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건강과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어디에서든 손쉽게 정보는 

구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올바른 의학정보를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 손안에 진료실’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정확한 의학정보를 받아 궁금증을 풀어보자.

최근 여성형 유방으로 고민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형 유방은 상태에 따

라 지방흡입 혹은 절제술로 교정할 수 있습니

다. 수술은 전신마취로 진행되며, 상태에 따라 

최대 1주 정도까지 입원합니다. 먼저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가

까운 신경과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졸중 가능성

을 의미하는 증상은 편측마비, 언어마비, 갑작

스런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증상들이 뇌졸중의 증상에 합당한지는 자세

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진을 통해 알 수가 있습

니다. 필요에 따라 뇌 영상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사를 거르셨다면, 수액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전해질 불균형 자체

가 구토를 더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

른 시일 안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과 치료

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구토로 인해 위식도염이 이미 생겨 있다면, 음

식을 먹는 것이 오히려 염증을 자극하여 구토

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

산 억제제를 처방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5년 전 전립선 암 수술 후 2년 째 남

성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데, 얇은 옷을 입고 외출하기가 부담

스러울 정도로 가슴이 커졌습니다.

최근 30초 동안 실신한 적 있으며,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겹쳐보이다 

괜찮아지곤 해서 뇌졸중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임신 7주차인 아내가 입덧이 심해 음

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먹어도 바로 

토하는데, 괜찮을까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성형외과 윤대영 교수 

문의 : 042-220-905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과 이택준 교수

문의 : 042-220-901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수미 교수

문의 : 042-220-9550

경피용 BCG는 피내용 BCG처럼 정확한 용

량을 주입했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

다. 접종 후 보통 4주가 지나면 구진의 끝이 

작은 농포로 되어 점점 가피로 진행하게 됩니

다. 접종 후 반응이 없어 보여 재접종을 할 수

도 있지만 접종력이 있으면 재접종은 보통 하

지 않습니다. 재접종을 원하신다면 결핵반응검

사 없이 피내용 BCG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좋

겠습니다.

발치 전 입원은 현재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치 후 감염이나 다른 문제

가 발생한다면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치과 외적인 문제로 입원 후 사랑니 발

치는 가능합니다. 우선 외래로 방문해 사랑니 

감염 여부를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확인 후 발

치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 및 매일 소독과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한다면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 합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일반적으로 1년 정

도 단위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찍어봅니다. 따라

서 현재 마지막 시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스텐트의 상태 및 잔여 병변

의 진행 정도를 보기 위해 한 번 더 관상동맥 조

영술을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이

상이 없다면 머리 부분을 검사해 보는 것이 좋겠

습니다.

경피용 BCG를 접종 후 6주가 지나

도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합검진 중 사랑니 발치와 스케일

링을 권유받았습니다. 입원하여 사

랑니 발치가 가능할까요? 

과거 스탠드 삽입 조형술을 받았는

데, 최근 운동을 하고 나면 목과 머

리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신명석 교수

문의 : 042-220-954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치과 김진 교수 

문의 : 042-220-903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박만원 교수

문의 : 042-22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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