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전공의2020 정오표

Part
Part 1

페이지
p. 4

내과
1회 모의

변경내용

해설

06번 정답, 해설
변경

정답을 2번에서 5번으로 정정

심장 주위의 심낭에 석회화가 관찰되는 교착
성 심낭염이며 치료로 심낭절제술을 시행한
다.

십이지장궤양의 경우 실제 악성 종양의 빈도
가 매우 낮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H.pylori 감염 여부를 알
기 위하여 급속요소분해효소검사(CLO test)
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Part 1

p. 16

08번 해설 변경

Part 1

p. 21

05번 심전도 사
진 교체

Part 1

p. 61

2008년도 기출문
제 사진교체

Part 1

p. 62

해설 수정

해설에서 ‘Pitfall’ 단어 삭제

Part 1

p. 75

해설 수정

해설에서 ‘Pitfall’ 단어 삭제

Part 1

p. 94

정답, 해설 변경

정답을 2번에서 5번으로 정정

내과
순환기
내과
순환기

내과
순환기

내과
순환기
내과
순환기
내과
순환기

입원을 요하지 않는 외래 환자의 경험적 항생
제 치료로 β-lactam (amoxicillin, amoxicillinclavulanate, cefditoren, cefpodoxime) 또는
respiratory fluoroquinolone (levofloxacin,
moxifloxacin, gemifloxacin) 단독 투여를 권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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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페이지

변경내용

해설

종양내과

03번 정답, 해설
변경

Part 2

p. 293

19번 지문 변경

~ 항문 사진이다. 치료는? → ~ 항문 사진이다.
진단은?

Part 2

p. 426

06번 정답 변경

정답을 4번에서 3번으로 정정

Part 1

p. 243

정답을 1번에서 2번으로 정정
https://www.ahajournals.org/doi/10.1161/JAH
A.112.005199
The mainstays of treatment are restricted free
water intake and saline infusion, with or
without furosemide. There are 2 indications for
saline infusion in hyponatremia. Overt
manifestations of hyponatremia are treated
with hypertonic saline, whereas symptomatic
hypovolemia associated with hyponatremia
without overt symptoms is usually treated with
isotonic saline.

외과
1회모의
외과각론

→CIS는 모두 보존적 치료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로서 정답은 3번에 보다 가깝겠습니다.
소수에서는 4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잉치
료라는 의견도 있어서 논란이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 3

p. 4

07번 정답 변경

정답을 4번에서 3번으로 정정

Part 3

p. 21

14번 지문 변경

보기 2번을 유도분만에서 질분만 시도으로
정정
해설 ‘~유도분만을 한다’에서 ‘분만시도를 한
다.’로 정정
질문 ‘~스테로이드를 안준 산모‘에서 ‘스테로
이드를 안 준 임산부＇로 정정하고 스테로이
드의 적응증은 아닙니다(산과학 5판 p.584).

Part 3

p. 22

19번 보기 변경

보기4번을 복합화학요법에서 단일항암화학
요법으로 정정
해설의 복합 항암화확요법을 단일 항암화학
요법으로 정정

Part 3

p. 36

01번 정답 변경

정답을 2번에서 1번으로 정정

산부인과
1회 모의
2회 모의

2회 모의

산과

수축자극검사는..... 이에 반해 위양성률은
30%로 태반부전기능이 없으나 있다고 오인
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산과학, 5판,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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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페이지

변경내용

해설

Part 3

p. 66
산과

01번 지문, 해설
변경

질문의 ‘목덜미투명대’를 ‘목덜미두께’로 정
정
해설 중 ‘~Down syndrome의 risk를 위험이~’
에서 ‘risk를’ 삭제

Part 3

p. 152

12번 정답 변경

정답을 2번에서 5번으로 정정

Part 3

p. 174

05번 정답, 보기,
해설 변경

정답을 2번에서 5번으로 정정

부인과
부인과

‘➁ 랄록시펜’을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정정
‘티볼론은 유방암 재발이 높아서 금기이며,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이므로 에스트로겐
은 피한다.’ 로 해설 정정

Part 3

p. 178

2014년 기출문제
보기 변경

‘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➀ 경과관찰’
로 정정

Part 3

p. 180

2015년 기출문제
그림 추가

‘상피의 기저막이 파괴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
겠고, 혈관이 있는 부위는 간질(stroma)인데
여기에는 종양세포가 없어야 합니다.

부인과

부인과

(좌측부터 그림1, 2, 3)
그림 1은 자궁경부의 단면이고, 그림 2처럼
진단하며, 그림 3과 같으므로 미세침윤(깊이
≤ 5 m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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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페이지

변경내용

해설

Part 3

p. 189

4번 지문 변경

‘골반 내진상 자궁경부와 자궁방조직에서 종
괴가 만져졌으며 그 외 자궁 부속기나 골반
구조물 등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로
정정

Part 4

p. 237
소아과
모의고사

모의고사 1회
04번 정답 변경

정답을 2번에서 1번으로 정정.
참고: 홍창의 소아과학 12판, p.274 (그림 11-3)

Part 4

p. 237
소아과
모의고사

모의고사 1회
05번 보기 변경

보기 4번의 지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부병변에 딱지와 물집이 생길 때까지 →
피부병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부인과

참고: 홍창의 소아과학 12판, p.500

Part 4

p. 241
소아과
모의고사

모의고사 1회
13번 정답 변경

정답을 1번에서 5번으로 정정.

Part 4

p. 243
소아과
모의고사

모의고사 1회
18번 정답과 해
설 변경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정
유지 치료로 적절한 것은? → 치료로 적절한
것은?
해설을 다음과 같이 정정.
천식의 주간 증상이 주 2회 이하이고 활동제
한이 없으며 야간 증상도 없 으므로 ‘잘 조절
됨(well-controlled)’에 해당된다. 5개월 전부터
천식 치료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단계로
서 저용량 스테로이드 흡입제 또는 류 코트리
엔 조절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좋아져서 1단계로 낮 추어 속효성 베타2-항
진제를 투여한다.
참고: 홍창의 소아과학 12판, p.1338 (표 23-16,
표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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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Part 3

Part 1

페이지

해설

p. 179
부인과
2014년
기출 B

Q. “하층 1/3까지 dysplasia” 는 CIN1인데요, HSIL이고 CIN1인
경우 하이퍼텍스트 234쪽에 보면 6개월마다 pap smear 재검
으로 나와있습니다.

p. 28
모의1회
25번

Q. 해설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부터 시작한다고 나와있는데 답
이 5번(아세트아미노펜1000mg경구투여)가 아니라 4번(속효
성모르핀15mg경구투여)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 HSIL이므로 조직검사까지 해야 합니다.

→ 비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약한 통증(NRS 1~3점) 조절을 위
해 투여하되 모든 강도의 통증에 투여 가능합니다. 이 환자는
NRS 7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고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력이 없으므로 속효성 경구 모르핀 5~15 mg을 투여합니다.

Part 1

p. 204
06번문제

Q. 6번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2일 째 식후, 공복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저 인슐린을 24단위(사실상 10%로
만 올리려면 22단위)로 높여야하지 않을까요?
→ 공복 혈당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기저 인슐린 연구가 2~3일
마다 증량을 기본으로 시행되어서 해설대로 용량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869146/
Insulin titration frequency:
This primarily was twice per week or every 3 days.

하이퍼
텍스트

p. 118

Q. 만성요로폐쇄 vesicoureteral reflux에서요 수신증이 있고
양쪽 옆구리 통증이면 상부요로폐쇄 인것 같은데 답이 하부
요로폐쇄를 진단하는 vcug 로 되어있어서. 정맥깔때기조영술
은 왜 답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요로감염의 병력이 있고 초음파에서 양쪽에 수
신증이 있으므로 방광요관역류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IVP
는 대개 요로결석, 종양 등의 진단에 사용합니다.

Part 1

p. 175
03번문제
2012기출

Q. 답이 1번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발열, 오한 및 우상복부 통증은 담도폐쇄에 의한 담도염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담도내 결석에 의한 폐쇄성 황달은 대개 혈청 빌리루빈 농도
< 10 mg/dL인 반면에, 종양에 의한 폐쇄성 황달은 대개 혈청
빌리농도 > 10 mg/d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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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하이퍼
텍스트

페이지
p. 102

해설
Q. 그레이브스 환자 수술전 처치 문의합니다 답이 프로프라
놀롤인데요, 앞장에 수술전 처치에 루골용액, thyroxine도 수
술전 처치에 필요한 약인데 프로프라놀롤이 답이 되는 이유
가 궁금합니다. 루골용액이랑 thyroxine이 답이 안되는 이유
가 궁금합니다.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수술이 아니고, 기저질환으로 그레이
브스병이 있는 환자에서 다른 부위의 응급수술을 묻는 문제
입니다. 이미 약물복용 중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항갑상선제
는 복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갑상선
폭풍 위기를 막기 위해 베타차단제를 추천합니다. 항갑상선
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으면서 갑상선중독상태인 경우도 베타
차단제를 우선 고릅니다. 왜냐하면 항갑상선제 투여로 정상
갑상선기능이 정상이 되는데까지 수 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루골용액은 구하기 쉽지 않고 대개는 그레이브스병에 의해
갑상선절제술할 때 갑상선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출혈을 줄
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갑상선 수술 시 투여합니다.

하이퍼
텍스트

p. 257
소아총론

Q. 예방접종 맨 아래 문제에서 여러가지 백신중에 DTap을 조
심해야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홍창의 소아과학 제12판(2020년), p.545
DTaP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이후 추가 접종은
조심스럽게 결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1)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40.5
도씨 이상의 열이 발생한 경우
2)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허탈 또는 쇼크 유사 상태(저긴장
저반응 상태)가 발생한 경우
3)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다래도 심하게 우는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4) 접종 후 3일 이내에 열성 또는 비열성 경련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경련, 성장장애, 신경장애 등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도 백일해 예방 접종의 시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하이퍼
텍스트

p.177

Q. 외과 부분 177페이지, 예방적 항생제 적응증 왜 서혜하동
맥우회술이 정답인지 이해가 안가서.. 이유를 알수있을까
요?
→서혜부에 체모가 많아서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감염학회, 항생제의 길잡이, 제4판, 군자출판사. p.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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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하이퍼
텍스트

페이지
p. 221

해설
Q. 경구피임약 절대금기증에 보면 1. Thromboembolic event
or stroke 기왕력 2. estrogen dependent tumor 과거력 : 유방암
자궁내막암 -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
의드립니다. 일단 경구피임약으로만 적혀있지만, 내용상 당
연히 combined pill- 복합경구피임약에대한 금기인걸로 하고
문의드리겠습니다. 1) 일단 2.의 estrogen dependent tumor 관
련해서, CDC`s Summary Chart of US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와 WHO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for Contraceptive Use 2015
에서는 모두 유방암은 현재~과거력 포함해서 금기 단계(3~4)
로 보고 있으나, 자궁내막암에 관련해서는 사용가능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경구피임약 자체가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의 risk를 줄여주는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하
이퍼텍스트에서 기재된 이 2. estrogen dependent tumor-유방
암, 자궁내막암 의 레퍼런스와, 자궁내막암이 금기에 해당되
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부차적이고 사소한 것입니다
만, 왜 금기의 1.인 stroke~에서는 기왕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2.에서는 "현재상태"를 제외한 의미인 "과거력"이라는 표현
을 쓴건지가 궁금합니다. 굳이 한 표에서 저렇게 기왕력과 과
거력을 쓴다면 과거력은 현재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표현인
데, 현재 유방암 상태가 금기에 들어가는만큼, "과거력"이라
는 표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과 2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의 guideline에서 경구피임약의 절대
적 금기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35세 이상 흡연자(하루 15개비 이상), 심부정맥혈전증/폐색
전증, 장기간 활동 제한이 있는 대수술 환자, 분만 후 3주 이내,
산욕기 심장병증, 현재 유방암 병력, 중증 간경변, 간종양,
160/100 mmHg 이상의 고혈압/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죽
상경화 심장병의 다인자 보유군, 심장판막질환, 뇌경색의 과
거력,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혈
전유발 돌연변이, 고형 장기이식, 전신홍반루프스(APA 양성)
그리고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은 과거의 절대적 금기증의
criteria였으며, 현재는 개정된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피임안
내서 가이드라인은 게시판에 등록하였습니다.
2. 과거력과 기왕력은 같은 의미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수정하
여 용어통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