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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 상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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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과음낭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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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발기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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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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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증(= 뇌수종, hydrocephalus)
신경근육접합부질환
간질
치매
이상운동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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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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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저검사(OSCE)
눈꺼풀
눈물과눈물기관
결막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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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
망막
녹내장
콘텍트렌즈
사시(Strabismus)
약시(amblyopia)
시신경질환
외상

응급의학

기본생명유지술(Basic Life Support : BLS)

이물에의한기도폐쇄(OSCE) 
기관삽관술(OSCE)
환경손상
중독학

이비인후과학

이경(Otoscope) 사용법(OCSE)
외이도질환
귓바퀴(이개) 질환
고막질환
중이질환
내이질환(CPX : 어지러움)
난청
안면신경마비
비과학
인두질환
타액선질환
후두질환
기도확보술
경부종괴의감별

정형외과학

Shoulder 
Hand & Wrist 
목의통증 (CPX)
Spine

Hip
Knee
Ankle
스포츠손상
골관절의감염
염증성질환
골절총론

피부과학

피부의구조
피부징후
피부과적검사
광의학
가려움증
습진(Eczema)
구진인설성질환
약진, 홍반및두드러기
감염성질환
피부및심재성진균감염증
동물기생충성피부질환
유전성피부질환
당뇨병과관련된피부질환
멜라닌세포에서유래한모반및신생물
진피및피하지방종양
피지선및한선의질환
모발질환
임신과관련된피부질환

의사국가고시는공부해야할내용이무척많습니다. 내과등주요과목공부만하더라도바쁜시간을
보내게됩니다. 하지만국가고시문제집으로무려‘한권’에달하는마이너(Minor)……마치‘계륵’과
같이버리자니아깝고불안하기도하고, 공부하자니정리도안되고양도많은과목입니다.
이런마이너파트를쉽게공부할방법이없을까하는고민에본과 4학년때국시공부를하며정리했

던내용이원고가되었고이를바탕으로의사국가고시교육기관‘메디프리뷰’에서마이너강의를담당
하게되었습니다.

이와같은경험을바탕으로쓰여진본교재는다음과같은특징이있습니다.

1. 국가고시뿐아니라각학교별모의고사에도대비할수있도록하 습니다.

2. 교과서를바탕으로모의고사및의사국가고시에출제된부분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집필되
었습니다. 국가고시에출제된부분은빨간색 씨로, 각 학교별모의고사에출제되었던부분은
파란색 씨로표기하 으며출제연도도같이표시해놓았습니다.

3. 내용이해에도움이되며중요한국가고시및모의고사기출문제를함께수록하 습니다.

4. 새롭게시작되는OSCE 및CPX 에도움이될수있도록해당내용을정리해수록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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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손상

1. 익수(Near drowning) (08, 07, 05년출제)

1. 익수의병태생리중옳은것은?

가. 후두경련 나. 저산소증

다. 흡인 라. 체온저하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다

2. 익수환아에서저산소증으로인해가장빠르게손상받는장기는?

1) 폐 2) 뇌 3) 간

4) 심장 5) 콩팥

3. 22세남자가 15분전못에빠져 3~4분후구조되었다. 심폐소생술을시행하 으며의식은명료하 고

혈압 106/89, 맥박수 152회/분, 호흡수 34회/분, 체온 37.1도 고 청색증, rale, 거친 숨소리 등의 소

견을보 다. ABGA 결과는다음과같다.

pH 7.04, PaO2 54.3, PaCO2 39.5 HCO3 10, SaO2 72.3%

이환자의치료로알맞은것은?

1) 이뇨제 2) 체위변경 3) 기계환기

4) 기관지확장제 5) 스테로이드

정답
예제 1. (5)
예제 2. (2)
예제 3. (3) : 심폐소생술후에도빈호흡, 저산소혈증등소견보여기계환기의적응증이됩니다.

1) 역학

사고사로는세번째에해당, 바다보다는풀장에서익사가많음

4세이하나십대에서흔한편

Minor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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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태생리

중요한병태생리학적변화는저산소증, 흡인, 저체온증

호흡부전과허혈성신경학적손상(07)이생명을위협

a. 물속에서불수의적호흡과구토, 물의흡인(05) : Wet drowning(90%)

b. 반대로후두연축(05)과성문폐쇄(glottis closure)에 의한건익사(dry drowning)도있음

→모두결국심각한저산소증(05) 초래

c. 저산소증에의한폐손상

병인 : 계면활성제파괴, alveolar capillary basement membrane 파괴

결과 : alveolitis, pulmonary edema, ARDS

심혈관계, 전해질, 혈액학적및신기능은대개정상

3) 치료

: 가장중요한것은한시라도빨리공기를들이마시게하는것임

a. 대개 흡인양 적으며 체위에 의한 배액이나 하임리히법은 폐에서의 물 제거나 혈중 산소분압

의향상에별로효과없다→현장에서즉시심폐소생술시행하고산소줄수있으면 100% 산

소로보조환기(가장먼저해야하는것은효과적인환기임)

b. 판단 중에는 100% 산소 공급하고, 40~50%의 산소 공급에도 PO2<60(성인), PO2<80(소아) 이면 기관

삽관하여 기계환기(08)

소아과교과서

: 무호흡, 안정 시 빈호흡, PaO2>60mmHg 유지하기 위해 FiO2>40mmHg 필요한 경우,

PaCO2>40mmHg 인경우기도삽관후인공환기시행(PEEP 해준다)

c. 저체온증인경우회생을포기하지말고일단 30~32.5도까지올린후판단

응
급
의
학

익사(Drowning) 물에빠진지 24시간내에사망하는경우

익수(Near-drowning) 물에빠진후 24시간이상생존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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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타 : 산증치료, 뇌압상승의예방또는치료

4) 예후

a. 성공적으로회생된환자의 2~25%에서 2차익사(폐부종에의함) 발생가능

노인 : 폐부전이나다른합병증발생높고 2차익사많아입원하여감시

b. 익수환자에서신경학적예후나쁜경우

1) 현장에서

- 물에잠긴시간 > 4~10분

- 심폐소생술시작이늦었을때

- 소생술 > 25분

2) 응급실에와서

- 동공이산대되고고정

- pH < 7.0

- GCS < 5

3) 첫 소생술후에도

- 계속해서GCS < 5

- 계속해서무호흡

2. 일산화탄소중독(Carbon monoxide poisoning)

33세여자가연기에질식되어응급실에도착하 다. 다음중일산화탄소중독소견으로합당한것은?

가. 대기호흡시동맥혈가스검사상산소분압 105mmHg, 산소포화도 80%

나. 맥박산소계측기에서산소포화도 98%

다. 어지러움증

라. 청색증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정답 (1) : 맥박에 의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는 실제 수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며 ABGA상 산소 분압은 정상이지만 산소
포화도가낮을때일산화탄소중독을의심할수있습니다.

Minor

예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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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산화탄소의특징

무색, 무취, 무자극성기체

비중은 0.97로 공기보다 가볍고 헤모 로빈과 친화력 매우 높아 카복시헤모 로빈(COHb)

형성

외부요인에의한 CO는유기연료의불완전연소에의해발생

2) 병태생리

a. CO가 Hb와직접결합해조직저산소층초래

b. CO가 myoglobin과결합

: 특히심근myoglobin에더심해심근세포산소부족초래하며 COHb보다해리가느림

c. Cytochrome A3와 P450에결합해세포호흡방해

d. 뇌지질과산화 : 신경원손상일어남

3) 임상양상

내원당시 CO 수치가중요 : 치료시작후에는수치와임상증상이잘맞지않음

4) 진단

a. 병력

발견된곳의환경, CO 농도등이도움

CO 중독증상보이고같이거주하는사람이비슷한증상보이면진단가능성높아짐

응
급
의
학

0 없음

10 앞머리의두통

20 박동성두통, 활동시호흡곤란

30 판단장애, 구역, 어지러움, 시력장애, 피로

40 혼돈, 실신

50 혼수, 경련

60 저혈압, 호흡마비

70 사망

COHb(%) 임상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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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체검진 : 제한적이용

c. 검사실검사

5) 치료

Minor

호기CO 농도 수치높은경우진단
혈청COHb 농도

산소포화도측정기는실제보다높게나타나는포화도틈(Saturation gap) 보임

산소포화도측정
예시

1) Spo2 93%, ABGA에의한산소포화도 88% → COHb 5%
2) Spo2 9%, COHb 5%이면 ABGA에의한산소포화도는 90%

심전도
대개동빈맥, ST절변화가가장많이나타나는이상
심장증세, 관동맥질환, 의식변화, COHb > 10% 인경우시행하는것이좋다.

흉부방사선, 기관지경검사

기타
심근손상의확인 : CPK, KDH 등
CBC, ABGA, electrolyte
신경학적증세있으면CT나MRI : 뇌부종등확인

일산화탄소있는환경에서환자격리
즉시 100% 산소주면서심장감시
산소치료기간

초기처치
증상없는환자 COHb 10% 이하로떨어질때까지

협심증환자 COHb 2% 이하로떨어지거나통증없어질때까지

a. 장점
- 일산화탄소제거의반감기감소

고압산소치료
- 뇌부종개선, 뇌지질과산화막아주고신경학적후유증줄여준다.

b. 위험성
- 미미하며이통(otalgia), 부비동등의불쾌감등이있고경련(5%), 구역(6%) 등을보일수도있다.

기타
뇌부종치료 : 과호흡, mannitol
대사성산혈증 : 아주심한경우외에는치료하지않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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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학 (08, 07, 06, 05, 04, 03, 02, 01, 97년출제)

1. 특징

2. 평가
: 본인이나가족등주변인물로부터필요한정보를최대한수집

3. 독성증후군

1. 약물에의한독성반응을확인하는신체검사로써중요도가낮은것은?

1) 동공의상태 2) 호흡음 3) 장음 4) 심음 5) 의식

2. 40세 남자가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혈압 120/80, 맥박수 60회/분, 호흡수 7회/분, 체온 35

도 다. 동공은 2mm이하로축동되었다. 다음중의심되는중독물질로알맞은것은?

1) 알코올 2) 아편제제 3) 일산화탄소

4) 아세트아미노펜 5) 칼슘채널차단제

정답
예제 1. (4)  : 콜린성및항콜린성제제에따라동공상태, 장음변할수있고, 약제에의한분비물증가시호흡음변할수있으

며의식에변화있을수있습니다.
예제 2. (2)  : 호흡수감소및 2mm 이하의 pinpoint pupil소견보이는아편제제중독에합당한증례입니다.

응
급
의
학

소아중독
대부분사고에의함
손에닿기쉬운치료약물이나세제, 표백제, 화장품등을모르고섭취하는경우가대부분

성인중독 대부분가정불화, 이성문제등의동기에의한자살목적에의해일어남

도시
대부분신경안정제등치료약물에의한중독흔하다.
20대연령층이가장많다(여>남)

농촌 농약에의한고령층의중독이많고사망률도도시보다높다.(남>여)

Hx. 종류, 용량, 섭취시기, 함께섭취한물질, 구토여부(구토까지의시간경과), 질병과거력및투약내용등

즉시사망에이르게할수있는중독물질의순환기, 호흡기및신경계 향평가
P/Ex V/S(가능하면산소포화도및심전도지속적monitoring)

중독물질별독성증후군(Toxic syndrome) 확인

예제,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