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상담인력과 조사관(의료인), 심사관(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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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안내(서울)

며칠 후 C 종합병원 심장내과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며칠 전 이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흉통이 너무 심해 심장내과로
다시 왔습니다.

서대문

숭례문
명동역

아이고~
속이 너무
쓰려요~

서울스퀘어
남대문경찰서

서울힐튼호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전도상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남산순환로

서울시티타워 18층

검사를 해보죠.

4호선 서울역
10번 출구

후암삼거리

위장질환인 듯하니 소화가
잘 되도록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지난번 가정의학과로 왔을때
잘 진단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텐데
이거 의료사고 아니에요?

위치 안내(부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산역

연제초교
부산은행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시청
배산역
거제역

부산 1호선
시청역

국민연금공단빌딩 13층

양정역

양정초교

●

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6시)

●

방문상담을 하기 전 전화문의를 하시면 좀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며칠 후 C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1주일 후 B 의원
가슴과
양팔이 아파요.

잠시만요!!

위식도 역류인 것
같으니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속쓰림으로 다른 병원 두 군데나
치료를 받았는데 나아지지를 않네요..
이제는 가슴통증에 명치통증까지 와서
너무 괴롭습니다..

심장혈액검사는
조금 이상한데,
역류성 식도염
약제를
처방해드릴게요.

속쓰림으로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고, 가슴통증이 지속된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의학정보
흉부 압박감,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 어깨와 팔로 방사되는 통증은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증상입니다. 간혹 속쓰림, 상복부 통증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상담센터)
Tel. 1670-2545 Fax. 02-6210-0199 www.k-medi.or.kr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빌딩 13층 (연산동)
Tel. 051-910-7300~1 Fax. 051-910-7399 www.k-medi.or.kr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심장검사를 좀
봅시다.

있다면 심장질환 고위험군이므로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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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의료사고 현황

환자분은 심한 석회화가 동반된
협심증으로 치료를 위해
관상동맥조영술검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술보다 간단할 줄 알고한 건데...
출혈이 심하다고요? 이거 의료사고 아닌가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으니
안심하세요.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심장혈관질환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흉부 압박감,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거나 조이는 느낌, 어깨와 팔로

2012년 4월 ~ 2018년 9월까지 208건의 사건이

방사되는 통증은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해도

종료되었습니다. ‘처치’ 단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앞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혈관을 통하여 가는 관을
넣어 심장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거나,

99건이었으며, 그 중 관상동맥혈관 시술 관련 사고가
10건 중 5건 꼴로 발생하였습니다.

휴... 너무 겁이 나요~

아니~
간단하다 해서 시술했더니...
이건 분명 의료사고야~
책임지세요!

요즘 시술을 많이 하는
추세이지만 장단점이
있어서 사전에 설명해드린
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통증이 없거나 약으로 호전되지 않는 속쓰림, 소화불량,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
비전형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분 이상 가슴통증이 계속되고 땀이
나거나 호흡곤란이 있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여야
합니다.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혈관에 우회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의 의료행위 단계별 현황
(2012년 4월 ~ 2018년 9월 종료사건 기준, 단위: 건)

진단

검사

투약

처치

수술

기타*

심근경색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진단 의사에게

합계

본인의 현재 및 과거 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 등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정확한
25

12

9

99

59

4

208

시술
관상동맥혈관

관상동맥 이외 혈관

55

18

(55.5%)

(18.2%)

여기서 잠깐!
수술보다 간단한 중재적 시술도
위험성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로
해주세요,
선생님.

기타
(내과적 처치)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관상동맥중재시술 중

장단점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환자와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26
(26.3%)

전신질환 동반 여부, 심장기능저하, 관상동맥 협착 부위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치료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자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출혈이
생겼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의학정보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옮기게.

네?
출혈요?

중재적 시술의 시행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경우에 따라 오히려
수술보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각각의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과 발생가능한 합병증을 충분히 듣고
환자 본인이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검사, 치료, 추후관리 등 모든 의료 행위 단계마다 설명을 듣고,
들은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질문하여
치료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