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092-8335
eISSN 2733-5380

KEIMYUNG MEDICAL JOURNAL
Vol. 39 l No. 2

Contents

December, 2020

KEIMYUNG MEDICAL JOURNAL

Review Article
57

Understandings and Prospects of Laboratory Diagnosis of SARS-CoV-2
Jae-Seok Kim

DECEMBER 2020

Original Articles
62

Analysis of Job Interest and Job Value in the Freshmen of a Medical School
Hye Jin Park, Won Kyun Park

68

Effect of Bingo for Anatomy Education
Jongwan Kim, Won-Jin Park, Anna Bae, Jae-Ho Lee

72

Computed Tomography in Evaluation of Femoral Anteversion: Transverse Section Versus Axial Oblique
Section
Jong Hyuk Jeon, Si Wook Lee, Kwang Soon Song, Ki Choer Bae

79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ild Coronavirus Disease 2019 Inpatients
Seung Wan Hong, Ji Yeon Lee, Miri Hyun, Jae Seok Park, Jae Hyuck Lee, Young Sung Suh, Hyun Ah Kim, DaeHyun Kim

Case Reports
83

Toxic Epidermal Necrolysis complicating Infliximab therapy in Refractory Kawasaki disease
Abraham Kwak, Sung Ae Kim, Hee Joung Choi

86

Granular Cell Tumors of the Cecum: Report of Two Cases and Review of Literature
Nam Yeol Cho, Yu-Ah Choi, Gye Sung Lee

91

Recurrent Occurrence of 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 after Extubation Undergoing Bile Duct
Resection, Roux-en-Y Hepaticojejunostomy in Young Patient
Ho Jun Kang, Min Gi An, A-Ran Lee, Eun Sun Park, Young Woo Cho, Se Hun Park

Pediatric Acute Confusional Migraine
Seung Hyun Yoon, Byeong Hee Son, Kyun Woo Lee, Chul Am Kim, Ick Jin Song

101

Rocuronium Induced Masseter Muscle Rigidity during Intubation in Patients with Dental Surgery
Moon Sik Jung, Hyunho Lee, Hochang Kim, Soon Eun Park, Jimi Oh

Vol. 39, No. 2 December 2020

97

VOLUME 39 NUMBER 2

www.e-kmj.org
pISSN 2092-8335
eISSN 2733-5380

Vol. 39, No. 2, 15 December 2020
Aims and Scope
Keimyung Medical Journal (KMJ) is the official publication of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 journal
published in Korean or English with an abstract of English. The abbreviation Keimyung Med J.
KMJ publishes articles in all medical fields, including clinical research, basic medicine and nursing, with the goal
of contributing to the treatment of diseases and promoting human health by sharing the latest information on
medical and medical development.
KMJ publishes articles on creative and informative original articles, case reports, review articles, and editorials
that can encourage and promote medical research.
KMJ was first published in 1982, and is published two times a year (June 15 and December 15), and is available
for free of charge from the first issue to the latest issue at http://www.e-kmj.org

Open Access
Keimyung Medical Journal is an Open Access journal. Al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ditorial Board
Won Kyun Park, Dae Hyun Kim, Shin Kim, Gi-Young Park, Joon Cheol Park, Heeok Park, Dong-Hun Suh, Kyung
Jae Lee, Mi Young Lee, Sang Hwa Lee, Jae Ho Lee, Ju Yup Lee, Byeong Churl Jang, Wonho Jung, Jae Ho Cho,
Chul Hyun Cho, Jong Kil Joo, Sang Taek Heo, Yun Seok Heo, Tae Gu Lee

Publisher
Jae Hoon Bae, M.D.
Editor-in-Chief
Won Kyun Park, M.D.
Published b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Editorial Office
Medical Librar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Tel: +82-53-258-7585 Fax: +82-53-258-7589 E-mail: tinlib@dsmc.or.kr HP: http://www.kmu-med.ac.kr
Printing Office
M2community Co.
8th FL, DreamTower, 66 Seongsui-ro, Seongdong-gu, Seoul 04784, Korea
Tel: +82-2-2190-7300, Fax: +82-2-2190-7333, E-mail: journal@m2community.co.kr
Published on December 15, 2020
© 2020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is paper meets the requirements of KS X ISO 9706, ISO 9706-1994 and ANSI/NISO Z39. 48-1992 (Permanence of paper).

pISSN 2092-8335 eISSN 2733-5380

Contents
Volume 39 Number 2, December 2020

Review Article
57

Understandings and Prospects of Laboratory Diagnosis of SARS-CoV-2
Jae-Seok Kim

Original Articles
62

Analysis of Job Interest and Job Value in the Freshmen of a Medical School
Hye Jin Park, Won Kyun Park

68

Effect of Bingo for Anatomy Education
Jongwan Kim, Won-Jin Park, Anna Bae, Jae-Ho Lee

72

Computed Tomography in Evaluation of Femoral Anteversion: Transverse Section Versus Axial Oblique Section
Jong Hyuk Jeon, Si Wook Lee, Kwang Soon Song, Ki Choer Bae

79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ild Coronavirus Disease 2019 Inpatients
Seung Wan Hong, Ji Yeon Lee, Miri Hyun, Jae Seok Park, Jae Hyuck Lee, Young Sung Suh, Hyun Ah Kim, DaeHyun Kim

Case Reports
83

Toxic Epidermal Necrolysis complicating Infliximab therapy in Refractory Kawasaki disease
Abraham Kwak, Sung Ae Kim, Hee Joung Choi

86

Granular Cell Tumors of the Cecum: Report of Two Cases and Review of Literature
Nam Yeol Cho, Yu-Ah Choi, Gye Sung Lee

91

Recurrent Occurrence of 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 after Extubation Undergoing Bile Duct Resection,
Roux-en-Y Hepaticojejunostomy in Young Patient
Ho Jun Kang, Min Gi An, A-Ran Lee, Eun Sun Park, Young Woo Cho, Se Hun Park

97

Pediatric Acute Confusional Migraine
Seung Hyun Yoon, Byeong Hee Son, Kyun Woo Lee, Chul Am Kim, Ick Jin Song

101

Rocuronium Induced Masseter Muscle Rigidity during Intubation in Patients with Dental Surgery
Moon Sik Jung, Hyunho Lee, Hochang Kim, Soon Eun Park, Jimi Oh

SARS CoV-2 진단검사법에 대한 이해와 전망
김재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Understandings and Prospects of Laboratory
Diagnosis of SARS-CoV-2
Review Article
pISSN 2092-8335 · eISSN 2733-5380
Keimyung Med J 2020 39(2):57-61
https://doi.org/10.46308/kmj.2020.00199

Received: December 5, 2020
Accepted: December 9, 2020
Corresponding Author:
Jae-Seok Kim, M.D., Ph.D.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150
Seongan-ro, Gangdong-gu, Seoul 05355,
Korea
Tel: 82-2-2224-2327
Fax: 82-2-2224-2214
E-mail: jaeseok@kdh.or.kr

Jae-Seok Kim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Seoul, Korea

In 2019, a novel betacoronaviru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was detected in the Chinese city of Wuhan. SARS-CoV-2 caused a
severe form of pneumonia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SARS-CoV-1. Detection of viral RNA by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reaction (real-time RT-PCR)
is crucial for the management of the patients and prevention of the SARS-CoV-2.
Until now real-time RT-PCR methods have been used as a successful diagnostic tool
in this epidemic. Furthrmore, more rapid and reliable diagnostic tool might be
needed for the next epidemic.
Keywords: Laboratory diagnosis, Molecular diagnostics, Real time PCR, SARSCoV-2

Introduction
미생물 질환의 진단은 미생물 존재 자체를 검출하는 방법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
로서 배양법이 가장 중요하나 바이러스의 경우 배양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임상적으로는 유전자 검출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
행중인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SARS-CoV-2)에 대한 간단
한 미생물학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검사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SARS-CoV-2의 분류 및 유전자 구조
SARS-CoV-2는 Coronaviridae 과(family)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2019년 중국 중부지
역 후베이성의 주도인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바이러스이다. Coronaviridae 과에
는 Alphacoronavirus 와 Betacoronavirus 속(genus)이 있으며, Alphacoronavirus 속에
는 일반적인 감기유발 바이러스로 알려진 human coronaviruses 229E(HCoV-229E)
와 HCoV-NL63 등이 있고, Betacoronavirus 속에는 Embecovirus 아속(HCoV2020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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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43, HCoV-HKU1), Mebecovirus 아속(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related
coronavirus, MERS-CoV)와 Sarbecovirus 아속(SARS-CoV-1, SARS-CoV-2) 등이
있다[1].
Sarbecovirus는 2002년 SARS-CoV-1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SARS-related
Betacoronavirus라는 의미의 Sarbecovirus 아속으로 명명된 신종 바이러스이다. Sarbecovirus는 RNA 바이러스로서 약 120 nm(80-200 nm) 크기로 바이러스 중 큰 편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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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전자 크기도 30 kb 정도로 큰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공기로

최근 많은 병원검사실에서 검체 처리와 RNA 추출 과정에서의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홍역바이러스(measles virus)는 100-300
nm 정도로 비교적 크기가 큰 편이며, 호흡기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는 80-120 nm 정도의 크기이
다[1,2]. 반면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인 rotavirus
는 70-75 nm 크기에 18.5 kb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norovirus는 27-40 nm 크기에 7.5-7.7 kb의 유전자 크기를 가지고 있다
[3].
SARS-CoV-2의 진단은 바이러스 RNA를 검출하는 분자진단법

수작업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장비를 사용하고

을 사용하는데, 바이러스 구조의 각 부위를 파악하는 일이 검사법

위해서는 검체 특성이 혈액처럼 일정해야 하고, 반응 억제 물질이

수립에 중요하다. SARS-CoV-2의 기능에 관련된 단백질을 만드는

거의 없어야 하며, 여러 표준물질로 표준검량곡선을 얻어야 바이러

유전자는 orf1a, orf1b, orf3a, orf6, orf7a, orf8, orf10 등이 있으며,

스 정량이 가능하므로, 호흡기 검체처럼 검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러한 open reading frame은 효소 등을 포함한 기능에 관련된 단

바이러스 분포가 다른 검체로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양을 얻기는 쉽

백질을 주로 생성한다. SARS-CoV-2 바이러스 모양을 만드는 구

지 않다[7,8].

조 단백질에 따라 각각의 유전자가 명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바

Real-time PCR 장비가 없어도 시행이 가능한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LAMP) 같은 등온증폭법(isothermal amplification method)도 일부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LAMP 기법은 의료보험에서 real-time RT-PCR 검사법의 제한이
너무 강한 일본에서 개발되어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은 real-time RT-PCR 검사법에 비해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은 편이다
[9]. 최근 LAMP를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CRISPR) 기반의 진단법과 결합시킨 방법이 개발되어 민
감도 93.1%, 특이도 98.5%를 보고하기도 했으며[10], real-time
RT-PCR의 Ct값이 낮은 검체, 즉 바이러스의 양이 많은 검체에서
민감도 97.5%, 특이도 99.7%를 보였던 연구도 있어[11] 향후의 사

이러스 표면에 코로나처럼 돌기 모양으로 솟아 인체 세포에 침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S(spike)단백, 세포막 부분에 분포하고있
는 E(envelope)단백, M(membrane)단백 등과 바이러스 RNA에 부
착하고 있는 N(nucleocapsid)단백 등이 중요한 구조물이다[1,4].

SARS-CoV-2는 발견 이후로 많은 변이가 있었으며 흔히 분리되는
변종은 17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2].
SARS-CoV-1과 SARS-CoV-2는 인체감염 시 인체세포의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ACE 2) 수용체를 통하여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transmembrane serine protease 2(TMPRSS2)의 작
용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5]. SARS-CoV-2의 표면에 돌기처럼
나와있는 S단백은 S1 domain과 S2 domai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
체내 ACE 2 수용체가 SARS-CoV-2 표면의 S1 부분을 제거하면 S2

있다. 유전자 증폭과정 직전에 RNA 역전사 과정을 reverse tran-

scriptase 특성을 지닌 효소로 시행하며 cDNA를 합성하게 된다.
cDNA 가 합성된 뒤에는 PCR 과정을 시행하게 되며 바이러스
cDNA를 여러 가닥으로 증폭시킨다. 단순 PCR과 달리 real-time
PCR 기법은 PCR 반응에서 유전자가 증폭되는 단계마다 형광물질
이 부착된 표식자(probe)를 붙게 하여 유전자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정확한 의미에서 정량검사를 하기

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속분자

부분이 길게 돌출되면서 인체세포와 융합을 하면서 세포내로 침투

진단법도 몇 가지 사용 중이며, 주로 전용 기기에 장착하는 방식으

하게 된다(아래 site에서 간단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을 볼

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검사법으로는 현재 결핵균 신속진단에 사용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2Qi-hAXdJo).

하는 GeneXpert(Cepheid, Sunnyvale, CA) 기기에서 시행할 수 있
는 Xpert Xperss SARS-CoV-2와 호흡기나 소화기 병원균의 신속

SARS-CoV-2의 진단검사

진단에 사용하는 Biofire(Biofire Diagnostics, Salk Lake City, UT)

SARS-CoV-2의 진단은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유전
자 검사가 기본이다[6].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RTPCR)이 현재까지 개발된 진단기법 중 민감도, 특이도가 가장 우수

기기에서 시행할 수 있는 Biofire COVID-19 test 등이 있는데[12-

하여, 많은 병원 검사실에서 표준적인 진단방법으로 사용되고 있

약은 multiplex RT-PCR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20분만에 결과를 얻

다. Real-time RT-PCR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 검체에서 여러가지

을 수 있다고 하며[15], 이런 시약 외에도 더 빠른 신속분자진단법

시약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RNA를 추출한 뒤, real-time RT-PCR

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14], 검체를 투입하고 1시간 이내에 real-time RT-PCR 검사법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시약이 비교적 고가인 점이 단점이
다. Liat system(Roche, Pleasanton, CA)의 Cobas SARS-CoV-2 시

시약이 든 PCR tube로 옮긴 후 real-time PCR 기기에 장착하여 검

SARS-CoV-2 항원검사는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이나 당단백질

사를 진행하게 된다. Real-time PCR 기기는 RNA 역전사 과정으

을 검출하는 방법인데, 검출신호를 정확한 기기로 측정하는 정밀면

로 DNA를 합성하고,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cycle을 여러 회 반복

역측정법과 육안이나 간이 측정기로 판정하는 간이항원검사가 있

하여 증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증폭된 DNA 양과 비례하는 형

다. 일반적으로 간이항원검사는 정밀면역측정법에 비해 민감도와

광 물질을 실시간으로 검출함으로써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이도가 낮다. 또한, 항원검사는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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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체를 제작해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특이 항체의 특성에 따라

수십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서 신뢰할만한 검사결과를 보이는 시

검사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즉, 시약회사마다 개발된 특이 항체

약을 임상적 의의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즉, anti-HBs 항체의 경

의 특성과 최적화에 따라 검사 성적은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우 보호항체 검출에 사용되고 있고, anti-HAV 항체 중 IgM은 진단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특이 항체를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

에, IgG는 보호항체의 의미가 있으며, anti-HIV 항체의 경우 HIV

이고 있으며, 임상 검체에서 안정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조건을 잡

의 선별검사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SARS-CoV-2 항체검사의

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과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간이항

경우 아직도 연구 개발 및 임상평가가 더 필요하며, 임상적으로 사

원검사는 수십년의 개발과정을 통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진단에

용 시 여러가지 관점에서 의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HIV 검사는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real-time RT-PCR 검사법에

항원-항체 검사가 PCR 검사보다 임상적으로 더 유용하며, 선별검

비해 민감도가 4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간이항

사로서 민감도와 특이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개발과정을 거쳐왔으

원검사는 증세가 있는 외래 환자에서 보조적 진단법으로 많이 사용

며, 현재는 anti-HIV 항체와 p24 항원을 동시에 검사하는 4세대 검

하고 있으므로, 향후 더욱 민감도와 특이도가 개선된 시약이 개발

사법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특이도가 99.9%를 넘더라도 위양성

된다면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현장

이 존재하므로 HIV 확진을 위해서는 Western blot 방법으로 항체

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특이도를 재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SARS-CoV-2의 경우 검사 건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위양성과 위음

SARS-CoV-2 진단과 환자 관리에서 항원검사, 항체검사의 유용

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 사용중인

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개발과 임상연구가 필요하며, 임상 적용

Abbott사의 BinaxNOW COVID-19는 98.5%의 특이도를 가지고
있으나, 0.2%의 유병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검사 시 59개 검사 당 1
개의 양성을 보이지만 이 중 89%는 실제로 음성 검체로 판명된다.
이는 미국인 전체를 검사할 경우 550만건의 양성이 나오고 그중
490 만건이 위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16 ]. 우리나라에서는
SARS-CoV-2의 유병률이 더 낮으므로 위양성은 더 높아지게 된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체 채취

시약 제작 시 반드시 필요한 항원은 제조사에서 밝히지 않는 경우

SARS-CoV-2는 호흡기 검체로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기도
검체로는 nasopharyngeal swab(NPS), oropharyngeal swab(throat
swab), nasopharyngeal aspirate 등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검체는
NPS이다[6,8]. 전통적으로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진단에 가장 좋은 검체는 nasopharyngeal aspirate였으나, NPS 검
체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flocked swab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대부
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에 real-time RT-PCR 검사법을 사용하면서 flocked swab으로
채취하는 방법을 처음 임상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NPS 검체는 진
단적 가치가 가장 높아서 기본적으로 시행하게 된다[18]. 또한
NPS 검체는 정확히 사용하면 환자에게 통증이 거의 없는 검사이
기도 하다. 검체 운송용기 내에는 바이러스의 생존을 보장하는 virus transport media(VTM) 배지 혹은 불활화 할 수 있는 분자진단

가 많은데[17], 항원 target 과 항원의 3차원 구조가 제조사에 따라

용 운송배지 등이 있으며 각 검사실의 정책에 따라 운송배지를 선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제 임상에서 결과는 상당히 다를

택한다.

다. 즉 간이항원검사법의 경우 큰 집단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로 사
용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외래 공간에서 항원검사를 시행하여 양
성 결과를 보인 경우, 환자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
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SARS-CoV-2 항체검사는 바이러스를 간접적으로 검출하는 방
법으로서 인체 면역반응에 의해 혈액내에 생성되는 바이러스 특이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기법이다. 항체검사 결과는 검사시약과 인체
의 면역반응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17]. 검사

수 있다. 또한 혈액 내의 바이러스 특이 IgG, IgM, IgA 등의 조합

하기도 검체는 객담이나 기관지세척액 등이 있으며 증상이 심하

으로 다양하게 검출하거나 total antibody를 검출할 수도 있어서 실

거나 분비물이 있는 객담이 있는 환자, 기관삽관을 한 환자에서는

제 어떤 시약을 사용함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미국

도움이 된다[19]. 하기도 검체는 점성이 높으므로 진단검사의학과

에서는 한때 150개 이상의 SARS-CoV-2 항체검사 kit가 emergen-

에서는 적절하게 검체 처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

cy use authorization를 받았으나, 민감도와 특이도의 문제로 인해
진단적 가치가 낮은 상당수 kit가 삭제되었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
체검사는 보통 ELISA나 CLIA 같은 전문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하

만, 임상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객담 검사가 필

여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여서 검사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관찰하거

SARS-CoV-2 검사법의 전망

요하다.

나 간단한 측정장비를 이용한 간이항체검사의 경우 제품별로 상당

SARS-CoV-2는 2019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인체감염이 알려진

한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 임상에서 널리 사

신종바이러스로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단기간에 진행되었지만, 아

용중인 항체검사는 대부분 전문적인 측정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직도 검체 채취, 검체의 선택, 검체 채취시기, 분자진단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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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검사법의 개선, 항체검사법의 개선에 대하여 추가적인 노력과

ics of SARS-CoV-2: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the special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진단검사법 중 민감

focus on genetic diversity and SARS-CoV-2 genome detection.

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은 real-time RT-PCR 기법을 진단검사의

Genomics. 2020;DOI: 10.1016/j.ygeno.2020.09.059.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환자 진단과 방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앞으로는 더 빠르고 정확한 신속분자진단 기법 개발이 필요할

3. Banyai K, Estes MK, Martella V, Parashar UD. Viral gastroenteritis. Lancet. 2018;392:175-86.

것으로 보이며, 예방접종이 널리 시행될 경우 보호항체 보유 여부

4. Lu R, Zhao X, Li J, Niu P, Yang B, Wu H, et al. Genomic charac-

를 파악하기 위한 항체검사 같은 임상적으로 필요한 검사법 개발이

terisation and epidemiology of 2019 novel coronavirus: implica-

요구되는 시점이다.

tions for virus origins and receptor binding. Lancet. 2020;395:

우리나라는 2002년 중국과 서남아시아, 북미에 전염되어 큰 사

565-74.

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SARS-CoV-1의 유행에서 진단검사법을 사

5. Hoffmann M, Kleine-Weber H, Schroeder S, Kruger N, Herrler

용한 적이 없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RNA 바이러스 특히 SARS-

T, Erichsen S, et al. SARS-CoV-2 Cell Entry Depends on ACE2

CoV-1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진단검사기법과 시약, 장비, 인력
이 병원에서는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SARSCoV-2의 전세계적 유행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SARS-

and TMPRSS2 and Is Blocked by a Clinically Proven Protease
6. Hong KH, Lee SW, Kim TS, Huh HJ, Lee J, Kim SY, et al. Guide-

CoV-2 발생이 알려진 초기 단계부터 분자진단법을 이용한 진단검

lines for Laboratory Diagnosi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사법의 수립을 서둘렀고, 충분한 진단검사시약 확보, 전국적인 진

(COVID-19) in Korea. Ann Lab Med. 2020;40:351-60.

단검사정도관리 체계 확립으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의 진단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Inhibitor. Cell. 2020;181:271-80.e8.

7. Mahony JB, Petrich A, Smieja M. Molecular diagnosis of respiratory virus infections. Crit Rev Clin Lab Sci. 2011;48:217-49.

SARS-CoV-2 분자진단검사법을 바탕으로 검사 후 추적(Test and
Trace) 전략을 채택하여 급증하는 outbreak을 막아 왔다. 이렇게 대
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MERSCoV를 거치면서 RNA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능력
이 향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2019년 SARS-CoV-2 outbreak을 거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생물에 대응할

8. Antonelli G, Stefani S, Pistello M. SARS-CoV-2 diagnostics:

수 있는 진단기법 향상과 진단기법 개발이 필요하며, 임상진료와

Coronaviruses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Biology

방역의 관점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제언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Some reflections on current assays. Diagn Microbiol Infect Dis.
2020;99:115237.
9. Augustine R, Hasan A, Das S, Ahmed R, Mori Y, Notomi T, et al.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LAMP): A Rapid,
Sensitive, Specific, and Cost-Effective Point-of-Care Test for
(Basel). 2020;9:182.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단검사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대

10. Joung J, Ladha A, Saito M, Kim NG, Woolley AE, Segel M, et al.

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검사시간의 단축 및 검사의 편의성 부분에

Detection of SARS-CoV-2 with SHERLOCK One-Pot Testing.

서 일부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는 현재 표준법으로 사용중인 re-

N Engl J Med. 2020;383:1492-4.

al-time RT-PCR 검사법에 비해 더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결과를

11. Dao Thi VL, Herbst K, Boerner K, Meurer M, Kremer LP, Kirr-

낼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로 우리나라 의료 및 방역의 단계를 한단

maier D, et al. A colorimetric RT-LAMP assay and LAMP-se-

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uencing for detecting SARS-CoV-2 RNA in clinical samples.
Sci Transl Med. 2020;12. DOI: 10.1126/scitranslmed.abc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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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직
업의 선택은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1]. 직업의 선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때 선택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다. 학과의
선택은 이후 개인의 특정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이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활동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1]. 특히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일반적으
로 학과 선택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데, 바로 의사가 되고 난 후에 세부전공을 정
할 때이다. 의학과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면 대부분은 인턴
직무를 수행한 후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문의 역량을 취득하기 위해 세부전공
분야를 정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정체성을 확립해간다. 이러한 직
업선택 과정에서 의과대학 교육은 학생이 의사로서의 진로정체성을 찾아가는 첫번째
2020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학습경험이라 볼 수 있다.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olland 직업선호도검사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직업적성검사
방법이며[2], 이 검사방법을 개발한 Holland는 직업이란 흥미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흥미 일치이론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환경도 현실형, 탐구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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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각 환경에는 그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셋째,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Materials and Methods

(Table 1), 그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

K 의과대학에서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2년동안 ‘의료인문
(1)’ 교육과정에 참여한 의예과 1학년 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이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총 149명
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참여자는 2019학년도 76명
(51.0%), 2020학년도 73명(49.0%)이다.

의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문제와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과대학생의 직업흥미와 직업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알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넷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
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
회형, 진취형, 관습형 중 한 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3-5].

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선호도검사 L형의 직업흥미검사와 직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개인의 성격 요인과 개인을

업가치관검사를 활용하였다[8]. 직업흥미는 Hoalland의 직업선호

둘러싸고 있는 가정,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요인이 총체적으로

도검사를 근간으로 개인의 흥미특성과 직업환경의 특성에 따라 현

작용한다. 특히 직업가치는 직업에 대한 흥미보다 더 중요하게 여

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구분하였다. 직

겨지고 직업가치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달라진다[6]. 마찬가지로 직

업흥미검사 결과는 원점수와 표준점수로 제공되는데 본 연구에서

업가치는 학생에게도 흥미나 적성보다 진로선택에 밀접한 관계가

는 비교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표준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개인 내

있고 만족도도 이에 좌우될 수 있다[7].

선호를 분석할 경우에만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직업가치관에는 성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가치관검사[8]에서는 직업가

취, 봉사, 개별 활동, 직업안정, 변화 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

치를 성취, 봉사, 개별 활동, 직업안정, 변화 지향, 몸과 마음의 여

력 발휘, 지식 추구, 애국, 자율, 금전적 보상, 인정, 실내 활동의 13

유, 영향력 발휘, 지식 추구, 애국, 자율, 금전적 보상, 안정, 실내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직업가치관검사 결과는 각 요인별로 매

활동 등으로 나누었다(Table 2).

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5단계로 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직업흥미와 함께 직업

각 검사는 학생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행하였으

가치를 조사하여 의학 학습환경이나 임상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며, 응답자료는 엑셀에 코딩하여 SPSS version 26을 사용하여 분석

의과대학생에 대한 직업흥미의 정도와 차이, 직업가치 수준, 직

하였고, 유의성 검증은 독립표본 t-검사를 사용하였다.

업가치 수준에 따른 직업흥미 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의과
대학 학생에 대한 개인 진로 포트폴리오, 학교에는 비정규교과를
포함한 교육과정과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Results
의과대학생의 직업흥미
직업흥미 결과(평균과 표준편차)는 탐구형(65.1±12.49)이 가장

Table 1. Characteristics and representative occupations according to types of job interest*
Type
Realistic

Characteristics
Likes to be clear, orderly, and systematic, and is interested in
activities or techniques for manipulating tools and machines.

Investigative

Interested in activities that involve the creative exploration of
observational, symbolic, systematic, physical, biological, and
cultural phenomena
Favors artistic creation and expression, change and diversity, hates
stereotypes, and is interested in vague, free, and symbolic
activities.
Interested in listening to, understanding, helping, treating, and
volunteering for other people's problems
Interested in guiding, planning, controlling, and managing others
for the purpose and economic benefit of the organization, and the
honor, recognition, and authority
Interested in recording, organizing data according to established
principles and plans, and is interested in activities that demonstrate clerical and computational abilities in a systematic work
environment.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Conventional

Representative occupations
Technicians, moving machinery and aircraft pilots, mechanics,
farmers, engineers, electric mechanics, soldiers, police, firefighters,
athletes, etc.
Linguist, psychologist, market research analyst, scientist, biologist,
chemist, physicist, anthropologist, geologist, business analyst, etc.
Artist, composer, musician, stage director, writer, actor, novelist,
artist, dancer, designer, advertisement, planner, etc.
Social worker, educator, nurse, kindergarten teacher, religious
leader, counselor, clinical therapist, speech therapist, etc.
Business manager, politician, judge, salesperson, product purchaser,
insurance company employee, salesperson, director, lawyer, etc.
Certified public accountant, economic analyst, tax accountant,
accountant, auditor, safety manager, librarian, legal officer,
medical recorder, bank clerk, etc.

*Modified the results of job interest test of the Ministry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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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and representative occupations according to types of job values*
Type
Achievement

Characteristics
Emphasis is placed on setting goals that are difficult to achieve
on their own and achiev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by
achieving them
Service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society rather than owning one's
own, putting emphasis on helping people in need and serving
others
Individual activity
Putting emphasis on working alone with your own time and
space rather than working with multiple people
Job stability
Work stably for a long time without worrying about dismissal
or early retirement, and emphasize stable income
Pursuit of change
Emphasis is placed on whether work is repetitive or non-standard and can experience various new things
Body and mind space
Focus on jobs or jobs that can maintain health, reduce stress,
and relax mind and body
Exhibition of influence Emphasis is placed on being able to influence others and proceed with their own will
Pursuit of knowledge
Emphasis is placed on gaining new knowledge and skills and
discovering new knowledge
Patriotism
Emphasis is placed on contributing to the future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Autonomy
Emphasis is placed on working autonomously without being
directed or controlled by others
Financial compensation Emphasis is placed on working autonomously without being
directed or controlled by others
Recognition
Indoor activity

Representative occupations
Professor, researcher, professional athlete, researcher, manager,
etc.
Judge, firefighter, priest, police officer, social worker, etc.
Designer, painter, driver, professor, musician, etc.
Performer, hairdresser, teacher, pharmacist, lawyer, technician,
etc.
Researcher, consultant, software developer, advertisement and
PR expert, makeup artist, etc.
Recreation facilitator, teacher, professor, painter, landscape engineer, etc.
Director or coach, manager, clergy, lawyer, etc.

Judge, researcher, management consultant, software developer,
designer, etc.
Soldier, police officer, prosecutor, firefighter, social group activist, etc.
Researcher, car salesperson, recreational host, advertising expert, artist, etc.
Professional athlete, security and investment broke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financial asset manager, senior corporate
executive, etc.
A value that values whether one's work can be recognized and Aircraft pilot, judge, professor, athlete, performer, etc.
respected by others
Values that can work mainly in the office and value a job or job Translator, manager, counselor, researcher, legal counsel, etc.
that requires less physical activity

*Modified the results of the job values test of the Ministry of Labor.
높았고(Fig. 1), 다음으로 현실형(54.9±12.53), 진취형(53.7±

10.67), 사회형(50.3±9.21), 관습형(49.8±9.31), 예술형(45.9±
10.0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입학연도별로 보면 상위 3개인 탐
구형, 현실형, 진취형과 6위인 예술형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신입생 비교에서 순위가 같았으나 2019학년도 신입생에서 4위 사
회형과 5위 관습형은 2020학년도에는 4위 관습형과 5위인 사회형
으로 역전되었다(Table 3).

Realistic

Conventional

Investigative

Enterprising

Artistic

직업흥미 각 유형에 대한 입학연도별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유형에서는 입학연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술형에서는 2019학년도 신
입생의 점수가 2020학년도 신입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5).

Social

Fig. 1. Distribution of types in job interest of medical students.

고용노동부의 직업선호도검사 L형 결과에 제시된 표준점수 분포
와 점수의 의미(표준점수 60점 이상은 대체로 높음, 41점에서 59점

라 직업코드가 제공된다. 이에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한 표준점수와

까지는 중간, 40점 이하는 대체로 낮음)에 따라 분석하면 직업선호

함께 개인 내 직업흥미선호를 볼 수 있는 원점수를 분석하였다. 직

유형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분포는 탐구형이 62.4%, 현실

업흥미 1순위에서는 개인 내 선호(원점수)와 개인 간 흥미선호(표

형과 진취형이 각각 31.5%, 관습형은 15.4%, 사회형은 14.1%, 예

준점수)가 동일한 학생이 62.4%(93명)으로 동일하지 않은 학생

술형은 10.1% 였다(Table 4).

37.6%(56명)보다 많았다. 반면에 직업흥미 2순위에서는 개인 내와
개인 간 선호가 동일한 학생이 36.2%(54명)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

직업흥미검사에서는 각 학생별로 직업흥미 1순위와 2순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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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ypes of job interest in medical students an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entrance year
Type
Realistic

Year
2019
2020
Sum
2019
2020
Sum
2019
2020
Sum
2019
2020
Sum
2019
2020
Sum
2019
2020
Sum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Conventional

N
76
73
149
76
73
149
76
73
149
76
73
149
76
73
149
76
73
149

Mean
54.39
55.40
54.89
64.93
65.36
65.14
47.63
44.10
45.90
51.28
49.29
50.30
53.26
54.21
53.72
49.50
50.03
49.76

SD
12.88
12.23
12.53
12.66
12.39
12.49
10.81
8.97
10.07
9.69
8.63
9.21
10.54
10.86
10.67
9.97
8.65
9.31

t
-0.487

p
0.627

-0.206

0.837

2.168

0.032

1.321

0.189

-0.537

0.592

-0.344

0.731

Social
21 (14.09%)
103 (69.13%)
25 (16.78%)
149 (100%)

Enterprising
47 (31.54%)
82 (55.03%)
20 (13.42%)
149 (100%)

-

Table 4. Distribution of medical students according to level of job interest scores
Level
High
Middle
Low
Sum

Realistic
47 (31.54%)
99 (66.44%)
3 (2.01%)
149 (100%)

Investigative
93 (62.42%)
56 (37.58%)
149 (100%)

Artistic
15 (10.07%)
84 (56.38%)
50 (33.56%)
149 (100%)

63.8%(95명)보다 적었다(Table 5).

Conventional
23 (15.44%)
104 (69.8%)
22 (14.77%)
149 (100%)

개별 활동(23.5%), 변화 지향(19.5%), 지식 추구(16.8%), 영향력 발
휘(15.4%), 봉사(15.4%), 자율(10.1%)로 나타났다(Table 6).

의과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의과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을 성취, 봉사, 개별 활동, 직업안정, 변
화 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지식 추구, 애국, 자율, 금

Discussion

전적 보상, 인정, 실내 활동의 13개 요인에 대하여 5단계 수준(매우

이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의 직업흥미와 직업가치관을 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분석한 결과, 성취에서는

사 분석하여 학생의 개인적 진로선택이나 학교에서 교육과정 개발

높음(48.3%)에 속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또한 봉사에서는 보통

과 진로상담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59.7%), 개별 활동에서는 보통(57.1%), 직업안정에서는 높음

같다.

(63.8%), 변화 지향에서는 보통(56.4%), 몸과 마음의 여유에서는

첫째, 의과대학 신입생에서 직업흥미에 관한 유형으로는 탐구

높음(56.4%), 영향력 발휘에서는 보통(54.4%), 지식 추구에서는 보

형, 현실형, 진취형 순으로 높았다. 국내에서 의과대학생의 직업흥

통(55.0%), 애국에서는 보통(52.4%), 자율에서는 보통(57.7%), 금

미를 조사한 연구가 없었으나, 다른 연구에서 학과나 전공에 따른

전적 보상에서는 높음(49.0%), 인정에서는 높음(49.7%), 실내 활동

직업훙미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의과대학 학생에서는 사회

에서는 보통(61.1%)에 속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Table 6).

형-탐구형[9], 과학영재에서는 탐구형-사회형[2]이 높은 것으로 나

직업가치 중에서 높음이나 매우 높음을 선택한 학생이 많은 요인

타나 탐구형을 선호하는 것에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에는 직업안정(77.9%), 몸과 마음의 여유(69.8%), 인정(61.1%), 금

에 토목공학에서는 현실형-예술형[5], 미술학에서는 예술형-사회

전적 보상(57.7%), 성취(56.4%)가 있었다. 반면에 직업가치 중에서

형[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과대학 학생의 직업흥미와는 다른

낮음이나 매우 낮음을 선택한 학생이 많은 요인으로는 애국(36.2%),

결과를 보였다. 의과대학생은 직업흥미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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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ship between the raw scores and the standard scores in job interest test of medical students
Standard
score
1st

2nd

Raw score
Realistic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Conventional
Realistic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Conventional

Realistic
8 (5.4%)
8 (5.4%)
2 (1.3%)
1 (0.7%)
1 (0.7%)

Investigative
44 (29.5%)
7 (4.7%)
9 (6.0%)
3 (2.0%)
3 (2.0%)
7 (4.7%)
1 (0.7%)

Artistic
4 (2.7%)
6 (4.0%)
6 (4.0%)
3 (2.0%)
3 (2.0%)
8 (5.4%)
3 (2.0%)
3 (2.0%)
2 (1.3%)
2 (1.3%)

Social
20 (13.4%)
12 (8.1%)
1 (0.7%)
1 (0.7%)
10 (6.7%)
7 (4.7%)
2 (1.3%)
8 (5.4%)
4 (2.7%)
4 (2.7%)

Enterprising

Conventional

2 (1.3%)
11 (7.4%)
17 (11.4%)
6 (4.0%)
4 (2.7%)
2 (1.3%)
2 (1.3%)
15 (10.1%)
3 (2.0%)

2 (1.3%)
6 (4.0%)
6 (4.0%)
3 (2.0%)
1 (0.7%)
3 (2.0%)
1 (0.7%)
11 (7.4%)

Table 6. Analysis of job values in medical students
Element
Achievement
Service
Individual activity
Job stability
Pursuit of change
Body and mind space
Exhibition of influence
Pursuit of knowledge
Patriotism
Autonomy
Financial compensation
Recognition
Indoor activity

Very high
12 (8.1%)
5 (3.4%)
3 (2.0%)
21 (14.1%)
4 (2.7%)
20 (13.4%)
7 (4.7%)
5 (3.4%)
3 (2.0%)
6 (4.0%)
13 (8.7%)
17 (11.4%)
4 (2.7%)

High
72 (48.3%)
32 (21.5%)
26 (17.5%)
95 (63.8%)
32 (21.5%)
84 (56.4%)
38 (25.5%)
37 (24.8%)
14 (9.4%)
42 (28.2%)
73 (49.0%)
74 (49.7%)
36 (24.2%)

Middle
61 (40.9%)
89 (59.7%)
85 (57.1%)
33 (22.2%)
84 (56.4%)
39 (26.2%)
81 (54.4%)
82 (55.0%)
78 (52.4%)
86 (57.7%)
56 (37.6%)
50 (33.6%)
91 (61.1%)

Low
2 (1.3%)
20 (13.4%)
32 (21.5%)
27 (18.1%)
6 (4.0%)
20 (13.4%)
24 (16.1%)
40 (26.9%)
15 (10.1%)
7 (4.7%)
7 (4.7%)
16 (10.7%)

Very low
2 (1.3%)
3 (2.0%)
3 (2.0%)
2 (1.3%)
3 (2.0%)
1 (0.7%)
14 (9.4%)
1 (0.7%)
2 (1.3%)

형에 매우 높은 흥미를 보임으로써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업성과, 인재상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생

있어서 학생의 진로정체성을 찾도록 안내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활

은 직업흥미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탐구형에 매우 높은 흥미를 보

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진로 관련 교과목에서 의

였고 Holland[1]에 따르면 직업과 흥미는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탐

사에게 필요한 탐구형 역량을 학습하도록 하거나 연구 관련 교육과

구형 직업흥미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이 의과대학에 입학한다면

정과 연계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필요한 교육과정(비교과교육과정 포함) 개설,

둘째, 직업흥미를 연속된 입학연도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입학

진로상담 등을 통한 중재(intervention)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도에 따른 직업흥미의 유형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과

넷째, Yoo[7]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업가치로

대학 학생의 직업흥미는 입학연도나 학년과 관계없이 일정한 패턴

서 관리, 명성, 생활양식, 봉사, 학문 추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을 보

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유형들에 비해 예술에

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직업안정, 몸과 마음의 여유, 인정, 금전

서 직업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 의과대학 학생의 적

적 보상, 성취 순으로 높게 나타나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인다. 본 연

절한 진로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진로 관련 교과목, 비교과교육과

구에서 애국, 개별활동, 변화 지향, 봉사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

정 등)을 개발하여 예술성과 관련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

게 난 결과는 본 연구가 Yoo[7]의 연구에 비해 대상 학생들의 나이

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어려 직업흥미에 대한 인식이 달랐을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셋째, 의과대학 학생이 습득해야 할 역량은 대학의 교육정책(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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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은 신입생이란 점에서 연구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은 설정한 인재상
혹은 졸업성과에 적합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재가 무엇
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가치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거나 입학하는 학생들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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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y is knowledge about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body. However, with
on medical course the vast amount of content, many students have difficulties and
burdens about anat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ingo game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learning effect of anatomy.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September, 2018, at 53 medical students. After conducting the
bingo, the students were asked about the usefulness, grade reflection, concern, continuation, necessity, appropriate time and interest of bingo.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ingo results and grades was also investigated. A total of seven bingo games
were with an average of 3.6 bingo (0-11). There was a positive response to the usefulness (3.74 ± 0.92), interest (3.94 ± 0.82), continuation (3.55 ± 1.10), necessity
(3.51 ± 1.01), and concern (3.72 ± 1.01) of bingo. Howev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time was neutral (3.26 ± 1.02), and there were negative opinions about grade reflection of bingo (1.40 ± 0.86). The grade of anatomy subjec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esults of the bingo, but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r =
207, p = 0.088). In addition to anatomy, histology, microbiology, and pharmacology
were also considered to be useful educational methods for bingo. Bingo may be useful in medical school curriculum, especially in Anatomy. More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learning efficiency through bingo.
Keywords: Anatomy, Anatomy education, Bingo, Medical education

Introduction
국내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은 인체해부학 및 실습을 교육받고 있다. 해부학은 의학
을 전공하는 데 있어 생명체 내부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기초학문으로
크게 육안해부학(gross anatomy)과 조직학으로 구분 된다. 이 중 육안해부학은 맨 눈
으로 관찰 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학문이다. 해부학은 시신을 이용한 사
람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생물학적 변이와 병적인 변
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그림이나 인체 모형 등
2020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을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시신을 이용한 해부 실습을 통해 사람의 몸 구조를 명확하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해부학은 학생들이 임상의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의사로 양성되는데 필수적인 의학교육 과정이다[1,2]. 따라서 해부학의 학습
은 의학의 근본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매우 중
요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해부학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3]. 학생들의 이해도 및 학습효과를 높이는 교육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 매체

68

http://www.e-kmj.org

Keimyung Med J

계명의대학술지 제39권 2호 2020

가 요구되며,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매체를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고를 하면서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을 찾아보며, 정답과 비정답

최근에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 중 빙고가 의학

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기 위해, 각 강의의 학습목표에 해당되는

지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4].

항목을 주로 문제로 출제하였다.

빙고란 특정 주제의 단어나 숫자 등을 써 넣은 후 서로 번갈아 가

빙고를 총 7회 진행 한 후, 빙고를 한 결과를 합계하여 정리하였

며 숫자나 단어 등을 불러 자신이 써 놓은 단어들을 지워나가는 게

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습 효과 및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

임이다.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한 줄 또 몇 줄을 만들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유용성, 성적 반영

며 빙고를 외치면 이기는 게임이다. 룰이 간단하고 어디서든지 간

여부, 흥미유발, 지속성, 필요성, 적절한 시간, 관심도에 대한 총 7

편하며 흥미로운 방법으로 학습의 재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개 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1) 빙고가 해부학 학습에 유용하였습니

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빙고는 국내에서는 교육학적으로 많이 시행

까? (2) 빙고결과를 성적에 반영해야 할까요? (3) 빙고가 해부학 학

되지 않으며, 특히 의과대학 교육에서는 쓰여진 사례가 없어서 빙

습에 흥미를 유발하나요? (4) 앞으로 해부학 강의에 빙고를 지속적

고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

으로 할까요? (5) 빙고가 해부학 강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부학 과목의 이해도 및 학습효과를 높이는 해부학 교육을 위하여

(6) 빙고를 시행한 시간은 적절하였나요? (7) 빙고가 해부학에 대한

빙고를 시행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빙고의 교육 효과와 장단점

관심을 올려주나요?
설문은 리커르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대해 ‘매우 그렇

을 분석해 보았고, 이 결과는 의학교육 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라 예상한다.

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설문
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빙고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Materials and Methods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설문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version 23.0 (SPSS Inc., Chicago, USA) 사용하

본 연구는 2018년 9월 K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1학년 학
생 총 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여 연구대상자들인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했고, 문항별 전체 평균을
분석하기 위해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통계를 실시하였고, 모

해부학 이론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5분 동안 학생들이 배운 내용

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05 수준에서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에 대한 빙고를 진행했고, 연구 도구는 Anatobingo라는 25칸으로
된 학습용 빙고 용지를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습한
해부학용어를 각자 적도록 하였다. 그 후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강

Results

의 내용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면서 빙고를 진행하였다(Fig. 1). 빙

빙고의 학습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53명의 의학과 1학년 학생

Anatobingo
오늘 배운 용어를 적고 빙고를 해봅시다

번호:

이름:

Subscapular
artery

anterior circumflex Radial nerve
humeral artery

Cephalic vein

Latissimus dorsi

Thoracodorsal
nerve

Serratus anterior

Long
nerve

Deltoid

Axillary nerve

Posterior
circumflex

Triceps brachii

Pectoralis major

Median nerve

Musculocutaneous biceps brachii
nerve

coracobrachialis

Pectoralis minor

Rotator cuff

supraspinatus

infrastinatus

Quadrangular
space

Suprascapular
nerve

Clavipectoral
fascia

thoracic winged scapulae

① Rotator cuff를 구성하는 근육과 지배하는 신경은? (rotator cuff는 제외)
② 다음 그림(winged scapulae)과 연관된 것은? (winged scapulae 인정)
③ Axillary artery의 분지는?
④ 위팔의 앞부분의 근육과 지배하는 신경은?
⑤ Surgical neck 부위에 골절이 되어 팔을 들지 못해서 환자가 왔다. 손상이 의심가는 신경과 근육은?
⑥ 팔의 medial rotation에 관여하는 근육과 지배하는 신경은?
⑦ Scapulae의 뒤에 있는 근육들로 만들어진 공간이나 틈새는?

Fig. 1.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Anato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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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시행하였다. 빙고는 3줄 이상의 빙고를 한 학생이 나올 때
까지 시행하였다. 총 7회 진행한 결과, 학생당 평균 3.6줄의 빙고를

Discussion

하였고, 0에서 11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수업의 마지막 5분 동

해부학은 의료관련법률, 의료와 관련된 국가시험과목 등에서 인

안 진행하였고, 설문을 통해서 빙고의 학습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

체 해부학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1]. 의과대학 학

다(Table 1).

생들이 해부학을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은 일반인에서 전문인으로

빙고의 학습효과 유용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렇다(27명)라고 답

이행하는 중대한 배움이며, 특히 해부학 실습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보통이다(13명)라고 답했다. 성적

의료인으로 되는 사회화 과정의 시작점에 해당한다[5-7]. 이러한

반영여부 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40명)가 가장 많았고, 그렇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기초-임상통합과정을 거치면

않다(9명), 그렇다(2명), 매우 그렇다(1명), 보통이다(13명)로 답하였

서 해부학의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해부학에 대

다. 흥미유발에 대해서는 그렇다(29명)가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

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8]. 또한 해부학교실에서 주로

(12명), 보통이다(10명), 그렇지 않다(1명), 매우 그렇지 않다(1명)라

같이 교육하고 있는 조직학 역시 해부학과 비슷하게 용어가 어려워

고 답하였다. 학습 과정 속 지속성에 대해서는 그렇다(26명) 가장 많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았고, 보통이다(10명), 매우 그렇다(8명), 그렇지 않다(5명), 매우 그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문에 대한 어려움을 낮추고 학습효과

렇지 않다(4명)로 답하였다. 그리고 빙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

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흥미유발을 통한 창의적 교수법과 같은

다(21명)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16명), 매우 그렇

다양한 교육법을 도입하였다.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유발을 통해 스

다(8명), 그렇지 않다(6명), 매우 그렇지 않다(2명)로 답하였다. 학습

스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효

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그렇다(22명)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

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제안한 밥 파이크(Bob Pike)의 창의적 교수

고, 매우 그렇다(12명), 보통이다(12명), 그렇지 않다(6명), 매우 그

법을 의학과 해부학 교육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

렇지 않다(2명)로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19명)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렇다(16명), 그렇지

100

않다(10명), 매우 그렇다(6명), 매우 그렇지 않다(2명)로 답하였다.
빙고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용된 교육 도구의 효과에 대한 7개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흥미유발’이 3.94±0.82 점으로 가장 높게 나

8

.08
7 p=0
r = 0.20

80

에 대한 관심도(3.72 ± 1.07)’, ‘지속성(3.55 ± 1.10)’, ‘필요성
(3.51 ± 1.01)’, ‘시간의 적절성(3.26 ± 1.02)’은 보통 이상으로 긍

Grade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습효과의 유용성(3.74 ± 0.92)’, ‘학습
60

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적 반영여부’는 1.40 ± 0.86 점으로
매우 낮고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빙고의 결과 합계와 해부학의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

40

석해보았다. 학생들의 성적은 28점에서 95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
다. 성적은 빙고의 결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r = 207, p = 0.088, Fig. 2). 빙고
와 성적을 비연속변수로 재분류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
0

2

4

6

8

10

12

Bingo number

Fig. 2.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ingo result and grade in
Anatomy class.

Table 1. Educational effect of Bingo in Anatomy class
Useful
Grade
Interest
Continuance
Need
Concern
Time propriety
70

Very agree (n)
17.0% (9)
1.9% (1)
22.6% (12)
15.1% (8)
15.1% (8)
22.6% (12)
11.3% (6)

Agree (n)
50.9% (27)
3.8% (2)
54.7% (29)
49.1% (26)
39.6% (21)
41.5% (22)
30.2% (16)

Usually (n)
24.5% (13)
1.9% (1)
18.9% (10)
18.9% (10)
30.2% (16)
22.6% (12)
35.8% (19)

Disagree (n)
3.8% (2)
17.0% (9)
1.9% (1)
9.4% (5)
11.3% (6)
11.3% (6)
18.9% (10)

Very disagree (n)
3.8% (2)
75.5% (40)
1.9% (1)
7.5% (4)
3.8% (2)
1.9% (1)
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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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3].
그 결과 빙고가 학습효과에 유의하고 흥미로우며, 필요성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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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imed to define a more accurate computed tomography (CT) scanning method for measurement of the anteversion angle of the femoral neck. Five
models of the femur, consisting of three models of saw bones and two of cadaveric
bones, were used to measure femoral anteversion. Real femoral anteversion was
measured with photographs taken from the superior aspect of the femoral neck after
placing the specimen in the position that both posterior condyles rested on the surface of the table and the center of the femoral head and center of the intercondylar
notch were aligned in a single line. Femoral anteversion using the transverse section
of CT (CT1) and the axial oblique section of CT (CT2) were obtained. Three experienced orthopedic surgeons measured the anteversion of five bone models using the
photographs and two CT scans, three times each with a week interval between measurements. A total of 45 measurements were obtained.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was used to compare anteversion measurements between the different methods. Femoral anteversion measured in photographs was correlated with
measurements on CT1 and CT2. However, CT2 more closely approximated the real
anteversion than did CT1 (ICC; CT1 = 0.824, CT2 = 0.937). Inter-observer and intra-observer biases were not found (ICC ≥ 0.952). The axial oblique image more
closely approximated the real femoral anteversion than did the transverse sectional
image. Measurement of femoral anteversion using axial oblique CT is recommended
over conventional transverse sectional CT.
Keywords: Axial oblique section, Transverse section, Femoral ante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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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bnormal femoral anteversion angle is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clinical
problems ranging from in-toeing gait in early childhood to disabling osteoarthritis of the hip and knee in adulthoods. Accurate evaluation of femoral anteversion
is essential to inform the decision for surgical correction. In children, the indication for surgery is an age of eight years or older with the measured anteversion
above 50 degrees and medial hip rotation above 85 degrees [1].
Many imaging methods have been used to measure femoral anteversion,
such as two-dimensional (2D) computed tomography (CT), magnetic resonance (MR) or ultrasound (US) imaging, and three-dimensional (3D) modeling [2-9]. More recently, measurement of axial-oblique reformations parallel to
the long axis of the femoral neck was introduced and reported to lead to more
accurate measurement of femoral anteversion than conventional 2D imaging
[10-12].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sensus on the imaging modality of choice.
This study aimed to define a more accurate CT scanning method for measurement of the anteversion angle of the femoral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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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Five models of the femur, consisting of three models of saw
bones and two of cadaveric bones, were used to measure femoral anteversion.
Photographs of all five bone models were taken from the
superior aspect of the femoral neck after placement of the
specimen at the edge of the table on the horizontal surface,
such that the inferior end of both femoral condyles rested on
the surface of the table. For measurement of the real femoral
anteversion, the specimen was placed parallel to the mechanical axis such that that the center of the femoral head and center of the intercondylar notch were aligned in a single line
(Fig. 1). Two different CT scans were obtained. The first was a

Fig. 1. Photographs of femoral model. The specimen was placed
parallel to the mechanical axis that the center of the femoral
head and center of the intercondylar notch aligned in single line.

Keimyung Med J

single transverse sectional image of the femoral neck as it
passes just below the inferior border of the femoral head
(CT1), as described by Sugano et al. [13]. The second was an
axial-oblique image parallel to the long axis of the femoral
neck (CT2), as described by Tomczak [10] (Fig. 2,3). In addition, we obtained another image in which the posterior surface of the medial and lateral condyles was clearly visible, and
femoral anteversion was measured in each series (Fig. 4).
Two major axes, the neck and posterior condyle, were used
as reference lines and defined as follows. The neck axis was
defined as the center line drawn between two lines tangential
to the upper and lower surfaces of the femoral head (or the
most proximal portion of the inferior neck just below the inferior border of the femoral head on CT1) and greater trochanter (Fig. 5). The posterior condylar axis was defined as
the line connecting the most posterior surfaces of the both
femoral condyles. In photographs, the horizontal surface represented the posterior condylar axis.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was defined as the angle between the neck axis and the
posterior condylar axis (Fig. 5).
All photographs and CT images were printed, and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was measured by manually in accordance with the Kingsley Olmstead [14] method using a goniometer, ruler, and pen with the same reference lines. The angle
(alpha) between the neck axis and horizontal reference line,
and the angle (beta) between the posterior condylar axis and
horizontal reference line were measured separately by the
method of Tomczak [10] (Fig. 6).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was calculated by either adding or subtracting the beta an-

Fig. 2. Single transverse sectional image of femoral neck. Transverse line passes just below at the inferior border of femoral head.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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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xial-oblique image of femoral neck. Oblique line is parallel to the long axis of femoral neck.

Fig. 4. Image that the posterior surface of the medial and lateral
condyle were clearly visible.

gle from the alpha angle, according to the rotation type. All
measurements were repeated three times with at least a 1-week
interval between measurements by each of three experienced
orthopedic surgeons, to identify intra- and inter-observer variability of the techniques. Each of three doctors measured all
anteversion angles with blinding from their previous records
and results of other doctors. A total of 45 measurements were
obtained and used for statistical evaluation. Intra-observer
bias, inter-observer bias, and the results of the two different
CT methods were evaluated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from the actual photographs through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tests. Al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SPSS
version 2.0.
74

Fig. 5. Two major axes and femoral anteversion angle. (A)
Anteversion angle. (B) Neck axis. (C) Posterior condylar axis. The
neck axis (B) was defined as the center line drawn between two
lines that is tangential to the upper and lower surface of femoral
head and greater trochanter. The posterior condylar axis (C) was
defined as a connecting line of the most posterior surface of the
both femoral condyle.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A) was
defined as the angle between the neck axis and the posterior
condylar axis.

Results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s of each of the five bone
models, as measured three times by each observer, were used
to assess intra-observer bias. The ICC test revealed no evidence of intra-observer bias (ICC ≥ 0.952) (Table 1). The average value of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measured by the
three observers was used to evaluate inter-observer bias. The
ICC test revealed no evidence of inter-observer bias (ICC ≥
0.993) (Table 2). Fifteen measurements (average of three mea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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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thods to calculate femoral anteversion angle. Angle (alpha) between the neck axis and horizontal reference line and angle (beta)
between posterior condylar axis and horizontal reference line were measured separately. Femoral anteversion angle was calculated by
subtraction or addition of the beta angle from the alpha angle according to rotation type. In this photograph, the anterversion angle can
be calculated by addition of beta angle from the alpha angle.
Table 1. Intraclass correlation cefficient [1.1] for intraobserver bias and comparison of methods
Method
Clinical

CT 1

CT 2

Obs-trial
Obs1-1
Obs2-1
Obs3-1
Obs1-1
Obs2-1
Obs3-1
Obs1-1
Obs2-1
Obs3-1

Obs-trial
Obs1-2
Obs2-2
Obs3-2
Obs1-2
Obs2-2
Obs3-2
Obs1-2
Obs2-2
Obs3-2

Obs-trial
Obs1-3
Obs2-3
Obs3-3
Obs1-3
Obs2-3
Obs3-3
Obs1-3
Obs2-3
Obs3-3

ICC* (95%CI)†
0.952 (0.806,0.994)
0.967 (0.864,0.996)
0.957 (0.825,0.995)
0.990 (0.956,0.999)
0.972 (0.881,0.997)
0.970 (0.876,0.997)
0.994 (0.975,0.999)
0.994 (0.975,0.999)
0.993 (0.970,0.999)

F (p-Value)
60.209 ( < 0.001)
89.429 ( < 0.001)
67.733 ( < 0.001)
296.656 (< 0.001)
103.291 (< 0.001)
99.311 ( < 0.001)
517.143 (< 0.001)
521.384 (< 0.001)
436.743 (< 0.001)

ICC* (95%CI)†
0.995 (0.974,0.999)
0.994 (0.968,0.999)
0.999 (0.996,1.000)

F (p-Value)
195.284 (< 0.001)
195.192 (< 0.001)
517.143 (< 0.001)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95% confidence interval.

Table 2.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3.1] for interobserver bias and comparison of methods
Method
Clinical
CT 1
CT 2

Obs-trial
Obs1-mean
Obs1-mean
Obs1-mean

Obs-trial
Obs2-mean
Obs2-mean
Obs2-mean

Obs-trial
Obs3-mean
Obs3-mean
Obs3-mean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95% confidence interval.

surements for each observer in the five bone models) for each CT
method were evaluated and compared with measurements from
the actual photographs through ICC tests.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measured on the photo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measured on each type of CT
scan (Table 3). However, CT 2 more closely approximated the
clinical method than CT1. (ICC, CT1 = 0.824, CT2 = 0.937)
(Fig.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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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3.1] for comparison of
clinical methods with each type of CT scan
Method
Clinical
Clinical

CT scan type
CT 1
CT 2

ICC* (95%CI)†
0.824 (0.475,0.941)
0.937 (0.811,0.979)

F (p-Value)
5.675 ( < 0.001)
15.788 ( < 0.001)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95% confidence interval.

75

Keimyung Med J

18.00

16.00

16.00

14.00

Axial obilque (CT2)

Trans sectional (CT1)

Computed Tomography in Evaluation of Femoral Anteversion

14.00
12.00
10.00
8.00
6.00
8.00

10.00
8.00
6.00
4.00

10.00

12.00

14.00

16.00

18.00

Clinical

Fig. 7. Correlation between transverse sectional image and
photograph. The slope of the graph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arameters. If it is close to 1 (straight l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s high.

Discussion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can be defined as the angle
formed by the femoral condyle plane and a plane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the neck and femoral head. If the femoral condyle plane passes behind the center of the femoral
head, neck anteversion is present [8].
On the basis of measurements from 630 dry anatomic femoral specimens, Kingsley and Olmstead reported that the
mean femoral anteversion angle was 8.0° (range, -20° to 38°).
Usually, the mean femoral anteversion angle is higher in infants (mean, 24.4°; range, -10° to 64°) and children (mean,
17.2°; range, -4.5° to 38°) than adults, but the angle gradually
diminishe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14].
Rotational problems, when outside of the normal range, are
referred to as torsional deformity, and these deformities are
relatively common in infancy and childhood. In the vast majority of children, torsional deformities of the lower limb improve spontaneously [1]. However, clinical disability can introduce cosmetic and functional problems, such as in-toeing
gait in early childhood, which can lead to disabling osteoarthritis of the hip and knee in adults if they persist.
Abnormal femoral anteversion is correctable by rotational
osteotomy, but the operation should be performed only in
children after the age of eight if they still have an abnormal
anteversion angle greater than 50 degrees and medial rotation
of the hip greater than 85 degrees [1]. Therefore, precise measurement of the real femoral anteversion angle is needed to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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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rrelation between axial oblique image and photograph.
The slope of the graph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arameters. If it is close to 1 (straight l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s high.

inform the decision for surgical correction.
Although direct anatomic measurement of the real femoral
anteversion angle is desirable, it may not be possible in clinical settings.
Consequently, other accurate and reproducible methods for
measuring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have been investigated [2-9]. However, these studies have shown that measurements can vary according to the observer’s experience, imaging modality, measurement method, and reference line
[6,8,13,15-18].
CT techniques using single or multiple axial slices are generally favored for the measurement of femoral anteversion,
but these methods show variable accuracy because the femoral neck is not perfectly cylindrical, and the neck-shaft angle
is not always 90 degrees. The accuracy of a single transverse
sectional image can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its level on
the femoral neck [13]. Anteversion is often underestimated
by more proximal sections and overestimated by more distal
sect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2D imaging
methods, researchers have developed a 3D imaging method,
and satisfactory results have been reported [8,9]. However,
3D imaging has several drawbacks: 3D rendering is time consuming and costly. Although 3-D CT is a valuable diagnostic
tool in evaluating bony femoral anteversion, it has several
limitations such as radiation exposure [19], inefficiency in use
in terms of time and technical effort, and high cost. Severe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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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mity of the femoral head or neck-shaft angle or an inappropriate position makes it difficult to obtain 3-D reconstructed images, but the 2-D CT technique exhibited excellent
reliability and clinically acceptable accuracy [20].
Several studies have recommended the assessment of axial-oblique reformations parallel to the long axis of the femoral
neck using axial CT slices. Tomczak et al measured femoral
anteversion angle through the MR image that showed the
centers of the head and femoral neck and therefore allowed
visualization of the true neck axis by calculating the angle between true neck axis and horizontal reference line [10]. This
method has been repor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femoral
anteversion measurement compared with conventional 2D
imaging methods [10-12]. The technique allows for accurate
anteversion assessment regardless of patient positioning [11],
it and does not require 3D rendering.
CT imaging using the conventional transverse section and
the axial oblique section are among the most widely used and
cost-effective methods to measure femoral anteversion.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sensus on the imaging modality of
choice. Sugano et al. found that the transverse section through
the most proximal portion of the inferior neck (excluding the
head) provides the most accurate estimate of the femoral neck
axis [13]. Other authors have suggested that 3D imaging provides more accurate and reliable measurements of femoral
anteversion than 2D imaging, and femoral anteversion can be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3D-CT regardless of patient position [8,9]. More recently, Parikh and Noyes [12] reported
that axial oblique images show the closest approximation to
true femoral anteversion. However, to our knowledge, no
study in the orthopedic literature has compared these techniques with an anatomic reference considered to be the most
accurate method for the measurement of femoral anteversion.
Thus, we aimed to determine a more accurate CT method
to measure the real femoral anteversion angle by comparing
conventional (axial) and axial-oblique CT scans with actual
clinical photographs of human cadaveric and saw bone femurs. The femoral anteversion angle measured by the axial-oblique image (CT2) more closely approximated that of the
clinical method than did the conventional transverse sectional image (CT1).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at of Parikh
and Noyes [12]. The axial-oblique technique showed good reproducibility with low inter-observer variation (ICC = 0.999)
and intra-observer variation (ICC ≥ 0.993). These results
might have been affected by the reference lines used in our
study. We defined the neck axis in a slightly different way
than other studies. Because the shape of the femoral neck is
http://www.e-kmj.org

elliptical, and the shape of the femoral head in a sectional image is not a perfect circle, determining the centers of the femoral head and neck can vary according to the observer.
It should be noted that our study did not include pediatric
femora. Because many hip conditions that require clinical
knowledge of femoral anteversion occur in children, evaluation of another femoral model that included pediatric femora
may have lent more predictive power to our findings. We also
did not evaluate a 3D imaging method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the centers of the femoral head and neck
derived from the process that converts the 2D image into the
3D reconstruction image.
The axial-oblique technique was reproducible and showed
greater accuracy in the measurement of femoral anteversion
than the single transverse sectional technique. Application of
these data to a clinical setting should be carried out sensibly,
recognizing that confounding factors such as accompanying
disease (e.g., cerebral palsy), variability in technician skills,
and radiographic interpretation by clinicians may lead to errors in accurate measurement of femoral anteversion

Conclusion
The axial oblique image more closely approximated the real
femoral anteversion than the transverse sectional image. Measurement of femoral anteversion using axial oblique CT is
recommended over conventional transverse sectional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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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30~50%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ospital inpatients is reported to have mild clinical presentation, and the clinical course is known to be good
even in the elder population. In order to compare the clinical symptoms of mild patients with COVID-19 infection by age, the clinical symptoms and laboratory results
were analyzed by dividing mild patients admitted to a dedicated hospital into three
groups: under the age of 64, 65-84, and above 85 years of age.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der ratio by age among 555 mild cases. Concomitant diseas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by age were hypertension, diabetes, stroke, and coronary artery disease. Among the symptoms, cough and sore throat were different by age, and cough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under 64 years of age. The white blood cell
count (WBC), neutrophil count, monocyte, blood sugar, procalcitonin, and creatinin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85 years old or older group, and the hemoglobin, albumin, and 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85
years old or older group.
Keywords: Clinical symptom,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Laboratory
finding, Older patients

Introduction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감염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서
사망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1]. 그러나 코로나-19 감염환자의 80% 정도는 경증이
2020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나 무증상이며, 경증 환자는 고령자들도 젊은 연령과 동일한 임상경과를 가진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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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고도 있다[2]. 경증환자의 연령별 임상증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2020년 3월부터 6월사

http://www.e-kmj.org

이에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감염환자 중
경증환자 555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임상증상을 연구하여 앞으로 경증환자 진료에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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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and Methods

변수는 ANOVA test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Mann-Whitney 테
스트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버전 23.0 소프트웨어 (IBM

이 연구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기관윤리위원회(2020-03-027

Corp., Armonk, USA)를 사용하였다.

호)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대구 동
산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였
다. 환자의 임상증상과 검사실 자료, 영상의학 결과를 후향적으로
수집하였다.

Results
일반적인 특성과 동반질환

코로나-19 감염의 진단은 실시간 역전사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

총 경증 사례 수 555중 64세 이하는 406례, 65~84세는 142례,

(RT-PCR)으로 COVID-19 RdRp, E, N 유전자를 확인하였다[3].

85세이상은 7례였다. 연령별 성비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유의한

경증과 중증의 구별은 산소 공급 또는 기계적 환기 지원 또는 추가

차이가 있는 동반질환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상동맥질환이었

체외 산소화(ECMO)가 처방되었는지 여부로 결정하였다. 세계보

다. 고혈압은 65~84세 집단에서 54/142명(50.5%), 당뇨는 26명

건기구(WHO)의 중증도 기준(1. 호흡 곤란이 있거나 호흡수 ≥ 30

(24.3%), 뇌졸중은 8명(7.5%)으로 다른 집단보다 빈도가 높았고,

회/분, 2. 산소 포화도 ≤ 93%, 3. PaO2/FiO2 ≤ 300 mmHg 또는 기

관상동맥질환은 85세 이상 집단에서 빈도가 높았다(Table 1).

계 환기가 필요한 경우)이 아닌 경우에[4] 경증 사례로 정의하였다.
위험도 연령 분류는 사망률의 차이를 보고하는 이전 연구[5]를 참
고하여 64세 이하, 65~84세, 85세이상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

증상
증상중 기침, 인후통이 위험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기침은 64
세 이하집단에서 202/406명(59.8%), 65~84세 집단에서 59/142

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사의 판독에 따

명(45.0%)으로 85세이상집단의 1/7명(16.7%)보다 유의하게 높았

라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였다. 병적인 폐실질의 이상 소견이나

다. 인후통은 64세 이하집단에서 98/406명(29.0%), 65~84세 집

지상 유리 불투명도(GGO)가 있는 경우에, 비정상으로 평가하였

단에서 26/142명(19.8%)으로 85세이상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 입원 기간 중 반복 촬영한 경우에는 1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Table 2).

비정상으로 정의하였다.
통계분석은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 변수는 평균,

검사실 결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피셔의 테스트

백혈구 수(WBC), 호중구 수, 단핵구 수, 혈당 농도, 혈중 프로칼

(fisc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데이터가 정규분포일 경우 연속

시토닌 농도,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85세 이상군에서 유의하게

Table 1. Sex and comorbidity according to the age groups
Characteristics
Sex
Comorbidity

Male
Femal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Coronary artery disease
Stroke
Asthma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Heart failure
Chronic kidney disease
Liver disease
Thyroid disease
Dementia
Cancer
Other diseases
Total disease count

~64 yr (n = 406)
112 (27.5%)
294 (72.5%)
31 (11.4%)
22 (8.1%)
5 (1.8%)
1 (0.4%)
8 (2.9%)
1 (0.4%)
4 (1.5%)
1 (0.4%)
1 (0.4%)
4 (1.5%)
1 (0.4%)
11 (4.0%)
12 (4.4%)
0.38 (0.67)

65~84 yr (n= 142)
42 (29.6%)
100 (70.4%)
54 (50.5%)
26 (24.3%)
5 (4.7%)
8 (7.5%)
5 (4.7%)
1 (0.9%)
1 (0.9%)
0 (0.0%)
1 (0.9%)
1 (0.9%)
4 (3.7%)
7 (6.5%)
8 (7.5%)
1.13 (1.00)

85yr~ (n= 7)
1 (14.3%)
6 (85.7%)
1 (25.0%)
0 (0.0%)
1 (25.0%)
0 (0.0%)
0 (0.0%)
0 (0.0%)

p-value
0.731

1 (25.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1.00 (0.82)

0.068
1.000
0.495
0.068
0.052
0.418
0.439
0.000

0.000
0.000
0.023
0.000
0.591
0.495

All % represent the proportions of characteristics in the mild or severe case group with the exclusion of the missing values. p-values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sis of variance or Mann-Whitney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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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mptoms according to the age groups
Characteristics
Symptoms

~64yr (n = 406)
No symptoms
Fever
Chill
Cough
Phlegm
Rhinorrhea
Sore throat
Myalgia
Headache
Diarrhea
Dyspnea
Chest pain
Symptoms count

65~84yr (n= 142)

65 (19.2%)
75 (22.2%)
202 (59.8%)
181 (53.6%)
102 (30.2%)
98 (29.0%)
69 (20.4%)
85 (25.1%)
96 (28.4%)
46 (13.6%)
53 (15.7%)
3.17 (2.28)

15 (11.5%)
22 (16.8%)
59 (45.0%)
62 (47.3%)
38 (29.0%)
26 (19.8%)
24 (18.3%)
30 (22.9%)
37 (28.2%)
12 (9.2%)
22 (16.8%)
2.65 (2.35)

85yr~ (n= 7)
0 (0.0%)
0 (0.0%)
1 (16.7%)
1 (16.7%)
1 (16.7%)
0 (0.0%)
0 (0.0%)
0 (0.0%)
1 (16.7%)
0 (0.0%)
0 (0.0%)
0.67 (1.21)

p-value
0.000
0.083
0.243
0.002
0.110
0.833
0.041
0.616
0.441
1.000
0.361
0.749
0.004

All % represent the proportions of characteristics in the mild or severe case group with the exclusion of the missing values. p-values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sis of variance or Mann-Whitney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Table 3. Laboratory findings according to the age groups
Variables
White blood cell × 103/μL
Neutrophil × 103/μL
Lymphocyte × 103/μL
Monocyte × 103/μL
Hemoglobin, g/dL
Hematocrit, %
Platelet × 103/μL
Glucose, mg/dL
Creatine phosphokinase, U/L
C-reactive protein, mg/dL
Procalcitonin, ng/mL
Aspartate transaminase, U/L
Alanine transaminase, U/L
Lactate dehydrogenase, U/L
Albumin, g/dL
Blood urea nitrogen, mg/dL
Creatinine, mg/dL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mL/min/1.73 m2

~64yr (n= 406)
4.98 (1.70)
2.71 (1.29)
1.73 (0.74)
0.43 (0.14)
12.91 (1.47)
38.88 (4.02)
238.69 (79.42)
110.12 (49.68)
82.73 (133.06)
0.75 (1.76)
1.23 (1.92)
23.87 (12.46)
24.66 (18.57)
440.48 (132.05)
4.19 (0.35)
12.81 (4.52)
0.71 (0.22)
106.68 (21.80)

65~84yr (n= 142)
5.76 (1.58)
3.52 (1.40)
1.62 (0.61)
0.51 (0.18)
12.26 (1.34)
36.91 (3.89)
246.30 (94.51)
136.66 (62.95)
82.22 (62.08)
1.21 (2.07)
2.15 (2.54)
24.16 (9.03)
22.15 (13.99)
467.18 (96.70)
3.94 (0.42)
15.71 (4.98)
0.82 (0.22)
78.48 (14.85)

85yr~ (n= 7)
6.20 (1.80)
3.78 (1.23)
1.77 (0.86)
0.55 (0.17)
11.14 (1.28)
33.34 (3.33)
240.46 (83.17)
145.43 (54.44)
65.83 (25.78)
0.64 (1.35)
2.40 (1.39)
17.57 (4.35)
13.43 (2.07)
463.00 (109.14)
3.80 (0.29)
15.29 (6.37)
0.80 (0.23)
71.03 (16.19)

p-value
0.000
0.000
0.264
0.000
0.000
0.000
0.566
0.000
0.941
0.036
0.002
0.342
0.095
0.085
0.000
0.000
0.000
0.000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 (standard deviations). The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was calculated using the Chronic Kidney DiseaseEpidemiology Collaboration equation. p-values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sis of variance or Mann-Whitney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높고, 혈색소, 알부민, 사구체여과율(GFR)은 85세 이상군에서 유

은 27.1%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있으나, 생활치료센타에서 치료하

의하게 낮았다(Table 3).

는 경증 환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음전되어 치유되는 기
간이 젊은 연령과 동일하다는 보고도 있다[2].

Discussion
코로나-19 감염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사망률
이 높다고 알려져있다[6]. 34세 이하의 사망률은 0.01%, 85세 이상
http://www.e-kmj.org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1개 종합병원에서 경
증환자 555명을 64세 이하(n=406), 65~84세(n=142), 85세이상
(n=7)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성비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동반질환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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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세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고, 관상동맥질환은
85세 이상 집단에서 빈도가 높았다. 심혈관계의 ACE-2 수용체를
통한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상동맥질환의 연령별 빈도의
차이와, 동일한 위험요인에 속하는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의 빈도
가 상이한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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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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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중 기침, 인후통이 위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기침은

64세 이하 집단에서 59.8%로, 65~84세 집단의 45.0%, 85세 이상
집단의 16.7%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초고령 연령에서는 경증 일 경
우 증상 표현 빈도가 더 낮았다. 인후통도 64세 이하 집단에서
29.0%, 65~84세 집단에서 19.8%로 초고령 집단보다 높았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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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skin reactions complicating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antagonist
therapy were somewhat reported in adults. We report a case of 24-month-old boy
with refractory Kawasaki disease who developed 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
after one dose of 5mg/kg infliximab. The patient responded to intravenous hydrocortisone and was able to discharge without any other serious complications. The
clinicians should be aware of the potential for severe skin reactions from the use of
TNF-α antagonists in children.
Keywords: Infliximab, Kawasaki disease, Toxic epidermal necrolysis

Received: March 18, 2020
Revised: May 11, 2020
Accepted: May 14, 2020
Corresponding Author:
Hee Joung Choi, MD
Department of Pediatrics,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ongsan
Medical Center, 103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Tel: +82-53-258-7822
Fax: +82-53-258-7319
E-mail: joung756@dsmc.or.kr

Introduction
Recently, infliximab (Remicade®), a monoclonal antibody that blocks the biological activity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was used in many cases
of refractory Kawasaki disease (KD) patients and it was reported to be effective
[1,2]. But, TNF-α antagonists had several adverse reactions, such as serious infections, optic neuritis, aplastic anemia, congestive heart failure and multiple
cutaneous adverse effects such as eczema, erythema urticaria, lupus-like syndrome and even Stevens-Johnson syndrome (SJS)/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 [3]. A few numbers of cases have been reported of SJS induced by anti-TNF-α therapy in adults with Crohn’s disease and rheumatoid disease [3-5],
nevertheless, there was no reported similar cases in children. Herein, we describe a case of TEN induced by infliximab therapy in refractory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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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year-old boy admitted as KD in our hospital. He had a fever for 5 days,
pleomorphic rash, lip redness, conjunctival injection, and left cervical lymph
node enlargement. Despite treatment with 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2g/kg) and corticosteroid pulse therapy (methylprednisolone 30mg/
kg/day for 3 days), he remained febrile, and a transthoracic echocardiogram
revealed coronary arteries dilatation [LM = 3.1-3.3mm (z-score:2.08-2.6),
LAD = 2.4mm (z-score:2.28), RCA = 2.4-3.0mm (z-score:1.83-3.64)]. So, he
was treated with infliximab 5mg/kg, and the patient’s fever subsided. All clinical symptoms of KD subsided within 5 days and he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fter 10 days from discharge, he developed fever, skin redness, swelling, blistering and skin abrasions. The skin lesions started from the face, back and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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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 Pictures of skin lesions of patient in back and face (A) : 10th hospital day, (B) : 16th hospital day.

and went worse in the first 7 days, involving more than 30%
body surface area, consistent with TEN (Fig. 1). He was treated with intravenous corticosteroid (prednisolone 2mg/kg/day
for 4 days and tapered within 2 weeks) and topical dressings
with topical steroids, mupirocin oint and topical moisturizer
for 3 weeks. After that, the skin lesions recovered gradually,
and there were no respiratory complications. The tests for
bacterial and viral serologies, tuberculosis, and allergic tests
were all negative.

Discussion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s a pro-inflammatory cytokine implicated in the pathogenesis of various autoimmune and rheumatic diseases. TNF-α antagonist is presently approved for use in adul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Crohn’s disease, ulcerative colitis), ankylosing spondylitis, rheumatoid arthritis, psoriatic arthritis, and psoriasis
[6]. Although in pediatric patients, infliximab is not presently approved for use in KD; it has been used for IVIG-resistant
KD from 2004, and it’s effectiveness was proved in many
studies [1].
TNF-α antagonists had several adverse reactions such as serious bacterial infections, tuberculosis, optic neuritis, aplastic
anemia, congestive heart failure and multiple cutaneous adverse effects such as eczema, erythema urticaria, lupus-like
syndrome, SJS, and TEN [3,7-9]. Especially in pediatric
group, several neuropsychiatric disorders, thrombocytopenia,
and recurrent viral infection were reported [10].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receiving an anti-TNF-α agent,
84

less common adverse reactions can occur. SJS and TEN are
rare and 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s, characterized by
the triad of mucous membrane erosions, target lesions and
epidermal necrosis with skin detachment [11]. SJS and TEN
are rare with an estimated incidence of 1.5 cases per million
per year, but can be fatal with the mortality rate of up to 3050% [11].
There were several cases of severe skin reactions complicating TNF-α antagonist therapy in adults [3-5]. These cases
were treated with etanercept or adalimumab for Crohn’s disease or rheumatoid disease, and they were recovered after steroid treatment with discontinuation of the causative drug.
There was no similar report of severe skin reactions caused by
TNF-α antagonists in children. Conversely, there were several
pediatric cases of TEN or SJS treated with infliximab [12,13].
We reported the pediatric case of TEN developed after use of
infliximab (5mg/kg) treatment for refractory KD. And he recovered after intravenous hydrocortisone without any other
serious complications.
In conclusion, given that the incidence of infliximab therapy for refractory KD in children, the clinicians should be
aware of the potential for severe skin reactions from the use
of TNF-α antag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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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nular cell tumor (GCT) is a relatively rare benign tumor that has been seldom
reported since Abrikossoff first described it as a granular cell myoblastoma in 1926.
While GCTs can occur anywhere in the human body, they are very rarely observed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and are especially rare in the large intestine. Most GCTs
are small and asymptomatic and are often found by endoscopy,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and autopsy. We report two cases in which a submucosal tumor in the cecum was accidentally discovered by colonoscopy and was subsequently removed by
colon polypectomy and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the samples confirmed both cases as GCT. The literature review and reports
of other growth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s support the necessity for proper identification of GCTs within the body to differentiate them from more malignant tumors.
Keywords: Cecum,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Granular cell tumor, Polypectomy

Introduction
Granular cell tumor(GCT) is an uncommon submucosal tumor that is a
mesenchymal lesion. GCT develops in the oral cavity,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and about 5.6% of all GCT occur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1,2]. It
develops in the esophagus, duodenum, and stomach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and is rare in the colon and rectum [2]. In South Korea, since it was first
reported in 1982, 14 cases have been reported in the rectum and large intestine
(Table 1) [3]. In addition to these previous description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we report two cases in which we accidently discovered submucosal tumors in the cecum of both 66 and 56-year-old males. We removed the tumors
by colonoscopy and confirmed both resections as a GCT using immunohistologic analysis.

Case Report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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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6-year-old male came to our clinic with diarrhea that began a month ago.
The patient’s vital signs were normal, and physical examination showed no abnormal findings. In addition, he did not have previous medical history or any
family history of cancer. Diagnostic test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specific
findings in blood tests and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A-CT). The
colonoscopy revealed a yellow lesion of 0.5 cm in size that was covered with a
normal mucosa in the patient’s cecum; the lesion felt firm and featured some
mobility when manipulated with forceps (Fig. 1A). For histological diagnosis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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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lorectal granular cell tumors reported in South Korea
1
2
3
4
5
6
7
8
9
10
11
12

Year
1982
1983
1991
2000
2003
2003
2003
2004
2006
2007
2009
2009

Author (ref no.)
Kim et al. [3]
Lee et al. [12]
Choi et al. [13]
Kim et al. [14]
Lee et al. [15]
Kim et al. [16]
Ryu et al. [17]
Sohn et al. [18]
Park et al. [19]
Lee et al. [7]
Cha et al. [20]
Hong et al. [21]

Sex/age (yr)
F/44
F/31
F/39
M/40
F/36
M/49
F/40
M/48
M/41
F/40
M/41
M/56

Location
Cecum
Cecum
A-colon
Appendix
A-colon
Rectum
A-colon
T-colon
Cecum
T-colon
D-colon
Cecum

Size (cm)
1.5× 1.5
1.0
0.9× 0.8
0.7
1.5× 0.6
0.7
1.5× 1.5
0.4
1.5× 1.2
0.6
1.3× 1.2
1.5× 1.0

13
14
15
16

2010
2017
Present case
Present case

Cho et al. [22]
Yang et al. [23]

M/44
M/51
M/66
M/56

Cecum
Rectum
Cecum
Cecum

1.5
2
0.5
0.9

Symptoms
None
None
Loose stool
None, Anal fistula
Constipation
None
Abdominal pain
None
Abdominal pain
Abdominal pain
None
Abdominal pain,
Diarrhea
None
None
Diarrhea
None

Therapy
Surgery
Surgery
Polypectomy
Polypectomy
Polypectomy
Polypectomy
Polypectomy
Polypectomy
Polypectomy
EMR
EMR
Polypectomy
EMR
Surgery
EMR
Polypectomy

A-colon, ascending colon; T-colon, transverse colon; D-colon, descending colon;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A

B

Fig. 1. (A) Colonoscopic findings. A yellowish, submucosal lesion
that measured 0.5 cm in size is observed in the cecum of a
66-year-old male. (B)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findings.
Overlying colon mucosa was resected with a dual knife, and the
tumor was removed by an endoscopic snare.
and treatment, 10% glycerin-epinephrine-indo carmine mixture was sufficiently administered around the lesion, and the
mass was successfully removed using a snare after circumferential cutting with a dual knife. The patient was discharged
without any complications after the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 (Fig. 1B). Histological findings included a
well-defined tumor border and polygonal cells with granular
eosinophilic cytoplasm (Fig. 2). Additionally, the tumor cells
were strongly positive for S-100 protein in the Immunohistochemical (IHC) analysis and was diagnosed as GCT (Fig. 3).

Case 2

During a colonoscopy performed as part of routine health
checkup for a 56-year-old male, a submucosal tumor of about
http://www.e-kmj.org

Fig. 2. Histopathologic evaluation of the specimen from the
cecum shows a well-defined tumor border and polygonal cells
with granular eosinophilic cytoplasm (H&E stain, ×200).
0.9 cm in size was observed in the cecum. The patient did not
have previous medical history or any family history of tumors, and there were no specific findings in blood tests. The
colonoscopy revealed a hemispherical lesion in the cecum
with a smooth surface and was covered with a normal mucosa, its rigidity and slight mobility was confirmed using forceps
(Fig. 4A). After the 10% glycerin-epinephrine-indo carmine
mixture was injected around the tumor, it was completely removed with a snare upon confirming a well-defined border
between the lesion and the normal mucosa. The patient was
discharged with no complications after colon polyp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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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shows the positive reaction
for S-100 protein (immunohistochemical stain, ×200).

A

B

Fig. 4. (A) A hemispheric submucosal lesion in the cecum of a
56-year-old male that is 9 mm in size, with a smooth surface
and covered with a normal mucosa revealed by colonoscopy.
(B) The tumor was removed by colon polypectomy with snare
successfully.
(Fig. 4B). Histologic examination revealed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 with coarse granules of various sizes in the
tumor cells. The result of the IHC study was positive for S-100
protein, and it was diagnosed as GCT.

Discussion
Although GCTs can occur in any site of the human body,
they are mainly found in the tongue and mouth (40%), skin
and subcutaneous tissues (30%), breast (15%), and respiratory
system (10%). GCTs rarely occur in the digestive system, such
as, the gastrointestinal tract (5.6%) or the bile duct (3%) [2].
When a GCT is found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it develops
mainly in the esophagus and rarely develop in the large intestine and/or stomach [4]. In the large intestine, GCTs usually
occur in the anus of the rectum and in the ascending colon
[2,5,6].
Abrikossoff first suggested that GCTs originated from de88

natured skeletal muscle cells, and therefore referred to them
as myoblastoma [7,8]. Since then, many cells, such as histiocytes, fibroblasts, myoblasts, neural sheath cells, and neuroendocrine cells, have been suspected as the cells of origin for
GCTs [3,8]. Vered et al. [9] suggested that GCTs could result
from reactive lesions that are caused by local metabolic or reactive changes. Pareja et al. [10] identified that ATP6AP1 and
ATP6AP2 loss-of-function mutations are the likely drivers of
GCTs. Despite differing opinions of the tumor’s origins, GCT
is still considered to be caused by Schwann cells since it shows
positive staining for S-100, myelin basic protein, Leu-7 and
protein gene product 9.5 in recent IHC and electron microscopy studies [8].
To date, more than 130 cases of colonic GCT have been reported in the English literature [11]. In South Korea, 16 cases
[3,7,12-23] of GCT in the large intestine have been reported
since 1982 (Table 1). In the reported literature of over 100
cases of GCT in the large intestine, the rectum and cecum
have been the most common sites [20]. In South Korea, it has
been mainly found in cecum; however, other sites include the
ascending colon, transverse colon, rectum, descending colon,
and appendix, and are listed in the order of their respective
incidence rates (Table 1). The age and gender distribution of
GCT in the large intestine has been controversial in the literature. Singhi et al. [11] reported an equal sex distribution, with
ages ranging between 31 and 60 years, while An et al. [24] observed a male predominance, with a wider age distribution
between 21 and 75 years. However, in general, GCTs have
been more frequently observed in females than in males, and
patients are aged between 40 and 70 [8]. In South Korea, a
sample of patients of various ages from 30 to 70 revealed that
patients in their 40s accounted for 56% of all cases and a male
predominance has been observed at a ratio of 1:1.6 (Table 1).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GCTs are mostly located under
the mucous membrane. Most of them are asymptomatic and
are accidentally found during the colonoscopy for a routine
health checkup [11,25]. About 10 to 15% of patients with a
GCT in the large intestine have experienced symptoms that
include hematochezia, abdominal pain, and changes in bowel
habits [11]. The cases in this study include a patient who presented to our clinic for diarrhea and an asymptomatic patient
undergoing a routine health checkup. Most other cases in
South Korea have been asymptomatic, followed by cases with
abdominal pain, and symptoms including diarrhea, constipation, and loose stool (Table 1).
According to an analysis conducted by Endo et al. on the
endoscopic findings in 33 cases of GCT in the large intestine,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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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ly, yellow or yellowish white lesions of less than 2 cm in
size were found, and they felt slightly firm in the form of submucosal tumor and were well- distinguished from the surrounding tissue [26]. Therefore, with the naked eye, GCT appears similar to other submucosal tumors, such as, ectopic
pancreas, fibromas, lipomas, cysts, and carcinoid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iagnose GCT solely based on endoscopic findings [7,19]. GCT is only 50% diagnosed by tissue biopsy, and can be accurately diagnosed by using jumbo biopsy
forceps or using the tissue obtained by colon polypectomy
and EMR [22]. In fact, 13 out of 16 patients in South Korea
were diagnosed by colon polypectomy and EMR (Table 1). In
the cases of this study, yellow and yellowish white lesions of
0.5 cm and 0.9 cm in size and covered with normal mucosa
were observed in colonoscopy, and diagnosed as GCT
through histopathologic analysis after colon polypectomy and
EMR.
In endoscopic ultrasound (EUS), GCT appears as a tumor
originating from the submucosal layer with uniform internal
echoes and hypoechogenicity. Tumors originating from the
submucosal layer include lipomas, cysts, metastatic lesions,
neurofibromas, and carcinoids. While lipomas are easily distinguishable as homogeneous hyperechogenic lesions, cysts as
non-echogenic lesions, and metastatic lesions as lesions with
heterogeneous internal echogenicity,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carcinoids from GCTs [22]. Therefore, the role of EUS
for submucosal tumor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is limited
to the degree of determining the depth of tumor infiltration
and helping with the diagnosis of submucosal tumors by measuring echogenicity of ultrasound [20].
Diagnosis is confirmed by pathological findings a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ased only on endoscopic findings. GCTs
are composed of spindle-shaped or polygonal cells with varying sizes and unclear cell boundaries. In each tumor cell, eosinophilic granules are uniformly distributed in the cytoplasm, with an oval-shaped nucleu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ytoplasm. These eosinophilic granules respond to periodic acid-Schiff staining and show strong positivity to IHC
staining for S-100 protein and neuron-specific enolase
[7,13,15,19]. In the cases of this study, strongly positive S-100
protein staining was observed (Fig. 3).
Most GCTs in the large intestine are tumors that are less
than 2 cm in size and are well-separated from the muscularis
propria layer. Therefore, these tumors tend to be diagnosed
and treated by endoscopic removal, and followed up periodically for relapse by colonoscopy [13,19]. In the past, GCTs of
more than 2 cm in size were surgically resected [27], however,
http://www.e-kmj.org

Znati et al. [28] performed polypectomy or EMR for GCT of
less than 4 cm and suggested surgical resection for tumors
over 4 cm in size. In addition, Chen et al. [27] completely removed lesions of 3 to 5 cm in size, limited to submucosa, by
endoscopic submucosal excavation. As the first malignant
GCT was reported by Ravich et al. [29] in 1945, GCT is mostly benign, but rarely malignant (1 to 2%), in which case the
prognosis is very poor with high metastasis and recurrence
rates. Fanburg-Smith et al. [30] came up with the six histological diagnostic criteria: tumor necrosis, tumor cell spindling,
pleomorphism, high nuclear to cytoplasmic ratio, large nucleoli, and increased mitotic activity, and suggested that malignant GCT could be diagnosed upon meeting three or more of
such criteria. Also, local recurrence, metastasis, larger tumor
size, older patient age, histologic classification as malignant,
presence of necrosis, increased mitotic activity, spindling of
tumor cells, vesicular nuclei with large nucleoli, and Ki-67
values less than 10% were suggested as prognostic factors
[23,30]. Therefore, for cases with advanced patient age, tumor
size > 5 cm, rapid recent growth, and an infiltrative growth
pattern, it was suggested to perform A-CT and EU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endoscopic treatment [27]. If the GCT
is over 5 cm in size, or if there is an infiltrative growth pattern
invading the muscular layer, lympho-vascular invasion or further metastasis, a surgical resection is required.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reports that chemotherapy of malignant
GCT is effective, the effect of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remains unclear [23,27].
But since GCTs smaller than 2 cm have very low malignant
potential, if they are accurately diagnosed as GCT based on
EUS and biopsy and there is no malignant potential per the
histological criteria presented by Fanburg-Smith et al. [30],
follow-up observation may be considered without endoscopic
removal.
In conclusion, we report two cases of endoscopic removal
of GCT accidentally found in the cecum, without complication. Upon detecting a submucosal tumor in the large intestine, colonoscopists shall consider that, although rare, there is
chance of it being GCT. We hope that this analysis of 16 cases
reported so far in South Korea will help in treatment and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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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hythmias occurring during surgery are mostly benign and improve without
special treatment, but sometimes life threatening and poor vital signs may require
immediate antiarrhythmic or electrotherapy. In some cases, permanent arrhythmias may require continued treatment after surgery. A cardiac event occurred to a
28-year-old man who underwent Bile duct resection/Roux-en-Y hepaticojejunostomy due to cholelithiasis with cholecystitis and choledocholithiasis. He diagnosed mental retardation level 2. Pre-operation laboratory test is normal except
liver function test (AST 64, ALT 141). Electrocardiography shows 57 bpm heart
rate, sinus rhythm, first degree AV block and long corrected QT interval that was
checked 462ms and echocardiography shows LVEF 67%, normal echocardiogram.
When we prepared extubation after finishing operation, Sugammadex 200mg was
injected. Suddenly, patient’s oxygen saturation was low at 85%. We started manual
ventilation for oxygenation and saturation was increased at 100%. When we extubated endotracheal tube, his ECG changed normal sinus rhythm to 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 (VT). Firstly we considered that is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and infused adenosine 6mg twice and 12mg once. But arrhythmia was continuous and vital sign changed unstable. We performed reintubation and defibrillated at 200J. After defibrillation, arrhythmia converted sinus
rhythm. We transferred the patient to the ICU and evaluated further to see if the
patient had heart problems. During admission in ICU, attending surgeon tried to
extubate endotracheal tube 2 more times. But, Idiopathic VT occurred whenever
try to extubate. Finally, in the fourth attempt, extubation without occurrence of
VT succeeded with continuous intravenous infusion of esmolol and dexmedetomidine.
Keywords: Arrhythmia, Extubation, 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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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부정맥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합병증이며 때때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다[1]. 수술 중 발생하는 부정맥은 대부분 양성으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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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없이 회복되지만 때때로 생명을 위협하고 활력징후가 나쁜 경

은 없었다. 수술 전 시행한 검사실 검사(laboratory test)에서는 간기

우에는 즉각적인 항부정맥제나 심장 전기충격법이 필요할 수 있다

능 검사(AST 64, ALT 141)의 비정상 소견 외엔 특이 소견은 없었

[2]. 또한 경우에 따라서 영구적인 부정맥으로 수술이 끝난 후에도

으며, 심혈관계 검사 중 심전도 검사 결과로 심박수 57회/분의 동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수술 중에 마주치는 다양한 상

율동, 1도 방실 차단, 462 ms로 연장된 QT 간격 소견이 관찰되었

황, 환자의 기저 질환, 약물 복용력 등이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다.

다(Fig. 1).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67%의 좌심실구축률의 정상 심

우리는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환자에서 담관절제술 및

초음파 소견을 보였다. 호흡기계 검사 중 흉부 방사선 사진에선 다

Roux-en-Y 간공장문합술(bile duct resection, Roux-en-Y hepaticojejunostomy) 수술을 마치고 환자를 깨운 뒤 기도발관을 시행할

수 일부 무기폐 소견을 보였으며, 폐기능 검사는 환자의 정신지체

때마다 반복적으로 특발성 심실 빈맥이 발생한 환자의 증례를 통해

술 전 시행한 심장내과 위험도 평가에선 낮은 위험도로 문제없이

원인 및 진단을 찾고 치료 및 예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하고자

수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무기폐 소견 관련하여 시행한

하였다

호흡기내과 위험도 평가에선 보통의 위험도로 수술 가능하다는 답

병력으로 협조가 안되어 시행 불가능하였다. 심전도와 관련하여 수

변을 받았다.

Case Report

수술실 입실 후 V5-유도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 맥박 산소포화
도, bispectral index score(BIS)를 적용하여 모니터 하였다. 2% 리도

원위총담관협착(distal common bile duct stricture) 및 총담관결

카인 60 mg, 1% 프로포폴 150 mg, 로큐로늄 50 mg으로 마취 유도

석증(choledocholithiasis)과 담석증(cholelithiasis)이 동반된 담낭염

하였고, 세보플루란 5 vol % 과 산소로 마스크 환기 후 기도삽관 하

(cholecystitis)으로 28세 남자 환자(신장 156.3 cm, 체중 60.5 kg)가

였으며 세보플루란 2 vol % 및 레미펜타닐로 마취 유지하였다. 우

울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로 내원하였다. 우선 내시경적역행담

측 요골동맥(radial artery)에 카테터 삽입 후 수술 중 지속적으로 침

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습적 동맥 혈압을 관찰하였으며, 이어서 우측 내경정맥(internal

ERCP)을 통하여 총담관결석 제거 시도하였으나 원위총담관협착

jugular vein)에 3-내강 카테터로 중심관 정맥 확보 후 중심정맥압
(CVP) 측정을 하였다. BIS 사용하여 마취 심도를 평가하였다.
마취 유도 완료 후 흡입산소농도 50%에서 즉시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상 pH 7.55, PaCO2 25 mmHg, PaO2 262 mmHg 이었고
전해질은 Na+ 144 mmol/L, K+ 3.2 mmol/L, Ca2+ 0.92 mmol/L

으로 실패하였으며 이어서 외과로 의뢰되었으며, 담관절제술 및

Roux-en-Y 간공장문합술(bile duct resection/Roux-en-Y hepaticojejunostomy) 수술이 결정되었다.
환자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병력 외에 특이 병력

Fig. 1. Patient's pre-operative ECG. 57 bpm heart rate, sinus rhythm, first degree AV block and long corrected QT interval that is
checked 46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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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혈당 82 mg/dL, 헤모글로빈 수치는 12.9 g/dL 이었다.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삽관된 상태로 외과계중환자실로 전동

수술 시작 2시간 경과 동맥혈 가스검사 상 pH 7.48, PaCO2 33

하였다.

+

+

mmHg, PaO2 204 mmHg 이었고 전해질은 Na 141 mmol/L, K
3.4 mmol/L, Ca2+ 1.07 mmol/L 이었으며 혈당 100 mg/dL, 헤모
글로빈 수치는 13.0 g/dL 이었다. 수술 종료 후 시행한 동맥혈 가
스검사 상 pH 7.50, PaCO2 32 mmHg, PaO2 220 mmHg 이었고
전해질은 Na+ 142 mmol/L, K+ 3.1 mmol/L, Ca2+ 0.95 mmol/L
이었으며 혈당 91 mg/dL, 혈색소 농도는 10.2 g/dL 이었다. 수술
중 추정실혈량(Estimated Blood Loss)은 700 ml, 총 수술 시간은 4
시간 25분, 총 마취 시간은 6시간이었다. 수술 종료 후 신경근차단
(neuro-muscular blockade) 회복을 위해 슈가마덱스(Sugammadex)
200 mg 투여 후 10분 뒤 사연속반응비가 98%, BIS 수치는 92이었

외과계중환자실 전동 2시간 후 환자 의식 회복과 함께 심한 동요
상태로 혈압 상승하면서 다시 심실빈맥 소견(Fig. 2) 보여 150 J 심
율동전활술을 시행하여 동율동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프로포폴 및
레미펜타닐을 지속적 투여하여 진정시켰으며 아미오다론 300 mg
으로 부하용량 투여 후 0.5 mg/min 으로 지속 투여하였다. 수술 후

1일차에 다시 한번 기도발관 시행하였으나 환자 심한 통증 호소하
면서 혈압 상승하고 심실빈맥 발생하여 다시 기도삽관 후 150 J 2
회의 심율동전환술을 시행한 뒤 동율동으로 회복하였다. 이후 침상
에서 심초음파 시행하였고 결과는 좌심실구축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65%, 정상 소견이었다. 위와 관련하여 시행한 심

으며, 환자는 눈을 뜨고 자발호흡이 시작되었다. 인상을 찌푸리며,

장내과 의뢰 소견 상 환자는 심실빈맥 소견이었으나 정상 심기능

일회 호흡량이 150-200 mL 정도로 측정되어 5분간 자발호흡을 도

및 정상 심구조로 아미오다론 지속적 투여 권유하였으며, 아미오다

와주며 관찰한 뒤, 일회 호흡량이 350 mL 이상 규칙적으로 측정되

론 투여 중에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아미오다론 중단과 에스모롤 지

는 것을 확인하고 기도발관을 시행하였으나 갑자기 환자의 맥박 산

속 투여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수술 후 2일차 다시 기도발관 시행

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면서 수축기 혈압이 200 mmHg까지 상

하였고 환자 심한 동요 상태에서 수축기혈압이 200 mmHg 이상

승하여 마스크 환기 시행하며 니카르디핀 500 mcg를 2회 투여하

상승하고 심실빈맥 재발하여 다시 기도삽관 시행하였다. 상기 상황

였다. 이후 심전도가 단형 심실빈맥 양상으로 변하여 리도카인 60

과 관련하여 심장내과 타과 의뢰 재시행 하였으며, 기도발관 후 심

mg, 에스모롤 30 mg 2회, 20 mg 1회 투여하였고 이상소견 지속되
어 아데노신 6 mg 2회, 12 mg 1회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숙시닐콜린 100 mg 정맥주사 후 다시 기도삽관한 뒤 200 J로
심율동전환술(cardioversion) 시행하였고 동율동으로 전환되었다.

한 동요 상태 혹은 호흡성 스트레스 등으로 카테콜아민 과분비로

이후 집도 의사와 상의하여 환자 안정된 후 추가 검사와 기도발관

이후 환자는 발열 및 무기폐(atelectasis) 소견이 보여 진정치료 후

인한 심실빈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과 에스모
롤 지속 투여 및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기계 환기 이탈을 시도하라
는 답변을 받았다.

Fig. 2. Patient's post-extubation ECG. Immediately after extubation, mono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is detected.

http://www.e-kmj.org

93

Recurrent Occurrence of 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 after Extubation

항생제 투여하면서 지속하여 기계환기를 유지하였다. 수술 후 4일
차부터 아미오다론 중단 후 에스모롤 10 mcg/kg/min 으로 지속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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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여 시작하였다. 수술 후 8일차 덱스메데토미딘 0.4 mcg/kg/min,

심실 빈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에스모롤 30 mcg/kg/min 상태에서 기도발관 시행하였고 심전도

부정맥 중 하나이다. 마취 중 심실 빈맥이 발생하는 원인은 저산소

상 동율동(Fig. 3) 유지되었으며, 맥박 산소포화도가 80%로 측정되

혈증, 과탄산혈증, 산증, 전해질 불균형, 저혈압, 기계적 자극, 저체

어 80% 흡입산소농도의 고유량 비강 캐뉼라(high flow nasal can-

온, 얕은 마취에서 전기소작기 등 전기적 자극으로 인한 아드레날

nula)를 적용하였다. 이후 맥박 산소포화도 93%, 호흡수 20회/분,
심박수 73회/분, 혈압 103/47 mmHg, 동맥혈 가스검사 상 pH
7.53, PaCO2 28 mmHg, PaO2 138 mmHg 이었고 전해질은 Na+
142 mmol/L, K+ 3.0 mmol/L, Ca2+ 1.11 mmol/L 이었다. 이어서
덱스메데토미딘은 투여 중단하였고 에스모롤 20 mcg/kg/min 으

린성 과흥분 작용, 항부정맥제, 심근증,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인한

로 유지하였다. 이후 환자 맥박 산소포화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을 때 발생하고 이 경우 급사의 가능성이 높다. 돌연 심장사의 대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나 수 차례 구토를 하였다. 수술 후

부분은 심실 세동 혹은 심실 빈맥에 의해 발생하며 대략 90% 이상

11일차 환자 다시 열나고 산소포화도 유지되지 않아 시행한 흉부

의 돌연 심장사에서 심장 구조에 이상이 발견된다[3]. 드물게 정상

방사선 검사 상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 의심되어 기관

심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환자에서 심실 세동 혹은 심실 빈맥이

절개술(tracheostomy) 후 기계환기(mechanical ventilation)를 재차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심장 이온 채널이나 구조

시작하였다.

단백질의 교란과 같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 심장 구조와 기능 이상

심근허혈과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
심실 빈맥을 평가할 때는 부정맥의 지속 기간, 형태, 동반된 증
상, 연관된 심질환의 유무를 따져봐야 하며, 이를 통해 진단 및 예
후를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악성 부정맥은 저명한 심장질환이

이후 환자의 폐 상태 호전되어 수술 후 21일 기계환기이탈 후 수

에 의한 것으로, 이런 경우 돌연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가

술 후 22일 일반 병실 전동하였으며, 수술 후 37일째 퇴원하였다.

능성이 높다. 한편 대략 10% 정도의 환자에서 심장 구조와 기능에

기도발관을 시행한 후 퇴원할 때까지 심실빈맥은 더 이상 재발하지

이상이 없이 심실 세동 혹은 심실 빈맥이 발생한다[4,5].

않았고 지속적 에스모롤 투여는 수술 후 17일부터 비소프로롤 경
구 제제로 대체하여 복용하였다.

특특발성 심실 빈맥은 정상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심장에서 발생
하며 양호한 예후를 보여주는 단형 심실 빈맥을 의미한다. 특발성
심실 빈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에 이상이 없음을 밝히
는 것이 중요하다. 심실 빈맥이 발현되지 않았을 때 심전도(electro-

cardiography), 심장초음파(echocardiography), 관상동맥조영술

Fig. 3. Post-operative day 8. After extubation with dexmedetomidine 0.4 mcg/kg/min and esmolol 30 mcg/kg/min, patient's ECG is
kept as sinus rhy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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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ry angiography)이 정상이며 심혈관자기공명영상(cardiovas-

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인구나 운동선수에서 발생한 급사의

cular MRI)의 경우 일부 종류에서 경미한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기

20% 가량이 진단되지 않은 ARVC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10]. 이

도 하지만 심실 빈맥의 기원이 되는 위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질환은 초기에는 우심실의 심근의 발달 상의 선천적인 결함으로 인

이러한 변화가 유의미한지는 불명확하다[6].

한 이형성증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 심장 세포간 연접에(Cell to

특발성 심실 빈맥은 기시 부위에 따라서 우-단형 심실 빈맥과

cell adhesion)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스모솜(Desmosome)의 유전

좌-단형 심실 빈맥으로 나뉘며 70% 이상이 우측에서 기원한다. 몇

적 결함이 원인임을 발견하였고 이후 미국 심장 협회에서 심근병증

몇 생리-병리학적 유형들이 부정맥의 형태, 아드레날린성 스트레

으로 분류하였다[12].

스와 상관관계, 다양한 약물에 대한 반응성을 바탕으로 분류되었다

이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은 심계항진 혹은 활동 유발성 실신이

[7]. 우심실 유출로 심실 빈맥(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 tachy-

며 심전도에서 좌각차단이 동반된 심실성 부정맥 소견을 보인다.

cardia, RVOT-VT)은 좌각차단(left bundle branch block, LBBB)
형태와 하향측 성질을 띄는 넓은 QRS complex의 형태적 특징을
보이며[8], 유출로에서 기원하는 빈맥 중 90%를 차지한다. 대부분
30 ~ 40대에 진단받으며 80% 가량의 환자들이 심계항진을 느끼고
약 50% 가량의 환자들이 전-실신(pre-syncope)을 경험한다. 운동

심실성 부정맥은 잦은 조기심실박동부터 심실 세동으로 전환될 수

이나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며 돌연 심장사는 드물다.

자는 치명적인 부정맥로 인하여 급사하거나 혹은 양측 심실 수축

비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형 심실 빈맥과 발작성/운동-유발성 지

기능의 장애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1년 사망률은

속적 심실 빈맥의 2가지 종류로 나뉘며 앞의 것이 2/3, 뒤의 것이

대략 1% 정도이다[11]. ARVC 치료의 목적은 돌연 심장사를 예방

1/3을 차지한다. RVOT-VT은 유형에 관계없이 아데노신에 잘 반

하고, 부정맥 발생을 줄여 심부전 진행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응한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운동을 제

있는 심실 빈맥까지 다양하며 아드레날린성 자극에 의해 유발되거
나 악화할 수 있다[11]. ARVC 환자는 치명적인 부정맥로 인하여
급사하거나 혹은 양측 심실 수축 기능의 장애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1년 사망률은 대략 1% 정도이다[11]. ARVC 환

특발성 좌심실 빈맥은 좌심실에서 기원하며 가장 흔한 것은 베

한하고, 부정맥 및 심부전 예방을 위해 β-차단제를 투여한다. 증상

라파밀 민감성 심실 빈맥이다. 20 ~ 40대에 주로 유발하며 남성에

개선을 위해 아미오다론을 단독 혹은 β-차단제와 병행하여 투여하

서 더 빈번하다[9]. 심전도 상 좌측 축 배열된 우각차단(RBBB) 형

거나, 소타롤을 투여할 수 있지만 돌연 심장사를 예방하지는 못한

태이며 드물게 우측 축 배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빈맥 발생 시

다. 지속적 단형 심실 빈맥을 동반한 경우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

두근거림, 어지러움, 실신 등의 증상을 겪게 되고 돌연 심장사는 드

할 수 있으나 재발이 빈번하여 효과적이지 않다. 돌연 심장사 예방

물다. 베라파밀에 잘 반응하지만 아데노신은 효과적이지 않다. 경

을 위하여 고위험군에서 체내삽입형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

증의 환자에서 베라파밀의 장기 처방이 효과적이며, 증상이 심한

verter-defibrillator, ICD)를 삽입할 수 있다. ARVC의 경우 경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RVOT-VT과 감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경우 전극도자 절제술이 효과가 좋다[9].
특발성 프로프라노롤 민감성 심실 빈맥은 50대에 발생하며 단형

만 심전도 검사의 낮은 특이도와 심초음파를 통한 우심실의 구조와

성 혹은 다형성의 빈맥이다. 이소프로테레놀에 의해서만 유발되며

기능을 평가하기 어렵고, 심장 자기공명영상의 경우 고가의 검사로

β-차단제가 효과적이다[5].

쉽게 적용하기 어려워 정확한 감별은 어렵다[11]. 심전도 상 기준

본 증례 환자의 심실 빈맥 발생 시 심전도 형태를 보면 좌각차단

동율동에서 V1 ~ V3 T파 역위(inversion)는 흔히 관찰되지만 최근

이 동반된 단형 심실 빈맥의 형태로, 주로 얕은 진정 혹은 기도발관

의 연구에 의하면 이 비율은 전체 ARVC 환자의 오직 32%에서만

과 같은 자극적인 상황에서 유발되었고 β-차단제로 조절되었다.

관찰된다고 한다[ 13 ]. 한가지 형태 이상의 심실 빈맥 발현 시

이상은 특발성 심실 빈맥 중 RVOT-VT의 형태와 비슷하다. 하지

ARVC를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ARCV가 우심실의 다양한 부위

만 아데노신에 반응하지 않았다.

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병 초기에는 한가지 형태의

RVOT-VT과 감별이 필요한 치명적인 질환으로 부정맥 유발성
우심실 심근병증(arrhythmogenic right ventricular cardiomyopathy,
ARVC)이 있다. 이 질환은 유전성 심근병증으로 뚜렷하게 우심실

심실 빈맥만 발현될 수 있고 특발성 심실 빈맥에서도 드물지만 다
형성 심실 빈맥이 발현할 수 있어 감별에 주의가 필요하다[13].

에 영향을 준다. 이 질환의 주요 병리학적 특징은 우심실의 심근이

ARVC 2010 Task Force Criteria로 진단의 정확성이 개선되었으나,
초기의 ARVC 환자와 RVOT-VT 환자를 감별하는 것은 여전히 어

점점 손실되면서 섬유-지방 조직으로 대체되는 것이다[10]. 이것은

렵다. 심전도, 심초음파, 심장자기공명영상 등 검사 결과를 분석한

젊은 사람이나 운동선수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심정지의 주 요 원인

결과 초기 ARVC 환자의 심근 기능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중 하나이다. 이 질환은 일반 대중에서 5000명당 1명의 유병률을

이러한 구조적/기능적 차이를 분석하면 초기 ARVC와 RVOT-VT

보이며, 20 ~ 40대의 젊은 층에서 주로 발병하고, 급사가 첫 임상

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14].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11]. 실제 이탈리아 Veneto 지역에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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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좌각차단이 동반된 단형 심실 빈맥 형태였고, 아데노신에는

6. Globits S, Kreiner G, Frank H, Heinz G, Klaar U, Frey B, et al.

반응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증례에서의 심실 빈맥은 마취 회복시기

Significance of morphological abnormalities detected by MRI in

의 얕은 마취 심도나 기도발관과 같은 환자를 자극시키게 되는 조

patients undergoing successful ablation of right ventricular out-

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의 심실 빈맥 유형은

flow tract tachycardia. Circulation. 1997;96:2633-40.

정상 심장에서 발생하는 특발성 심실 빈맥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특발성 심실 빈맥의 경우 순환계통의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환자군

7. Belhassen B, Viskin S. 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 and
fibrillation. J Cardiovasc Electrophysiol. 1993;4:356-68.

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취의사는 특발성 심실 빈맥의 진단

8. Lerman BB, Stein KM, Markowitz SM, Mittal S, Slotwiner DJ.

과 치료에 대한 개념을 친숙하게 가지고 있어야하며, 적절한 환자

Ventricular arrhythmias in normal hearts. Cardiol Clin. 2000 18:

평가와 상황 판단으로 이러한 부정맥 증례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265-91. , vii.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9. Iwai S, Lerman BB. Management of ventricular tachycardia in
patients with clinically normal hearts. Curr Cardiol Re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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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confusional migraine (ACM) is a rare type of migraine variant. It is primary
seen in adolescent with migraine history. The specific symptom is an acute confusional mental change after acute onset headache. Symptoms include decreased alertness, disorientation, speech disturbance, agitation, difficulty in recognizing family
and familiar locations, and amnesia. Patients mainly visit to emergency department
due to acute mental problems. But there are no specific findings in neuroradiologic
examinations and laboratory tests in ACM patients. And ACM is not widely known
disease to physicians. So it takes long time to exclude other disorders and dysfunctions until to reach the diagnosis. Patient’s history of migraine, family history, and
spontaneous relief of symptoms after deep sleep without medication can be helpful
in diagnosis. We experienced a rare case of ACM of 13-year-old male patient, therefore we report the case with literature review.
Keywords: Acute confusional migraine, Confusion, Migraine Disorders

Introduction
급성 혼동편두통(acute confusional migraine, ACM)은 편두통 이후에 나타나는 갑
작스러운 혼동, 초조, 불안, 지남력 상실, 구음장애, 기억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
환이다[1-4]. 급성 혼동편두통은 드문 질환으로 주로 편두통 과거력이 있는 소아나 청
소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아에서 더 흔하다[5]. 특별한 치료 없이
도 대부분 수 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자연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며, 깊은 수면 후에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6].
급성 혼동편두통은 아직까지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으며, 배제진단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의식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척수염, 경련, 약물, 두부외상, 뇌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종양 등을 감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검사가 시행되고, 진단이 늦
어지는 경향이 있다[7,8].
급성 혼동편두통은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가 적고 국내에는 거의 보고 사례가 드물
다. 저자들은 기억장애와 지남력 상실을 보인 급성 혼동편두통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2020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ase Report
13세 남자가 당일 오전 발생한 심한 두통, 구토, 안절부절못함을 주소로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환자는 오전에 정상 등교하였으며, 내원 3시간전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
소하며 울음을 보였고 학교 보건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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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당시의 활력 징후는 혈압 130/90 mmHg, 체온 36.2℃, 맥

회복하면서 이름, 학교, 학년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의식은 뚜렷하

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분이었으며 혈당치는 110 mg/dL이었
다. 의식은 명료 하였으나 본인의 이름, 학교, 학년을 묻는 질문에

였고, 두통도 Wong-Baker 통증척도 3점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
였다.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학교 이름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였

입원 2일째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 및 자기공명 혈관 조영

을 때, “오늘 아침에는 머리가 안 아팠는데 수업 듣는 중에 갑자기

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었고, 뇌파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름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였
을 때 환자는 “내 이름이 뭐냐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않았다. 뇌척수액검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입원 3일째
환자는 두통 없이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퇴원 시 편두통 치료

요.”라고 대답하였다. 간단한 질문을 반복하여도 엉뚱한 대답을 하

목적으로 acetaminophen, dichloralphenazole, isometheptene mu-

거나 횡설수설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cate 복합제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전두엽 부위의 두통과 구역감을 호소하였으며, 두통 강

이후 외래 추적관찰에서 환자는 편두통 예방약으로 amitriptyline

도는 Wong-Baker 통증척도에서 9점으로 높았다. 뇌신경검사 상
시력장애나 시야 결손은 없었고, 동공 크기와 동공 반사도 정상이

투여를 지속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월 1~2회 정도의 가벼운 두통이
있었으나, 혼동 증상의 재발은 없었다.

었다. 안면 감각의 이상은 없었고, 팔다리의 감각 이상도 없었다.
근력은 상하지 양측 모두 MRC grade V로 정상이었다. 심부건반사
는 상하지 모두 정상이었으며, 병적 반사는 없었다. 경부 강직은 없
었으며, Kernig 징후와 Brudzinski 징후는 모두 음성이었다. 두부
외상의 병력 및 흔적도 없었다.

Discussion
편두통에 동반되는 혼동 및 의식장애 증상은 Gascon과 Barlow
가 1970년에 최초로 4명의 아동에서 발생 사례를 보고하였고[9],

고 하였다. 환자는 과거력 상 평소 월 1-2회 정도의 두통이 있었으

1978년 Ehyai와 Fenichel이 급성 혼동편두통으로 명명하였다[10].
급성 혼동편두통은 이형편두통(migraine variant)의 한 종류로 추정
되는 질환으로[11], 주요 증상은 편두통에 동반되거나 뒤따르는 급

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4개월 전

성 혼동, 초조, 지남력 상실이며, 구음장애, 기억장애, 운동 이상,

에는 평소보다 심한 두통이 있었으며,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별다

감각 이상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1-4]. 환자는 평소 친숙한 장소를

른 효과는 없었고 다음날 호전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일 수

통 이외의 증상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환자가 최근 스트

있고, 회복된 후 혼동이 발생한 기간에 대한 일시적인 기억상실이

레스는 많이 받은 편이라고 하였고, 가족력 상 환자의 어머니가 편

있을 수 있다[5].

환자는 약물 복용력이 없었고, 최근에 감기를 앓았거나 감염 증
상을 보인 적도 없으며, 수개월간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하였다

두통을 앓고 있었다.

급성 혼동편두통의 유병률은 소아 편두통 인구의 0.45-7.8%에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1 ,300 /μL (호중구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1]. 1970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급성

41.9%, 림프구 48.2%), 혈색소 15.4 g/dL, 혈소판 355,000/μL으로
정상소견을 보였다. C반응성 단백질은 0.12 mg/dL, 적혈구침강속
도는 14 mm/hr로 모두 정상 수치를 보였고 감염의 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생화학검사 상 총 단백 7.8 g/dL, 알부민 5.0 g/dL, 아스파
르테이트 아미노전달효소 30 IU/L, 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 17
IU/L, 혈액요소질소 17.4 mg/dL, 크레아티닌 0.67 mg/dL으로 모
두 정상 범위였고, 전해질검사도 Na+ 140 mEq/L, K+ 3.7 mEq/L,
Cl- 102 mEq/L으로 정상이었다. 소변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혼동편두통 환자 120명을 검토한 연구에서 120명의 환자 중 75%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고,

혼동 상태의 지속시간은 15분에서 72시간까지 다양하나 대부분

심전도는 정상동리듬으로 이상 소견이 없었다. 뇌자기공명영상검

24시간 이내에 호전되었다[6]. 혼동 증상의 말미에는 환자들이 졸
려 하거나 잠이 드는 경향이 있었다. 16%의 환자는 특별한 치료없
이 깊은 수면(NREM stage 3,4) 후 깨어나면서 혼동 증상이 소실되
고 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돌아왔다[5]. 종단연구의 부족으로 장기
예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5], 일부 연구에서는
25%의 환자에서 재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

사는 환자가 초조, 흥분된 모습으로 협조가 어려워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
뇌척수액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최근 감염력이나 발열
이 없으며, 검사실 소견 상 감염을 시사하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수막자극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뇌수막염의 임상적 가능성은 낮다
고 판단되었다. 또한 협조가 어려워 검사 실시의 위험성이 높았다.

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남성(57%)이 조금 더 많았다[5].
여러 연구에 걸쳐 성인보다 미성년자에서 더 발생률이 높다는 일치
된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7].
환자의 54%에서 편두통 과거력이 있었으며 편두통 가족력은

62%의 환자에서 발견되었다. 27%의 환자는 두부외상 과거력이 있
었으며, 두부외상에 의한 이차성 급성 혼동편두통의 가능성도 주장
되었다[5].

급성 혼동편두통은 특별한 진단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 diclofenac을 정맥 투여

갑작스러운 혼동과 의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배

하였고, 내원 6시간 후부터 두통은 Wong-Baker 통증척도 6점으로
다소 호전되는 양상이었다. 환자는 입원하여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

제되어야 진단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두통에 뒤따르는 갑

으며, 입원 다음날 깊은 수면을 취하고 깨어난 이후에는 지남력을

련해 뇌척수염, 경련, 약물, 두부외상, 저혈당, 뇌혈관 질환, 대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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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종양 등이 우선 감별 되어야 한다. 응급실에서 원인을 감별하

통해 적절한 진단 기준이 마련되고, 조기진단이 가능해진다면, 급

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시행되나 뚜렷한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성 혼동편두통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성 혼동편두통이 잘 알려진 질환이 아니므로 진단이 지연되거나
과소 진단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급성 혼동편
두통은 응급실에서 진단되지 않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된 다음에

Summary

야 진단되는 사례가 많았다[7]. 편두통 과거력과 편두통 가족력은

소아나 청소년에서 편두통 증상 이후에 갑작스러운 혼동과 초조,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치료없이 숙면을 취한 후

구음장애, 기억장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 편두통

에 자발적으로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도 급성 혼동편두통의 가능성

과거력이나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원인 질환을 배

이 있다.

제할 수 있는 경우 급성 혼동편두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자들은

급성 혼동편두통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편

편두통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급성 혼동편두

두통 조짐(aura)의 병태생리 가설인 대뇌겉질 확산성 억제(cortical

통 1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spreading depression, CSD)가 급성 혼동편두통의 발생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2,12]. 스트레스, 외상 등의 유발 원인에
의해 대뇌겉질의 국소영역에서 CSD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대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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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르는 수축, 저관류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시각 조짐, 감각 조
짐 또는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이 일시적이고 완전 가역적(fully re-

versible)으로 발생할 수 있다. CSD가 측두엽의 기저부(temporo-basal region)나 중뇌(midbrain) 부위로 확산될 경우 급성 혼동편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지만 증거는 제한적이다[2].
대부분의 환자에서 혈액검사 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뇌척수액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뇌파검사에서
는 일부 급성 혼동편두통 환자에서 광범위 서파 또는 전두엽, 후두
엽에 국한된 서파 소견을 보였으며, 증상 호전 후 뇌파는 정상화되
었다[2]. 본 증례에서 내원 첫날에는 환자가 협조가 되지 않아 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으며, 증상이 호전된 입원 2일째 뇌파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뇌혈관조영술(MR angiography)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후대뇌동
맥의 가역적인 혈관 수축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으며[13], 증상 시
시행한 단일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술(SPECT)에서 측두엽과 좌
측 뇌들보팽대(splenium of the corpus callosum)에서 저관류가 확
인된 사례도 있었다[14].
급성 혼동편두통에 대한 정립된 표준 치료는 없다. 급성 혼동편
두통을 치료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통제나 편두통 치료약을 사용하
여 치료하였으며, 특별한 치료없이 자발 회복된 사례도 많았다. 편
두통 치료 및 예방약으로 triptan, sodium valproate, propranolol 등
이 효과가 있었으며[13,15,16], 응급실에서 증상이 심한 경우 val-

proic acid 정맥 주사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13,17]. Topiramate, valproic acid, propranolol 등의 예방적 사용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5]. 본 증례에서는 응급실에서
diclofenac 정맥 투여를 통해 두통 증상의 완화가 가능하였으므로,
valproic acid는 투여하지 않았다.
급성 혼동편두통은 편두통 진단 분류인 국제두통질환분류 제3판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3, ICHD-3)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상의들에게 잘 알려진 질환이 아니므로
과소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 급성 혼동편두통에 대한 추가 연구를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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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uronium Induced Masseter Muscle
Rigidity during Intubation in Patients with
Dental Surgery
Moon Sik Jung, Hyunho Lee, Hochang Kim, Soon Eun Park, Jimi Oh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Ulsan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Ulsan, Korea

Masseter muscle rigidity (MMR), known as the ‘jaw of steel’, sometimes makes laryngoscope unusable due to the stiffness of the jaw. MMR during general anesthesia
was previously considered as an early episode of malignant hyperthermia (MH).
Generally, MMR occurs in the pediatric patients after induction with succinylcholine and volatile agents. However, MMR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of 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is uncommon, although described in some reports. We report a case of 62-year-old male patient which developed MMR following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during induction of anesthesia. Our patient was
not found to be vulnerable to MH. Although fiberoptic nasotracheal intubation had
been successfully performed in our case, an unanticipated difficult airway due to
MMR can be experienced at any time. Therefore, we should be aware that, although
rare, MMR can occur after using 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 Additionally, in
case of any incident of MMR, anesthesiologists need to recognize the management
of a difficult airway and to maintain adequate oxygenation in a variety of methods
according to a difficult airway algorithm.
Keywords: Anesthesia, Masseter muscle rigidity, Rocuronium

Introduction
전신마취 유도 시 저작근 강직(masseter muscle rigidity)은 succinylcholine과 같은
탈분극성 근이완제나 흡입마취제 사용 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환자 중 절
반 이상에서 악성 고열증의 소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저작근 강직은 대
개 30초 이상 지속되며 기관 삽관이 불가능 할 정도로 입이 열리지 않는 경우를 주로
2020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말하는데 이는 저작근 내의 근육세포 내 수축 시스템의 자극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져 있다 [1]. 하지만 수술 환자에 있어서 전신마취 유도 동안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http://www.e-kmj.org

rocuronium에 의한 저작근 강직은 현재까지 거의 보고된 바가 없으며 기전도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본 증례에서 저자는 rocuronium에 의한 저작근 강직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어려운 기도 관 리 경험을 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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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후 확인한 가족력에서도 악성 고열증 등과 같은 특이한 사항은 없
었다.

환자는 62세의 남성(신장 173 cm, 체중 63 kg)으로 우측 하악골
의 편평상피암을 진단받고 우측 하악골 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본
원 치과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2018년 우측 하악골의 편평상피암

Discussion

을 진단받기 이전 특이 병력 없던 자로, 환자의 과거력 및 가족력상

저작근 강직의 정의는 상당히 주관적이나, 통상적으로 저작근의

전신마취와 관련된 특이 소견은 없었다. 수술 전 시행한 심전도, 흉

지속된 수축으로 기관 삽관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입이 열리

부 방사선, 혈액검사 모두 특이 소견은 없었다. 마취 전 시행한 기

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신마취 유도 동안 비탈분극성 근이완

도 평가시 Mallampati 분류법 class II에 해당되었으며, 갑상연골과

제 사용으로 인한 저작근 강직은 일반적으로 잘 발생하지는 않는

턱끝거리(thyromental distance) 는 약 7 cm, 또한 경추운동 범위에

다. 흔히 저작근 강직의 경우 탈분극성 근이완제나 악성 고열증의

장애는 없었으며 개구길이(mouth opening)는 5 cm 이상이었다. 상

증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이전 문헌에서도 저작근 강직의 절반

기도 병변이나 해부학적인 이상이 없는 환자로 고난도 기도를 예측

정도는 악성 고열증의 소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 탈분극성

할 수 있는 어떠한 특이 증상이나 병력은 없었다. 전신마취에 대한

근이완제인 succinylcholine이 저작근 강직을 발생시키는 기전에 대

동의 후 환자는 수술실로 입실하였다. 환자가 수술실에 입실한 후

해서는 저작근 내 근육세포의 수축 시스템(intramyocellular con-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bispectral index score를

tractile system) 자극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졌고[1], 또 다른 문헌
에서는 저작근 강직이 성인의 근육세포 내 sodium channel의
α-subunit gene mutation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밝히기도 했다
[3]. 한편으로는 succinylcholine에 의해 유발된 저작근 강직 자체가

적용하여 전신 상태를 감시하였으며 입실 후 측정한 혈압은

130/78 mmHg, 맥박수는 76회/분이었고 산소포화도, 심전도 또한
정상이었다. 마취 유도 전 100% 산소로 전산소화(preoxygenation)
를 실시 후 마취 유도를 위해 lidocaine 60 mg, propofol 120 mg을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저작근의 정상적인 약리학적 반응이라는

투여하였고 적절한 진정상태와 함께 자가호흡이 없어지자 안면마

견해도 있다[4]. 이처럼 succinylcholine에 의해 생긴 저작근 강직은

스크 환기를 시행해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후

많이 알려진 반면 본 증례와 같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투여 후에

sevoflurane (5 vol%)과 함께 rocuronium 40 mg을 투여하였다. 안

발생한 저작근강직의 경우는 몇몇 문헌에서 보고는 이루어졌지만

면마스크를 통한 용수환기를 시행하였으나 저작근의 이완이 충분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 rocuronium 10 mg을 추가로 정주하였

마취 유도 과정에서 저작근 강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악성 고

다. 이후에도 저작근의 강직이 지속적으로 느껴져, four-handed

열증을 우선 의심하게 된다. 악성 고열증의 공통적인 초기 징후들

technique (pressure controlled ventilation mode, 기계환기사용)을

로는 저작근 강직뿐만 아니라 고탄산혈증, 빈맥, 체온 상승 등이 있

시행하였고, 어려운 기도 관리 사항임을 인식해 다른 마취과 의사

다. 악성 고열증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대사질환으로, 저작근 강

를 호출하였다. 다행히 일회호흡량 100-150 ml로 안면마스크 환기

직 증례들의 약 10%에서 악성 고열증이 나타나며 만약 전신성 강

는 가능하였다. 곧바로 기관 삽관을 시도하기 위해 입을 벌리려고

직이 동반된다면 악성 고열증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

했으나 입이 거의 벌어지지 않아 후두경 진입이 불가능하였다. 적

다[5]. 본 증례에서 환자는 저작근 강직 외의 다른 근육에서의 강직

은 일회호흡량이지만 안면마스크 환기는 가능하여 우리는 맥박산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수술 중 호기 말 이산화탄소나 체온,

소포화도를 유지하면서 굴곡기관지경을 이용해 비강을 통한 기관

심박수 등 악성 고열증을 시사하는 소견들의 급격한 증가는 발견되

삽관을 시행하였다. 당시 환자의 고막체온은 정상 범위였으며 cap-

지 않았고, 응급으로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에서 역시 전해질의

nography에서 호기말 이산화탄소의 증가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악성 고열증을 완전히

며, 또한 저작근 강직 외의 흉곽이나 사지 등 다른 근육의 강직은

배제할 수는 없다 판단하고 마취 시 사용한 sevoflurane을 급히 중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악성 고열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단하고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을 이용해 전정맥마취를 진행하였

evoflurane은 저작근의 강직 후 즉각 중단하였다. 저작근 강직 외의

다. 일반적으로 모든 흡입 마취제가 악성 고열증을 유발할 수 있지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아 수술과 의사와 상의하여 프로포폴과 레미

만, 흡입 마취제 단독으로 저작근 강직이 유발된다는 보고는 아직

펜타닐을 이용한 전정맥마취를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

까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의한 저작근

였다. 수술 종료 후 저작근 강직의 경우 bridion 200 mg으로 완화

강직의 경우는 7 case 정도만이 증례보고 형식으로 알려졌으며, 현

되었고 마취 종료 후 환자가 구두명령에 반응하며 자발호흡이 돌아

재까지 정확한 발생 빈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다.

온 것을 확인하고 기관튜브를 제거하였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1시

과거의 증례들에서는 동일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반복하여 사

간 동안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이상 소견 없이 병동으로 이송되었

용하였을 때 저작근 강직이 다시 나타나거나, 다른 종류의 비탈분

다. 수술 후 시행한 혈청 creatinine kinase도 정상 범위였다. 수술

극성 근이완제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저작근 강직이 다시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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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었다. Pancuronium에 의해 저작근 강직이 발생한 증례에서

관리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려면 정확한

는 pancuronium에 반복되어 노출되었을 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

상황파악과 함께 고난도 기도 관리의 알고리즘에 대해 익숙해져야

고[6], vecuronium 투여 후 저작근 강직이 발생하여 수술이 취소된

할 것이다. 본 증례와 같이 저작근 강직으로 인한 고난도 기도 관리

환자에게 mivacurium을 투여했을 때 저작근 강직이 반복하여 나타

시, 초기에 후두경을 통한 기관 삽관이 실패했을 때, 입이 조금이라

난 증례도 있었다[7]. 최근에는 심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

도 벌어진다면 우선 성문상 기도유지기 삽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에서 기관 삽관 시 rocuronium에 의한 저작근 강직이 보고되기

입이 전혀 벌어지지 않아 기관 삽관이나 성문상 기도유지기 삽입

도 하였다[8].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rocuronium에 의한 저작근 강

모두 실패한다면 환자를 깨우는 것이 추천되며, 환자를 깨운 후 수

직 사례는 본 보고가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 소개된 사례이다. 본 증

술의 긴급성, 마취과 의사의 기량 및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례의 경우는 치과 수술로서 근이완이 충분히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면마스크 환기 조차 불가

서 rocuronium을 마취 유도 시 단회투여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능한 ‘can’t intubate can’t oxygenation’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윤

전 증례에서와 같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로 인한 저작근 강직의 경

상갑상막절개술(cricothyroidotomy)를 시도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 반복적으로 노출 시 저작근 강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

본 증례에서는 비탈분극성 신경근차단제인 rocuronium의 주입 후

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문제점에 대해 문서화하여 남기

갑작스러운 저작근 강직이 발생하였으나 성공적으로 기도 관리한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의나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도 본 사실

사례를 보고하였다. 마취 유도 중 저작근 강직 발생시 우리는 치명

을 알려서 향후 환자 관리방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속한

적인 대사질환인 악성 고열증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정보를 제공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며, rocuronium 주입 후 발생하는 저작근 강직 빈도는 매우 낮은

물론, 마취 유도 시 생기는 개구장애에 대해 단순히 저작근 강직

것으로 보이나, 저작근 강직의 잠재적인 발생 위험은 분명히 존재

만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턱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신마취 중 비탈분극성

dysfunction)의 경우도 상당히 저작근 강직과 유사하다. 이 경우 즉

근이완제로 인한 저작근 강직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을 보였던 환자

시 저작근 강직과 감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근이완제 투

는 이후 수술을 위해 다시 마취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근 강

여와 교합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fentanyl이나 remifent-

직의 적절한 원인 감별을 통한 진단 및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

anil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jaw rigidity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

하다. 본 증례와 같이 rocuronium이 저작근 강직의 원인으로 의심

다. 이 경우 저작근 강직뿐만 아니라 흉벽 강직도 동반되므로 감별

되는 경우, 가급적 동일 약제의 투여는 물론 다른 비탈분극성 근이

후 naloxone과 같은 약제로 충분히 치료해야 할 것이다[9].

완제와 탈분극성 근이완제 투여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전 증례들에서와 같이 본 증례의 경우도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환자에 있어서 숙련된 마취과의사는 마취 유도 시 근이완제의 사용

로 인한 저작근 강직이 단독으로 나타났을 뿐 전신 강직이 진행되

없이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각성하기관내 삽관을 시행 하거나

거나 악성 고열증으로 진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작근 강직으로

흡입성 마취제를 이용해 후두기도마스크(laryngeal mask airway)을

인한 개구 장애는 마취 유도 과정 시 예기치 못한 기도 관리의 어려

이용한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근이완제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마

움을 줄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 예기치 못한 어려운 기도 관리 상

취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황이 되었으나 숙련된 마취과 의사로 굴곡기관지경을 이용해 기도

결론적으로, 마취 유도 중 기도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지 항상

삽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굴곡기관지경을 통한 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취과 의사는 항상 경각

도 삽관의 성공률은 높지 않다. 일차적으로 저작근 강직이 발생되

심을 갖고 기도 관리 가이드라인의 각각의 알고리즘을 충분히 습

었을 시 원인 감별과 함께 마취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

득하여 어려운 기도 관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의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저작근 강직시 입을 벌릴 수 있는 정도

야 한다.

는 후두경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서 아예 입을 벌릴 수 없
는 정도까지 다양하다. 본 증례에서는 약간의 입은 벌어져서 안면
마스크를 통한 용수환기가 가능하였지만 환자의 예기치 못한 개구
장애는 용수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 이런 ‘the

anesthetists’ nightmare’가[10] 발생한다면 마취과 의사는 alternate
difficult airway management techniques을 바로 준비해야 한다. 대
한마취과학회에서는 2008년에 고난도 기도 관리 진료 지침을 발표
하였고 대한기도관리학회에서 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에 소
개된 고난도 기도 관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2015년에 다시 개정
하였다[11]. 본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예상치 못한 고난도 기도
http://www.e-km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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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의대학술지(KMJ)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공식 간행물로 영

최초로 투고한 후 저자 자격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저자의 추가

어 초록과 함께 한글 혹은 영어로 발행되는 학술지이며 약칭은

나 삭제, 순서 변경 등)은 반드시 공문으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

Keimyung Med J 입니다. KMJ는 의료정보학과 의과학에 관한 최신

여야 하며, 모든 저자의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에 기여하고 인류 건강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상연구, 기초의학 및 간호학을

●

KMJ는 1982년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
2회에 걸쳐 발행되고 있으며,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http://www.
e-kmj.org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MJ에 제출 된 모든 원고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http://www.icmje.org)’을 따라야 한다. 학술지에 게
재 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KMJ 측에 있으며, 저작권의 양도에
모든 저자가 승인해야 한다.

교신저자 및 제1저자: 한 원고에 대해 한명의 교신저자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MJ는 제1저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신저자와 동등한 기여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승인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한다.
●

게재 후 저자 수정: KMJ는 편집 상의 명백한 실수가 아닌 이
상 게재 후에는 저자를 수정하지 않는다.

2. 중복게재 및 표절
중복 출판물은 원본 출처의 귀속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
물이 2회 이상 발행(발행 또는 출판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전에 다른 출판물로 출간된 원고는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
다. 또한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는 본 학술

원고 종류와 언어

지에 중복하여 투고할 수 없으며, 다른 학술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일단 채택된 후에는

KMJ에 투고하는 원고는 창의적이어야 하며, 질병의 치료와 예방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원고의 어떠한 부분도 다른 학술지에

을 포함한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및 의용기술, 의학교육의 발전에

중복하여 게재 할 수 없다. 만약 KMJ에 게재된 원고가 다른 학
술지에 중복으로 게재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원고는 게재를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의 형태는 원저, 증례보고, 종설(최근
투고 중인 원고는 다른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심

철회함과 동시에 KMJ는 해당 저자가 중복 게재한 사실을 공개
한다. 이러한 사실은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저

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투고되지 않아야 한

자에게는 추가적인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다. 심사 과정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저자(들)는 계명의대학술지 편

원고의 표절에 대한 점검은 심사 전에 Ithenticate (https://app.

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원고에 기술되는 언어는 특별한

ithenticate.com/)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이슈, 새로운 정보, 심층검토, 임상실험), 독자의견 등이 포함된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혼용 없이 작성하여야 한
다. 그러나 모든 원고의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에

3. 이차출판

기술되는 학술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에 발행한 의학용어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원고를 KMJ에서 이차로 출판하고자 하는

집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최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우에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위원
회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차 출판을 허용하며, 이 경

연구출판윤리

우에는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의 일반적인 사항에
1. 저자 자격

따른다.

저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1) 원고를 구
성하는 개념과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상당한

4. 이해관계 명시

기여를 했는지, 2) 원고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또는 학문적으로

교신저자는 잠재적으로 저자의 자료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의 수정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3) 원본의 게

이해상충 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편집위원회

재에 관한 최종 승인권을 가졌는지, 4) 원고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

에 알려야 한다. 예로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금전적 지원이나 그

하겠다고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교신저자는 원고를

로 관련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연구비 수혜 내용은 표지

기업과의 관계, 이익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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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기하고, 연구와 관련된 투자, 자문료, 주식 등 이해관계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며, 다음 단계로 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

있는 모든 사항은 본문 말미의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나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편집위원회에 의해 선정

5. 인간 및 동물 연구에 대한 규칙 및 규정
인간과 관련이 있는 연구에서는 1964년 채택된 헬싱키선언의 윤
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된 익명의 심사위원 2명이 원고를 교차검증 한다. 교차검증에서
는 저자의 이름과 소속기관을 제거하고 심사하는 더블 블라인드
(이중맹검) 방식을 사용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보낸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원고의 일차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을 포함한 설명 자료에는 환자의 이름,

적으로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 여부를 접수 후 3주 내에 일차

의 이니셜, 및 병원 식별번호를 등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

적으로 결정하며, 이후 즉시 교신저자에게 원고의 심의 결과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 경우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

심사 의견서를 전자메일로 전달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심사 의

련된 규정 또는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견서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항목별로 표시하여

Animals’를 준수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여
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가 수정되지 않은 채 다시

6. 연구 및 게재 부정행위 해결을 위한 절차

제출되거나 또는 수정된 원고가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도착하

중복게재, 표절, 허위 자료, 수치 조작, 저자 변경, 이해상충 미공

지 않으면 저자가 자의로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개, 투고된 원고에 대한 윤리적 문제, 심사위원이에 의한 저자의

수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회에 연락

아이디어나 자료 차용, 편집위원에 대한 항의 등 연구나 게재의

해야 한다.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의 결과는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절차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publicatio-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에 한 유형으로 통지한다.

nethics.org/resources/flowcharts)’가 제공하는 업무절차 단계를
따른다.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한다.

7.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책임
KMJ 편집위원회는 출판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저작권, 라이선스, 데이터 공유
1. 저작권

하며, 논문 철회에 관한 지침 준수, 학술 자료의 완전성 유지,

모든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은 KMJ가 소유한다. 교신저자는 원
고를 투고할 때 모든 저자가 서명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전자투

학문이나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이해상충방지, 필요한

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경우 수정이나 해명, 철회, 사과문 게재 조치, 그리고 모든 표절

저작권 양도에는 재출판, 번역, 사진 복제, 마이크로 폼, 전자형식

이나 허위 자료를 제거하고 규탄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

(오프라인, 온라인)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복제물을 포함하여

력한다.

원고를 재생성 및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포함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가 합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채택할 수 있으며, 원고에 오류가 발

2. 라이선스
KMJ는 적절히 인용되는 전제 하에 모든 매체를 통해 원래 저작

견되면 수정이나 철회를 공시 하며,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

물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배포, 재생산하는 것을 무제

하는 등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적으로 허용하는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이 때 원고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없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원고

투고 및 검증 절차

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의 조건에 따라 배포되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이다. KMJ
에 게재된 모든 표나 그림을 학문적, 교육적 목적으로 다른 학술

1. 투고

지, 책, 매체에 사용하는 경우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모든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e-kmj.org/)을 통

(BOAI)”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의에 따라 따로 허가를 받지 않

해 투고되어야 한다. 원고를 투고한다는 것은 해당 원고가 이전

아도 된다.

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를 위한 심사가 진
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가 일단 채택되면
저자는 해당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다른 언어로 변환
하여 다른 출판물에 게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2 검증 절차
KMJ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원고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
다. 먼저 원고가 양식을 갖추었는지, 본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ii

3. 데이터 공유
KMJ는 윤리,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제한되
는 경우가 아닌 이상 ICMJE Recommendations for data sharing
statement policy에 따른 데이터 공유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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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성의 세부사항
1. 원고 작성
1)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지 않는다. 초록은 한글이
나 영문 원고 모두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2) 원고는 A4용지에 상하좌우 2.5cm 여백을 두고 MS Word로
작성하고, 본문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200으로 기술
한다.

3)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 본문(서론, 방법, 결과, 고찰, 요약),
참고문헌, 표 및 그림 설명, 표, 그림 등의 순서로 작성하며,
각 부분은 새 쪽으로 시작한다.

4) 학술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에 발행한 의학용어집을

기술하고, 본문의 용량은 5쪽 내외로 한다.

5.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것이어야 하며 본문에 인용된 순으
로 영문으로 기술한다.

2) 저자명의 기술방법은 먼저 성을 기술한 뒤에 이름은 약어로만
표기한다.

3) 저자의 수가 6명 이하일 경우 모든 저자명을 기재한다. 저자가 6
명을 넘으면 6명까지는 저자명을 기술한 다음 ‘et al.’로 나머지
저자명을 대체한다.

4)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5) 본문에서 참고문헌은의 표기는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대괄호
속에 붙이며, 번호는 저자 의 성 뒤에 기재하여야 하고 저자의 성

기준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

이 없는 경우는 문장의 마침표나 쉼표 앞에 기재한다.

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번역어를 처음 사용할 때 번역어 다음

저자가 2명 이하일 때는 모든 저자의 성을 다 쓰며, 3명 이상일

에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 다음 이 후 사용 시에는 번역어

때에는 첫 저자의 성 다음에 ‘et al.’을 붙인다.

만 기술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학술용어, 고유명사, 지
명, 인명,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로 직접 표기할 수도 있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참고문헌 기술방법은 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5) 약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전체 용
어를 표기한 다음에 괄호 안에 약자를 기입한다. 이후에는 약

참고문헌 기술방법은 다음의 예시에 준한다.

자만 사용한다.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모든 단위
는 국제표준(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지
1)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 저자명, 소속 등을 명시한다(한
글논문인 경우 영문도 표기). 소속이 각기 다른 저자가 포함
된 경우에는 주 연구기관을 먼저 기록한 다음, 나머지 기관은
해당하는 저자명과 일치시켜 저자명과 소속기관에 각각 같은
어깨번호를 표기하되 저자명의 순으로 번호를 붙인다.

2) 제목은 원고의 취지와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한글
제목은 40자, 영문 제목은 2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영문
단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한다.

3) 표지 하단에는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
하고, 연구비 수혜나 학술대회 발표 등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3. 영문초록
1) 영문초록은 문단의 구분이 없이 기술하며 250 단어를 넘지 않
아야 한다.

2) 중심단어(Key Words)는 초록 하단에 최대 5개까지 영문으로
제시한다. 중심단어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이 제공하는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를 참조한다.
4. 본문
1) 원저는 서론, 재료 및 방법(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 이해관계의 순으로 기술한다.

2) 증례보고는 서론, 증례, 고찰, 감사의 글, 이해관계의 순으로

Journal Article
1. Skinnider BF, Amin MB. An immunohistochemical approach to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renal tumors. Semin
Diagn Pathol 2005;22:51-68.
2. Walsh TJ, Anaissie EJ, Denning DW, Herbrecht R, Kontoyiannis DP, Marr KA, et al. Treatment of aspergillosi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Clin Infect Dis 2008;46:327-60.
3. Xin H, Liu D, Songyang Z. The telosome/shelterin complex
and its functions. Genome Biol. 2008;9. DOI: 10.1186/gb2008-9-9-232.

Book
4. Rosai J, Ackerman LV. Rosai and Ackerman’s Surgical Pathology. 9th ed. Edinburgh, New York: Mosby; 2004.

Book Section
5. Zipfel GJ, Day AL. Surgical treatment of intracavernous and
paraclinoid internal carotid artery aneurysm. In: Winn HR,
editor.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5th ed. Philadelphia:
W.B.Saunders; 2004. p.1895-913.

Web Page:
6. National Cancer Institute. The Cancer Genome Atlas Program.
[cited 2020 Mar 16]. Available from: https://www.cancer.
gov/about-nci/organization/c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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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Tables)
1) 표는 본문에서 기술되는 것만 순서대로 배열하고 아라비아 숫자
를 매긴다.

2) 표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제목과 가로축 및 세로축의 범례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한다.

3) 표의 제목은 표의 왼쪽 상단에 절이나 구의 형태로 표기한다.
4) 표는 구획은 세로 줄의 가로 실선만 사용하여 나타내며 수직선
은 긋지 않는다.

2) 그림은 선명해야 하며, 크기는 15 x 20cm 이하, 용량 크기는
5MB 이하, 해상도는 300 dpi이상을 권장하며, ppt, jpg, tif 파
일로 접수한다.

3)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A, B, C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4) 본문에서 특정 그림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Fig. 1’과 같이 표
기한다.

5) 도화(line drawing)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한다. 다른 논문

5) 본문에서 특정 표를 지칭할 때 ‘Table 1’과 같이 표기한다.

의 그림을 인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6) 표에 약자를 사용할 때는 표의 하단에 약자를 풀어서 설명한다.

한다.

8. 그림 및 사진(Figures)
1) 그림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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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본 투고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Author’s checklist
□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서 제출(투고)되지 않았다.
□ 원고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다.
□ 원고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 원고의 규격은 A4 용지에 위아래 및 좌우 각각 2.5cm 여백을 두었고, 텍스트는 10포인트, 줄 간격 200으로 작성하였다.
□ 원고는 표지, 제목,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그림설명, 표, 그림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각 부분은 새로운 쪽으로 시작하였다.
□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 영문초록은 문단 구분 없이 작성하였고,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았다.
□ 중심단어는 최대 5개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영문초록 하단에 제시하였다.
□ 본문은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은 모두 본문에 인용되어 있고,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 참고문헌 표기방법이 투고규정과 일치한다.
□ 표와 그림에서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일관되게 표시하였다.
□ 표와 그림의 영문 제목에는 첫 단어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시작하였다.
□ 표 혹은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였고, 본문에서 동일한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중복해
서 제시하지 않았다.
□ 그림과 사진은 축소 인쇄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명료하다.
□ 모든 저자가 원고 제출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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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transfer agreement
논문제목:

라는 제목의 논문이 “계명의대학술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양도한다.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 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 논문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등의 권한을 소유
한다. 저자는 계명의대학술지 편집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면 타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발
표된 원 논문을 밝힌다.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한다.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타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보장하고 아래에 서명하는 바이다.
(6명 이상의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면에 서명해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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