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4차 임상종합평가 이의제기문항 피드백
문항번호

변경내용

기존정답

최종정답

비고

1교시 3번

정답변경

3

4

정답표기 오류

1교시 9번

정답변경

5

3

정답표기 오류

2교시 23번

복수정답 인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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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24번

정답변경

4

3

정답표기 오류

3교시 30번

정답변경

3

2

정답표기 오류

4교시 22번

정답변경

5

2

정답표기 오류

4교시 68번

복수정답 인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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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R-34번

복수정답 인정

5, 6, 7

5 or 6 or 7

문제 오류

1. 복수정답 인정문항
2-23. 45세 여자가 최근 체중이 증가하여 왔다. 신체 계측에서 신장은 160 cm, 체중은 85kg, 복부둘레는
100 cm로 측정되었다.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진단은?
1) 정상
2) 비만
3) 저체중
4) 과체중
5) 고도비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체질량지수(BMI) 질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F/45, 키 160cm, 체중은 85kg이며 BMI
는 33.2입니다. Harrison 20판에 따르면, BMI 30 이상은 “비만”에 해당되며 WHO Criteria에
따르면 BMI가 30이상은 “Class I Obesity”, 35이상은 “Class II Obesity : Severe Obesity (고
도비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질문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거하는지 명확하게 안 써
져 있음으로 비만, 그리고 고도비만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
사합니다.
학생
질의사항

WHO의 asia pacific 기준과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르면 “고도비만”이 맞습니다.
해리슨 교과서와는 기준이 다르고, 어떠한 기준인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비만, 고도비만
모두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
BMI ≥25 kg/m2 : 과체중
BMI ≥30 kg/m2 : 비만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대한비만학회 기준
BMI ≥23 kg/m2 : 과체중
BMI ≥25 kg/m2 : 비만
BMI ≥30 kg/m2 : 고도비만
답변

최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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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23세 여자는 현재 대학교 졸업반으로 평소에 취업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내원 1개
월 전에 환자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손발에 땀이 많이 나면서
극심한 공포를 10분 정도 경험하다가 저절로 소실이 되었다. 이후에 이러한 증상이 2-3회 정도 더 발생
하였고, 환자는 평상시에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까봐 불안감에 시달렸다. 이 환자에게서 감별해야하는
질환이나 상태가 아닌 것은?
1) 알코올 금단
2) 크롬친화세포종
3) 카페인 과다복용
4) 갑상선 기능저하증
5) 벤조다이아제핀 과다복용
1. 갑상선 저하증이 아니라 갑상선 항진증에서 palpitation, sweating, anxiety 등의 지문에 제
시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위 문제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23세 여자로, 대학교 졸업반으로 평소에 취업 스트레스가 있었고, 내원 1개월
전에 공황발작을 2-3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또 일어날까봐 평상시에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불안장애 증상과 관련하여 다른 신체적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원인을 배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의 원인과 거리가 먼 신체적 상태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답인 5) 벤조다이아제핀 과다복용 이 정답인 사실에는 이의
가 없습니다. 그런데 4)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저하증’이라는 단어가 반대로 기술 된 것 같
학생
질의사항

아서 문의드립니다.
불안장애 증상이 보이는 환자에게서 감별해야 하는 medical conditioon은 갑상선기능항진
증, 크롬친화세포종(pheochromocytoma), 기타 cardiopulmonary diseases 가 존재하는데, 그
렇다면 위 문제의 경우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아니라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표기되어야 맞는
것 같아서 문의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4, 5 둘다 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드렸습니다.
교수님의 견해는 어떨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곤함, 위약감, 건조한 피부 등임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 환자가 보이는 증상과는 대조적인 부분이 많아서 4번 또한 감별해야할 질환에는 속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5 모두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해리슨 19판의 table 405-6과 8을 비교해서 갑상선 기능저하/항진증을 살펴보았을 때에 4
번 보기 또한 항진증으로 바뀌어야 본 문제에서의 환자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최종정답

학생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보기 4번도 정답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보기 4번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되어야 정답이 5번 하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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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이의제기 문항
1-43. 임신 43주 34세 초산부가 분만진행 중이다. 초음파 상 태아는 두위로 예상체중 3.0kg, 양수지수는
4cm 이다. 골반 검사에서 자궁목은 1 cm 열려 있었으며, 소실도 30%, 아두하강정도 -1 이었다. 전자태아심
박동-자궁수축 감시 검사 결과(사진 43)이다. 처치는?
1) 관찰
2) 양막파수
3) 양수주입술
4) 응급제왕절개술
5) 황산마그네슘주사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문제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학생
질의사항

Late deceleration
• Visually apparent usually symmetrical gradual decrease and return of the FHR associated
with a
uterine contraction
• A gradual FHR decrease is defined as from the onset to the FHR nadir of ≥ 30 sec
• The decrease in FHR is calculated from the onset to the nadir of the deceleration
• The deceleration is delayed in timing, with the nadir of the deceleration occurring after
the peak
of the contraction
• In most cases the onset, nadir, and recovery of the deceleration occur after the
beginning, peak, and
ending of the contraction, respectively
Variable deceleration
• Visually apparent abrupt decrease in FHR
• An abrupt FHR decrease is defined as from the onset to the FHR nadir of < 30 sec
• The decrease in FHR is calculated from the onset to the nadir of the deceleration
• The decrease in FHR is ≥ 15 bpm, lasting ≥ 15 sec, and < 2 min in duration
• When variable decelerations are associated with uterine contraction, their onset, depth,
and duration
commonly vary with successive uterine contractions
우선 저는 문제에 주어진 deceleration이 variable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1번 관찰 로 생각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문제를 다시 보면서 궁금하여 williams 18판에서 알아본 NST해석 중 late
deceleration과 variable deceleration 내용입니다. 본 문제에서 우선 눈금간격이 몇 분인지 주어
져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보편적으로 몇 분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fetal heart rate이 분당 60회 이상 감소했다고 본다면 variable deceleration의 기
준도 만족하는데 deceleration onset부터 최저점까지 30초도 넘는다고 생각되어 두 가지
deceleration 중 어떤 종류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cartegory III FHR pattern임

1. Category III

답변

Category III FHR tracings include either:
•
Absent
baseline
FHR
variability
and any of the following:
—Recurrent late decelerations
—Recurrent variable decelerations
—Bradycardia
• Sinusoidal pattern
이의 신청한 학생 의견대로 반복적인 variable deceleration이 맞습니다. 분만 중인 임신부는 43
주 과숙임신 초임부로 양수지수도 4cm, 양수과소증 상태이며, 자궁 경부 개대 1cm으로 평균 8
시간 이상 분만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이미 태아심박동은 진통 있을 때마다 distress를 겪고 있
습니다. 즉시 제왕절재분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8. 75세 여자가 의식수준 변화로 응급실에 왔다. 평소 소변이 자주 마려웠고, 잦은 야뇨로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혈압 110/70 mmHg, 맥박 120회/분, 호흡 30회/분, 체온 39.3℃이었다. 치료는?
혈액: 백혈구 26,000/mm3 혈색소 10.2 g/dL
혈소판 148,000/mm3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21/1.4 mg/dL,
C-반응단백 27.68 mg/dL (참고치, 0.1-0.8)
소변: 알부민

2+ 백혈구 다수/고배율시야 적혈구

10-19/고배율시야 세균 다수
1) Amikacin
2) Aztreonam
3) Ceftriaxone
4) Vancomycin
5) Ciprofloxacin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문제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학생

본 증례에서 환자가 APN에 의한 sepsis 상태로 생각하여서 ciprofloxacin을 정맥주사 하여야 한

질의사항

다고 생각하였습니다. ceftriaxone의 경우 TMP-SMX에 대한 병원체의 감수성을 모르고 이전에
사용한 병력이 있을 때 1g 정맥주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은 Harrison 내과학 volume 2, part 13 신장과요로질환, 18판, 2368p입니다.

정답으로 ciprofloxacin 보다 ceftriaxone인 적절한 이유는
1. old age에서 ciprofloxacin에 의한 collateral damage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답변

2. 평소 자주 증상이 있던 상태로 ciprofloxacin (국내에서 cystitis에서 주로 사용함) 에 노출되
었을 가능성 높음.
오히려 내성을 고려한다면 ciprofloxacin보다는 ceftriaxone이 적절합니다.
ceftriaxone과 bactrim 내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2-13. 28세 여자가 얼굴이 커진다고 왔다. 임신 29주의 산모로 턱이 임신 후에 점차 커졌다고 한다. 혈액
검사에서 IGF-1은 상승되어 있었다. 다음에 시행할 단계는?
1) 혈중 IGF-II 농도 측정
2) 혈중 IGF-I 농도 재측정
3) 출산 후로 추가 검사 연기
4) 75g 포도당 복용후 혈청 성장호르몬 측정
5) 아르지닌 정맥주사후 혈청 성장호르몬 측정
산모의 증상으로 보아 acromegaly가 가장 의심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acromegaly의 겨우
Screening test 로써 serum IGF-1 level을 측정하여 상승되었을 경우 75g 경구 포도당당부하
검사를 통해 혈청 GH 농도를 측정하여 확진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산부의 경우 호
르몬 등의 영향으로 진단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학생
질의사항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hists medical guidelines for clinical practic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romegaly /Laurence Katznelson, MD;John L.D.Atkinson, MD;David M.Cook,MD, FACE; Shereen Z.Ezzat,MD,FRCPC; Amir
H.Hamrahian,MD,FACE;Karen K.Miller,MD

임신 중에는 placental GH에 의해 IGF-1 level이 정상의 경우에도 높게 측정 되지만 말단 비대
증 임신 여성에서 역시 IGF-1 level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IGF-1으로 써 판단을 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는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만으로 다음에 시행
할 단계를 고르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논문에 제시된 대로 말단 비대증
이 있을 경우 GH level이 임신 기간 동안 높게 유지되기는 하므로 답을 골라야 한다면 3번 보
기보다는 4번 보기가 정답으로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지만 아래에 나와 있듯이 임신중에는 GH, IGF1 level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으므
로 출산 후에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답변

J Clin Endocrinol Metab 99: 3933–3951, 2014

2-53. 75세 남자가 거품뇨로 왔다. 6개월 전 허리통증이 심하여 치료받았고, 2주전부터 허리통증이 악화되
고 식욕저하와 하지부종이 발생하였다. 활력징후에서 혈압은 160/90 mmHg, 맥박수는 100회/분, 호흡수는
18회/분, 체온은 37.1℃이었다. 혈액 및 소변 검사는 다음과 같다. 다음 검사는?
혈액: 백혈구 1,300/㎣, 혈색소 7.5 g/dL, 혈소판 100 X 109/L, 요소질소 11 mg/dL, 크레아티닌 0.8 mg/dL, Ca 12.5
mg/dL, 소변: 단백질 (TR), 백혈구 0~4/고배율시야, 적혈구 0~4/고배율시야, 24시간 소변검사: 단백질
9,000 mg/일
1) 경과관찰
2) 골주사검사
3) 신장조직검사
4) 혈청 전기영동검사
5) 소변 전기영동검사
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상기 문제를 풀어보며 정답이 2가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
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상기 환자의 임상 양상(빈혈, 고칼슘혈증, 허리통증 등)과 소변 검사상 overflow proteinuria가
보이고, 이를 통해 multiple myeloma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답인 소변 전기영동검사릁
통해 monoclonal immunoglobulin light chains (Bence-Jones protein)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
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마찬가지로 혈청 전기영동 검사를 통해서도 protein이 어떤 패턴으로 과생산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4) 혈청전기영동검사 역시 답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Multiple myeloma를 진단할 때 혈청전기영동 겅사에서 M-spike 가 나오면 monoclonal
gammopathy를 뜻하기 때문에 소변검사와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검사소견이 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질환에 대한 impression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한다면, multiple myeloma 가 가장 의심되기 때
문에 4와 5 모두 다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슨 19판 교과서에서도 “A monoclonal
학생
질의사항

protein, usually composed of gamma or mu heavy chains or kappa light chains, may be
identified in the serum and urine.”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출처: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th ed., pp. 2685-2686.
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문제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증례에서 환자가 거품뇨로 내원하였고 검사결과에서도 albumin을 주로 검사하는 dipstick
검사에서는 trace로 나왔으나 정량검사에서 9000mg/일로 albumin이 아닌 단백질이 많이 나오
는 단백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주요한 증상들로 허리통증이 악화되고 식욕이 저
하되며 신장 기능이 BUN 11, Cr 0.8로 나쁘지 않음에도 혈액검사에서 칼슘이 12.5로 매우 높게
측정된 점으로 보아 multiple myeloma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glomerular
origin 은 알부민뇨이거나 non selective proteinuria이고 Fanconi syndrome이나 카드뮴 중독의
가능성도 증례에서는 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multiple myeloma의 경우 혈청 전기영동검사나
소변 전기영동 검사 모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4번도 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은 Harrison 내과학 volume 1, part 2 질환의 중요 발현, 18판, 327p
Harrison 내과학 volume 1, part 7 종양학과 혈액학, 18판, 914p입니다.
상기 문제는 가장 합당한 것을 한가지 고르는 문제 입니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신장조직검사도 답이 될 수 있으며 경과관찰을 좀 하면서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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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으로 두가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며, 한가지만 고른다고 생각하면 제시한 정답이 가장 합
당하는 것은 학생들도 동의할 것 입니다.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라면 모두다 맞게 해야지 두개만 정답으로 할 수 없습니다.

2-54. 66세 여자가 1달 전부터 시작된 피로감으로 왔다. 2년 전부터 심부전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현재 안
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베타 차단제, 고리작용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 혈압은 108/70 mmHg, 맥박수는
분당 71 회, 호흡수는 분당 18회, 체온은 36.0oC이다. 검사 소견은 아래와 같다. 생존율을 개선시키는데 도
움이 될 약물은?
혈색소: 11g/dL, 나트륨: 136 mEq/L, 칼륨: 3.4 mEq/L, Creatinine: 1.5 mg/dL
뇌나트륨이뇨펩티드 420 pg/ml (정상치: 0-100 pg/ml), 좌심실구혈율 34%
1) Milinone
2) Tolvaptan
3) Ivabradine
4) Indapamide
5)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neprilysin inhibitor
1. 해리슨의 19판 1512p 내용과 아래 2016년 임상의학종합평가 (3차 3교시 55번 - 정답 4번으로 발표됨)
문항을 보았을 때에 3번 Ivabradine도 정답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016년도 임종평 때의 문제와 유사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2016년 3교시 55번 환자는 ACEi, BB, furosemide, spironolactone 4가지를 복용중인 환자였고, 심초음파검
사상 LVEF 35%인 환자였습니다. 생존율 개선을 위한 약물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ivabradine이 정답이었습
니다. 그 문제에서 ARB 또한 써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출제 교수님께서 주셨던 답변
은 “본 환자는 이미 ACE억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RB를 추가로 처방하면 이중으로 RAS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기 사항입니다.” 이셨고, 따라서 정답은 ivabradine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임종평고사의 환자도 심부전 환자이며, ACEi, BB, loop diuretics 3가지를 복용중인 환자로, BNP
420로 상승, LV EF 34%인 환자입니다. 생존율 개선을 위한 약제로 ivabradine 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해리슨 원서 19th edition을 참고하면, ivabradine 약제에 대한 입원율 및 사망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
니다. “Ivabradine reduced hospitalizations and the combined endpoint of cardiovascular–related death
and heart failure hospitalization.” 2012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guidelines에서 이미 여러 심부
전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이면서 심부전 증상이 있는 환자+ residual heart rate >70 beats/min 인
경우에 digoxin 보다 먼저 고려하여 쓰는 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 정답인 5)ARB+neprilysin inhibitor 의 경우, 2016년 답변주셨던 바와 같이 ACEi 와 중복 처방하는
셈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디 살펴봐주시고 정답에 변경사항은 없는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처: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eal Medicine, 19th ed., p. 1512

답변

문제는 Composite로서가 아니라 생존율만으로 효과를 개선시켰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63. 65세 여자가 2주 전 발생한 왼쪽 다리의 부종과 발을 디딜 때의 통증으로 왔다. 5년 전 뇌출혈 이후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마비가 있고 왼쪽 팔꿈치는 관절구축으로 운동성이 제한된 상태이다. 2주 전까지는
휘돌림 걸음으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발열은 없었고 신체 진찰에서 왼쪽 발에 발적과 압통은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D-Dimer는 5607 ng/ml (참고범위 250 ng/mL 이하)이었고 하지 혈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그림(사진 63)과 같은 소견을 보였다. 치료는?
1) 항생제 투여
2) 수술적 감압술
3) 경구 항 응고제 복용
4) 항 혈소판제 투여와 관혈적 시술
5) 이뇨제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Patients with contraindications to anticoagulation — For patients with acute proximal DVT
in whom anticoagulation is contraindicated or in whom the risk of bleeding is estimated by
the clinician to outweigh the risk of venous thromboembolism (VTE), an inferior vena cava
(IVC)

filter

should

be

placed

promptly.

Patients

with

acute

distal

DVT

in

whom

anticoagulation is contraindicated may be managed with surveillance ultrasonography. The
indications and details of IVC filter placement are discussed separately. (See 'Inferior vena
cava filter' below.)
Absolute contraindications to anticoagulation include:
학생
질의사항

●Active bleeding
●Severe bleeding diathesis
●Recent, planned, or emergency high bleeding-risk surgery/procedure
●Major trauma
●History of intracranial hemorrhage (ICH), particularly recent ICH
케이스 환자가 뇌출혈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anticoagulation은 금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Uptodate 본문에 따르면 IVC filter 삽입이 필요한데 보기에 없습니다.
Reference:
https://www.uptodate.com/contents/overview-of-the-treatment-of-lower-extremity-deep-vein-th
rombosis-dvt?search=anticoagulation%20contraindications&source=search_result&selectedTitle
=1~150&usage_type=default&display_rank=1
환자는 명백한 DVT 환자로 ICH병력으로 인해서 anticoagulation이 contra-indication이 되는 경
우는 recent ICH 일 때이며 (주로 1개월 이내), IVC filter의 경우 temporary measure에 해당하
는 치료로 1개월 뒤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함으로 시행할 이유가 없으며, 시행하더라도 1 개월

답변

뒤에는 제거후에 oral anticoagulant로 결국 switching을 해야 함. 환자의 경우 DVT의 원인이
되는 신체적 조건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oral anticoagulation을 indefinite하게 시행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기에 IVC filter와 경구 항응고제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님으로 경구
항응고제로 답변을 선택해야함.

3-21. 55세 여자가 운동을 하거나 평지를 빨리 걸으면 숨이 차서 왔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30대부터
환절기에 비염 증상으로 고생해왔다. 3개월전 감기를 앓은 이후 숨찬 증상은 지속되었다고 한다. 가슴X선과
(사진 21-1) 부비동X선(사진 21-2) 및 폐기능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다음에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
FVC
FEV1
FEV1/FVC

정상예측치
3.34L
2.71L
81%

측정치
2.67L
1.97L
74%

정상 예측치 대비%
80%
73%

1) 기관지유발검사
2) 객담 호산구 검사
3) 말초혈액 IgE 검사
3) 기관지확장제 반응 검사
4) 알레르기 항원 피부반응 검사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위 문제의 정답에 다른 의견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운동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환절기 비염 증상(+), 3개월 전 감기로 인
한 부비동염이 X-ray에서 air-fluid level로 관찰됩니다.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호흡곤란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환자
는 FEV1/FVC 74% 로서 obstructive pattern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 FEV1 값이 정상예측치의
학생

73% 에 해당합니다. FEV1 가 80% 미만이므로, 메타콜린 유발 검사보다는 기관지확장검사가 타

질의사항

당하고, 질환 감별(COPD, asthma 등)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리슨 내과학을 보면 PFT에서 airway reversibility를 보는 방식으로 기관지확장검사가 먼저 언
급되어 있고, airway hyper-responsiveness를 보는 methacholine provocation test의 경우, 폐기
능검사 소견이 정상인 환자들에게서 만성 기침이 나타날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때 말고는 대
체로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th edition, p. 1675.
55세 환자에서 기류폐쇄의 기준은 FEV1/FVC 80%가 아니라 70% 입니다. 이 증례에서 기류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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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관지확장제 반응 검사보다는 기관지유발검사가 차후 검사가
됩니다.

또,

FEV1이 60% 미만인 경우는 안정성(기관지경련 가능성)의 문제로 기관지유발검사

의 시행을 고민하게 되지만 이 경우는 FEV1 73%로 시행가능합니다.

3-50. 25개월 남아가 응급실에 왔다. 5일 전에 상기도 감염이 있었고, 2일 전부터 갑자기 보채는 경우가 잦
았으며, 내원하기 4시간 전부터 20분 간격으로 심하게 울었다. 38°C 정도 발열이 있었고, 많이 보챘다. 신체
진찰에서 우상복부에 3 cm x 1 cm 정도의 종괴가 촉지되었다. 대변색은 검붉고 끈적끈적했다. 환자의 복
부 초음파 검사소견은 사진(사진 50)과 같다. 가장 적합한 치료는?
1) 진통제를 주사한다.
2) 항문으로 공기를 주입한다.
3) 복강경 수술을 하여 장의 위치를 바로 잡는다.
4) 세균성 장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5) 장벽의 농양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음파 하 삽관술을 한다.

1. Onset이 이틀 전으로 추정되는 장중첩증 케이스입니다. 장중첩증의 경우 24-48 시간이 지나
서 공기 정복을 시도하는 것은 relative contraindication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아의 경우
38도정도로 열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peritonitis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정복의
absolute contraindication에 속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2016년 임상의학종합평가 1교시 45번 문제에서 위와 같은 feedback 사항을 바탕으로 이 문
제 또한 48시간 이상 장중첩증이 지속된 경우라고 생각되어 복강경 수술을 통해 장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질의사항

작년 문제는, 발병 후 3일이 지나서 manual reduction의 적응증이 되었던 환자에 대한 문제임.
답변

이번 환자는 발병 후 3일이 지나지 않음. manual reduction의 대상이 아님
manual reduction 적응: 발병 후 3일 경과. 환자 상태가 매우 toxic 하거나 늘어짐, 3회
reduction (air or barium) 시도 후 실패 시.

3-57. 청색증이 있는 6세 여아가 응급실로 왔다. 의식이 혼미하며, 숨이 몹시 가쁘게 보였다. 호흡 40회/분,
맥박 140회/분이며, 청진상 수축기 심잡음이 1/6 정도 들렸다. 급히 시행한 단순흉부촬영이다. 3달 전에도
비슷한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필요한 조치는?

1) 기관 삽관 (intubation)
2) 앰부 배깅 (ambu bagging)
3) trendelenberg position
4) 모르핀(morphine) 근주
5) 프로프라노롤(propranolol) 경구투여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본 문항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올리게 되었습니다.
증상으로 볼 때 TOF 환아의 급성호흡발작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럴 경우 과호흡을 교정하
기 위하여 morphine을 투여할 수 있고, propranolol 및 산혈증 교정 위한 HCO3-

투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그때 답은 trendelenburg position이었고, 이에
학생

어떤 학생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교수님 답변이 누락된 채 정답변경은 없었고, 그대로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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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보며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답(trendelenberg
position)을

그대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때와

마찬가지로

3)trendelenburg position이 유효한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 호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치라면 4)가 적절하겠으나,
작년의 정답지 착오 때문에 3) 또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살펴봐주시고 고진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cyanotic spell 로서 답 4번이며
답변

knee-chest position이어야 함
propranolol은 정주이어야함

4-21. 47세 산과력 2-0-0-2 여성이 과다월경으로 왔다. 3년전 같은 증상으로 자궁내막 소파술을 시행하였으
며, 당시 조직 검사 결과는 이상세포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증식증이었다. 추가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고, 이
후 월경은 정상적으로 하였다. 자궁 초음파 결과 자궁내막이 18mm로 두꺼워져 있어서 자궁내막 조직검사
를 다시 시행하였다.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료는?
조직학적 세포 종류: 이상세포를 동반한 복합자궁내막증식증
백혈구: 7,500/mm3, 혈색소: 7.9 g/dL,
적혈구용적률: 18%, 혈소판: 289,000/mm3
1) 경과관찰
2) 전자궁적출
3) 저농도프로제스테론
4) 고농도프로제스테론
5) 레보노르게스트렐 자궁내장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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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options for management of endometrial hyperplasia
J Gynecol Oncol.2016 Jan;27(1):e8 Vishal Chandra, Jong Joo Kim, Doris Mangiaracina Benbrook, Anila Dwidi,
and Rajani Rai

문제에 제시된 상황을 토대로 보았을 때, 다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이상세포를 동반한 복합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첫 검사 이후 정상적으로 월경을 하였다고 제시되었으며 두
번째 검사 당시 폐경이 된 상태인지에 대해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는 폐경 이전 여성의 atypical hyperplasia로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했
고, 이 경우 위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을 때 일차적으로는 고농도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정답이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이상세포를 동반한 복합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경우, 생식력 보존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생식력 보존은 폐경 유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
답변

니다. 상기 환자는 47세, 폐경 전 여성이긴 하지만 임신이 가능한 연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자궁적출술을 시행해야합니다. (참고문헌 Berek & Novak’s gynecology 15thedition, chap35.
Uterine cancer p1254.)

4-39. 56세 여자가 1개월 전부터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가늘거나 묽게 본다며 왔다. 직장수지검사에서
피가 묻어나오지는 않았으나 항문연 3cm 위치에 단단하고 내강을 좁히는 혹이 만져졌다. 대장내시경 검사
에서 선암으로 밝혀졌으며 대장 내 다른 부위에 용종 및 혹은 없었다. 복부 CT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직장 장간막의 림프절이 커져 있었으나 괄약근 침범은 없었다. 치료는?
1) fulguration
2) local excision
3) abdomino perineal resection
4) transanal endoscopic microsurgery
5) intersphincteric low anterior resection
항문연에서부터 3cm에 위치한 mass의 경우 LAR을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조건으로 이럴 경우
APR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AV 6cm 이상의 경우 LAR을 시도해 보고
3cm 미만의 경우 APR을 시행하며 3-6cm 의 경우 환자와 집도의의 결정에 따라 다르다고 알
고 있습니다.

Sabiston 19판, pp.1350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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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ve Handbook of General Surgery pp 167-177|
Low Anterior Resection and Abdominoperineal Resection/ Erik E. Johnson, Charles P. Heise

또한 문제의 상황과 유사한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적이 있는데 이때의 답도 함께 고려해 본다면
보기 3번이 더 적절한 정답 보기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학생이 제시하는 Sabiston 19판의 어느 부분에도 APR의 indication에 대해 항문연에서의 거리
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20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abiston 20판 1379~1380 page
의 APR과 Sphincter sparing APR 부분에서 두 수술의 indication은 tumor가 괄약근을 침범한
경우 혹은 sphincter에 너무 근접하여 oncologically curative resection이 힘든 경우로 제한하고
답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기법의 발전 및 CCRT 등으로 인해 항문연에서 거리는 APR의 절대적
인 수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제시한 또다른 reference는 언제 출판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외과학 교과서 및
국가고시 참고 문헌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출문제의 경우, APR이외에는 다른 보기의 수술들은 명백히 답이 될 수 없으며,
sphincter sparing APR 혹은 intersphincteric LAR이라는 보기가 없고 괄약근 침범에 대한 제시
가 없으므로 APR이 답임에 명확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단단하고 내강을 좁히는 혹‘이라는 지문에서 T2 이상의 병변을 나타내므로 1,
2, 4번은 답이 될 수 없으며, ’괄약근 침범은 없었다‘라는 지문에서 괄약근은 보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Sabiston에서는 intersphincteric low anterior resection이라는 명칭 대신 sphicter
sparing APR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혼동할 우려는 있으나, intersphincteric low
anterior resection, spnicter saving low anterior resection, sphincter sparing APR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44. 30년간 매일 소주 한 병 이상 음주한 과거력이 있는 76세 남자가 상복부 동통(epigastric pain) 과 최
근 6개월 동안 7kg의 체중 감소로 왔다. 최근들어 복부 팽만, 묽은 변 그리고 대변 냄새가 전과 다르게 매
우 심했다. 일주일 전에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와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귀가하였다. 아래 사진은 응급
실 방문당시 복부 CT 사진(사진 44)이다. 치료는?

1) Distal pancreatectomy
2) Total pancreatectomy
3) Lateral pancreaticojejunostomy
4) Pylorus 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5) Central pancreatectomy with pancreaticojejunostomy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상기 환자의 재발하는 복통, 30년 음주력, epigastric pain, weight loss,
지방변과 묽은 변의 특징적인 양상으로 볼 때 만성 췌장염을 impression으로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만성 췌장염의 경우, natural course를 볼 때 췌장자체를 절제하는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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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chymal conservation을 고려하여, lateral pancreaticojejunostomy(옆옆 췌장공장문합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biston에서도 이러한 decompression 수술이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 문제의 사진44 CT 소견에서, 꼭 whipple’s operation을 실시할만한 요소를 찾기 어려웠는
데, 혹시 정답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 The biological Basis of Modern Surgical Practice, 19th
edition, Section 10, p. 1530.
상기 환자의 경우 병변이 췌장두부에 췌석에 의한 obstruction 소견이 있고 최근 발생한 체중
감소 그리고 recurrent pain 및 장기간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panc head cancer를 r/o 할수없는 상태이고 이런 조건을 고려할때 PPPD가 가장 효율
적인 수술적 치료로 생각됩니다.
상기 문제에서 CT에서 췌장 전영역에서 pancreatic duct stone 및 ductal dilatation 소견이 있
으면 drainage procedure가 합당할수 있습니다.

4-57. 80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측 다섯번 째 발가락의 통증과 변색을 주소로 왔다. 통증은 쉴
때도 발생하였고(rest pain), 진통제를 복용하여도 낫지 않고, 특히 밤에 심하여 통증으로 인하여 수면하기
힘들고 자주 깨곤 하였다. 환자의 CT 혈관 촬영 소견은 그림(사진 57)과 같았다. 진단은?

1) 당뇨 발
2) 버거 병
3) 레이노 병
4) 하지 동맥경화증
5) 폐쇄성 혈전혈관염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현 정답에 다른 의견이 있고 궁금한 점도 있어서 질의 올리게 되었습니
다.
이 문제 환자(80세, 여)의 주증상은 Rt. 새끼발가락 통증과 변색1)(Raynaud phenomenon), 극심
한 resting pain입니다. Extremity의 변색(severe distal ischemia)과 휴식시 통증호소가 있으면서,
CT angio 에서는 abdominal aorta 모양 이상뿐만 아니라 both common iliac arteries 레벨 이
하에서 2)구불구불한 cockscrew 모양의 혈관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3)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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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fication은 환자가 워낙 고령이기에, 상기 문제에서 비특이적인 소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리슨19판에서 4)thromboangiitis obliterans 내용을 찾았는데, clinical feature의 triad 가 상기
환자와 일맥상통합니다.
5)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 및 새끼발가락과 같은 extremity의 변색을 보면,
하지 동맥경화증(ASO)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존 정답대로 만성 동맥경화증이었다면 문제에서 극심한 resting pain 이나 말단 발가락 같은
부위 색깔보다는, intermittent claudication 처럼 보행/운동시 다리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더
욱 특징적인 소견일 것 같고, 6)CT angiography의 소견에서 aorto-iliac or ilio-femoral 과 같은
proximal

artery

의

stenosis가

현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

57은

해리슨

교과서의

thromboangiitis obliterans 에 기술한대로 “smooth, tapering segmental lesions in the distal
vessels” 대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상기 환자의 특징적인 양상과 cockscrew vessels, 혈관 침범 패턴을 볼 때 버거씨 병
과 유사한 pathophysiology를 보이는 7)폐쇄성 혈전혈관염이라고 생각되어서 문의드리게 되었
습니다. (버거씨 병은 주로 젊은 남성과 흡연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외하였습니다.)
혹여나 정답 공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신지, 또 가르쳐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처: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th ed., chapter 302. “Arterial diseases of
the Extremities” (pp. 1645-1646)
1) 영어로 표시하자면 discoloration이며, Raynaud phenomenon과는 다릅니다
2) 이 사진에서 관찰되는 혈관들은 corkscrew모양이 아니며, 좀 구불거리는 모양(tortuous)라고
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동맥경화증(ASO)에서도여러 부위에 병변이 발생됩니다.
4) “clinical feature의 triad “가 무었인지 알 수 없군요
5) Chronic ischemia의 임상 증상 중 진행된 단계로 대부분 하지동맥경화증이 원인입니다.
즉, claudicationèrest pain ègangrene, ulcer
6) ASO의 부위는 크게 나누어, aorto-iliac, fem-popliteal, tibioperoneal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문제사진은 주로 femoral-popliteal-tibial artery들에 occlusion이 있습니다. Calcification은 더 윗
답변

부분(aorto-iliac)에도 보입니다. 이 환자의 주된 병변은 BOTH FEMORAL ARTERY OCCLUSION입
니다.
7) 버거 병과 폐쇄성 혈전혈관염(TAO)는 같은 병입니다.
그리고, 주로 tibial artery (드물게 popliteal artery 침범, 혹은 femoral artery도 가능하나 rare
함)를 침범하며, segmental or abrupt occlusion, corkscrew collateral 등을 보이는데,
특징적인 사진을 아래에 삽입하였으며, 언급한 해리슨 교과서 내용과 일치하는 angio 소견입
니다.
참고로 폐쇄 부위보다 상부의 혈관은 깨끗함.(동맥경화증과 달리)
버거(=TAO) 혹은 동맥경화증(ASO)에 대한 내용은, 심혈관학 블록강의 혹은 도서실의 여러
“vascular surgery” 도서를 참조바랍니다.

5-1. 1개월 전에 남편이 말기 위암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사망한 이후 발생한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45세
여자가 내원하였다. 사소한 일로도 딸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아 딸과 사이가 나빠졌고, 낮에는 멍
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어 직장생활이 어려웠다.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죄책감에
본인도 따라 죽겠다는 자살 사고가 들기도 했다. 진단은?
1) 적응장애
2) 양극성 장애
3) 주요우울장애
4) 경계선 성격장애
5) 급성 스트레스장애
1.
1. 참고문헌: 신경정신의학 3판
우울장애 진단기준: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 이상 , 2주 연속 지속
1. 하루 중 대부분 우울(슬픔, 공허감 또는 절망감)
2.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
3.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나 증가
4. 불면이나 과다수면
5. 정신운동초조나 지연
6. 피로나 활력의 상실
7.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8.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9.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DSM-Ⅳ에서는 우울장애의 증상이 사별, 재정적 파탄, 자연재해로 인한 상실, 심각한 질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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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과 가은 중요한 상실에 의한 애도반응으로 나타날 경우, 사건발생 후 2개월 지나지 않
았다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DSM-5에서는 애도반응이 2개월 이내
라 하더라도 주요우울 삽화가 존재한다면 개인의 과거력과 상실의 고통을 표현하는 각 문화적
특징을 근거로 한 임상적 판단을 통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 -신경정신의학286p환자의 경우 1.우울감, 2. 멍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기분, 사소한 일로도 짜증이나 화를 냄-> 정
신운동초조나 지연 3. 직장생활의 어려움 -> 집중력의 감소로 판단했습니다.
4. 부적절한 죄책감 5. 자살사고가 있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응장애로 진단하기 이전에 환자의 증상이 다른 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면 적응장애에 앞
서 진단을 내려야한다. 적응장애에서 우울한 기분이 흔히 나타나지만, 주요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이 관찰될 경우 진단적 고려가 필요하다 –신경정신의학383p2.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상
기 환자는 1개월 전 남편과 사별한 사건을 겪었고, 이후 여러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
에서 확실히 주어지지 않았으나 대략 증상이 현재까지 약 1개월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울감(+), 불안감(+), 멍한 증상(집중력 저하(+)), 죄책감(+), 자살사고(+) 등을 보이고 있습니

다. 현재 정답인 적응장애라고 보기에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주요우울장애에 좀더 부합하다
고 생각합니다. 정상 애도반응을 넘어서 자살사고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주요우울장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 여쭙겠습니다.
참고문헌: 최신정신의학 제6판, 제13장 우울장애, 일조각
3. 저는 이 문제를 우선 정상적 애도반응과 병적 애도반응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제로 생각했
습니다.
환자가 사망당시 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 이외의 일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고
현저한 기능수행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병적 애도반응으로 판단, 주요 우울장애를 골랐는데
답의 근거에 맞지 않다면 어떠한 면에서 정상 애도반응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답이 1번 적응장애로 공지되었는데 dsm-5적응장애의 진단기준( d.증상이 애
도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은 1번 적응장애가 맞습니다. DSM-5 진단기준에 의해 남편과 사별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적(우울감, 불안감), 행동적 증상(짜증, 화)이 임상적으로 현저하며 기능영역
답변

에서도 손상(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 죽겠다는 자살사고는 정상애도반응을
벗어나는 증상입니다. 주요우울장애로 보기에는 DSM-5 진단기준 중 네가지(우울한 기분, 죄책
감, 집중력 감소, 자살사고)만 해당됩니다.

5-32. 22세 남자가 교통사고 후 응급실로 왔다. 불렀을 때 눈을 뜨지 않으나 강한 자극을 주었을 때 눈을
떴고 이상 신전을 하고 있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이 환자의 GCS(글래스코우혼수계수)는?
1) 6점
2) 7점
3) 8점
4) 9점
5) 10점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GCS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문
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통증을 주어야 눈을 뜨는 것과, 이상 신전운동 반응은 각각 2점, 2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기 환자의 verbal response 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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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리(sound)가 아닌 말(words)로서, 환자가 현재 혼돈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서 글래스고우혼수척도에 따라 inappropriate words(3점)을 주어야 하고, 따라서 총 7점이 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닌 형태로, 괴성을 지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낼 때는 incomprehensible
sounds(2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기 환자는 2+2+3=7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
다.
출처: The Glasgow Coma Scale

glasqow혼수 계수에서 언어 반응에서 1점은 무반응, 2점은 신음이나 이해할수 없는 말, 3점은
답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분별이 없음, 4점은 혼동된 대화.
따라서 언어 점수는 2점입니다.

[25~26] 각 문제에서 적합한 검사를 문제마다 지시하는 수만큼 답가지(1~8) 중에서 고르시오.
1) 양수검사
2) 풍진검사
3) 목덜미투명대
4) 융모막융모생검
5) 태아심장초음파
6) 사중표지물질검사
7) 자궁경부세포진검사
8) 임신성당뇨선별검사
5-25. 32세, 임신 7주 초임부가 외래에 처음 방문하였다. 바로 시행할 검사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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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Williams Obstetrics 24th Edition 171p

첫 방문시에는 임신 진단을 위해 임산부의 주관적인 증상인 가정징후 뿐만 아니라 추정징후와
확정징후 모두 확인해야합니다. 위의 교과서표에서 태아의 심박동을 첫방문시 확인해야하는 것
으로 나와있습니다. 태아 심박동의 확인을 위해 질초음파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아 심장초
음파 역시 태아 심박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답이 될 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표에 있는 fetal heart rate는 태아심박동 측정의 의미 즉 심장 박동을 청취한다는 의미이
고 태아심장초음파는 fetal echocardiogram으로 단지 심장 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아닌 임신 20
답변

주 이후에 심장의 해부학 구조적 이상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하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임신 7주
에 구조적 이상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성인 환자 진찰 중 심장이 뛰는지 심음을 청진기로 청진해도 되는 것을 심에코로 보지 않는 것
과 같습니다.

[31~32] 문제에서 적절한 진단 검사 방법을 답 가지(1~8) 중에서 고르시오.
1) 유선 조영술 (galactography)
2) 유방 초음파 (Breast Ultrasonography)
3) 검체 촬영술 (specimen mammography)
4) 유방 자기공명 영상 (Breast Magnetic Resonance Imaging)
5) 초음파 유도하 중심 침생검 (Ultrasonography guided Core needle biopsy)
6) 유방 촬영술 국소압박/ 확대 촬영술 (Spot compression / magnification view)
7) 일반 유방 촬영술 (Mammography: Mediolateral Oblique view / Craniocaudal view)
8) 유방촬영술 유도하 바늘위치결정 후 절제생검 (Mammography-guidied needle localization excisional biopsy)
5-31. 56세 여자가 건강 검진에서 검진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다.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고 당
시 유방촬영술이 담긴 CD 자료와 결과지를 가지고 이후 처치를 위해 왔다. 다음은 검사 결과지 내용 이다.
이후 시행할 검사는? (두 가지)
<유방촬영 검사 결과>
유선조직이 유방의 75%이상 포함. 치밀 유방 소견. 유방의 우상외측에 비대칭 소견 (Asymmetric
density). BI-RADS Categor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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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문제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BIRADS category 0의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현재 유방촬영술만 진행한 경우이고 이전 유
방촬영술은 보기에 없어서 이후 처치로 유방 초음파와 MRI를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잘 받았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유방 정기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 후속 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유방촬영술 검사 결과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치밀유방(dense breast)
2) 유방촬영술에서 비대칭 소견(Asymmetric density) 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은 BI-RADS category 0 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먼저 치밀유방인 부분으로 인한 incomplete assessment에 대해서는 유방초음파를 시행해야 합
니다.
다음으로 비대칭 소견에 대한 부분인데, 비대칭소견은 반드시 유방의 병변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닙니다. 유방촬영술에서 비대칭 소견이 보이는 경우는 유방에 결절이나 병변이 있는 경우, 이전
에 수술이나 조직검사를 한 경우 그리고 유방조직이 비대칭적으로 두껍거나 유방촬영술을 시행
할 때 압력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위에 국소 압박 촬영술을 시행
하면 비대칭 유방조직이나 압력차이로 발생한 경우를 감별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칭이 있는
경우 물론 유방초음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보내주신 첨부 표(ACR, BI-RADS atlas 5th)에서 Category 0 항목은 각각 유방촬영술과 유방초
음파/유방 MRI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방촬영술에서 판독결과가 Category 0인 경우
n

답변
-

1) 추가적인 영상검사 and/or 이전 유방촬영술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유방초음파와 유방MRI의 판독결과가 Category 0인 경우
n

추가적인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본 문제에 대입해보면 본 건은 검진으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고 여기서 Category 0가 나왔
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영상 검사로 유방초음파와 유방 촬영술 국소압박/확대 촬영술
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방MRI는 매우 민감한 검사이지만 가격, 시간 등 비용과 효율을 고려해서 모든 권고안과 대부
분의 보험기준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유방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수술 전 병기 및 추가 병소 확인, 액와림프절 전이가 먼저 발
견된 경우 (occult breast cancer)에서 원발유방병소의 확인, 수술전 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한 경
우 반응 평가, 유방보전수술을 받은 경우 추적 관찰시 추가 검사로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2) 유방에 인공보형물이나 이물질이 삽입되어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가 불가능한 경우
3) 유방암 고위험군에서 검진 검사(screening)
4) 이외에도 최근 MR-guided biopsy and lesion localization 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문제처럼 검진 유방촬영술에서 비대칭 소견이 보인다고 하여 추가적 검사로 유방
MRI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변은 유방초음파와
유방 촬영술 국소압박/확대 촬영술이라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