상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을 통하여 4개가
선정되었다. 이 중 영상의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를 기반으로 하였
으며, 각 세부 권고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중 영상검사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작

위부 난관의 폐쇄는 all or none type 의 불임을 보이며, 말단부 난관의 폐쇄는 경증에서부터 중증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난관의 폐쇄는 골반내 감염, 수술 등에 의해 일
어날 수 있다.
자궁난관조영술(HSG)은 난관의 개통여부, 반흔의 유무, 난관 주변의 병변 등을 관찰하는 데 적절

성한다.
규칙적이고 정상적이며 피임을 하지 않는 성관계를 12개월 이상 지속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
우를 불임으로 정의하며, 남성 원인과 여성 원인이 있다. 28%의 불임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힐 수
없으며, 여성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을 ovulatory failure 이고, 그 다음으로 난관의 손상(폐색)을 들

한 검사이며, 자궁내막공간의 유착(synechia)이나 자궁내 격막(septate uterus)을 보는 데도 유용하다.
또한 검사과정에서 난관이 세정(flushing)됨으로 인하여, HSG를 받은 환자는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임신율이 증가함이 알려져 있다.

HSG 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로 알려져 있으나 의료방사선에 노출

되는 점과 조영제 알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초음파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자

수 있다.

궁조영술 (sonohysterography) 역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기공명 자궁난관조영술 (MR
다낭성 난소 증후군 (Polycystic ovary syndrome, PCOS)는 무배란성 불임 중 가장 많은 원인을 차
지한다. 경질 초음파 검사 (transvaginal ultrasonography, TVUS)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는

hysterosalpingography) 는 자기공명영상과 난관조영술이 모두 필요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숙련된 카테터 조작술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초기 검사이며, 다낭성 난소(polycystic ovary)로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3 joint ESHRE/ASRM meeting: Rotterdam criteria)
- 한쪽, 또는 양쪽 난소에서 한 단면에 12개 이상의 난포가 보이면서 그 크기가 2~9mm

반복적 유산은 불임 커플의 약 5%를 차지하는 원인이며, 3회 연속으로 조기 유산이 발생할 때로
정의한다. 면역학적, 내분비적, 혈액학적, 감염학적 원인 등 여러 원인이 반복 유산을 일으키고, 영
상검사의 역할은 그들 중 해부학적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다. 해부학적 원인으로는 뮬러관 이상

일 때

(septate uterus, arcuate uterus, bicornuate uterus etc.), 자궁내막유착, 자궁근종 등이 있다.

- 또는, 난소 용적이 10cc 를 초과할 때
Lujan 등은 한 단면에 12개 보다는 한 난소에서 26개 이상의 난포가 보일 때를 다낭성 난소의 초
음파 기준으로 정할 때 민감도와 특이도가 더 올라간다는 보고를 하였다 (sensitivity of 85% and
specificity of 94%). MRI 에서는 T2 에서 낮은 실질 신호강도를 보이면서 난소 가쪽으로 많은 낭종
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소견이 비특이적이며 초음파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경복부
초음파는 복강내 가스 등으로 인해 난소 및 난포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난관의 이상을 의심할 만한 과거력이 없는 경우, 경질초음파는 환자에게 가장 덜 침습적이면서
안전한 검사로서 처음 시도할 수 있으며, 생리식염수 주입 초음파 자궁조영술 (sonohysterography)
와 같이 사용할 경우 자궁 내강에 대한 평가를 더욱 정확히 할 수 있다.

Pellerito 등의 연구에서,

뮬러관 이상 진단의 경우 MRI 는 거의 100% 의 정확도를 보이며, 경질초음파 역시 92%의 정확도를
보임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삼차원 초음파 (3D USG)의 경우 MRI 와 거의 똑 같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다. HSG 의 경우 자궁내강을 평가할 수 있으나 자궁의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할 수 없어 쌍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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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bicornuate)과 중격자궁(septate)의 감별진단이 어렵다.
자궁내막 유착의 경우, HSG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생리식염수 주입 초음파 자궁조영술
역시 100%의 민감도를 보였다. Knopman 등의 연구에서, 자궁내막유착의 진단 및 등급 분류 시 삼
차원 초음파는 자궁경 소견과 거의 100%의 일치도를 보였지만, HSG 의 경우 66.7% 의 일치도를 보

4. Updated French guidelines for diagnosis and management of pelvic inflammatory disease.
Int J Gyn Obstet. 2016; 134: 121–125
5. The ESHRE/ASRM consensus on polycystic ovary syndrome (PCOS) – an extended critical
analysis. Fertil Steril. 2004 Jan;81(1):19-25.

였다. 일반 2D TVUS 는 52% 의 낮은 민감도를 보였으며, MRI 는 그 데이터가 알려지지 않았다.
자궁근종의 경우, MRI 가 일반 2D TVUS 보다 진단적 가치가 높음이 알려져 있다. HSG 와 초음
파 자궁조영술은 점막하근종의 평가에는 유용하나, 전체적으로는 각각 52.6% 와 75%의 낮은 정확도

6. Lujanetal.Updatedultrasoundcriteriaforpolycysticovarysyndrome:reliablethresholdsforelevated
folliclepopulationandovarianvolume.HumReprod.2013May;28(5):1361-8.

를 보인다.

권고 고려사항
a. 이득과 위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경질 초음파 검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검사에
따르는 방사선 조사 등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
자궁내막증이 의심될 경우 초음파검사와 MR 검사는 각각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므로 임상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다. 두 검사 모두 방사선 조사의 위험성은 없다.
난관 폐색이 의심될 경우, 이전 골반내 감염이나 수술력 등으로 인하여 난관의 손상이 의심될
경우 HSG 가 일차 검사이다.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점과 조영제 알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
의해야 하며,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자궁난관조영술이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복적 유산 환자에서 해부학적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영상검사가 사용되며, 자기공명영상 또는
경질초음파가 적절한 영상검사이다. 경질초음파는 생리식염수 주입 자궁조영술과 같이 시행하는 것
이 좋다. 두 검사 모두 방사선 조사의 위험성은 없다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
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c. 검사별 방사선량
경질 초음파검사 0
골반 MRI 0

자궁난관조영술

참고문헌
1. 2014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infertility
2. European society of urogenital radiology (ESUR) guidelines: MR imaging of pelvic endom
etriosis. Eur Radiol. 2017 Jul;27(7):2765-2775.
3. Uterine septum: a guideline. Fertil Steril. 2016 Sep 1;106(3):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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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 분과

되지 않은 위험 인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KQ 1. 6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발달성고관절탈구환자의 진단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환아의 41%-58%가 초음파 검사에서 정상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AAP에서는 초음파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권고 1-1. 이학적 검사 (Ortolani or Barlow tests) 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거나 이학적 검사 결과

소견을 보였으며, 따라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

가 모호한 경우 6 개월 이내의 영아에서 초음파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다(12, 13). 영국의 33개 병원에서 시행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고관절의 불안정성이 있는

(권고등급B, 근거수준III).

환아에서 초음파 선별 검사는 보조기에 의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비정상적인 고관절 발달의 증
가나 높은 수술적 치료의 비율과는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14). 또한 이러한 환자에서의 초음파 검사

권고 1-2. 이학적 검사는 정상이나 둔위 분만의 여아,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 6 개월 이내
의 영아에서 초음파 선별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B, 근거수준III).

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5).
일반촬영은 이용도가 높고 저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소아 환자에서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있으며, 4-6 개월 이전에 골화가 되지 않은 연골성의 대퇴골두(femoral head)를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엑스레이 검사는 4-6 개월 이후에 진단 및 치료효과의 평가, 장기 예후 등의

근거요약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AAOP에서는 4 개월 이상의 환자에서 발달성고관절탈구를 평가하기 위해

발달성고관절탈구의 영상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 후 3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으며

초음파 검사 대신 일반촬영을 시행하는 것의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권고하였다. Tudor 등의 연구에

(1-3), 초음파를 이용한 선별 검사의 정확도에 중점을 두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발달성고관절

의하면 초음파에서 치료를 요구하는 acetabular dysplasia가 발견된 74 명의 환아 중 30 명이 엑스레

탈구의 선별 검사로는 이학적 검사인 Barlow test와 Ortolani test가 가장 흔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검사에서 정상범위의 acetabular index를 보여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16).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와 골반전후면 일반촬영이 주로 시행된다. 초음파 검사는

AAOP에서는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나 초음파에서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 보조기

acetabular roof angle과 fibrocartilaginous acetabular labrum을 측정하는 Graf method와 dynamic

착용을 하지 않고 6주까지 초음파 추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의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권고하였다.

stress test를 시행하는 Harcke method를 들 수 있다. 발달성고관절탈구의 가장 우수한 선별검사에

Wood 등의 연구에 의하면 2주에서 6주 사이의 이학적 소견에서 정상이지만 비정상적인 초음파 환

대한 consensus는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바 없다. 선별검사의 목적은 발달성고관절탈구 환자의 조기

아를 Pavlik 보장구를 시행한 군과 추적 관찰을 시행한 군으로 나누었을 때, acetabular coverage는

발견이지만, 과도한 선별검사의 경우 검사 비용의 증가와 과도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선별검사

두 군에서 모두 호전되었으며, 3 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두 군 간의 acetabular index에 통계적인 유

에는 전체 선별검사(universal screening)와 고위험군에서만 시행하는 선택적 선별검사(selective

의성은 없다고 하였다(17).

screening)로 나눌 수 있고 이는 이학적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모두 포함한다.
American Academy of Orthopeadic Surgeons (AAOP) 가이드라인에 의하면(2) 모든 영아에서 선별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의 근거를 중등도로 들고 있다. Holen 등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선별검사와

권고 고려사항

선택적 선별검사를 시행했을 때 이후 발달성고관절탈구가 발견되는 비율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

a. 이득과 위해

다고 발표하였고(4), Rosendahl 등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선별검사에서 치료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아

발달성고관절탈구의 전체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막을 수 있다

불필요한 비용 및 치료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5). 따라서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는 단점이 있으나, 이학적 검사에서 정상인 환아의 진단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선

(AAP)도 전체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택적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에서 조기 진단율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진단과

발달성고관절탈구의 위험인자로는 둔위분만(breech presentation), 여아(female), 초산, 양수과소증,

치료의 위험성이 있다. 이학적 검사에서 불안정한 고관절이 있는 경우 보조기 치료 시기를 결정하

선천성 이상 등이 있다. AAOP에서는 둔위분만, 가족력, 임상적인 고관절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6

기 위하여 초음파로 추적 관찰을 시행할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

개월 이전에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의 근거를 중등도로 들었다. AAP에서는 둔위분만의 여아에서

대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보조기 사용의 시작을 늦출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학적 소견이 정

영상검사를 권고하였고, 둔위분만의 남아 혹은 가족력이 있는 여아에서 선택적인 영상검사를 권고

상이면서 초음파 소견이 비정상인 환아에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선택적 선별검사는 이학적검사가 정상인 고위험군의 환아에서 발달성고관

치료를 피할 수 있으나, 반대로 치료가 필요한 환아에서 치료가 늦어질 위험성이 있다.

절탈구의 발견에 이득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6, 7). 그러나 선택적 선별검사를 이용하더라도 발달성

엑스레이 검사는 저비용으로 쉽게 검사가 가능하지만, 소아 환자에서 방사선 피폭의 잠재적 위험

고관절탈구의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지는 못한다는 결과도 있다(6-11). AAOS의 가이드라인

성이 있고 4-6 개월 이내에는 골화가 되지 않은 대퇴골두를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초음파

에서는 다른 위험인자인 성별, 양수과소증, 선천성 근성사경 등도 함께 평가하였으나 권고문에 채택

는 방사선 피폭의 위해성이 없고 널리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행자의 경험에 따라서 검사 결과의 편

되기에는 근거의 정도가 약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3). 추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에 본 권고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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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ths of age. Journal of Pediatric Orthopaedics B. 2005;14(5):325-30.
11. Teanby D, Paton R. Ultrasound screening for congenital dislocation of the hip: a limited targete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d programme. Journal of Pediatric Orthopaedics. 1997;17(2):202-4.

검색된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
12. Giannakopoulou C, Aligizakis A, Korakaki E, Velivasakis E, Hatzidaki E, Manoura A, et al. Neon

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atal screening for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on the maternity wards in Crete, Greece.
correlation to risk factors. Clinical and experimental obstetrics & gynecology. 2001;29(2):148-52.

c. 검사별 방사선량

13. Riboni G, Bellini A, Serantoni S, Rognoni E, Bisanti L. Ultrasound screening for developmental d
골반 일반촬영

ysplasia of the hip. Pediatric radiology. 2003;33(7):475-81.

초음파검사 0

14. Elbourne D, Dezateux C, Arthur R, Clarke N, Gray A, King A, et al. Ultrasonography in the dia
gnosis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al hip dysplasia (UK Hip Trial): clinical and economic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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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2. 열성경련 환자에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권고 2-1. 단순 열성 경련에서는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려하여, 일반적으로 영상 검사가 권고 되지 않는다. 그러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신경계 감염, 대
사성 질환, 아동 학대 등의 외상성 손상에서 열성 경련과 비슷한 증상으로 발현하여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진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임상적으로 상기 질환을 감별하여 영상 검사의 필

(권고등급 C, 근거수준 II)

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CT는 쉽게 이용 가능하고 스캔 시간이 짧아 임상적으로 응급한 경우 시
권고 2-2. 복합 열성 경련에서는 기저 감염이나 외상성 손상이 의심될 때, 선별적으로 MRI나 CT

행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방사선 피폭의 단점이 있다. MRI는 CT에 비해 우수한 연부 조직 대조도

를 시행할 수 있다.

를 얻을 수 있으며 방사선 위해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스캔 시간이 길고 그로 인한 환자 진정에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I)

따른 부담이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임상 적응증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근거요약
열성 경련 환자의 영상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 후 2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으며, 대
부분 영상 검사의 필요성 및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지침이 주였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도 열

검색된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
성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성 경련 환자에서 CT/MRI가 임상적으로 유용한 지에 중점을 두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열성 경련은 대개 3개월에서 5세 사이의 비열성 경련의 과거력이 없는 소아에서, 중추 신경계 감

c. 검사별 방사선량

염, 대사성 질환등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뚜렷한 원인 없이, 고열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련으로

두부 CT

정의된다. 소아기에 가장 흔한 신경계 질환의 하나로, 5세 미만 소아의 약 2-5%에서 적어도 한 번

두부 MRI 0

이상의 열성 경련을 경험하게 된다. 열성 경련은 경련의 지속 시간, 재발 유무, 국소성 발작의 유무
에 따라 단순 열성 경련과 복합 열성 경련으로 나뉜다. 경련이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첫 경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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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열성 경련의 경우영상 검사가 권고 되지 않는다[2-4]. 복합 열성 경련에서도 CT 및 MR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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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 이 때, CT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이 있고 MRI가 연부 조직 대조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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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득과 위해
열성 경련은 소아기에 흔한 신경계 질환이나,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드물어 비용 효과 측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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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 상부 호흡기 감염과 콧물로 부비동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가 필요한
가?
권고 3-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acute) 또는 아급성(subacute) 부비동염의 경우 영상 검
사는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90(4): p. 976-83.

(권고등급C, 근거수준IV)
권고 3-2. 반복되는(recurrent) 급성 부비동염이나 만성(chronic) 부비동염의 경우 조영제를 사용
하지 않는 부비동 CT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권고등급B, 근거수준IV)
권고 3-3. 부비동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안와 또는 두개내로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영제
를 사용한 부비동 CT나 MRI검사를 권고한다.
(권고등급A, 근거수준IV)

근거요약
소아 환자에서 부비동염의 영상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 후 총 4개가 선택되었
다.[1-4]
1.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cute bacterial
sinusitis in children aged 1 to 18 years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2.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sinusitis – child
3. Canadi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acute and chronic rhinosinusitis
4.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subacute rhinosinusitis in
children - Journal of Chemotherapy (JC)

부비동염은 부비동의 염증으로 정의하며 주로 소아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이환율이 높은 질병이
다. 부비동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부비동을 포함한 상부기관지에 염증이생기
는 것이며 두번째로 흔한 원인은 알러지성 비염에 의한 것이다[5].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에 의하면 급성(acute) 부비동염은 30일이내에 증상이 모두 호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30일이상 지속되고 90일이내 호전되는 경우를 아급성(subacute) 부비동염이라 한다.증상이 90일 이
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만성(chronic) 부비동염이며, 30일 이내에 호전되는 부비동염이 10일 이
상 간격을 두고 재발하는 경우를 반복되는(recurrent) 부비동염이라고 정의한다[5].

첫번째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합병증이 없는 급성 부비동
염 환자의 경우 영상검사가 필요없다. 급성 부비동염의 일차적 진단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임상적 증
상을 기반으로 한다. 콧물과 기침이 10일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또는 39°C 이상의 고열이
나 화농성 콧물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진단 가능하다. Maresh[6]에 의하면 상기도감염증상이 없
는 건강한 환아의 경우도 부비동 엑스레이 검사에서 비정상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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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Manning[7]의 연구결과에서는 상기도 염증소견이 있는 환아의 CT나 MRI 검사에서 55% 정도만이
비정상소견을 보인다고 했다. AAP 가이드라인에서 부비동염 의심시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환
아가 눈주변의 봉와직염이나 고름 또는 삼출액이 생기는 안와의 합병증이나 두통, 발작 또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보여 두개 내로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이며 조영제를 사용한 CT나 MRI검사를 권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검색된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
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고한다.
두번째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급성
또는 아급성 부비동염은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7-16]에 서
상기도 감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시행한 영상검사(엑스레이,CT, MRI)에서도 33-50%로 높은 정도의

c 검사별 방사선량
비조영 부비동 CT, 조영 부비동 CT
부비동 MRI 0

부비동 비정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급성 부비동염이나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는 계
속 또는 반복되는 발열, 화농성 콧물이나 악취가 나는 호흡 등의 증상이 보일 수 있어 조영제를 사
용하지 않는 CT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고 권고한다[11]. 또한 안와 또는 두개 내로 합병증이 의심
되는 경우 조영제를 사용한 CT 또는 MRI검사를 권고하며 높은 수준의 근거를 들고 있다.
세번째 Canadi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에 의하면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는 임상 증상
을 근거로 진단이 가능하다. 합병증이 없는 경우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는 추천되지 않으며 영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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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증상이 보이는 반복되는 급성 부비동염이나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
은 CT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약물에 반응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나, 배농관의 삽입이 필
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CT검사로 인해 노출되는 방사선보다 검사를 하는 것이 환아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눈주변의 봉와직염이나 고름 또는 삼출액이 생기는 안와의 합병증이나 두통, 발
작 또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보여 두개 내로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나 환아
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므로 조영제를 사용한 CT나 MRI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8. Arruda LK, Mimica IM, Sole D, et al. Abnormal maxillary sinus radiographs in children: d
o they represent bacterial infection? Pediatrics 1990; 85:553-558
9. Diament MJ, Senac MO, Jr., Gilsanz V, Baker S, Gillespie T, Larsson S. Prevalence o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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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er assisted tomography 1987; 11:426-431
10. Duvoisin B, Agrifoglio A. Prevalence of ethmoid sinus abnormalities on brain CT of asy
mptomatic adults. AJNR American journal of neuroradiology 1989; 10:59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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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장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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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ovatch AL, Wald ER, Ledesma-Medina J, Chiponis DM, Bedingfield B. Maxillary sinu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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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1. 무증상 당뇨병 환자에게 관상동맥CT가 적절한가?
권고 1-1. 당뇨병 진단 후 10년 이상 되었거나 Hb A1c 7% 이상인 무증상 당뇨병 환자에서 관상
동맥질환의 발견을 위하여 관상동맥 CT를 검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권고 1-2. 당뇨병 진단 후 10년 이상 되었거나 Hb A1c 7% 이상인 무증상 당뇨병 환자에
서 심장사건과 관련한 예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상동맥 CT를 검사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I).

ase in the pediatric population. The Laryngoscope 1994; 104:159-166
16. Odita JC, Akamaguna AI, Ogisi FO, Amu OD, Ugbodaga CI. Pneumatisation of the maxil
lary sinus in normal and symptomatic children. Pediatric radiology 1986; 16:365-367

근거요약
무증상 당뇨환자의 심장혈관 위험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을 거쳐 총 5개의 가이드라인이 선
택되었으며, 이 중 2010년 ASCI 가이드라인 (AUC A, score 7)과 2015년 한국 가이드라인 (AUC A,
LOE C)에서는 당뇨를 포함한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심장 CT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2010년
ACCF/AHA 가이드라인 (LOE C), 2013년 ESC 가이드라인 (class III, LOE C), 2014년 ACR 가이드라인
(controversial)에서는 무증상 환자에서 심장 CT를 권고하지 않거나 방사선 노출, 조영제 부작용, 비
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논란이 있다고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스트레스 자기공명관류영상 (stress
magnetic perfusion imaging; stress MPI) 혹은 스트레스 심장초음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class IIB, level C)[1-5].
추가로 시행한 무증상 당뇨환자와 심장 CT에 대한 일차문헌 검색에서 무증상 당뇨환자의 관상
동맥질환 발병 빈도는 44~76.6% [6-8] 였으며, 이 중에서 50% 이상의 협착을 가진 관상동맥질환
(obstructive CAD)의 유병률은 16~76% 였다 [6-14]. 정상 대조군과 비교한 논문들 모두에서 무증상
당뇨환자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 한 연구에서 무증상
당뇨환자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remodeling이 많았고 (56.5 vs 35.6%) [15], 다른 연구에서는 positive
remodeling과 함께 density가 30HU 미만인 high-risk plaque의 발생 빈도가 17.1%였다 [16]. 또한 무
증상 당뇨환자 중 Hb A1c 7% 이상인 군에서 7% 미만인 군보다 obstructive CAD의 유병률이 높았
고 (any stenosis 60 vs 24.4%; OCAD 24.4 vs 6.6%), non-calcified plaque의 비율이 높았다 (20 vs
3.4%)[17]. 또한 무증상 당뇨환자 중 당뇨를 진단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군에서 10년 미만인 군
보다 obstructive CAD의 유병룰이 높았다 (49 vs 29%)[18].
연간 심장사건의 발생은 무증상 당뇨환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많았고 (1.74 vs 0.64%), 분절
침범수치 (SIS, HR=2.98) 또는 분절혐착수치 (SSS, HR=4.47)가 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석
회화 수치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SIS=0 인 당뇨환자의 연간 심장사건 발생은 0% 였으나, SIS 8 이
상인 당뇨환자는 3.9% 였다 [19]. 다른 연구에서는 연간심장사건의 발생이 3.4% 였으며[20], 위험도
모델 지수를 이용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7점 이상의 고위험군의 5년 심장사건 발생은 26%, 주요 심
장사건 발생은 5.5% 였다 [11]. 무증상 당뇨환자 중 당뇨를 진단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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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인 군보다 주요심장뇌혈관사건 (major adverse cardiac and cerebrovascular events;

orean Society of Cardiology. Korean guidelines for the appropriate use of cardiac CT. K

MACCE) 발생확률이 높았다 [18]. 그러나 FACTOR- 64 RCT에서는 심장 CT를 시행한 452명과 시행

orean J Radiol. 2015;16(2):251-85

하지 않은 448명을 4년 추적한 결과 예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21].

3. Greenland P, Alpert JS, Beller GA, Benjamin EJ, Budoff MJ, Fayad ZA, Foster E, Hlatky
MA, Hodgson JM, Kushner FG, Lauer MS, Shaw LJ, Smith SC Jr, Taylor AJ, Weintraub

권고 고려사항

WS, Wenger NK, Jacobs AK;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American Heart

a. 이득과 위해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2010 ACCF/AHA guideline for assessment

당뇨병 진단 후 10년 이상 혹은 Hb A1c 7% 이상의 무증상 당뇨 환자의 경우 심장 CT를 시행하
면 관상동맥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반의 특성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특히 고위험 동맥경화반의 경우 발견되면 적절한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심장사건의 빈도를 낮

of cardiovascular risk in asymptomatic adults: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
iology Foundation/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Circula
tion. 2010;122(25):e584-636

출 수 있다. 그러나 CT 시행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의 단점이 존재한다. 관상동맥CT
에 대한 접근성은 비교적 좋은 편이므로 많은 수의 당뇨병 환자들이 실제로 CT검사를 받을 경우
적지 않은 위음성군이 있을 위험이 있으므로 비용효과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CT 검사의
양성소견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도 필요하다. 전반적인 검사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4. Earls JP, Woodard PK, Abbara S, Akers SR, Araoz PA, Cummings K, Cury RC, Dorbala
S, Hoffmann U, Hsu JY, Jacobs JE, Min JK.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asymptomatic
patient at risk for coronary artery disease. J Am Coll Radiol. 2014;11(1):12-9

검사 방법 및 영상 후처리의 표준화, 구조화 판독문의 사용 등을 통한 영상검사의 품질관리가 필요

5. Task Force Members, Montalescot G, Sechtem U, Achenbach S, Andreotti F, Arden C, B

하다. 현재 ACR 가이드라인에서 무증상 당뇨환자에서 고려되는 스트레스 자기공명관류영상 혹은

udaj A, Bugiardini R, Crea F, Cuisset T, Di Mario C, Ferreira JR, Gersh BJ, Gitt AK, Hu

스트레스 심장초음파는 방사선과 조영제에 노출되지 않지만 관상동맥 자체에 대한 진단정확도는 낮

lot JS, Marx N, Opie LH, Pfisterer M, Prescott E, Ruschitzka F, Sabaté M, Senior R, Ta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ggart DP, van der Wall EE, Vrints CJ; ESC Committee for Practice Guidelines, Zamoran
o JL, Achenbach S, Baumgartner H, Bax JJ, Bueno H, Dean V, Deaton C, Erol C, Fagar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d R, Ferrari R, Hasdai D, Hoes AW, Kirchhof P, Knuuti J, Kolh P, Lancellotti P, Linhart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자체의 CT 보유율이 높고 특히 대형병원은 심장 CT에서 필수적인 64 채널

A, Nihoyannopoulos P, Piepoli MF, Ponikowski P, Sirnes PA, Tamargo JL, Tendera M, To

이상의 CT를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 CT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따라서 진료지침

rbicki A, Wijns W, Windecker S; Document Reviewers, Knuuti J, Valgimigli M, Bueno H,

의 국내 수용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여부와 관련된 검사비

Claeys MJ, Donner-Banzhoff N, Erol C, Frank H, Funck-Brentano C, Gaemperli O, Gonz

용과 방사선 위해성, 조영제 부작용 등에 따른 환자의 부담 등에 있어서는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운

alez-Juanatey JR, Hamilos M, Hasdai D, Husted S, James SK, Kervinen K, Kolh P, Kriste

측면도 존재할 수 있겠다.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nsen SD, Lancellotti P, Maggioni AP, Piepoli MF, Pries AR, Romeo F, Rydén L, Simoons
ML, Sirnes PA, Steg PG, Timmis A, Wijns W, Windecker S, Yildirir A, Zamorano JL. 201
3 ESC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stable coronary artery disease: the Task Force

c. 검사별 방사선량

on the management of stable coronary artery disease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

관상동맥 CT

ology. Eur Heart J. 2013;34(38):2949-3003
6. 51 Use of imaging and clinical data to screen for cardiovascular disease in asymp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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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2. 관상동맥질환의 병력이 없는 뇌졸중환자에게 관상동맥 CT가 유용한가?

권고 2-1. 관상동맥질환의 병력이 없고 심혈관 위험인자가 많은 뇌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나 반복되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5)에서는 흉부 통증이 없는 뇌졸중 환자에서 관상동맥CT(CCTA)와 coronary artery

질환의 발견을 위하여 관상동맥 CT를 검사하는 것을 권고한다.

calcium scores (CACS) 를 시행하여 미래의 심장혈관사건(MACE)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연구에서 추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I)

적관찰 409일 동안 26건의 심장혈관사건(MACEs)를 관찰하였고, 고식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예

권고 2-2. 관상동맥질환의 병력이 없고 심혈관 위험인자가 많은 뇌경색 환자에게 심
장사건과 관련한 예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상동맥 CT를 고려할 수 있다.

측인자나 CACS보다 CCTA 시행이 미래의 심장혈관사건(MACE)의 위험도를 예측율을 향상시켰음을
보고하였다. (iAUC: 0.863 vs 0.752, p < 0.05).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I)
권고 고려사항
a. 이득과 위해

근거요약
핵심질문과 관련된 선행 진료지침을 검색하였으나 적절한 진료지침이 선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PubMed, EMBASE, Cochran Libray에서 ‘뇌졸중, 심장 CT’와 관련된 MeSH term 및 주요 Keyword
를 이용하여 일차연구를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이 가운데 주제와 관련 있는 7건의 문헌을 최종 선정

일부 일차 문헌에서 관상동맥질환의 병력이 없는 뇌졸중환자에서의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율이 높
고, 심혈관 사건이나 뇌졸증 재발 등의 예후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고위험 동맥경화반
의 경우 발견되면 적절한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심장사건의 빈도를 낮출 수 있다. 비용효과면에서
뇌경색의 합병증이 경미하여 어느정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자에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하여 검토하였다.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전향적 연구나 RCT 가 없고, 방사선, 조영제 부작용, 비용 문제 등을 고
선정된 문헌들에서 관상 동맥 질환이나 흉부 통증이 없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진 허혈
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심장CT를 통한 관상동맥질환의 진단이 환자의 앞으로의 심장혈관사건
(MACEs) 발생에 대한 의미있는 위험도 예측 검사임이 보고되었다.
Yoon 등의 2011년 연구(1)에서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이 의심되는 환자 175
명에서 심장CT를 시행하여 무증상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을 조사하여, 그중 동맥경화반이 105

려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관상동맥CT에 대한 접근성은 비교적 좋은 편이므로 많은 수의 환자들
이 실제로 CT검사를 받을 경우 적지 않은 위음성군이 있을 위험이 있으므로 비용효과면에서 효용
성이 떨어질 수 있고, CT 검사의 양성소견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도 필요하다. 전반
적인 검사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검사 방법 및 영상 후처리의 표준화, 구조화 판독문의 사용 등을
통한 영상검사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60%) 에서 관찰되었고, 의미있는 잠재적 관상동맥 질환은 37명 (21%)에서 발견하였다.
Yoo 등의 2012년 연구(2)에서는 뇌졸중 환자에서 관상동맥CT와 뇌혈관조영술을 모두 시행한 1304
명중 50% 이상의 협착을 가진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된 환자가 32.3% 이었고, 전체 관상동맥질환을
발견한 경우는 70.1%이었다. 또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2가지 미만이거나 의미있는 뇌혈관 동맥경
화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2개 이상의 위험도를 갖거나 경동맥이나 뇌혈관에 동맥경화질환이 있는
군이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위험도가 높았다. [odds ratio (OR) 8.36; 95% confidence interval (CI) 4.15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자체의 CT 보유율이 높고 특히 대형병원은 심장 CT에서 필수적인 64 채널
이상의 CT를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 CT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따라서 진료지침
의 국내 수용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여부와 관련된 검사비
용과 방사선 위해성, 조영제 부작용 등에 따른 환자의 부담 등에 있어서는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할 수 있겠다.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16.87].
또한 관상동맥경화증과 두개 내 대뇌동맥과 두개 외 경동맥의 동맥경화증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에서는(3) 두개외 경동맥의 혈관협작이 관찰된 환자의 25.4%에서 관상동맥경화증이 관찰되었다.

c. 검사별 방사선량

(OR: 11.37, 95% CI: 1.88–68.75)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보고한 연구에서는(4) 총 3117명의 뇌졸중 환자 중 심장CT를 시행한 1842

관상동맥 CT

명과 시행하지 않은 1275명을 평균 38개월 추적관찰한 결과, 심장CT를 시행한 군에 비해 그렇지 않
은 군이 사망한 환자의 비율 (27.9% vs. 7.1%, p<0.001), 심장혈관사건(MACE) (3.5% vs.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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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 관상동맥재개통술을 고려하는 허혈성심질환 환자에게 지연증강심장 MRI가 유용한가?

y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Cerebrovasc Dis 2012;33:286–294
권고 3-1. 관상동맥재개통술을 고려하는 허혈성심질환 환자에게 지연증강심장 MRI를 권고한다.
3. Woo-Keun Seo, Hwan S. Yong, et al. Correlation of coronary artery atherosclerosis with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

atherosclerosis of the intracranial cerebral artery and the extracranial carotid artery. Eu
r Neurol 2008;59:292–298
4. Young Dae Kim, Dongbeom Song, et al. Increased Risk of Cardiovascular Events in Stro
ke Patients Who had Not Undergone Evaluation for Coronary Artery Disease. Yonsei Me

근거요약
관상동맥재개통술을 고려하는 허혈성심질환 환자에서 지연증강 심장MRI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
인은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7개의 가이드라인이 선정되었다 (1-7). 이 중 4개는 (1-3, 7) 심장 MR

d J 2017 Jan;58(1):114-122
5. Jin Hur, Kye Ho Lee, et al. Prognostic value of coronary computed tomography angiogra
phy in stroke patients. Atherosclerosis 238 (2015) 271-277

의 appropriate use criteria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며, 1개는 재개통술에 관한 가이드라인 (4),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심부전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었다 (5, 6). 재개통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중등
도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성을 가진 환자들에게 있어서 심장MRI가 유용하다고 권고하고는 있으나, 이
는 지연증강심장MRI가 아닌 부하심장MRI로 국한 지어서 권고하였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주로는
지연증강심장MRI에 관하여 권고한 나머지 여섯 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용 개작하였다.
지연증강영상은 심장MRI 중에서 생존불가능하거나 경색 상태의 심근을 영상화 하는 기술로, 많은
연구에서 지연증강심장MRI 가 심근 생존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관상동맥재
개통술 전에 시행한 지연증강심장MRI가 재개통술 이후 심근 수축능의 회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가 있다 (8, 9). 최근 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관상동맥재개통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
에서 가역적인 기절심근을 판별하는 데에 있어서 지연증강심장 MRI가 87%의 민감도, 68%의 특이도,
83%의 양성예측도, 72%의 음성예측도, 그리고 72%의 전반적인 진단정확도를 보여서 심근생존능 평
가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10). 또한, 4438명의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지연증강심장MRI로 발견한 지연증강 병변의 유무와 크기가 주요심혈관 사건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 발생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상동맥재개통술 대상 환
자에서 지연증강심장MRI가 재개통술 후 예후예측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11).
지연증강심장 MRI는 357명을 대상으로 한 13개의 연구에서 좌심실 기능 회복 예측에 대한 민감
도와 특이도가 각각 81%와 83%로 나오는 등 심근의 생존능을 정량화하는 데 있어서 PET과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동안 널리 쓰여왔던 SPECT보다는 우수하다고 하였다 (12-14).

권고 고려사항
a. 이득과 위해
지연증강MRI는 생존심근의 평가에 우수하고 방사선 위해가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MR 조영제
를 사용하는 검사이므로 신장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신성 전신 섬유화증에 대한 위험도로 인해 사
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심장 MRI는 국내 대형병원에서 많은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관상동맥재개통술을 시행하는
대형병원의 경우 보급률이 높다. 따라서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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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검사비용, 건강보험적용 여부 등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없는지에 대해 아직 해결되

rdiac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coronary artery disease: a meta-analysis. J Cardiov

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적용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asc Magn Reson 2013;15 Suppl 1:O75

또한 전반적인 검사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검사 방법 및 영상 후처리의 표준화, 구조화 판독문의
사용 등을 통한 영상검사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12. Kim R, Wu E, Rafael A, et al. The use of contrast-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
ng to identify reversible myocardial dysfunction. N Engl J Med 2000;343:1445-53.
13. Klein C, Nekolla SG, Bengel FM, et al. Assessment of myocardial viability with contrast

c. 검사별 방사선량

-e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Comparison with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

지연증강 심장 MRI 0

irculation 2002;105:162-7.
14. Selvanayagam JB, Kardos A, Francis J, et al. Value of delayedenhancement cardiovas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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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흉부 분과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KQ 1. 무증상 성인에서 폐암선별을 위한 저선량 전산화 단층촬영검사(computed tomography, CT)가

유병률, 일반인들의 폐암에 대한 인식 및 CT촬영기기 보급률 등을 고려 시 본 진료지침은 임상진료

폐암검진 과정에서 CT의 관리 및 판독을 위한 영상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으나 국내 폐암

현장에 수용 가능하며 폐암 고위험군 성인들을 대상으로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유용한가?

다.
권고 1-1.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폐암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경우 폐암선별을 위
한 흉부 저선량 CT를 고려할 수 있다.

c. 검사별 방사선량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흉부 저선량 CT
근거요약

참고문헌

폐암은 전세계적으로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망률 역시 현저하게 높은 질환 중 하나다. 조기에
수술적 제거가 가능한 폐암을 발견하는 것이 폐암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 폐암 조기진단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National 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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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Trial, NLST)에서 폐암 고위험군(high risk group)대상으로 한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이 흉부방사선촬영(chest radiography)을 이용한 것과 비교해 폐암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2,
3). 이때 NLST의 폐암 고위험군은 30년갑 이상의 흡연력이 있으면서 현재 흡연 중이거나 흡연을 중
단한지 15년 미만인 55-74세 연령의 성인으로 정의하였다 (2, 3). NLST는 일년 간격으로 시행한 세

2. 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Research T, Aberle DR, Adams AM, Berg CD, Black WC,
Clapp JD et al. Reduced lung-cancer mortality with low-dose computed tomographic scr
eening. N Engl J Med 2011;365:395-409

번의 저선량 CT 검진이 폐암 고위험군의 폐암 사망률을 감소기킨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실제 저선

3. Boiselle PM. Computed tomography screening for lung cancer. JAMA 2013;309:1163-1170

량 CT 폐암검진이 얼마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다. 한편 미국흉부외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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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ery)는 폐암치료 후 5년이 경과한 환자를 폐암 고위험군으로

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ery guidelines for lung cancer screening using low-dose c

정의하여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을 79세까지 매년 진행해야 한다고 진료지침을 발표하였다

omputed tomography scans for lung cancer survivors and other high-risk groups. J Thor

(4). 이후 NLST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저선량 CT 페암검진을 동양인들에게 시행 시 폐암 고위험군

ac Cardiovasc Surg 2012;144:33-38

의 사망율 감소 효과는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5, 6). 다만, 동양인의 경우 서
양인들과 달리 50세 이하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높았다 (5, 7). 하지만 이런 동양인들의 특징
을 반영한 폐암검진의 유용성은 아직 입증된 바 없기에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접근 방법 및 연구가

5. Kumar V, Becker K, Zheng HX, Huang Y, Xu Y. The performance of nlst screening crit
eria in asian lung cancer patients. BMC Cancer 2015;15:916
6. Nawa T, Nakagawa T, Mizoue T, Endo K. Low-dose computed tomography screening in

필요한 실정이다.

japan. J Thorac Imaging 2015;30:108-114
권고 고려사항

7. Yi CA, Lee KS, Shin MH, Cho YY, Choi YH, Kwon OJ et al. Low-dose ct screening in a

a. 이득과 위해

n asian population with diverse risk for lung cancer: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Eur

연령, 흡연력 및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정의되는 폐암 고위험군에서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

Radiol 2015;25:2335-2345

검진은 CT의 방사선 조사로 인한 암발생의 위험성을 상회하는 사망률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폐암검진 과정 자체가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선량 CT상 우연히 발견
된 폐병변 소견으로 인해 추가 검진 및 진단검사가 진행되어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높을 수 있다.
또한 고위험군을 제외한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CT로 인한 방사선 조사를 감수할 만큼의
이득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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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2. 특발성폐섬유증 추적검사로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검사(computed tomography, CT)가 적절
한가?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특발성폐섬유증은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과 질환의 경과가 임상적

권고 2-1.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에서 폐기능 악화 시 폐섬유화진행에 대한 평가 및 다른 폐질환과의 감
별진단을 위해 고해상도 CT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근 CT기술의 발전 및 국내 CT촬영기기 보급률 등
을 고려 한다며 본 진료지침은 임상진료과정에 수용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c. 검사별 방사선량
근거요약

흉부 고해상도 CT

특발성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는 특별한 원인없이 진행되는 만성 섬유화간질폐렴의
한 형태로 폐섬유화(pulmonary fibrosis)의 진행과 함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며 진단 후 생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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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득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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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며 도리어 CT검사를 통한 방사선 조사로 검사자의 암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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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량을 낮추기 위해 저선량CT로 특발성폐섬유증 진행을 평가하는 연구도 있었으나 아직
까지 임상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는 부족하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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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성인환자에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중증
외상 환자는 제외한다.)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문진이나 신체검사와 같은 임상적 평가는 늑골 골절 진단에 있어 가능
한 합병증이나 동반 손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둔상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선택적인 흉

권고 3-1.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모든 성인환자의 초기 검사로 기립 흉부 X선 후전 촬영

부 영상검사를 위한 well-validated clinical decision rule이 소개되었다 (Chest NEXUS) (10, 11).

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단, 후전 촬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후 촬영을

NEXUS Chest decision instrument는 둔상을 입은 14세이상의 환자에서 흉강내 동반 손상가능성 위

대신한다.

험성을 임상적으로 판단하여 선택적인 흉부 영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흉강내 동반 손

(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Ⅱ).

상 평가에 있어 흉부 X선 검사는 흉부 둔상을 입은 환자에서 제한적인 검사로 6.3%~12.4%의 진단

권고 3-2. 경도 둔상을 입은 성인 환자에서 흉강 내 손상 (intrathoracic injury)을 배재하

률이 보고되었다 (12-14). 반면, 흉부 CT는 골흉곽 (bony thorax)의 평가 뿐만 아니라 흉강내 동반

기 어려운 경우 비조영증강 흉부 CT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손상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다 (13, 15). 동반되는 흉강내 손상 대부분은 비조영 증강

(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Ⅰ)

CT에서 확인되는 손상이며 특히 경도 흉부 둔상인 경우 조영증강 CT가 평가에 필수적인 대혈관 손
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비조영 증강 CT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조영제

근거요약

사용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늑골 골절은 가장 흔한 흉부 손상으로 늑골 골절의 가장 흔한 이유는 외상이며 외상성 손상의약

심폐소생술 후 소생된 환자의 절반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하고 이러한 환자에서 늑골 골절은 환기

10%-66%에서 늑골 골절을 동반한다 (1, 2). 외상성 손상은 주로 자동차 사고, 구타, 스포츠, 심폐소

(ventilation)기능에 장애가 되며 회복을 더디게 하기에 심폐소생술 후 늑골 골절 진단은 중요하다.

생술 및 학대가 원인이다 (3). 동반 손상이 없는 단순 늑골 골절의 영상의학적 진단은 환자 치료에

흉부 X선 검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늑골 골절 진단에 불충분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동반된 흉강 내 손상 진단과 medical-legal issues와 관련된 진단서

었다 (3, 16). 심폐소생술을 받은 40명의 환자에 대한 후향적 연구에서, 흉부 CT는 26명(65%)환자에

작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늑골 골절 진단이 필수적이다. 늑골 골절의 진단에는 단순 흉부 X선 검사,

서 늑골 골절을 진단한 반면, 전후 흉부 X선 검사는 단 10명의 환자에서만 늑골 골절이 확인되었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CT), 초음파, 골스캔을 이용할 수 있으며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다.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는 문제는 임상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영상 검사는 불필

피로 골절은 늑골에서 잘 발생하지 않지만 피로 늑골 골절은 반복적인 흉벽 근육이나 횡경막의

요한 방사선노출, 외상 소생 과정 (trauma resuscitation flow) 중단, 응급실 과잉 수용과 의료비 증가

수축 운동을 하는 역도선수나 투수, 골퍼에게서 자주 일어나며 만성 기침 발작을 하는 특히 여성에

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은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성인 환자에서 진단을 위해 필

게서 빈도가 높다 (17, 18). 기침유발 늑골 골절은 마라톤 선수나 조정 선수에서 일어나는 피로 늑골

요한 적절한 영상의학적 검사에 대해 작성하였다.

골절과 매우 유사하며 대부분 하방 늑골의 측면에서 많이 발생한다 (19, 20). 특히, 하방 늑골의 측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늑골 골절 진단을 위한 적적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늑골

면부 골절은 흉부 X선 검사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부위로 기침 유발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골

골절의 원인에 따라 경도 둔상 (minor blunt trauma)을 입은 경우, 심폐 소생술 시행 후, 피로 늑골

절된 늑골을 확인하는데 늑골 촬영이 도움이 된다 (20). 핵의학적 골스캔 검사나 흉부 CT는 피로 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로 나누어 검사방법을 고려하였다.

절 진단에 있어 정확한 검사로, 특히 골스캔 검사에서 비특이적이라고 하더라도 흉부 CT에서는 골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의 초기 검사로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늑골 골

절이나, 골절과 관련된 골경화, 골파괴, 또는 가골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 진단에 있어 흉부 X선 검사는 특이도가 높으나 민감도가 낮다 (4). 전체 늑골 골절 중 46%만 흉
부 X선 검사에서 진단되었기는 하나, 흉부 X선 검사에서 늑골 골절이나 폐 실질 손상이 확인된 경

권고 고려사항

우 환자의 폐질환 이환율 (pulmonary morbidity) 위험도가 없는 경우보다 3.8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

a. 이득과 위해

다 (5). 따라서, 흉부 X선 검사는 늑골 골절 진단 외에도, 기흉, 혈흉, 폐실질 좌상, 종격동 기종 및
기복증과 같은 늑골 골절과 관련된 합병증과 동반 손상 여부에 대한 기본 검사이다 (6).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의 초기 검사로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비교적 낮은 방사선
량으로 늑골 골절을 확인할 수 있고, 동반된 폐실질 손상에 대한 선별검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응급실에서 둔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늑골 촬영 (rib series)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 치료 결정에

에서 유용하다. 초음파 역시 늑골 골절 및 기흉, 혈흉과 같은 동반 손상 평가에 사용될 수 있기는

큰 영향이 없다 (7, 8). 경도 흉부 손상의 경우 전위가 없는 단순 늑골 골절만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단순 X선 검사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단

비전위 늑골 골절은 늑골 촬영 (rib series)에서 진단되기 쉽지 않아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또

점이 있다. 또한 늑골 골절에 따른 동반 손상 평가는 단순 X선 검사나 CT가 초음파에 비해 좀 더

한, 늑골 촬영에서 발견한 추가 늑골 골절은 환자의 치료 방침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만약, 법적

민감하고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6). 늑골 골절 진단에 있어 초음파와 단순 X선 검사의 정확성

분쟁과 관련하여 정확한 늑골 골절 진단 및 골절된 늑골 수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면 흉부 CT가

을 비교한 메타연구 (meta-analysis)에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시행을 하였을때 초음파가 단순 X선 검

늑골 진단의 최적 표준 (gold standard)이기에 흉부 CT를 촬영하는 것이 좋다 (8, 9)

사보다 늑골 골절 진단은 조금 더 정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4). 하지만, 또한, 초음파 검사가 환자

경도 둔상 환자에서 늑골 골절이 의심될 때 동반되는 흉강내 손상 유무가 환자의 치료나 예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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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증을 일으켜서 검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상부 늑골 후면은 어깨뼈가 가리고 있어

ed with out-of-hospital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s underestimated by conventional

검사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chest X-ray. Resuscitation. 2004;60(2):157-62.

경도 둔상을 입은 성인 환자에서 흉강 내 손상 (intrathoracic injury)을 배재하기 어려운 경우 비
조영증강 흉부 CT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흉부 X-선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흉강 내
손상 (intrathoracic injury)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CT 시행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의 위

4. Yousefifard M, Baikpour M, Ghelichkhani P, Asady H, Darafarin A, Esfahani MRA, et al.
Comparison of ultrasonography and radiography in detection of thoracic bone fractur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mergency. 2016;4(2):55.

해가 있다. 따라서, NEXUS chest와 같은 흉강 내 손상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선택적 영상을
시행하게 하는 임상적 guideline 적용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피폭 위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5. Livingston DH, Shogan B, John P, Lavery RF. CT diagnosis of rib fractures and the pre
diction of acute respiratory failure. Journal of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2008;64

대한다.
조영증강 CT를 시행함으로써 요오드화 조영제에 의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 조영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조영제 사용 유무를 결정해야 하

(4):905-11.
6. Bhavnagri S, Mohammed T. When and how to image a suspected broken rib. Cleveland
Clinic journal of medicine. 2009;76(5):309.

며 조영제진료지침에 따른다.

7. Hoffstetter P, Dornia C, Schäfer S, Wagner M, Dendl LM, Stroszczynski C, et al. Diagno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실무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다만, 권고문에 대한 외부 전문가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늑골 골절이 의심
되는 성인 환자에서 비조영증강 흉부 CT를 시행하는 것과 피로 늑골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늑골촬

stic significance of rib series in minor thorax trauma compared to plain chest film and
computed tomography. Journal of trauma management & outcomes. 2014;8(1):10.
8. Shuaib W, Vijayasarathi A, Tiwana MH, Johnson J-O, Maddu KK, Khosa F. The diagnosti
c utility of rib series in assessing rib fractures. Emergency radiology. 2014;21(2):159-64.

영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분 늑골 골절을 진단하여도 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행권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9. Cho S, Sung Y, Kim M. Missed rib fractures on evaluation of initial chest CT for trauma
patients: pattern analysis and diagnostic value of coronal multiplanar reconstruction imag

수용하여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의료 보험 제도 및 법적 분쟁에 대한 환경을 고려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였으
며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es with multidetector row CT. The British journal of radiology. 2012;85(1018):e845-e50.
10. Rodriguez RM, Hendey GW, Mower W, Kea B, Fortman J, Merchant G, et al. Derivatio
n of a decision instrument for selective chest radiography in blunt trauma. Journal of T
rauma and Acute Care Surgery. 2011;71(3):549-53.

c. 검사별 방사선량

11. Rodriguez RM, Anglin D, Langdorf MI, Baumann BM, Hendey GW, Bradley RN, et al. N

흉부 X선 검사

EXUS chest: validation of a decision instrument for selective chest imaging in blunt tra

늑골 단순 촬영

uma. JAMA surgery. 2013;148(10):940-6.

흉부 CT

12. Rodriguez RM, Hendey GW, Marek G, Dery RA, Bjoring A. A pilot study to derive clini
cal variables for selective chest radiography in blunt trauma patients. Annals of emerge
ncy medicine. 2006;47(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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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요약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검진에서 사용될 영상 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 검색 후 최종
7개

<2015

국립암센터-유방암

검진

권고

개정안,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Appropriateness Criteria for Breast Cancer Screening, Canadian Task Force on Preventive
Health Care- breast cancer screening recommendations, American Cancer Society- 2015 Breast
Cancer Screening for Women at Average Risk, The Japanese Guidelines for Breast Cancer
Screening, Institute for Clinical Systems Improvement-Diagnosis of breast diseas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Recommendation Statement for Breast Cancer Screening>를 선택하
였다. 이 중 6개는 미국, 캐나다 등의 서구에서, 1개는 국내에서 발표된 권고안이다(1-7). 최근까지
보고된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검진 효과에 관한 연구로 유방촬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8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있었으며, 이중 7개에서 유방촬영검사를 시행한 군에서 유방암
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8-15). 무작위 배정이 부적절하였음이 지적된 Edinburg
임상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연구를 이용한 메타분석에서 유방암 사망률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0.81(9.73~0.91)로 검진군에서 유방암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7). 반면, 국내외에 유방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검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대조군 연구들로 발표되고 있으며, 추가로 진단되는 유
방암이 1,000명당 0.3~5.1명으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어 검진 효과는 결론 내리기가 어렵고(16-21),
사망률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어, 유방초음파를 권고한 권고안은 없다. 다만,
최근 유방촬영검사와 병행한 유방초음파의 검진 효과를 보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진행되었고 초
기 연구결과에서 유방암에 대한 민감도 및 암 발견율이 유의하게 향상되고 간격암의 감소를 보여
(22), 향후 사망률에 관한 연구가 기대된다. 그 외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유방MRI 등은 검진에서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권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 7개의 권고안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검사를 위한 영
상 검사 방법으로 유방촬영검사를 권하고 있다. 각각의 권고안들은 보고된 유방촬영검사 무작위 대
조군 연구들의 연구 적절성 수준을 평가하여 취사하였으며, 유방촬영검사의 시행 권고 연령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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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nstitute for Clinical Systems Improvement (ICSI)의 유방암 검진 권고안은 40세 이후의 여성에서

2015년에 발표된 국립암센터 유방암 검진 권고안 개정안은 국내 여성의 유방암 역학이 서구 여성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검진을 권하고 있으며, 50~75세 여성에서는 매년 혹은 매 2년마다의 유방촬

의 그것과 다르고, 국내에서 시행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국내 문헌에 가중

영검사를 권하며(권고등급 strong), 40 ~ 49세 여성 및 75세 초과 여성에서의 검진 목적의 유방촬영

치를 두고 문헌 고찰 및 취합하고자 했다. 40-69세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검사는 선택적이며(권고등급 weak), 검진 기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6).

유방암 검진을 2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권고등급 B)(7). 7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유방촬

Japanese Research Group의 유방암 검진 권고안은 40~74세의 여성에서 검진목적의 유방촬영검사

영검사를 이용한 유방암 검진이 사망률을 낮추는 것에 대한 근거 수준이 낮아 유방암에 대한 개인

를 권하며(권고등급 B), 40~64세의 여성에서는 임상유방진찰을 병행하도록 권하고 있다(권고등급 B).

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 외의 임상유방진찰 단독, 혹은 유방초음파를 이용한 검진은,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권

(권고등급 C). 또한, 유방암 검진 목적의 유방초음파 또는 임상유방진찰은 권고하거나 반대하지 않

고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권고등급 I).

는다(권고등급 I).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의 Appropriateness Criteria for Breast Cancer Screening에서

권고 고려사항

는 40세 이상의 15% 미만의 유방암 발병 위험률을 가진 여성에서 매년 검진 목적의 유방촬영검사

a. 이득과 위해

를 권하고 있다(rating 9) (5). 유방 MRI를 이용한 유방암 검진은 20% 이상의 유방암 발병 위험률을

무증상 여성에서 유방암 검진을 목적으로 유방촬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가진 여성(BRCA 유전자 변이 양성으로 진단된 여성 및 가족, 10~30세에 흉부 방사선 치료 받은 과

률이 검진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 19% 낮게 나타나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검진으로 이득을 볼

거력이 있는 여성)에서는 높은 민감도를 보여, 이득이 있으나, 15% 미만의 유방암 발병 위험률을 보

수 있다(9-15).

이는 경우에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다(rating 3). 유방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검진에서는 위양성률이
높으며, 검사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좋지 않아 권하지 않는다(rating 2)(20).

그러나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할 경우 방사선 피폭의 문제가 발생하며, 검진 간격이 짧을수록, 유방
촬영검사를 이용한 검진을 이른 연령에서 시작할수록 방사선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가 큰 것으로 나

Canadian Task Force on Preventive Health Care의 유방암 검진 권고안은 50~69세 여성에서 매

타났다(23,24). 치밀유방에서는 유방촬영검사의 진단 민감도가 감소하고 유방촬영검사로 인한 과진단

2~3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검진을 권하고 있다(권고등급 weak, 근거수준 중등도)(5). 70~74세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양성률이 3.4~61.3%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로 인한 위해는 정확

의 여성이나 40~49세의 여성의 경우,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검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히 평가하기 어렵다(25-27).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20~30대는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검

상대적으로 낮아, 70~74세 여성의 경우 매 50-69세와 동일한 검진안을 권하고 있지만 근거수준이

진이 이익보다 위해가 클 수 있으나, 40세 이상에서는 방사선 피폭의 위해보다 검진으로 인한 사망

낮으며, 40~49세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정기적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권고등급

률 감소의 이득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23,27).

weak, 근거수준 중등도), 유방 MRI나 임상유방진찰을 이용한 검진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므로 이는
권하지 않는다(권고등급 low, 근거수준 낮음).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의 유방암 검진 권고안은 50~74세 여성에서 2년마다

7개 가이드라인에서 무증상의 여성에 대해서 유방 검진을 시행하는 검사 방법으로 유방촬영검사

검진 유방촬영검사를 권하고 있다(권고등급 B) (4). 40~49세 여성에서는 검진으로 인한 이득과 위해

를 선택하는데 있어 진료지침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유방촬영검사의 시행 연령과 검사 간격에 대해

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권고등급 C). 75세 이상의 여성에서

서는 진료지침 별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검사 장비의 보급, 인종에

유방촬영검사를 이용한 검진은 평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I statement). 디지털 토모신테시스는 유

따른 특징, 그리고 보험급여 적용 여부 및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으

방촬영검사를 대체하여 일차적 검진으로 사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I statement). 유방초음파,

로 생각되고 이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용성과

MRI, 디지털 토모신테시스는 치밀유방에서 유방촬영검사와 병행하기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로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한다.

인한 이득과 위해를 평가하기 어렵다(I statement).
American Cancer Society (ACS)의 유방암 검진 권고안은 2016년 개정안에서 45세에 정기적인 유
방촬영검사로 검진을 시작하도록 권하고 있다(권고등급 strong). 45~54세 여성에서는 매년, 55세이상
의 여성에서는 2년마다 혹은 매년 유방촬영검사를 권하고 있다(권고등급 qualified). 40~44세의 여성

c. 검사별 방사선량
유방촬영검사
유방초음파검사 0

에서 매년 검진 목적의 유방촬영검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권고등급 qualified). 검진 목적의
유방촬영검사는 여생이 10년 이상 남았으며,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에서 지속적으로 시
행하도록 권하고 있다(권고등급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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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유방진찰 (breast self-examination; BSE) 이나 임상유방진찰 (clinical breast examination; CBE)
에서 만져지는 종괴가 발견된 경우, 진단을 위한 검사 권고로 3개의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였다 (1-3).
만져지는 유방 종괴는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그 확인이 매우 중요하나, 증상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영상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4-6).
만져지는 종괴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 유방촬영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유방암 진단의 민감
도는 86~91% 로 보고하였다 (7-9). 만져지는 종괴가 유방촬영검사에서 오일낭종이나 과오종과 같이
명확한 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방촬영술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만져지는 부위에 이상소견이
없거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기 어려운 병변이 보일 때는 만져지는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방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7-12). 40 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유방초음파의 민
감도가 유방촬영술보다 높다고 보고되었으며(13), 30~39 세 유방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한 한 연
구에서도 유방초음파가 유방촬영술에 비해 높은 민감도 (95.7%: 60.9%)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14). 종괴를 호소하는 여성에서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모두에서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없는
경우, 음성예측도는 97.4~100% 로 보고되어 있으나, 임상유방검사에서 강한 악성소견을 보인다면,
악성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5-17). 30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암
발생 빈도가 낮고,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치밀유방으로 인해 유방촬영술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져지는 종괴 평가를 위한 최초검사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한다 (18-20).

권고 고려사항
a. 이득과 위해
만져지는 유방 종괴가 있는 여성에서 진단 목적으로 유방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경우,
만져지는 종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방촬영술은 유방의 미세석회화 및 구조왜곡을 발견과 진단에 유용하며 전체 유방을 비교적 객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사 당시 압박에 의한 통증이나 방사선 피폭의
문제, 치밀유방에서의 낮은 민감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유방초음파 검사의 경우 통증이
나 방사선 피폭이 없고 실시간 영상검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사자의 기술과 경험, 유
방의 배경에코 등에 의해 진단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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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3 개 진료지침에 대한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결과, 만져지는 종괴를 호소하는 여성에서 연

284-297.
12. Bennett IC, Freitas R, Jr., Fentiman IS. Diagnosis of breast cancer in young

령에 따라, 유방촬영검사 또는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개 진료지침의 권고 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수용성과 적용성 평가표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women. Aust N Z J Surg. 1991;61(4):284-289.
13. Osako T, Iwase T, Takahashi K, et al. Diagnostic Mammography and Ultrasonography fo
r Palpable and Nonpalpable Breast Cancer in Women Aged 30 to 39 Years. Breast Canc

c. 검사별 방사선량

er 2007;14(3):255-9.

유방촬영검사

14. Lehman CD, Lee CI, Loving VA, Portillo MS, Peacock S, Demartini WB, Accuracy and

유방초음파검사 0

Value of Breast Ultrasound for Primary Imaging Evaluation of Symptomatic Women 30-3
9 Years of Age. AJR Am J Roentgenol. 2012;199(5):11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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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 유두분비가 있는 여성에서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는 무엇인가?
권고 3-1. 양측성이거나 다수의 유관구로부터 맑거나 노란색 유두분비(생리적인 분비)가 있는

유방촬영술은 유방의 미세 석회화 및 구조왜곡의 발견 및 진단에 유용하며 전체 유방을 비교적 객
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 당시 압박에 의한 통증이나 방사선 피폭

여성에서 임상 진찰에서 다른 이상 소견이 없고 최근에 시행한 유방촬영검사가 있다면 더

및 낮은 민감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방초음파의 경우 통증이나 방사선 피폭이 없고 실시간 영

이상의 영상의학적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상 검사로 병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사자의 기술과

(권고등급 C, 근거수준 III)

경험, 유방의 배경에코 등에 따라서 검사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양성이 높은 제한점이 있다.

권고 3-2. 일측성이거나 한 유관구로부터 자발적으로 장액성 또는 혈성유두 분비(병적분비)가
있는 30세 이상 여성에서 진단을 위한 최초 검사로 유방촬영검사가 또는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한다.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3개의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I)

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권고 3-3. 일측성이거나 한 유관구로부터 자발적으로 장액성 또는 혈성유두 분비(병적분비)가
있는 30세 미만 여성에서 진단을 위한 최초 검사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한다.

c. 검사별 방사선량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I)
유방촬영검사
유방초음파 검사 0
근거요약
유두분비가 있는 여성에서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 권고안을 검색 후 3개를 최종 선택하였다 (1-3).
유두분비는 흔한 증상이며 생리적인 분비와 병적 분비로 나눈다. 생리적인 분비는 대개 양쪽 유두
의 여러 구멍에서 나오며 임신 말, 갑상선 질환이나 뇌하수체 선종 등의 내분비기능이상, 특정 약
장기 복용 등에 의해 나타난다. 병적 유두분비를 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양상으로, 유두
의 한 구멍에서 짜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이며 장액성 또는 혈성인 경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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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병적 유두분비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내유두종과 유관확장증으로 각각 35-48%, 17-36%
를 차지하며, 악성질환은 5-21% 정도의 빈도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4-8).
유두분비의 양상이 생리적 분비이며 최근에 시행한 검진 유방촬영술이 있다면 더 이상의 영상의
학적 검사는 불필요하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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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유두분비에서 영상검사는 일반적으로 유방촬영검사와 유방초음파 검사부터 시행한다 (5-8).
유방촬영술은 민감도는 낮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며, 필요시 국소압박확대촬영을 추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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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변을 찾아 초음파 유도하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관벽, 유관주위 섬유화,
관내 분비물이나 응고혈 등에 의한 위양성도 흔하다. 유방초음파는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에
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이며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유방촬영술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10). 병적 유두분비이지만 유방촬영검사와 유방초음파 소견이 정상일 때는 유관조영술을 시행
하며, 선택적인 환자군에서는 MRI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9, 11-13). 유관조영술의 유
방암 진단 민감도는 60% 정도이나 특이도가 낮아 병변이 보이지 않아도 악성종양을 배제할 수 없
으며, 침습적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검사라는 단점이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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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득과 위해
유두분비가 있는 여성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유방촬영검사나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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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1.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전 병기결정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권고 1-1.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을 모든 환자에게 갑상선암의 크기, 주변조직 침범 및 경부 림
프절 평가를 위한 수술 전 경부 초음파검사를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권고 1-2. 임상적으로 진행된 갑상선암이 의심되거나 수술범위 결정을 위해 초음파검사만으로 충

12. Sarica O, Zeybek E, Ozturk E. Evaluation of nipple-areola complex with ultrasonograph
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J Comput Assist Tomogr. 2010;34(4):575-586.
13. Morrogh M, Morris EA, Liberman L, Borgen PI, King TA. The predictive value of ducto
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the management of nipple discharge. Ann Su

분하지 않은 경우 조영 증강 CT, MRI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권고 1-3.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을 환자에서 18FDG-PET은 통상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
(권고등급 C, 근거수준 IV)

rg Oncol. 2007;14(12):3369-3377.
근거요약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진료지침을 검색 후 최종 10개의 진료지침을 선택했다(1-10). 10
개의 진료지침에 포함된 개별 근거문헌은 28개이며, 2개의 체계적 문헌고찰, 1개의 전향적 연구, 17
개의 후향적 연구, 4개의 환자군 연구(case series)를 포함하고 있다.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을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 병기결정을 위해 경부 초음파검
사를 강하게 권고하며 이는 임산부와 소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8,9). 수술 전 병기결정을 위한
경부 초음파검사에서는 반드시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결절의 주변조직으로의 침범여부, 반대쪽 엽의
결절 유무, 중심 및 측경부 림프절의 전이여부 확인을 포함하여야한다(1-3, 5, 8, 9).
주변조직 침범 또는 다발성 림프절 전이가 임상적으로 분명히 의심되는 진행된 갑상선암의 경우
경부의 조영증강 CT 또는 MRI를 시행하여야 한다(2,3,6). 그리고 이는 소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된
다(9). 크기가 크거나 움직이지 않는 갑상선 결절, 성대마비가 동반된 경우에도 진행된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효과적인 수술계획을 세우기 위해 경부 조영증강 CT 또는 MRI가 권고된
다(2, 3, 6).
수술 전 경부 초음파검사는 경부 림프절 전이의 진단에 있어 가장 민감한 영상검사로(11, 12, 13),
촉진으로 확인되지 않는 림프절 전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20%의 환자에서 수술 범
위가 변경될 수 있다(14-16, 17, 18). 수술 전 경부 초음파검사의 림프절 전이 진단 민감도는 중심부
림프절의 경우 30%, 측경부의 경우 93.8%, 전체 경부의 경우 77% 정도이며(19), specificity는
70-100%이다 (12, 20, 21).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을 환자에서 18 FDG-PET은 통상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2). 역형성 갑
상선암 환자에서 수술 전 시행한 PET-CT로 인해 25%의 환자에서 치료방법이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일부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22). 그 외의 경우 수술 전 병기평가에 PET 또는
PET-CT가 유용하다는 근거는 없으며, 주로 수술을 시행한 후 종양 표지자는 양성이면서 영상검사
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다(23).

갑상선 수질암에서도 경부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수술 전 영상검사이다(11). 경부의 병변이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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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국소 또는 원격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400 또는 500 pg/mL 이
상인 경우에 경부, 흉부의 조영증강 CT, 간의 three-phase 조영증강 multi-detector CT 또는 조영증

경부 CT
경부 MRI 0

강 MRI, 그리고 bone scintigraphy를 시행하여야 한다(3, 10). 근골격계 MRI 또는 bone scinigraphy는
뼈전이를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검사방법이므로 해당부위의 통증 등 근골격계 전이
가 임상적으로 의심될 때 유용하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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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득과 위해
갑상선분화암(특히 갑상선유두암)의 경우 경부 림프절 전이가 초음파검사에서 20-31%까지 발견되
는데 (75-125, 126) 그 중 약 20%에서는 이로 인해 수술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경부
초음파검사로 인한 그 이득이 확실하며 (11-13),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이 없다. 경
부 초음파검사는 어린이 또는 임산부에도 권고되는 안전한 검사방법이다 (8,9).
그러나 초음파검사로 찾아낼 수 없는 림프절 전이도 있으며, 전이암의 특징인 강한 조영증강 소
견은 조영증강 CT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주변조직 침범의 정확한 진단은 초음파검사만으로는
어려우며 조영증강 CT 또는 MRI가 필요하다. 조영증강 CT는 방사선 노출 및 조영제에 의한 다양한
정도의 합병증을 동반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공격적인 조직형, 전이 림프절 개수가 많은 경우, 주
변조직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영증강 CT를 시행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와 치
료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잠재적인 이득이 위해를 상해한다.
PET/CT의 경우 방사선 노출 및 조영제에 의한 합병증 면에서 수술 전 병기결정을 위한 영상검사
로서 알려진 이득이 없다.
의료비의 경우, 암으로 진단되어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므로 의료비가 영상검사 시행여부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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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전 병기결정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 방법으로 10개의 진료지침에서 동일
하게 경부 초음파검사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여러 진료지침에서 임상적으로 진행된 갑상선암이
의심되거나 수술범위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영증강 CT, MRI 등이 초음파검사와 함께 추가적
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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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0개 진료지침에 대한 국내 수용성 및 적용성 평가 결과,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에 제시한다.

9. Francis GL, Waguespack SG, Bauer AJ, et al. Management Guidelines for Children with
Thyroid Nodules and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Thyroid. 2015;25(7):71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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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2.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수술 후 추적검사로 적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권고 2-1. 수술 후 6-12개월에 갑상선 영역과 중앙 및 측 경부 림프절을 평가하는 경부 초음파검
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재발 위험도와 혈청 갑상선글로불린 결과에 따라 6-12개월
주기로 경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J Surg 2008;32(7):1552-8.

권고 2-2.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 수술 후 기저 혈청 칼시토닌이 150 pg/ml 미만으로 증가되어
13. Kim E, Park JS, Son KR, et al. Preoperative diagnosis of cervical metastatic lymph nod

있는 경우 경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다. 만약 경부 초음파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혈청 칼

es in papillary thyroid carcinoma: comparison of ultrasound, computed tomography, and

시토닌 검사와 더불어 경부 초음파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combined ultrasound with computed tomography. Thyroid 2008;18(4):411-8.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V)

14. Stulak JM, Grant CS, Farley DR, et al. Value of preoperative ultrasonography in the su

권고 2-3.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 수술 후 기저 혈청 칼시토닌이 150 pg/ml 초과인 경우 원격 전

rgical management of initial and reoperative papillary thyroid cancer. Arch Surg. 2006;1

이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경부, 흉부, 복부의 CT또는 MRI, bone scan, FDG-PET scan, 근
골격계 MRI 등을 시행한다.

41(5):489-494; discussion 494-486.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V)
15. Kouvaraki MA, Shapiro SE, Fornage BD, et al. Role of preoperative ultrasonography in
the surgical management of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Surgery. 2003;134(6):946-954; d
iscussion 954-945.

권고 2-4. 역형성 갑상선암의 경우, 1차 치료 후 두경부, 흉부, 복부 등의 영상검사를 1-3개월 간
격으로 적어도 1년 동안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검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
는 없다.

16. O'Connell K, Yen TW, Quiroz F, et al. The utility of routine preoperative cervical ultra
sonography in patients undergoing thyroidectomy for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Surge
ry. 2013;154(4):697-701; discussion 701-693.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V)
권고 2-5. 역형성 갑상선암의 경우, 1차 치료 후 18FDG-PET 스캔을 3-6월 간격으로 시행한다.
(권고등급 I, 근거수준 IV)

17. Solorzano CC, Carneiro DM, Ramirez M, et al. Surgeon-performed ultrasound in the ma
nagement of thyroid malignancy. Am Surg 2004;70(7):576-80; discussion 80-2.

근거요약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진료지침을 검색 후 최종 9개의 진료지침을 선택했다(1-9). 9개

18. Shimamoto K, Satake H, Sawaki A, et al. Preoperative staging of thyroid papillary carci
noma with ultrasonography. Eur J Radiol 1998;29(1):4-10.
19. Hwang HS, Orloff LA. Efficacy of preoperative neck ultrasound in the detection of cer
vical lymph node metastasis from thyroid cancer. Laryngoscope. 2011;121:487-91.
20. Frasoldati A, Valcavi R. Challenges in neck ultrasonography: lymphadenopathy and para
thyroid glands. Endocr Pract 10:261–268.
21. Kuna SK, Bracic I, Tesic V, et al. Ultrasonographic differentiation of benign from malig
nant neck lymphadenopathy in thyroid cancer. J Ultrasound Med 25:1531–1537.

의 진료지침에 포함된 개별 근거문헌은 18개이며, 2개의 전향적 연구, 13개의 후향적 연구, 1개의
환자군 연구(case series)를 포함하고 있다.
갑상선암의 수술 후 추적검사의 방법과 시기는 갑상선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갑상선 유두암과 여포암에 대해서는 경부 초음파가 경부 전이를 발견하는 데에 가장 예민한 검사
이다. 기존에 발표된 대부분의 권고안에서 수술 후 6-12개월에 갑상선 영역 및 중앙 및 측경부 림
프절을 평가하는 초음파검사를 권고하였으며, 이후의 추적검사는 재발 위험도와 갑상선글로불린 결
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1-9). 대부분의 림프절 전이는 이미 침범된 경부림프
절 구역에서 발생하며, 재발 위험은 전이 림프절의 개수가 많을수록, 피막 외 침습이 있는 림프절
전이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현미경적 전이보다는 육안적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 더욱 증가

22. Poisson T, Deandreis D, Leboulleux S, et al. 18F-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
om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in anaplastic thyroid cancer. Eur J Nucl Med Mol
Imaging 37:2277–2285.

되며 단경 8-10mm 이상의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에 대해서는 FNA를 시행하며, 흡인액에서 갑상
선글로불린을 측정하는 것이 민감도를 증가시킨다(1-3, 10-17).
갑상선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재발암 유무를 감시하기 위해 rhTSH-stimulated Tg 검사를 주기적

23. Yeh MW, Bauer AJ, et al.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statement on preoperative ima
ging for thyroid cancer surgery. Thyroid 2015;25(1):3-14.

으로 시행한다. rhTSH-stimulated Tg검사만 시행하는 것에 비해 경부 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할 때
재발암의 진단민감도와 음성예측도가 각각 96.3%, 99.5%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며(11), 경부 초음
파 검사는 131I wholebody scintigraphy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재발암을 발견할 수 있다(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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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수질암에서는 수술 후 칼시토닌 레벨에 따라 재발 및 전이를 의심할 수 있으며 먼저 경부
초음파를 시행하고 전이를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영상검사를 시행한다. 칼시토닌 레벨이 150 pg/mL

용하는 것은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에 제시한다.

미만일 때는 향후 6개월마다 초음파와 혈청 검사를 재시행하여야 하며, 150 pg/mL 이상의 칼시토닌
이 측정되는 경우에는 원격 전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영상검사가 권고되었는데, 시행하여야

c. 검사별 방사선량

하는 영상검사의 종류는 권고안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경부 초음파, 흉부 CT, 복부 MRI, bone

경부 초음파검사 0

scintigraphy는 모든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외에 골반과 척추의 MRI, FDG-PET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정 검사를 선택하거나 조합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는 부족하므로, 권고안에 포함

경부 CT
경부 MRI 0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위치의 영상 검사를 고려하여야 한다(4-6, 18-23).
역형성 갑상선암의 수술 후에는 증상이 있는 부위의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증상이 없어도
FDG-PET, 경부 CT, 흉부 및 복부 CT를 시행하여야 한다. 역형성 갑상선암의 경우는 매우 나쁜 예
후로 인해 수술 후 적절한 검사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수술 후 잔존암이 없고 지속적인 치료를

흉부 CT
복부 CT
PET/CT

원하는 경우 경부 초음파와 두부, 경부, 흉부, 복부, 골반의 CT 또는 MRI를 6-12개월 동안 1-3개월
간격, 향후 12개월 동안 4-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며 치료 후 잔존암이 없는 환자에서 작은 병변을
발견하기 위해 3-6개월 후 FDG PET을 고려할 수 있고 잔존암이 있는 환자에서도 치료방침을 결정
하기 위해 3-6개월 후 FDG PET을 고려할 수 있다(7, 24-25).
임산부와 소아에 대한 갑상선 유두암 수술 후 검사와 추적 검사는 앞서 기술한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부 초음파를 권고하며, 임산부와 소아에서 갑상선 수질암과 역형성 갑상선암의
수술 후 검사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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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1. SAH가 의심되는 급성벼락두통(thunferclap headache) 환자에서 어떤 영상 검사를 권장하는가?
권고 1-1.

급성벼락 두통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SAH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영상 검사로 신속한

비조영 두부 CT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권고등급A, 근거수준 III).
권고 1-2. 급성벼락 두통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SAH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동맥류성 출
혈을 확인하기 위해 CT 두부 혈관조영 검사는 권장된다
(권고등급B, 근거수준 III).
권고 1-3: 급성벼락 두통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SAH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이전에 coil이
나 stent로 시술 받은 경우나 비조영 두부 CT가 이상 소견이 없지만 지주막하출혈

thyroid carcinoma. Thyroid 18:713–719

이 의심되는 경우등에 MR 두부혈관 검사 (조영 또는 비조영), 두부 MR 검사 혹은
25. Poisson T, Deandreis D, Leboulleux S, Bidault F, Bonniaud G, Baillot S, Auperin A, Al
Ghuzlan A, Travagli JP, Lumbroso J, Baudin E, Schlumberger M 18F-fluorodeoxyglucose

혈관조영술은 고려될 수 있다.
(권고등급B, 근거수준 IV).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in anaplastic thyroid cancer. Eu
r J Nucl Med Mol Imaging 37:2277–2285.
26. Frasoldati A, Pesenti M, Gallo M, Caroggio A, Salvo D, Valcavi R 2003 Diagnosis of nec
k recurrences in patients with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Cancer 97:90–96

근거요약
급성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심한 (보통 인생에서 가장 심한 또는 극심한) 두통은 급성벼락두통으
로 지칭되기도 하며, 수 초 또는 수 분 이내에 통증의 최대 강도에 이르는 양상으로, 편두통이나 여

27. Antonelli A, Miccoli P, Fallahi P, Grosso M, Nesti C, Spinelli C, Ferrannini E 2003 Role

타의 두통과 구분된다. Harling 등이 보고한 전향적 논문에 의하면, 급성벼락두통을 호소한 49명의

of neck ultrasonography in the follow-up of children operated on for thyroid papillary c

환자 중 35명에게서 지주막하 출혈이 보고되었으며 (1), 마찬가지로 급성벼락두통을 호소한 환자에

ancer. Thyroid 13:479–484

대한 3개의 study를 종합하였을 때, 총 350명의 환자 중 165명의 환자(47%)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확
인되었다(2-4). 따라서 급성벼락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영상 검사는 신속하게 지주막하 출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비조영 두부 CT 검사가 그 기본이 된다. 12시
간 이내 촬영된 두부 CT의 경우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민감도가 98%에 이르며 촬영시간이 24시간
으로 지연된 경우 민감도가 93%로 감소하게 된다 (5). 또한 오진이 된 case의 73%에서 두부 CT 촬
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다 (6). 두부 CT 영상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지주막하 출혈의
확인을 위해 요추 천자가 추가로 시행되어야 한다 (3, 4). CT 두부 혈관조영 검사는 비침습적이며
뇌동맥류 발견에 있어 혈관조영검사와 비견되는 민감도, 특이도를 보이고 있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
견된 환자에서 추가적으로 자주 시행되고 있는 검사이다 (7). 또한 McCormack 등은 지주막하 출혈
의 pretest probability가 15%인 경우 비조영 두부 CT와 CT 두부 혈관 조영 검사에서 모두 이상 소
견이 없는 경우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확률은 1% 이하로 보고하였으며, (8), Rana 등은 CT 두부 혈
관 조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요추 천자에서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식적
혈관 조영 검사를 통해 동맥류성 출혈을 발견할 추가적인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9).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된 환자에서 동맥류를 포함한 혈관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MR 두부혈
관 검사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10), 이 때 조영 MR 두부혈관 검사는 이전에 coil이나
stent로 시술 받은 경우, 포함된 금속으로 인해 생긴 왜곡으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11).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proton density, diffusion weighted imaging, gradient 펄스 시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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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을 포함한 두부 MR 영상 검사의 경우, 비조영 두부 CT가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 요추 천자
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12)

6. Suarez JI, Tarr RW, Selman W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N Engl J Med. 2
006;354(4):387-396.
7. Jayaraman MV, Mayo-Smith WW, Tung GA, et al. Detection of intracranial aneurysms:
multi-detector row CT angiography compared with DSA. Radiology. 2004;230(2):510-518.

권고 고려사항
8. McCormack RF, Hutson A. Can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of the brain replace l

a. 이득과 위해
급성벼락 두통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SAH가 의심되는 환자의 일차 진단 영상 검사로 비조영 두
부 CT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 피폭의 단점이 있으나, 비조영 두부 CT 검사를 통해 오진의 가
능성을 줄이고, 치명률이 높은 지주막하 출혈을 배제함으로써 환자가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판

umbar puncture in the evaluation of acute-onset headache after a negative noncontrast
cranial computed tomography scan? Acad Emerg Med 2010;17:444–51.
9. Rana AK, Turner HE, Deans KA. Likelihood of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in
patients with normal unenhanced CT, CSF xanthochromia on spectrophotometry and neg

단된다.

ative CTangiography. J R Coll Physicians Edinb 2013;43:200–6.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0.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headac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NGC:010158
11. Silbert PL, Mokri B, Schievink WI. Headache and neck pain in spontaneous internal car
otid and vertebral artery dissections. Neurology. 1995;45(8):1517-1522.

c. 검사별 방사선량
12. Jeong HW, Seo JH, Kim ST, Jung CK, Suh SI.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manag
비조영 두부 CT

ement of intracranial aneurysms. Neurointervention. 2014 Sep;9(2):63-71 968-81.

CT 두부혈관조영 검사
MR 두부혈관 검사 0
두부 혈관조영술

참고문헌
1. Edlow JA, Caplan LR. Avoiding pitfalls in the diagnosis of subarachnoid hemorrhage. N
Engl J Med. 2000;342:29-36
2. Linn FH, Wijdicks EF, van der Graaf Y, Weerdesteyn-van Vliet FA, Bartelds AI, van Gij
n J. Prospective study of sentinel headache in aneurysmal subarachnoid haemorrhage. L
ancet. 1994;344(8922):590-593.
3. Lledo A, Calandre L, Martinez-Menendez B, Perez-Sempere A, Portera-Sanchez A. Acute
headache of recent onset and subarachnoid hemorrhage: a prospective study. Headache.
1994;34(3):172-174.
4. van der Wee N, Rinkel GJ, Hasan D, van Gijn J. Detection of subarachnoid haemorrhag
e on early CT: is lumbar puncture still needed after a negative scan? J Neurol Neurosu
rg Psychiatry. 1995;58(3):357-359.
5. Al-Shahi R, White PM, Davenport RJ, Lindsay KW. Subarachnoid haemorrhage. BMJ 200
6;333(7561):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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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2. 신경학적진찰이 정상인 비급성두통의 경우 어떤 검사를 권장하는가?
권고 2-1. 신경학적 진찰이 정상인 비급성 두통 환자에서 임상적 진찰에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차성 두통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조영 및 비조영 두부 MRI 를 시
행함으로써 원인이 되는 두개내 병변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두부 MRI 의 경우 방사선 피폭이

통에 합당한 경우 영상의학적인 검사는 권장되지 않는다.

없어 안전하게 사용가능하나 CT 의 경우에는 방사선 피폭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권고등급 C, 근거수준 III).

다.

권고 2-2. 2차성두통 의

원인질환을

조사하기 위해 두부 MRI 검사를 우선 권장하며, 두부 CT

는 MRI 장비의 가용성 및 방사선 노출 고려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고등급B, 근거수준 III).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 검사별 방사선량

근거요약
해당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4개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검토되었다 [1-4]. 신경학적 진찰이 정상인

두부 CT

비급성 두통의 경우 대부분은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으로 대표되는 일차성 두통으로 알려져 있다
[5]

참고문헌

비특이적인 두통에서도 두부 영상검사에서 기저질환이 발견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11] 신경학적 진찰이 정상인 비급성 두통 환자에서 CT 나 MRI를 이용한 검사상 관련성이
있는 병변이 발견될 확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0.2%-1.4%) [5, 7, 12-16]. 반면에 두부

1. National Clinical Guideline C.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Guida
nce.

Headaches: Diagnosis and Management of Headaches in Young People and Adults.

London: Royal College of Physicians (UK) National Clinical Guideline Centre.; 2012.

MRI 를 이용한 코호트 연구에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우연한 병변이 발견된 비율이 13.5% 까지
보고되었으며 [17] 이러한 우연한 발견이 환자의 불안감이나 의료비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2.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headac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NGC:010158

고려되어야 한다 [18].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가이드라인은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의 전형적인 임

3.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headach

상양상을 보이면서 신경학적 진찰이 정상인 비급성 두통의 경우에 CT 나 MRI 를 이용한 검사는 권

e in adults. A national clinical guideline. SIGN Publication No. 107. Edinburgh: SIG

장되지 않았으며 하나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부비동이나 경추의 X-선 검사마저도 하지 않는 것을 권

N; 2008. Available from: http://www.sign.ac.uk/guidelines/fulltext/107/index.html

장하였다 [4].

4. Toward Optimized Practice. Guideline for primary care management of headache in adul

그러나 뇌종양으로 발생한 이차적인 두통의 경우에도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많듯이 뇌 실질 병변에 의한 2차적 두통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차
성 두통은 일반적으로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동반하거나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으므로 [19]
신경학적 진찰에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는 비급성의 두통이라 할 지라도 이전과 다른 양상의 두통

ts. Edmonton (AB): Toward Optimized Practice; 2012 Jul. 71 p.
5. Sempere AP, Porta-Etessam J, Medrano V, Garcia-Morales I, Concepcion L, Ramos A, et
al. Neuroimaging in the evaluation of patients with non-acute headache. Cephalalgia. 20
05;25:30-5.

으로 내원하였다면 영상검사를 이용하여 2차성 두통의 원인 질환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권장되었다 [2, 4]. CT 와 비교하여 MRI 는 뇌실질 병변의 진단에 있어 CT 보다 우월한 민감도를
보여 가장 권장되는 검사방법이나 [2, 20, 21] 두통과 연관된 병변의 진단에는 CT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어 [20] 비용과 접근성 및 MRI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T 도 좋은 검

6, Jordan JE, Ramirez GF, Bradley WG, Chen DY, Lightfoote JB, Song A. Economic and ou
tcomes assessment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the evaluation of headache. J Natl
Med Assoc. 2000;92:573-8.
7. Mitchell CS, Osborn RE, Grosskreutz SR. Computed tomography in the headache patient:

사수단으로 권장될 수 있다.

is routine evaluation really necessary? Headache. 1993;33:82-6.
권고 고려사항

8, Demaerel P, Boelaert I, Wilms G, Baert AL. The role of cranial computed tomography in

a. 이득과 위해

the diagnostic work-up of headache. Headache. 1996;36:347-8.

1차성 두통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율이 낮은 검사를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방사선 노
출, 우연히 발견된 병변으로 인한 불안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을 막을 수 있다. 드물게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만 보이는 2차성 두통의 원인질환을 진단하지 못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9. Reinus WR, Erickson KK, Wippold FJ, 2nd. Unenhanced emergency cranial CT: optimizin
g patient selection with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Radiology. 1993;186:763-8.
10. Becker LA, Green LA, Beaufait D, Kirk J, Froom J, Freeman WL. Use of CT sca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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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igation of headache: a report from ASPN, Part 1. J Fam Pract. 1993;37:129-34.
11. Weingarten S, Kleinman M, Elperin L, Larson EB. The effectiveness of cerebral imagin
g in the diagnosis of chronic headache. Arch Intern Med. 1992;152:2457-62.
12. Tsushima Y, Endo K. MR imaging in the evaluation of chronic or recurrent headache.
Radiology. 2005;235:575-9.

KQ 3. 임산부에게 새로 생긴 두통의 경우 어떤 검사를 권장하는가?
권고 3-1. 임산부에게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새로운 두통의 경우 조영증강하지 않은 자기공명
영상이 적절하다.
(권고등급A 근거수준III)
권고 3-2. 뇌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갑자기 발생한 강한 두통, 및 동반된 뇌출혈을 시사
하는 임상 양상)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조영증강하지 않은 두부 CT도 적

13. Wang HZ, Simonson TM, Greco WR, Yuh WT. Brain MR imaging in the evaluation of c
hronic headache in patients without other neurologic symptoms. Acad Radiol. 2001;8:405-

절하다.
(권고등급A, 근거수준III)

8.
14. Frishberg BM. The utility of neuroimaging in the evaluation of headache in patients wi
th normal neurologic examinations. Neurology. 1994;44:1191-7.
15. Nawaz M, Amin A, Qureshi AN, Jehanzeb M. Audit of appropriateness and outcome of
computed tomography brain scanning for headaches in paediatric age group. Journal of
Ayub Medical College, Abbottabad : JAMC. 2009;21:91-3.

근거요약
임산부에게서 발생하는 두통은 기질적 원인이 더 흔하게 확인된다 (1). 두통은 임산부에서 흔하게
관찰되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두통의 경우 임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 후향적 연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두통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임산부 63명의 환자 중 17명 (27%)에서 원인이 확인되었다
(2). 임산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전)자간증의 경우 신경학적 증상과 더불어 두통을 동반하며, 적절
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3). 이외에도 (전)자간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

16. Cull RE. Investigation of late-onset migraine. Scott Med J. 1995;40:50-2.

– 가역적 뇌혈관 연축 증후군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정맥혈전증 등의 진단

17. Vernooij MW, Ikram MA, Tanghe HL, Vincent AJ, Hofman A, Krestin GP, et al. Inciden

을 위해서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3, 4). 그러나 영상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피

tal findings on brain MRI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

폭, 및 조영제의 경우 임산부 및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5, 6)

ne. 2007;357:1821-8.

우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기법이 권고 된다. 현재까지 자기공명영상의 태아 및 임

18. Howard L, Wessely S, Leese M, Page L, McCrone P, Husain K, et al. Are investigations

산부에 대한 위해는 정확하게 보고된 바 없으며 임산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간증을 포함한 여

anxiolytic or anxiogenic?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neuroimaging to provide reass

러 질환 진단에 도움을 준다 (3, 4) 정맥 및 정맥동 혈전증이 의심될 경우에 역시 조영증강하지 않

urance in chronic daily headache.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05;76:1558-64.

은 자기공명정맥조영술 혹은 출혈을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법 (SWI, GRE, and FLAIR )을 추가

19. Forsyth PA, Posner JB. Headaches in patients with brain tumors: a study of 111 patient
s. Neurology. 1993;43:1678-83.

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기공명혈관조영술의 경우 뇌동
맥류 및 혈관연축을 진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 US Headache Consortium, Frishberg BM, Rosenberg JH, Matchar DB, McCrory DC, Pietr

CT의 경우 전리방사선의 피폭 위험 때문에 임산부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영상 검사로 적합하

zak MP, et al. Evidence based guidelines in the primary care setting: neuroimaging in p

지 않다. 더불어 임산부에서 발생하는 주요 질환인 (전)자간증 및 혈관 연축 진단에 가치가 높지 않

atients with non-acute headache. [cited 16 Oct 2008]. Available from url: http://tools.aa

다 (3). 그러나 자기공명영상의 경우 자체적인 금기증 (폐쇄공포증, 심박동기를 포함한 자기공명영상

n.com/professionals/practice/pdfs/gl0088.pdf

기기에 부적합한 인체 삽입물을 보유한 경우)(6) 이 있거나 혹은 환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공명기

21. Evers S, Afra J, Frese A, Goadsby PJ, Linde M, May A, et al. EFNS guideline on the d
rug treatment of migraine--revised report of an EFNS task force. Eur J Neurol. 2009;1

기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제한적으로 뇌출혈의 진단을 위하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두부 CT 검
사를 고려할 수 있다.

6:968-81.
권고 고려사항
a. 이득과 위해
자기공명영상의 경우 전리방사선 피폭이 없어 임산부에서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영상 검사이다.
또한 자기공명영상의 경우 현재까지 태아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바가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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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영상의 경우 임신시기에 따라 전리방사선피폭에 의한 위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9. 근골격 분과

고려가 필요하다 (5). 특히 임신 15주 이내의 경우 피폭에 의해 뇌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러나 15주 이후에는 매우 다량의 피폭이 확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확률적 영향인 악성 종양 발생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두부 CT 촬영의 경우 태아가 위치
하는 복부/골반부에서 거리가 있고 또한 직접적인 피폭은 없고 산란선에 의한 피폭이 주를 이루므

KQ 1. 흉요추 부위의 척추 외상 환자에서 척추 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첫번째 검사로 적절한 영상검
사는 무엇인가?
권고 1. 흉요추 부위의 척추 외상 성인 환자에서 척추 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첫번째 검사로는 조

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영증강을 하지 않은 흉요추 CT 검사(thoracic and lumbar spine CT without IV contrast)를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권고등급 B, 근거수준II)

권고할 수 있다.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근거요약
c. 검사별 방사선량

흉요추 부위의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성인환자의 영상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을 통해 최

비조영 두부 CT

종적으로 3개의 가이드라인이 선정되었다 (1, 2, 3). 이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흉요추 척

비조영 두부 MRI 0

추 손상이 의심되므로 영상검사를 시행토록 권하고 있다: 허리 통증 혹은 압통이 있는 경우, 흉요추
손상을 의심케 하는 국소부위 징후가 있는 경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경추의 골절이
있는 경우, GCS (Glasgow coma scale) 이 15점 미만인 경우, 중증 신전 손상 (major dis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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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고려사항
a. 이득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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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CT는 국내의 대부분의 병원이 보유하고 있어 검사가 용이하며, 검사 시간이 짧고 조영제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되므로 금식 등 검사 전 특별한 준비 사항이 없다. 따라서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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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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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사별 방사선량

3;55(4):665-669.
13. van Beek EJ, Been HD, Ponsen KK, Maas M. Upper thoracic spinal fractures in trauma

일반방사선검사

patients - a diagnostic pitfall. Injury. 2000;31(4):219-223.

척추CT(조영증강 없음)

14. Wintermark M, Mouhsine E, Theumann N, et al. Thoracolumbar spine fractures in patie

척추MRI 0

nts who have sustained severe trauma: depiction with multi-detector row CT. Radiology.
2003;227(3):681-689.

참고문헌
1.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Myelopathy
2.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suspected spine trauma
3. Spinal injury: assessment and initial management
4. Chang CH, Holmes JF, Mower WR, Panacek EA. Distracting injuries in patients with vert
ebral injuries. J Emerg Med. 2005;28(2):147-152.
5. Dai LY, Yao WF, Cui YM, Zhou Q. Thoracolumbar fractures in patients with multiple inj
uries: diagnosis and treatment-a review of 147 cases. J Trauma. 2004;56(2):348-355.
6. Hsu JM, Joseph T, Ellis AM. Thoracolumbar fracture in blunt trauma patients: guidelines
for diagnosis and imaging. Injury. 2003;34(6):426-433.

15. Ballock RT, Mackersie R, Abitbol JJ, Cervilla V, Resnick D, Garfin SR. Can burst fractu
res be predicted from plain radiographs?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 Series B.
1992; 74(1):147-150.
16. Dai LY, Wang XY, Jiang LS, Jiang SD, Xu HZ. Plain radiography versus computed tomo
graphy scans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oracolumbar burst fractures. Spine.
2008; 33(16):E548-E552.
17. Hauser CJ, Visvikis G, Hinrichs C, Eber CD, Cho K, Lavery RF et al. Prospective valid
ation of computed tomographic screening of the thoracolumbar spine in trauma. Journal
of Trauma. 2003; 55(2):228-5.
18. Karul M, Bannas P, Schoennagel BP, Hoffmann A, Wedegaertner U, Adam G et al. Fra

7. Brown CV, Antevil JL, Sise MJ, Sack DI. Spiral computed tomography for the diagnosis o

ctures of the thoracic spine in patients with minor trauma: comparison of diagnostic acc

f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spine fractures: its time has come. J Trauma. 2005;58(

uracy and dose of biplane radiography and MDCT.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2013;

5):890-895; discussion 895-896.

82(8):1273-1277.

8. Berry GE, Adams S, Harris MB, et al. Are plain radiographs of the spine necessary duri

19. Campbell SE, Phillips CD, Dubovsky E, Cail WS, Omary RA. The value of CT in deter

ng evaluation after blunt trauma? Accuracy of screening torso computed tomography in

mining potential instability of simple wedge-compression fractures of the lumbar spine.

thoracic/lumbar spine fracture diagnosis. J Trauma. 2005;59(6):1410-1413

American Journal of Neuroradiology. 1995; 16(7):1385-1392.

9. Brandt MM, Wahl WL, Yeom K, Kazerooni E, Wang SC. Computed tomographic scanning

20. Krueger MA, Green DA, Hoyt D, Garfin SR. Overlooked spine injuries associated with l

reduces cost and time of complete spine evaluation. J Trauma. 2004;56(5):1022-1026; dis

umbar transverse process fractures. 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 1996;(3

cussion 1026-1028.

27):191-195.

10. Herzog C, Ahle H, Mack MG, et al. Traumatic injuries of the pelvis and thoracic and l

21. Wintermark M, Mouhsine E, Theumann N, Mordasini P, van Melle G, Leyvraz PF et al.

umbar spine: does thin slice multidetector-row CT increase diagnostic accuracy? Eur Ra

Thoracolumbar spine fractures in patients who have sustained severe trauma: depiction

diol. 2004;14(10):1751-1760.

with multi-detector row CT. Radiology. 2003; 227(3):681-689.

11. Lucey BC, Stuhlfaut JW, Hochberg AR, Varghese JC, Soto JA. Evaluation of blunt abdo

22. Rhea JT, Sheridan RL, Mullins ME, Novelline RA. Can chest and abdominal trauma CT

minal trauma using PACS-based 2D and 3D MDCT reformations of the lumbar spine and

eliminate the need for plain films of the spine? - Experience with 329 multiple trauma

pelvis. AJR Am J Roentgenol. 2005;185(6):1435-1440.

patients. Emergency Radiology. 2001; 8(2):99-104.

- 139 -

- 140 -

23. Rhee PM, Bridgeman A, Acosta JA, Kennedy S, Wang DSY, Sarveswaran J et al. Lumba
r fractures in adult blunt trauma: axial and single-slice helical abdominal and pelvic co
mputed tomographic scans versus portable plain films. Journal of Trauma. 2002; 53(4):66

pinal trauma. Australasian Radiology. 1992; 36(3):192-197.
35. Tracy PT, Wright RM, Hanigan WC.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spinal injury. Spin
e. 1989; 14(3):292-301.

3-667.
36. Pizones J, Sanchez-Mariscal F, Zuniga L, Alvarez P, Izquierdo E. Prospective analysis o
24. Gestring ML, Gracias VH, Feliciano MA, et al. Evaluation of the lower spine after blun
t trauma using abdominal computed tomographic scanning supplemented with lateral sca

f magnetic resonance imaging accuracy in diagnosing traumatic injuries of the posterior
ligamentous complex of the thoracolumbar spine. Spine. 2013; 38(9):745-751.

nograms. J Trauma. 2002;53(1):9-14.
37. Tarr RW, Drolshagen LF, Kerner TC, Allen JH, Partain CL, James AEJ. MR imaging of
25. Inaba K, Munera F, McKenney M, et al. Visceral torso computed tomography for cleara

recent spinal trauma.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Tomography. 1987; 11(3):412-417.

nce of the thoracolumbar spine in trau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Trauma. 2006;6
0(4):915-920.
26. Salim A, Sangthong B, Martin M, Brown C, Plurad D, Demetriades D. Whole body imagi
ng in blunt multisystem trauma patients without obvious signs of injury: results of a pro
spective study. Arch Surg. 2006;141(5):468-473; discussion 473-465.
27. Mancini DJ, Burchard KW, Pekala JS. Optimal thoracic and lumbar spine imaging for tr
auma: are thoracic and lumbar spine reformats always indicated? J Trauma. 2010;69(1):1
19-121.
28. Smith MW, Reed JD, Facco R, et al. The reliability of nonreconstructed computerized t
omographic scans of the abdomen and pelvis in detecting thoracolumbar spine injuries i
n blunt trauma patients with altered mental status. J Bone Joint Surg Am. 2009;91(10):23
42-2349.
29. Daffner RH, Sciulli RL, Rodriguez A, Protetch J. Imaging for evaluation of suspected ce
rvical spine trauma: a 2-year analysis. Injury. 2006;37(7):652-658.
30. Hogan GJ, Mirvis SE, Shanmuganathan K, Scalea TM. Exclusion of unstable cervical spi
ne injury in obtunded patients with blunt trauma: is MR imaging needed when multi-det
ector row CT findings are normal? Radiology. 2005;237(1):106-113.
31. Benzel EC, Hart BL, Ball PA, Baldwin NG, Orrison WW, Espinosa MC. Magnetic resona
nce imaging for the evaluation of patients with occult cervical spine injury. J Neurosur
g. 1996;85(5):824-829.
32. Davis SJ, Khangure MS. A review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spinal trauma. Aus
tralas Radiol. 1994;38(4):241-253.
33. O'Beirne J, Cassidy N, Raza K, Walsh M, Stack J, Murray P. Role of magnetic resonanc
e imaging in the assessment of spinal injuries. Injury. 1993;24(3):149-154.
34. Silberstein M, Tress BM, Hennessy O. A comparison between M.R.I. and C.T. in acute s

- 141 -

- 142 -

KQ 2. 무릎 외상 후에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 환자에서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
절한 영상검사는 무엇인가?

공명영상의 진단적 성능은 내반월상연골판 손상의 경우 민감도 91.4-93%의, 특이도 81.1-88%, 외반
월상연골판 손상의 경우 민감도 76-79%, 특이도 93.3-96%,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민감도

권고 2-1. 외상 후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 환자에서, 4보 이상 보행이 불가한 경우, 비골두나

86.5-94% 특이도 94-95.2% 로 보고되었다 (15, 16). 무릎 외상환자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는 경

슬개골에 국소 압통이 있는 경우, 무릎을 90도 이상 굽힐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

우, 환자의 최종진단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추가적인 진단검사의 횟수를 줄이며, 외상 후 첫 6

당되는 경우 첫 번째 검사로 일반방사선검사를 권고할 수 있다.

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7). 무릎 관절을 전문분야로 하는 정형외과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

의사가 무릎의 내이상을 평가하는 여러 임상 진찰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

권고 2-2. 외상 후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무릎의 내이상(internal derangement of knee) 이

과 비견할 만한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18-24). 무릎 외

의심되는 성인에서 시행한 일반방사선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을 때, 다음 영상 검사로 MRI

상 후 내이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을 다음 검사로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며, 임상

를 권고할 수 있다.

진찰 소견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권고 고려사항
근거요약

a. 이득과 위해

무릎 외상 후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영상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색 후 3개의

외상 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일차적인 검사는 일반방사선검사이지만, 외상 후 무릎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다. 검색된 가이드라인의 경우, 급성 무릎 외상 후 임상 진찰 소견에 따라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골병변은 없이 연부조직 손상을 보인다는 점과, 일반촬영은 방사

초기검사로 일반촬영 검사의 필요 여부를 나누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영상검사를 권고하고 있

선 피폭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하여야

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도 외상 후 무릎 통증을 평가할 때, 임상적 소견을 바탕으로 첫 번째

한다.

영상 검사로 가장 적절한 검사가 무엇인지, 첫 번째 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영상검사로 적절한 검사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무릎의 급성 외상의 임상적인 평가에 이용되는 여러 임상결정규칙(clinical decision rule) 이 연구
되어 왔으며

그 중 가장 근거가 잘 확립되어 있는 것은 Ottawa knee rule이다 (1-7). Ottawa kne

rule에서는 i) 환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ii) 비골 골두에 국소 압통이 있는 경우, iii) 슬개골에

MRI는 접근성이 낮고 고가인 단점이 있으나, 방사선 피폭이 없고, 무릎 내부의 여러 구조물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무릎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진단
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MRI는 외상성 무릎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우수하지만 일차 검사로 시
행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일반 촬영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나, 임상
적으로 무릎 관절의 내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다음 영상 검사로 고려할 수 있다.

국소 압통이 있는 경우, iv) 외상 직후 무릎 관절에 체중 부하를 하고 4보 이상 보행할 수 없는 경
우, v) 무릎을 90도 이상 굴곡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무릎의 일반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5). Ottawa knee rule을 적용하여 골절이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
를 선별하는 경우, 불필요한 일반방사선검사를 23-28%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진료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과 적용
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8). 환자가 외상 후에 육안적 변형이나 촉지되는 종괴가 있는 경우, 관통형 손상이 있는 경우, 금속
치환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발성 외상성 손상이나 의식상태로 인해서 병력청취나 이학적 검진이
어려운 경우,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병력이 있는 경우, 임상결정
규칙 적용에서 제외된다 (4, 7). Ottawa knee rule을 적용하는 경우, 외상 후 무릎의 골절을 진단함

c. 검사별 방사선량
일반방사선검사
슬관절 MRI 0

에 있어서 100% 민감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4, 5) .
무릎 외상으로 내원하는 환자에서, 골절 이외에도, 다른 손상의 가능성을 염두하여야 한다. 실제
로 무릎의 급성 외상성 손상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대부분 (93.5%)는 골병변이 아닌 연부조직에 손상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5). 일반방사선검사상에서 골절이 보이지 않거나 Seg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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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 3. 급성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성인에서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영상 검사는 무엇
인가?

외상성 어깨 통증을 호소하거나 어깨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 일차적으로 일반방사선검사가 권
고되며 골절, 탈구 등을 볼 수 있다 (1, 2, 7, 8, 15). 어깨불안정성 질환은 주로 20세에서 35세 사이

권고 3-1. 4주 미만의 비외상성 급성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에서 석회성 건염의 가능성

에 호발하고 어깨관절 탈구나 아탈구 병력이 있으며 어깨불안정성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이학적 검

이 없는 경우 첫번째 검사로 일반방사선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사에서 양성을 보인다. 관절와순 파열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검사로 비조영증강 MRI 검사

(권고등급 C, 근거수준 II)

가 유용하고 추천된다 (1, 7, 8). 급성 어깨 관절 탈구의 경우 비조영증강 MRI로 관절와순 파열,

권고 3-2. 비외상성 어깨 통증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손상

Bankart lesion, Hill-Sachs’ lesion 등을 비교적 정확히 진단 할 수 있으나 만성적인 재발성 탈구의

(rotator cuff tear)이 의심되는 성인 환자에서 첫번째 검사로 비조영증강 MRI 검사를 권고

경우 MR 관절조영술이 가장 진단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7, 8, 16, 17). 비조영증강

할 수 있다.

MRI 검사의 관절와순 파열 진단 정확도를 관절내시경 소견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민감도 88-98%,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특이도 89.5-96%, 정확도 94-95.7% 로 보고 되었다 (18, 19). MR 관절조영술을 시행하면 관절와순

권고 3-3. 외상성 급성 어깨 통증이나 습관성 어깨 탈구로 내원하여 관절와순 파열 (labral tear)
이 의심되는 성인 환자에서 첫번째 검사로 일반방사선검사를 권고하며 다음 검사로 비조

병변을 더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지만 침습적 검사 방법이고 방사선 피폭이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24).

영증강 MRI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I )

권고 고려사항
a. 이득과 위해

근거요약

비외상성 급성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골병변이 없이 어깨 내부의 연부조직 손상

급성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성인에서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영상진단에 관한 가이

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검사는 MRI 검사이며 MRI는 접근성이 낮고 고가인 단점이 있으나, 방

드라인은 검색 후 3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다.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어깨 통증의 원

사선 피폭이 없고, 어깨 내부의 회전근개를 포함한 여러 구조물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인이 회전근개질환인지 어깨관절 불안정성과 관련된 관절와순 병변인지에 따라 진단을 위해 시행해

점이 있다. 초음파 검사는 MRI 검사에 비하여 검사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므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할

야 할 영상검사 선택에 대한 지침을 주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은 외상 여부, 환자의 나이, 증상

경우 초음파 검사도 고려할 수 있다.

을 포함한 임상적 소견을 바탕으로 1차 진단 검사 선택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어깨불안정성을 보이는 어깨 통증 환자에서 권고되는 일차 검사는 비조영증강 MRI 검사이나 관

임상적으로 4주 미만의 비외상성 어깨 통증과 어깨 운동 제한을 보이는 경우 일차적으로 일반방

절 내부의 작은 구조물인 관절와순이나 인대 병변을 확인하는데 MR 관절조영술이 진단적으로 더

사선검사를 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1-4). 회전근개질환은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급

우수하다. 그러나 MR 관절조영술은 직접 환자의 관절 내로 주사해야 하는 침습적 검사 방법이고

성인 경우 어느 연령에서나, 만성인 경우는 40세 이상에서 이환 될 수 있다 (2, 5, 6). 회전근개질환

방사선 피폭이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위해 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의심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일반 방사선 검사는 권고되지 않고 비조영증강 MRI 검사가 가장 적합
한 검사이나, 석회성건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일반방사선검사가 추천된다 (1, 2, 7, 8, 10-14).

b.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일부 메타 분석 결과 발표된 회전근개파열의 영상 검사별 각각 진단 민감도와 특이도는 MRI 검사는

3개 진료 가이드라인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급성 어깨 통증 원인 진단을 위한

87.0, 81.7%, 초음파 검사는 85.1, 86.1% 이며 MR 관절조영술이 92.3, 94.5%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일차적 검사로써 자기공명영상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진료지침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일반

(9). 이 연구에 의하면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의 진단 정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방사선검사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국가별

초음파 검사는 회전근개 전층 파열 진단에는 정확도가 높으나 부분 파열 진단은 진단의 민감도, 특

검사 장비의 보급, 검사자 숙련도의 차이, 그리고 보험 적용 여부 및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이도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1, 10-13).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MRI 검사에 비하여 검사비 측

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고 이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

면에서 경제적이며 견봉하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실시간 검사로 동적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으로 판단하였다.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이 있다.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가 시행할 경우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도 고려할 수 있다. 조영증강 MRI 검사는 회전근개질환을 진

c. 검사별 방사선량

단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검사로 알려져 있다 (9, 14). MR 관절조영술은 비조영증강 MRI 검사보다
회전근개질환의 진단 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조영제를 어깨 관절에 직접 주사해야 하는 침습
적 검사이므로 다른 영상검사로 진단이 어렵거나 환자가 직업 운동 선수여서 어깨 병변에 대한 자
세한 평가가 필요할 때 시행 할 수 있겠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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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방사선검사
비조영 관절 MRI 0
MR 관절 조영술

(조영제 주입시 사용하는 투시 검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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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과 분과

KQ 1. 유치열기의 소아환자에서 우식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법은?
권고 1-1. 임상검사 상 유치의 우식이 의심되거나, 우식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아의 경우 교익방사
선영상검사를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권고 1-2. 방사선영상검사 주기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우식 위험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험
군에 따른 교익방사선영상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우식 고위험군 - 6개월
우식 중위험군 - 6~12개월
우식 저위험군 - 12~24 개월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근거요약
소아 환자의 영상진단에 대해 검색 후 3개의 가이드라인이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가이드라
인은 진단을 위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소아환자군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가
이드라인은 이들 3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용 개작하였다(1-3).
소아 환자의 경우 초기 내원 시 우식 병소의 평가와 우식 위험도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임상 검사상 우식 병소가 의심되거나, 인접면이 열려있지 않아 육안으로 인접면 우식의 확
인이 어려운 경우 교익방사선검사를 통한 진단이 효율적이며, 그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적
절한 치료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1).

또한 뚜렷한 병소가 없으나 우식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아의 경우 교익방사선검사의 시행을 추천한다(1-3).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아의 경우, 추가적인 병소의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6개월 주기의 추가
영상검사를 추천한다. 새로운 추가 우식이 관찰되지 않는 시점에 중위험군으로 분류되어,
6~12개월 주기의 교익방사선영상을 통한 평가가 가능하다. 중위험군의 환아는 또다른 우식
이 발견되지 않는 시점에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1,2, 4).

우식 위험군을 평가하기 위해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AAPD)에서 가장 최
근에 제시하고 있는 우식위험도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4).

우식위험도 평가 0~5세
고위
험군
1. 위험요소들 (생물학적 경향의 원인들)
(a) 엄마/보호자가 진행성의 우식치아가 있음
(b) 부모/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보건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에 속함
(c) 잦은(하루 3번이상) 간식-당분이 많은 전분/음료/과자를
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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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
네

중위
험군

저위
험군

(d) 아동이 잘 때, 혹은 원할 때마다

젖병을 줌

용성 평가표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네

(e)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

네

(f) 최근 이주해온 아동

네

3. 검사별 방사선량
교익방사선영상검사의 유효선량: 1-8.3 µSv (14-18).

2. 보호요소들
(a) 아동이 상수도 불소화지역에 거주하거나 (우편번호
기입) 불소가 함유된 물을 마심. 혹은 녹여먹거나 씹어먹
는 불소를 복용함.
(b) 하루에 적어도 두 번 불소치약을 사용하여 양치함

참고문헌

네

1. Radiation Protection 136: European guidelines on radiation protection in dental radiology.
네

(c) 전문가에게 불소도포치료를 받은경험이 있다

네

(d)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받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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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개 이상의 우식/상실/처치 치면이 존재함
(b) 진행중인 백색병소 혹인 확실한 법랑질 우식이 관찰
됨
(c) mutans streptococci level 이 증가함
(d) 치면에 치태가 관찰됨

ent selection and limiting radiation exposure. 201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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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의사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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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가 부족하여 방사선영상검사가 불가능한 소아의 경우 우식의 진단을 위해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DIAGNOdent,

Fibre-optic

Transillumination

및Electrical

Conductance 등의 검사법이 소개되고 있다(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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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idd EA, Pitts NB. A reappraisal of the value of the bitewing radiograph in the diagn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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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고려사항

9. Stephen KW, Russell JI, Creanor SL, Burchell CK. Comparison of fibre optic transillumin

1. 이득과 위해
교익방사선검사를 통한 인접면 치아우식의 진단은 임상적 진단에 비해 약 2~8배 정도의 추
가 진단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7-9). 또한 우식의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병소의 진행 혹은 정지 여부의 평가가 가능하다(10-13).
다만,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이 6개월 이하, 저위
험군에서 1년 이하의 주기의 검사 시행은 하지 않도록 권장한다(1, 3).

ation with clinical and radiographic caries diagnosi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8
7 Apr;15(2):90-4.
10. Espelid I, Tveit AB, Fjelltveit A. Variations among dentists in radiographic det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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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소아환자의 우식 검사방법으로 3개의 가이드라인 모두 동일하게 교익방사선영상검사를 제시
하였다. 이들 3개 진료 지침에 대한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결과, 소아에서 우식 검사

on visual and radiographic examination of the teeth. Scand J Dent Res 1992 Jun;100(3):1
44-8.

의 방법으로 교익방사선영상검사의 사용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용성과 적

13. Wenzel A, Fejerskov O, Kidd E, Joyston-Bechal S, Groeneveld A. Depth of occlusal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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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s assessed clinically, by conventional film radiographs, and by digitized, processed radi
ographs. Caries Res 1990;24(5):327-33.

KQ 2.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중인 환자에서 적절한 영상 검사법은 무엇인가?
권고 2-1. 구강 내에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골 상태와 인접한 해부학적구조물의 형태

14. Avendanio, B., N. L. Frederiksen, B. W. Benson, and T. W. Sokolowski. 1996. Effective
dose and risk assessment from detailed narrow beam radiography.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 Endod 82:713-9.

를 진단하기 위하여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식립할 치조골부위의 치근단방사선검사를 시행
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II)
권고 2-2.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구내방사선검사를 판독 후 단면영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15. Cederberg, R. A., N. L. Frederiksen, B. W. Benson, and T. W. Sokolowski. 1997. Effect
of the geometry of the intraoral position-indicating device on effective dose.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 Endod 84:101-9.
16. Gijbels, F., R. Jacobs, G. Sanderink, E. De Smet, B. Nowak, J. Van Dam, and D. Van S

된 개별환자에게 이차적으로 필요한 부위만 관찰할 수 있는 조정 가능한 시야를
가지는 CBCT 검사를 수행한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권고 2-3. CBCT 영상은 임상적으로 악골이나 상악동에 병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teenberghe. 2002. A comparison of the effective dose from scanography with periapical

일차검사가 될 수 있다.

radiography. Dentomaxillofac Radiol 31:159-63.

(권고등급 B, 근거수준 II)

17. Pasler, F. A., and H. Visser. 1999. Zahnmedizinische Radiologies, Vol. 5. Georg Thieme,
Auflage. Velders, X. L., J. van Aken, and P. F. van der Stelt. 1991. Risk assessment fro
m bitewing radiography. Dentomaxillofac Radiol 20:209-13.
18. White, S. C. 1992. Assessment of radiation risk from dental radiography. Dentomaxillofa
c Radiol 21:118-26.

근거요약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영상에서는 잔존 치조골의 양, 질을 포함한 잔존 치조골의 형태 평
가 그리고 식립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와의 관계 및 병변의 유무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1-9). 철저한 임상검사를 거치고 기존의 파노라마방사선검사 및 구내영상검사를 통해 판독
한 후 개별환자의 필요를 기반으로, CBCT 영상 획득이 권고된다(1,2).

파노라마방사선검사 후 절단면영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예(1)

상악의 경우
a. incisive canal
b. descent of maxillary sinus
c. doubt sinus septum in sinus grafting
d. doubt about shape of alveolar ridge
e. pathosis
하악의 경우
a. doubt about position of mandibular canal or mental foramen
b. doubt about shape of alveolar ridge
c. severe resorption
d. pathosis

권고 고려사항
1. 이득과 위해
CBCT 검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MSCT 에 비해 저선량으로, 잔존 치조골의 cross-sectional
view를 볼 수 있다. 또한, radiologic marker를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적절한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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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고려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N. Frazao, M. A. Ramos-Perez, F. M. Assessment of the anterior loop of the mandibular

그러나 골질의 평가에 있어서 CBCT 영상은 부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MSCT와는

canal: A study using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Imaging Sci Dent. 2016;46(2):69-

달리, CBCT 영상에서 보여지는 회색조는 reliable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밀도의 평가는 불가

75.

능하다. 그러나 CBCT의 영상에서의 회색조가 임플란트 유지력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

6. Maestre-Ferrin LG-G, S. Carrillo-Garcia, C. Penarrocha-Diago, M. Radiographic findings i

가 있다. (4)

n the maxillary sinus: comparison of panoramic radiography with computed tomography.

CBCT영상을 통한 잔존 치조골의 평가는 기존의 MSCT 영상에 비하여 환자의 노출 선량이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11;26(2):341-6.

낮으며, 필요한 부위만 관찰할 수 있는 조정 가능한 시야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1)
7. Park YBJ, H. S. Shim, J. S. Lee, K. W. Moon, H. S. Analysis of the anatomy of the max
illary sinus septum using 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J Oral Maxillofac Surg. 20

2.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11;69(4):1070-8.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중인 환자의 검사방법으로 3개의 가이드라인(1,2,3) 모두 동일하게 파
노라마방사선영상과 같은 conventional image를 권고하였으며, 이것으로 CBCT영상의 필요여

8. Schropp LS, A. Gotfredsen, E. Wenzel, A. Comparison of panoramic and conventional cr

부를 결정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촬영할 것을 권고하였음. 수용성과 적용성은 부록에 제시

oss-sectional tomography for preoperative selection of implant size. Clin Oral Implants R

되었다.

es. 2011;22(4):424-9.
9. Tadinada AJ, E. Al-Salman, W. Jambhekar, S. Katechia, B. Almas, K. Prevalence of bony
septa, antral pathology, and dimensions of the maxillary sinus from a sinus augmentatio

3. 검사별 방사선량

n perspective: A retrospective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study. Imaging Sci Den

파노라마방사선영상 (7.2 µSv) (10)

t. 2016;46(2):109-15.
10. Lee C, Lee SS, Kim JE, Symkhampha K, Lee WJ, Huh KH, Yi WJ, Heo MS, Choi SC, Y

치근단방사선영상 (1-8.3 µSv) (12)

eom HY.A dose monitoring system for dental radiography.Imaging Sci Dent. 2016 Jun;46

치조골 부위의 CBCT 검사 (유효선량: 11-674 µSv) (1)

(2):103-8. doi: 10.5624/isd.2016.46.2.103. Epub 2016 Jun 23.
11. Tole NM, Guthua SW, Imalingat B. Radiation dose as a factor in the choice of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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