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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COVID-19)에서의 영상의학적 진단 및 인테벤션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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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ad threatened public health as a global pandemic. Interventional
radiology (IR) has a critical role i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and could conceivably
be called to assist in the management of a COVID-19 positive patient. IR suites may also be located near radiology
services where COVID-19 patients may undergo imaging. Proper, and early, preparation is, therefore, crucial to reduce
exposure to health care workers and other patients in IR. And chest radiography and CT are crucial in managing
COVID-19 in addition to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which is the gold standard for COVID-19
diagnosis. This is a review article to present chest radiography and CT findings for diagnosis in COVID-19 and to
present an important role of IR in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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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소견이나 영상 소견만으로 COVID-19을 진단하기도 하며 특히
RT-PCR 위음성을 보이는 일부의 환자에서 흉부 CT에 이상 소견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보인다는 보고 등이 있어 영상검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3,4].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원인미상의 폐렴으로

또한 다른 의료분야와 마찬가지로 인터벤션 영상의학분야도 치료 및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수천 만명이 감염되는 판데믹 상황에 이

환자 관리에서 COVID-19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치료 및 관리 패러

르고 있고 현재도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1]. COVID-19

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진단검사는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RT-PCR)이며 비인두 등
에서 검채를 체취하여 검사하지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6시
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2]. 반면 RT-PCR 검사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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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흉부영상소견
1) 흉부단순촬영소견
COVID-19 폐렴은 흉부단순촬영사진에서 주로 폐 하연 및 변연
부의 간유리음영(Ground glass opacity) 또는 폐경화(consolidation)의

procedure (AGP)에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AGP에는 폐조
직검사, 폐종양의 고주파열칠료(RF ablation), 흉수천자, 흉수배액, 흉
관삽관, 기관지동맥색전술, 기관지 스텐트설치술 뿐 아니라 비위관
(nasogastric tube)삽입, 위루형성술(gastrostomy), 소화기 스텐트삽입
술 등의 위장관 시술도 포함된다[14-16].

4. 시술 패러다임 변형

소견을 보이며 증상 발생 후 시간경과에 따라 병변의 범위가 증가되

시술 패러다임의 변형은 확진자로부터 일반환자나 의료종사자의

는 소견을 보인다[5]. 하지만 폐 중심부 또는 폐의 상부, 중부 등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인터벤션 시술장의 분리운영(modification of

간유리 음영이나 폐경화의 소견을 보이기도 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IR theater), 환자에게 요하는 시술의 긴급성에 따른 분류, 시술 전, 중,

결절의 소견을 보이기도 한다[6].

후의 관리 등이 포함된다[18-20].

2) 흉부CT 소견

1) 인터벤션 시술장의 분리운영

COVID-19 폐렴의 전형적인 흉부 CT 소견은 폐 변연부의 다발

확진자와 일반환자의 시술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며 승강기 등의

성 간유리음영과 반점형 폐경화이며 폐의 후방의 하폐에 주로 발생

환자 이동 동선도 확진자와 일반환자가 다른 승강기를 사용하며 동

한다. CT 소견은 증상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수한 간유리

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술장을 운용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

음영에서 혼합 간유리음영 또는 폐경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비특이

구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어 운영할 수도 있다.

적 분포에서 전형적인 변연부 분포로 진행한다[6-10]. 메타분석에서
COVID-19에 대한 흉부 CT 의 민감도는 평균 93%로 RT-PCR과 유

2) 시술긴급성에 따른 분류

사하지만 특이도는 37%로 낮게 보고되고 있다[11]. 일반적으로 흉수

환자의 병증, 심각도에 따라 대기시술(elective), 시간민감시술

는 재발성 폐렴이나 COVID-19 폐렴 발생후 대략 3주후에 발생하는

(time sensitive), 긴급시술(urgent) 및 응급시술(emergent)의 4가지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COVID-19 질환의 초기에 흉수를 보이는 경

분류한다. Elective의 경우는 시술을 30일 이후로 연기해도 무방한 경

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또 다른 보고에서는 호흡

우로 하대정맥필터제거술, 전립선 동맥색전술 및 통상적인 배액관

곤란을 호소하는 많은 양의 흉수를 보이는 환자에서 흉수의 배액후

교체 등이 있다.

에 호흡곤란 증상은 호전되나 산소포화도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COVID-19을 의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 COVID-19 판데믹에서의 인터벤션 시술
COVID-19 확진자나 의심환자에서의 인터벤션 시술은 시술시 자
가방어(self protection)와 시술 패러다임의 변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자가방어
인터벤션시술시 자가방어 원칙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WHO
evidence) 과 COVID-19 전파차단에 대한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정
리해 볼 수 있다[14-18].

Time sensitive 시술은 30일 이내에는 해야 하는 시술이지만 긴급
하지 않은 시술로 간동맥화학색전술, gastrostomy tube 삽입술, 통증
인터벤션 등이 포함된다.
Urgent 시술은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술로서 혈전성
투석정맥루폐쇄, 투석용 카테터 삽입술, 농양 등의 배액술이다.
Emergent 시술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시술로 각종 출혈
의 색전술, 폐동맥색전증의 용해술, 문맥정맥류(portal varix)의 출혈
에 대한 TIPS, 상하지 동맥 혹은 장간막 동맥 폐쇄에 대한 동맥인터
벤션 등이 있다.

5. 시술 전, 중, 후의 관리

자가방어의 최우선 원칙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시술하

미국인터벤션영상의학회인 SIR (socitiety of Interventinal radiology)

는 것으로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구(face shield)

은 COVID-19 확진자의 시술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제시했으며 시

및 멸균 장갑(sterile gloves), 멸균 가운(full corverage of gown), 고글,

술 전, 시술 중, 시술 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PAPR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등의 다양한 보호장구를 착용

시술 전(pre-procedure): 환자의 심각도가 응급이 아니거나

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N95 마스크, 고글 등의 안구보호대, 멸균장갑,

elective 시술인 경우는 시술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응급시술을 위

멸균 가운과 수술용 모자(surgical cap)로 구성된 레벨 D 개인보호장

한 보호장구를 항상 준비하며, 지정된 방과 통로를 사용하여 노출

구(Level D PPE)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시술장에는 불필요한 장비를 두어 불

이러한 Level D PPE는 COVID-19 확진 또는 의심환자, 폐렴 또

필요한 노출을 피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시술에 참가하는 의료진의

는 급성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그리고 COVID-19 확진자와 밀

COVID-19에 노출되거나 아플 경우에 대비하여 backup team을 준비

접 접촉한 후 격리중인 환자의 경우에도 착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하도록 또한 권고하고 있다.

특히 기침 등을 유발하여 비말전파가 될 수 있는 aerosol generating

시술 중(intra-procedure):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수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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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술장 내부와 외부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술 후(post-procedure): 시술시 발생한 오염된 시술 도구 등이 다
른 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
며 시술방의 소독계획 등의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

론

10.

11.

COVID-19 판데믹하에서 흉부단순촬영이나 CT촬영은 COVID19 진단 및 경과 등의 관찰에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
실이나 RT-PCR과 비교하여 흉부영상소견이 COVID-19 확진에는

12.

특이도가 부족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벤션
시술은 COVID-19 판데믹하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술분
야로 적절한 보호장구, 시술장의 관리, 질환의 심각도에 따른 시술시
기 결정, 시술 전, 중, 후 관리를 통해 COVID-19 판데믹에서 안전하

13.

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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