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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는 2019년 12월 아시아권에서 처음 발생한 뒤 

대륙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발

열과 기침을 동반하며 노약자나 기저 질환자는 감염되기 쉬

우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의 위험성으로 인해 2020년 1월 

30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에 이어 3월 

11일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다[1-3].

이 같은 전염병은 밀집된 공간에서 환자를 포함한 방문객

이 많은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전염될 수 있으며[4], 실제 

2015년 국내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창궐할 당시 전체 감염자

중 상당수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슈퍼 전파자를 통하거나 밀

집된 장소인 의료기관에서 일어났다[5]. 보건 의료인의 감

염은 총 36명이었고, 이는 감염 물질과 확진 환자와 접촉하

는 환경에 노출되는 직업적 환경 특성으로 보건의료인을 위

한 감염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6]. 

이처럼 사람 간의 전파가 쉽고 치명적인 감염병에 대응하

기 위해서 확진 환자의 검사가 원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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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 내로의 이동을 막을 수 있어 효과적으로 감염병 전

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7].

한편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은 흉부 방사선검사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서 폐

실질 및 종격동 부위의 모호한 질병에 특히 유용한 검사이

다[8,9]. COVID-19의 발병 초기 환자의 상당수는 흉부 방

사선검사 영상에서는 정상적인 소견으로 보이기에 CT를 통

한 영상 제공이 필요하며[10], 첫 CT 영상 검사 후 질병의 

진행 정도나 중증도를 판단함에 있어 추가적인 CT 영상 제

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그러므로 감염병 상황에서 영상 검사는 필수적이기 때문

에 감염환자로부터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는 병원 건물 안에서 환자의 이동 동선을 새로 만들고 검사

실을 분리 하거나[12], 건물 안에서 이동 가능한 CT를 이용

하여 감염 환자의 영상 검사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13]. 또 

다른 보고에는 병원 건물과 분리하여 선별진료실에 방사선

검사실을 설치하여 검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14], 병원 

건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선별 진료실 형태의 CT실을 이용

해 의료영상을 제공한 사례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또한, 영

상을 제공하는 장비와 검사계획을 포함한 영상 품질관리의 

개념은 의료영상 전반에 중요한 이슈이며[15]. 폐질환 검사

를 포함해 의학적으로 영상정보 제공에 사용되는 CT검사는 

영상의 품질에 가장 관련이 있는 조사선량을 줄이며 검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6,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상

황 중에 영상의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중 일개 국가지정 의

료기관이 감염 관리의 일환으로 병원 건물과 완전히 분리된 

이동형 병원 CT실을 이용한 영상의학과의 경험과 운영 방

법을 소개하고, 제공된 의료 영상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설

명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이동형 병원 CT실에서 COVID-19 확진 환자 및 의심 환

자 등에게 적용할 검사의 과정을 설명하며, 소독 방법 및 장

비 운용에 필요한 가동 환경을 공유하고 제공된 의료 영상

의 품질에 관해 분석한 연구로써 연구 대상자 수의 구체적

인 산출 근거를 도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9.4(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동형 병원 CT(Ingenuity CT, Philips Medical Systems, 

Cleveland, USA)실의 영상 화질과 고정식 원내 CT(SOMATOM 

Definition Flash, Siemens, Germany)실의 영상 화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이론적 정의

이동형 병원 CT란 컨테이너 안에 CT를 장착하여, 차량을 

이용해 별도의 장소에 정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의

미한다(Fig. 1). 본문에 표현된 이동형 병원 CT를 이용해 검

사한 COVID-19 환자라 함은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조사대

상 유 증상자 등을 포함한다[18].

Fig. 1. Mobile hospital CT. 

2. 검사 과정

검사 요청을 받으면 영상의학과에서 환자 정보와 검사 부

위를 해당 부서에 유선 상과 원내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으로 확인하며, 검사를 접수한다. 방사선사 2인은 응급

실 내 갱의실로 이동하여 보호장구를 착의하며, 원내 동선 

통제 팀에 병원 직원 및 내원객의 동선 통제를 요청한다. 보

호장구 착용 후, 본관 외부에 위치한 이동형 병원 CT실로 

이동한다(Fig. 2).

검사실 도착 후 검사 도중 환자의 기침으로 인한 침방울

이나 비말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실 내부의 에

어컨을 OFF 시키고[2], 검사 후 검사실 소독 시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격리 폐기물 통 준비가 완료되면 해당 

부서에 전화하여 검사할 환자를 이송 요청한다.

방사선사 A는 환자 도착 시 검사실 내부로 진입할 수 있

는 리프트를 무선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주며 방사선사 B는 

환자 도착 시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 확인 후 CT실 내 검사 

테이블에 위치시키고, 검사 처방에 따른 환자 자세 및 검

사 방법, 검사소요 시간을 환자에게 설명한 후 낙상 방지

용 고정용구를 이용하여 환자를 고정한 뒤 검사를 시작한

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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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가동 환경 및 소독 방법

급격한 온도 및 습도의 변화 발생 시, CT 장비의 Detector 

module, X-ray tube 등 주요 구성품에 중대한 고장이 발

생할 수 있어 제조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Gantry 

room 온도는 18 °C～24 °C로 습도는 35%～70%를 유지하

고, Control room 온도는 15 °C～24 °C로 습도는 35%～70

%로 유지하였다.

획득된 의료영상은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였으며, 

검사 완료된 CT 영상은 Digital Image Communicated of 

Medicine (DICOM)으로 저장되어 원내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으로 전송하였다. 검사 종료 후 중앙방역대책

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개정되어 전달받은 최신 지침을 

적용하여 소독 조치를 했다. 소독 순서로는 개인 겉 장갑 교체 

후 소독 티슈로 검사실 내부 장비 및 콘솔 룸을 소독한 후 

1 : 100 희석 락스로 검사실 내 바닥을 소독하고 폐기물통을 

이중 봉인시켰다. 검사실 내 환기를 위해 2시간 동안 폐쇄하고 

환기 안내 팻말과 함께 개방형으로 환기하였으며[18], 검사실 

퇴실 후 지정된 장소에 오염 폐기물을 위치시키고, 응급실 

내 음압 격리실 전실에서 보호구를 탈의하였다. 환기하는 동안

에도 주기적으로 온도와 습도 유지를 확인하였다.

4. 업무분장 및 인력체계

COVID-19 검사에 참여한 방사선사 인원은 총 27명으로

(4월 15일 기준), 일반 방사선검사와 CT뿐 아니라, 자기공

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I) 검사 요청에도 

신속하게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하였으

며, 혈관조영술 및 중재적 시술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 시술 

대기조도 편성하였다. 또한,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외부 

검사실(이동형 병원 CT, 방사선검사)에 동시다발적인 검사 

요청에 대비하여 인원을 조정하였다. 검사 시 2인으로 조를 

편성하여 의료진 안전과 검사 후 감염관리, 새로 도입된 장

비에 대한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야간 

당직의 경우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정부가 해외 감염병 위

기 경보를 격상하고, 2월 중순 대구 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의 발생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조와 인원

을 개편하며 운영하였다.

5. 영상 화질평가

영상의 화질 평가는 객관적 지표로 보건복지부령 제672

호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제정되

어있는 팬텀영상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주관적 지

표는 영상정보 항목 점수표를 활용하였다[19]. 주관적 평가

는 20년 차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2인에게 무작위로 

선택된 20개의 영상(원내 10개, 원외 10개)의 점수를 기준

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6. 통계 분석

통계적 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

(a)

(b)

Fig. 2. Layout of mobile hospital CT room and patient’s moving

route diagram. (a) Mobile hospital CT room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main hospital building. (b) Inside of

mobile hospital CT room and patient’s moving route.

 

(a) (b)

Fig. 3. Examination using mobile hospital CT. (a) Patient’s 

moving route for CT examination (b) Radiographer 

serving patients in a mobile hospital CT room: 

equipped with protective clothing, N95 mask, insert 

gloves, exterior gloves, insert shoes, exterior shoes, 

disposable gowns, and face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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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원내 영상과 원외 영상의 각각 수집된 63점 만점인 영상정

보 항목 점수를 사용하였고, 두 집단 간 비교는 Wilcoxon 

Rank-sum test 비모수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두 집단 간 영

상정보 항목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Ⅲ. 결  과

1. COVID-19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검사 항목별 

시행 건수 및 검사 소요시간

연구 대상 COVID-19 환자 이동형 병원 CT실의 검사 제

공은 11주 동안(4월 15일 기준) 총 170명, 185건의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받은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남성이 

103명으로 60.6%, 확진자는 98명으로 57.6%였으며, 검사

받은 환자의 평균연령은 48.7세였다(Table 1). 

검사 항목별로는 비 조영증강 검사로만 진행했으며, 일반 

흉부 172건, 복부 6건, 두부 4건, 부비동 2건, 안면 2건을 

검사하였고, 검사 준비부터 검사 완료되는 총 소요 시간은 

평균 33분으로 나타났다.

2. 영상 화질의 객관적 평가

이동형 병원 CT실에서 검사한 COVID-19 환자 영상에 

대한 객관적 지표인 팬텀영상검사의 7가지 기준항목을 활용

하였다(Table 2). 항목별로는 물의 CT 감약계수(X선 흡수

계수) 0±7HU, 노이즈 기준 5HU 이하, 균일도 기준 중심

부와 주변부 간 5HU 이하, 공간 분해능 기준 1.0㎜ 이하까

지 식별 가능, 대조도 분해능 기준 6.4㎜ 이하까지 식별 가

능, 슬라이스 두께 측정 시 오차범위 + 1 ㎜ 이상, -1 ㎜ 이

하 기준, 인공물 유무 기준으로 평가하며[19], 합격 기준을 

충족하였다.

Table 1.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COVID-19 Patients, No. of Examinations per Body Parts and Total Examination Time.

Characteristi Classification n Mean ± SD or proportion, %

Sex

Men 103 60.6

Women 67 39.4

Age, y 170 48.7 ± 20.7

10 ≧ 0 0.0

11 - 20 9 5.3

21 - 30 34 20.0

31 - 40 27 15.9

41 - 50 18 10.6

51 - 60 19 11.2

61 - 70 28 16.4

71 - 80 25 14.7

81 - 90 8 4.7

91 ≦ 2 1.2

Patients 42.3

Suspected Patients 72

 Confirmed Patients 98 57.6

No. of Examinations per Body Parts

Total 185

Chest 172 93.7

Brain 4 1.71

Abdomen 6 2.86

PNS 2 1.14

Facial 1 0.57

Examination Time, min Total 185 33.1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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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 화질의 주관적 평가

주관적 지표의 항목별 점수의 만점은 인공물 10점, 영상 

스캔 범위 12점, 영상 재구성 적정성 9점, 절편 두께 및 다

평면 영상의 적정성 17점, 해상도 및 대조도 15점으로 각 항

목의 총합은 63점 만점이며[19], 본 연구의 항목별 점수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Table 3).

항목별로 수집된 영상정보 항목 점수의 p 값이 모두 유의 

수준 0.05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원내 CT와 이동형 병원 

CT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Ⅳ. 고  찰

활발한 국제교류와 국가 간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감염병 문제 해결에 대해 직면해 있고 파급력 역시 커지고 

있다. 국가 간의 방역 대책 수립과 확산의 최소화를 위한 국

제사회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20].

본 연구는 COVID-19 유행 기간 중 감염 방지의 일환으

로 국내에서 유일한 이동형 병원 CT실을 이용해 COVID-19 

로 인한 폐렴 진단에 중요한 의료 영상을 제공한 사례의 경

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기간 중 선별 방사선검사실을 이용하거

나, 이동형 CT를 이용해 의료영상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데

[13,14],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상황에 병원 건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용 CT실을 활용한 첫 사례로 

검사에 참여한 방사선사 모두 감염에 의한 증상 발현이 없

었다는 것과 재난 상황에 집중하여 간과할 수 있는 의료 영

상의 품질까지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이동형 병원 CT실의 설계가 국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출동하는 목적으로 설계해 조영 증강 

검사를 감당하기에 인적, 물적 투입의 어려움이 있어 조영 

Table 2. In-hospital CT Results and Mobile Hospital CT Results Using Objective Index

Parameter In-hospital CT results Mobile hospital CT results

CT number of water, HU 0.4 - 0.9

Nosie, HU 4.8 4.5

Image uniformity, HU 0.2 1.8

Spatial resolution, mm 1.0 1.0

Low contrast resolution, mm 6.4 6.4

Slice thickness, mm 5 / 0 , 10 / 0 5 / + 0.1 , 10 / 0

Artifacts None None

Table 3. In-hospital CT Score and Mobile Hospital CT Score Using Subjective Index.

Variable In-hospital CT score ± SD Mobile Hospital CT Score ± SD p value

 Radiologist 1

  Total score 58.8 ± 1.6 57.2 ± 1.9 0.20

  Artifacts 10.0 ± 0.0 10.0 ± 0.0 1.00

  Image scan range 11.2 ± 1.1 9.6 ± 1.5 0.10

  Appropriateness of reconstruction 9.0 ± 0.0 9.0 ± 0.0 1.00

  Slice thickness accuracy 17.0 ± 0.0 17.0 ± 0.0 1.00

  Spatial resolution and contrast resolution 11.6 ± 2.3 11.6 ± 0.5 1.00

 Radiologist 2

  Total score 60.4 ± 1.3 59.6 ± 1.7 0.35

  Artifacts 9.4 ± 1.1 9.4 ± 0.9 0.80

  Image scan range 12.0 ± 0.0 11.8 ± 0.4 0.42

  Appropriateness of reconstruction 9.0 ± 0.0 9.0 ± 0.0 1.00

  Slice thickness accuracy 17.0 ± 0.0 17.0 ± 0.0 1.00

  Spatial resolution and contrast resolution 13.0 ± 0.0 12.4 ± 0.9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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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물리적인 한계점

이 있었으나, COVID-19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평가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의료영상을 제공했다는 측면과 전염력

이 강한 감염병에 대응해 의료기관과 완전히 분리된 검사실

로서의 역할은 한계점보다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한,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내부 환기 시스템 구축이 없었다

는 부분과 장비 가동 환경이 외부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

다는 점, 기저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위한 

이송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은 추후 비슷한 감염병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감염 및 전염성 질환에 대

한 충분한 경험이 없는 COVID-19 상황에서 감염 관리의 일

환으로 별도의 장소에 정착해 사용하는 재난 이동형 병원 

CT를 활용하여 대처한 실제 사례의 경험과 제공된 의료 영

상 품질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고정식 원내 CT실과 비교하여도 폐렴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데 유의한 차이가 없이 적절한 의료 영상

을 제공하였으며, 검사자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PCR 검

사를 시행하였고 양성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추후 감염 및 

전염성 질환이 재출현할 수 있는 상황에 영상의학과가 효율

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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