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Q1. 저선량 흉부 CT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일반 흉부 CT 재촬영은 필요한가?

KQ2. 조영 증강 흉부 CT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조영증강 흉부 CT 재촬영이 필요한가?

KQ3. 조영 증강 흉부 CT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비 조영증강 흉부 CT 재촬영이 필요한가?

KQ4. 5mm이상(초과) 두께의 흉부 CT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얇은 두께 흉부 CT 재촬영이 필요한

가? (또는 흉부 CT 축상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면영상 획득을 위한 흉부 CT 재촬영은 필요한

가?)

(1) 국외DB 검색전략 및 결과

표 1. 재검사 흉부 핵심질문 1-4 국외 Ovid-Medline

검색일: 2019. 05. 13

구분 N 검색어 검색 결과

P 1

((lung or pulmo$) AND (carcinoma OR cancer OR 

ademocarcinoma OR tumo?r OR neoplasm$)).tw OR  Lung 

Neoplasms/

292,378 

검사

2 (imaging or radiolog$ or radiograp$).tw 894,239

3 Tomography, X-Ray Computed/ or CT.tw 511,284 

4 (chest OR pulmo$).tw 568,881

5 (2 OR 3) AND 4 95,718

P&검사 6 1 and 5 19,480

지침필터 7
(guideline$ or recommendation$ or statement).ti. or (practice 

guideline or guideline).pt
113,524

종합 8 6 and 7 137 

연도제한 9 limit 8 to yr="2009 -Current" 95

표 2. 재검사 흉부 핵심질문 1-4 국외 Ovid-Embase

검색일: 2019. 05. 13

구분 N 검색어 검색 결과

P 1
((lung or pulmo$) AND (carcinoma OR cancer OR 

ademocarcinoma OR tumo?r OR neoplasm$)).tw OR  lung cancer/
441,252 

검사

2 (imaging or radiolog$ or radiograp$).tw 1,493,262

3 computer assisted tomography/ or CT.tw 967,547 

4 (chest OR pulmo$).tw 959,187

5 (2 OR 3) AND 4 198,606

P&검사 6 1 and 5 37,477 

지침필터 7
(guideline$ or recommendation$ or statement).ti. not (letter or 

editorial or conference paper or conference abstract).pt.
117,509

종합 8 6 and 7 146 

연도제한 9 limit 8 to yr="2009 -Current" 115

표 3. 재검사 흉부 핵심질문 1-4 국외 GIN

검색일: 2019. 05. 13

N 검색어 검색 결과

1 lung carcinoma 10



검색일: 2019. 05. 13

검색 사이트　 N 검색어
관련

문헌
비고

1.KoreaMed

1 lung cancer and guideline [ALL] 8

2 lung cancer and recommendation[ALL] 0

3 소계 8

4 단순중복 제거 후 8

2.KMBASE

1 ([ALL=폐암환자] AND [ALL=지침]) 2

2 ([ALL=폐암환자] AND [ALL=권고]) 5

3 ([ALL=폐암환자] AND [ALL=가이드라인]) 4

4 소계 11

5 단순중복 제거 후 8

표 4. 재검사 흉부 핵심질문 1-4 국내 문헌DB

국내DB 검색전략 및 결과

검색사이트　 N 지침 제목 연도 개발학회

KoMGI 1 * 검색결과 없음

2 소계 ( 0건) 

표 5. 재검사 흉부 핵심질문 1-4 국내 진료지침DB

그림 1. 재검사 흉부 핵심질문 1-4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