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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후 등록데스크에 제출하시고, 참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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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번호:

소속:

[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은 반드시 정자로 기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The efficacy of preemptive surveillance with ultrasound after AVF creation. Is it not necessary?
1. What is the objective indication of preemptive intervention to prevent the dysfunction of hemodialysis
vascular access?

정답 :

5번

① Asymptomatic AV graft + Qa 900 mL/min
② Asymptomatic AV fistula + Qa 800mL/min
③ symptomatic AV graft + normal Doppler findings
④ asymptomatic AV fistula + Qa 400mL/min
⑤ symptomatic AV fistula + Qa 400mL/min
2. What is the abnormal surveillance finding of AV fistula?
① Ipsilateral arm swelling

② abnormal thrill

③ abnormal bruit

④ aspiration of clot

정답 :

5 번

⑤ Flow volume < 400 mL/min

▣ Post-operative follow-up with ultrasound after thermal or non-thermal ablation for varicose
vein. How and when?

3. 하지정맥류 수술 이후 1달 이내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시 확인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① 정맥내 혈류 여부

② 심부정맥혈전증 발생 여부

③ 정맥 직경의 감소 여부

④ 정맥의 압축성(compressibility) 여부

정답:

2번

⑤ 정맥 내막의 소실 여부
4. 2011 UIP consensus에서 제시한 하지정맥류 열치료(thermal ablation) 이후 밑둥정맥(remnant stump)의 이
상적 길이는?
① 3cm 이내

정답:

1번
② 5cm 이내

③ 7cm 이내

④ 10cm 이내

[ 뒷면 계속 ]

▣ The accuracy of contrast-enhanced ultrasound for the detection of endoleak after EVAR: Is it
more accurate than CT or color doppler?
5. EVAR시행후 발생하는 endoleak 진단에 있어 CT 보다 Contrast-enhanced ultrasound(CEUS)에서 더 높은 정
확도를 보이는 endoleak type은?
① Type I endoleak

6.

EVAR

시행후

정답 :

2번

② Type II endoleak

발생하는

Endoleak

ultrasound(CEUS)의 장점이 아닌 것은?

진단에

③ Type III endoleak

있어

정답 :

CT

에

비해

④ Type IV endoleak

Contrast-enhanced

4번

① 신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시행이 가능하다.
② Endoleak의 type 구분이 용이하다.
③ Radiation hazard가 없다.
④ Aortic wall calcification이 심한 경우에도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퀴즈 작성 후 등록데스크에 제출하시면 참가증을 나누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