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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칼럼

좋은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아야 좋다

은 줄 자신하였지만, 노년기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에 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사업은 의료분쟁을 해결

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자기수양과 자기성찰을 통하여

켜 생각해 보니 세상사 가치판단에 관한 인간의 능력은 유

하기 위한 감정 및 조정이다. 준사법적인 업무성격상 ‘공

노력하여 해내야 한다. 도(度)를 넘어서 치닫는 자들은 오

한하기 그지없다.

정’과 ‘신속’이라는 가치 실현을 모토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히려 자기가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법칙은 애초에 존재하지

당사자 쌍방을 완전히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임직원들이

‘만사여의(萬事如意)’는 새해인사에서 서로 축원할 때나

1)

도 않았고, 모든 것은 상반되는 힘이나 이익의 조화와 균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의 정신으로 매진하고

쓰는 이상향일 뿐이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한두 가지도

형을 통하여 변화하며 흘러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

있지만,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는 항상 바닥에서 쉽게 헤

마음먹은 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다. 생전에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가치관의 충돌과

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루게 해달라니, 조물주가 화를 낼 일이다. 그래서 중국

혼란이 계속되는 현재 국내외 상황을 보면, 수천년의 역사

송대의 유학자 소강절(邵康節, 邵雍)의 시구가 더욱 마음

를 통해 깨닫고 기록한 옛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도 그른 것

노자의 『도덕경』 제58장에는 ‘화로구나! 거기에는 복이 기

이 없고 인간의 삶이 지켜야 할 방식은 이미 동서양 고전

대어져 있다.(禍兮, 福之所依/ 화혜, 복지소의)’ ‘복이로

에 기록된 그대로여서 고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감

구나! 거기에는 화가 잠복하고 있다.(福兮, 禍之所福/ 복

‘맛있는 술 마시고 약간 취한 뒤

동을 준다.

혜, 화지소복)’ ‘누가 그 끝을 알 것인가.(孰知其極/ 숙지

(美酒飮敎微醉後/ 미주음교미취후)

기극)’ ‘세상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其無正/ 기무정)’

어여쁜 꽃 반쯤 피었을 때 보노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

라는 문구가 있다. ‘화복상의(禍福相依)’ 즉, 화와 복이 서

(好花看到半開時/ 호화간도반개시)’

이며, 가장 공정한 결론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로 맞물려 있어 복만 받고 화는 멀리할 수 있는 이치는 없

원인은 인간 실천능력의 한계이다. 늘상 사회에서 ‘정의’

다는 뜻이다.

좋은 술도 반쯤 취하도록 마셔야 그 한계효용이 최대이고,

나 ‘공정’과 같은 추상적 가치를 내세우기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온 최선의 정답이 ‘중용(中庸)’이다. 『중용』 제4

좋은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아야 생기가 있고 깔끔하기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고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질

은 실현 가능성의 한계는 무시한 채 인간의 욕심에 영합하

장 지미장(知味章)에서 공자님은 ‘도(道)가 왜 행하여지고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운치가 있다. 일마다 뜻대로 되는

수록 현명하게 처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

여 실현 불가능한 허상도 가능한 것으로 포장하여 기대수

있지 않은지, 나는 알고 있도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도

것보다 일은 늘 부족한 곳이 있어야 좋다. 일마다 뜻에 흡

게 된다. 세속적인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

준을 높이기만 하고, 자신의 언동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度)를 넘어서서 치달려 가려고만 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족하면 불현듯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는 것은 하늘이 화복

싸우다 보니 말만 앞서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아등바

지지 않는 철면피한 기만행위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원칙

마음이 천한 데로 쏠려 미치지 못한다. 도(道)가 왜 이 세

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꽃에는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등하다보니 겸손과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낸다. 세상의 각

주의, 근본주의, 극한투쟁, 끝장토론, 발본색원, 교조주

상을 밝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도다. 현명

각각의 품격이 있다.

종 자기계발서는 남보다 한마디 더 하고 남보다 더 화려하

의, 근절, 일도양단, 선악’ 등 이분법적이고 공격적이며

한 자들은 분수를 넘어가기를 잘하고, 불초(不肖)한 자들

극한을 추구하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분쟁의 당사자

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억지로 연마하라고 가르친다. 정

상호투쟁적인 개념보다는 ‘균형, 조절, 중용, 교류, 융합,

은 아예 못 미치고 만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마시고 먹지

들이 반쯤 핀 꽃과 같이 맑고 향기로운 품격을 가지고 조

보의 대가 없는 공유를 통해 인류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킨

포용, 과유불급, 조화’ 등 힘과 이해관계의 중화를 통한 양

않는 자는 없다. 그러나 맛을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조정을 이루어 내면 좋겠

IT 세상은 어느새 인간의 얄팍한 이기심과 공격 성향으로

보적이고 화합적인 개념을 표상하는 단어들이 더욱 마음

(鮮能知味/ 선능지미)’라고 하셨다. 『논어』에서 ‘지나친 것

다. 그리하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며 많은 부작용을 드

에 와 닿는다.

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過猶不及/ 과유불급)’고 하

는 정의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 본다. 분쟁 해

신 바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이러한 이치는 사람이 생존

결의 과정에서도 ‘이기는 법만 알고, 지는 법을 모르는 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

러내고 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알아서, 혹은 모든 개인이

에 와 닿는다.

자기가 모든 정보를 알아서 남보다 똑똑하다고 착각함으

인생도 ‘굵고 짧게’ 보다는 ‘가늘고 길게’ 살아갈 수밖에 없

을 위하여 날마다 먹고 마시는 공기나 밥과 같지만 제대로

세’로 임하면 결국 ‘자신과 상대방을 해치는 결과’를 벗어

로써 상대방과의 논쟁이나 분쟁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

는 것이 보통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강한 것

깨닫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것이 문제이다.

나지 못할 것이다. 옛 속담처럼 “인생이란, 마치 새가 수

다는 이기심만 불태우는 세상이 되었고, 더 고도화된 수단

은 부러지고, 약하게 보이는 것이 유연하게 오래 살아남는

으로 인간을 기망하여 여론을 조장한다.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강하게 살다가 뚝 부러져서 소멸하

무엇이든 조금 부족한 듯 할 때 그치는 것이 맞다. 끝까지

아가는 것 (人生似鳥同林宿, 大限來時各自飛/ 인생사조

는 것도 나름의 멋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소멸이 아쉽기

가면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끝을 보고 나면 안 가느니만

동림숙, 대한래시각자비)”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향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궁금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척

는 하지만 타의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행된 것이

못할 수 있다. 목표했던 것에 약간 미치지 못한 상태가 좋

기로운 인간의 품격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다.

척 정답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고, 청년

므로 때로는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이고 당사자도 아무런

다. 음식도 배가 조금 덜 찬 상태에서 수저를 놓을 수 있

기, 중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는 제법 자신의 판단이 옳

미련도 없을 것이지만 대세는 아니다.

는 이성적인 자기수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

4

풀 속에 같이 깃들었다가, 때가 되면 각자 자신의 길로 날

1)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백 척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 있어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 이미 충분히 향상하였는데 다시 더욱 분발하여 향상하고자 함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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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기관 종별 현황

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6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29건(27.1%), 종합병원 27건(25.2%)
순으로 나타났다.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감정완료된 사건 중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계

건수

29(27.1)

27(25.2)

15(14.0)

36(33.7)

107(100.0)

비뇨의학과와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107건)을 분석함

병원
14.0%

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 일반 현황

의원
33.7%

종합병원
25.2%

1. 환자의 연령 및 성별 현황

상급종합병원
27.1%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70대 남성 환자가 전체 사건의 59.8%를 차지하였고, 전체 성별로는 남성이 87건
(81.3%)으로 여성 20건(18.7%)보다 62.6%p 높게 나타났다.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

남

1
(0.9)

2
(1.9)

4
(3.7)

5
(4.7)

9
(8.4)

15
(14.0)

27
(25.2)

22
(20.6)

2
(1.9)

0
(0.0)

87
(81.3)

여

2
(1.9)

0
(0.0)

1
(0.9)

0
(0.0)

3
(2.8)

6
(5.6)

2
(1.9)

3
(2.8)

2
(1.9)

1
(0.9)

20
(18.7)

계

3
(2.8)

2
(1.9)

5
(4.7)

5
(4.7)

12
(11.2)

21
(19.6)

29
(27.1)

25
(23.4)

4
(3.7)

1
(0.9)

107
(100)

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 세부 현황
1. 사고내용별 현황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손상 18건(16.8%)이 뒤를 이었다.

남

여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2
3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증상악화

36(33.6)

출혈

8(7.5)

장기손상

18(16.8)

진단지연

4(3.7)

감염 10.3%

오진

12(11.2)

안전사고

3(2.8)

효과미흡
11.2%

효과미흡

12(11.2)

약화사고

2(1.9)

감염

11(10.3)

신경손상

1(1.0)

남
87건

6

22

3
15
1
2
1

2

10대 미만 10대

6

5

20대

30대

20건
2
2

40대

50대

60대

장기손상
16.8%

여

27

9

4

오진
11.2%

증상악화
33.6%

70대

80대

1
90대

81.3%

18.7%

합계

출혈 7.5%
안전사고 2.8%
신경손상 1.0%

진단지연 3.7%
약화사고 1.9%

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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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유형별 현황
의료유형별로는 수술이 70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15건(14%), 시술 및 처치 14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 감정 현황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수술

진단

시술 및 처치

약물치료
(투약 및 주사)

건수

70
(65.4)

15
(14.0)

14
(13.1)

4
(3.8)

1. 의료행위의 적절성 판단

검사

간호 및 관리

계

3
(2.8)

1
(0.9)

107
(100.0)

판단 및 분류 불가
9.8%

의료행위의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39건(38.2%),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53건(52%)으로 나타났다.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검사
2.8%

간호 및 관리
0.9%

약물치료
3.8%
시술 및 처치
13.1%

적절함

부적절함

판단 및 분류
불가

합계

건수

39
(38.2)

53
(52.0)

10
(9.8)

102*
(100.0)

부적절함
52%

적절함
38.2%

*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감정 생략된 5건 제외

수술
65.4%

진단
14.0%

구분

2.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인과관계 판단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태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7건(26.5%)으로 나타났다.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2-1. 의료유형이 ‘수술’인 사건의 원인질환별 현황
의료유형이 ‘수술’인 사건 70건의 원인질환은 생식기계 41건(58.6%), 비뇨기계 26건(37.1%)으로 나타났다. 세부

구분

인과관계

건수

적절함

인과관계 없음

39(38.2)

인과관계 있음

27(26.5)

부적절함

인과관계 없음
판단 및 분류 불가

7(6.9)

판단 및 분류 불가

판단 및 분류 불가

10(9.8)

질환별 상위 3개 질환은 성기능장애(16건), 전립선비대(12건), 요로결석(11건)이며, 악성 신생물(암) 관련 사건은
12건(17.1%)으로 나타났다.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비뇨기계
26(37.1)
구분

신장
신장암

건수

요관
요로
결석

생식기계
41(58.6)
방광

요도

음낭

협착,
과민성 협착,
낭종, 방광암
방광 요실금
류

음낭
수종

전립선

음경

성기능관련

3
(4.3)

16
(22.9)

4
(5.7)

합계

3
(4.3)

부적절함
인과관계 없음 6.9%

적절함
인과관계 없음
38.2%

부적절함
인과관계 있음
26.5%

102(100.0)*

*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감정 생략된 5건 제외

기타
3(4.3)

불임관련
전립선 전립선 귀두염, 성기능
여성형유방,
(정맥류,
비대
암 페이로니병 장애
서혜부농양
중절,폐쇄)

3
11
3
4
1
4
1
12
5
(4.3) (15.7) (4.3) (5.7) (1.4) (5.7) (1.4) (17.2) (7.1)

부적절함
인과관계 없음
18.6%

19(18.6)

합계

판단 및 분류 불가
판단 및 분류 불가
9.8%

3. 감정완료 시 환자 상태
감정완료 시 ‘치료 중’이 58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완치’ 26건(24.3%), ‘사망’ 17건(15.9%) 순으로 나타났다.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70
(100.0)
(단위:건)

구분

완치

치료 중

장애

사망

합계

건수

26
(24.3)

58
(54.2)

6
(5.6)

17
(15.9)

107(100.0)

16
11

8

58

치료 중
1

(단위:건)

1

음
낭
수
종

완치

과
민
성
방
광

3

기
타

류
낭
종
,

3

페 귀
이 두
로 염
니 ,
병

3

협
착
,

신
장
암

3

요
관

협
착
,

4

불
임
관
련

4

요
실
금

4

요
도

전
립
선
암

요
로
결
석

성
기
능
장
애
전
립
선
비
대

5

방
광
암

12

26

사망
장애

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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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1. 조정·중재 결과 현황
조정·중재 결과별로는 ‘조정합의’가 64건, ‘조정성립’이 6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7.5%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사례 및 예방 시사점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조정합의1)
동의(조정성립)

6(5.6)

동의안함(조정불성립)

10(9.4)

조정불성립
9.4%

조정결정2)

조정 아니하는 결정3)

15(14.0)

취 하4)

12(11.2)

합계

107(100.0)

사례 돋보기

조정성립
5.6%

64(59.8)

취하
11.2%

조정합의
59.8%

Ⅰ. 진단
1. 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오진
2. 전립선비대증 약 처방 후 전립선암 진단지연

Ⅱ. 시술 및 수술

조정 아니하는 결정
14%

*조정성립률 산식: {(조정합의 + 조정성립) ÷ (조정합의 + 조정성립 + 조정불성립)} × 100

1. 요관결석제거술 후 요관결출로 신장 절제
2. 야간뇨로 전립선절제술 후 요실금 지속
3.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파열,
조영제 사용 CT 검사 후 신장기능악화로 사망

2. 조정성립액 현황
최종 조정·중재 성립된 70건 중에 ‘500만 원 미만’이 39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이 11건(15.7%)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463만 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2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Ⅲ. 기타
1. 발기부전으로 FIMS시술 후 과다출혈 발생

(’12년 4월~’18년 12월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미만
39
(55.7)

11
(15.7)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합계

5
(7.2)

3
(4.2)

2
(2.8)

5
(7.2)

70
(100.0)

5
(7.2)

• 2012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
절차가 완료된 ‘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사건 중 일부 사례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39

(단위: 건)

• 양 당사자 간 합의된 사건은 법적 잣대만을 이용한 결정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맞추고 구체적인 의학적·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향하는 조정의 취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 본 소식지에 수록된 조정 신청금액, 합의 및 성립금액 등 금액과

11
5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5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3

2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

관련하여서는 해당 분쟁의 개별적인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사정과 사건내용 등이 다른 의료분쟁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5천만 원 이상

밝힙니다.

1) 조정합의: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조정결정: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조정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4) 취하: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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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돋보기 ▶ 진단

02 분쟁 쟁점

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오진

환자 측

A 의료기관

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진단하여 고환괴사라는 상해를

증상에 대한 이학적 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한 후 그에

입음.

따른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고, 정밀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함.

01 사건 개요
환자: 20대 남자
병력: 무
기타: 내원 3년 전 고환통 → 경과관찰 후 호전

A 의료기관(의원)
● 내원 당일 아침 9시경부터 발생한 좌측 고환 통증으로 내원
20XX. 12. 21. ● 소변검사 정상, 신체 검진상 고환 미부와 체부의 커짐 소견
~ 12. 23.
농양을 동반하지 않는 고환염 진단, 항생제, 진통제 3일분 처방
● 2일 후 증상 악화되어 내원
B 의료기관(종합병원)

12. 23.
~ 12. 24.

12. 25.

● 신체 검진상 좌측 고환 부종, 압통 있음, 프렌 징후(prehn's sign) 음성,
고환거근반사(cremasteric reflex) 음성
● 초음파상 좌측 고환의 허혈성변화 동반된 정삭(spermatic cord)염전 소견
고환염전 진단 하 응급 좌측고환절제술 및 우측고환고정술 시행
● 호전되어 퇴원

03 의학적 판단
Ⅰ 적절성 판단
내원 시 진료의 적절성
고환통을 호소하고 신체검사상 고환의 부종 및 압통이 심한 경우, 도플러초음파검사나 고환스캔을 이용하여 고환염전과
부고환염의 감별진단이 꼭 필요함. 원내에 도플러초음파 기기가 없으면 기기가 구비되어 있는 상급병원이나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감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나, 단순히 부고환염으로 의심하여 항생제만 처방한 것은 부적절함.
또한 고환염전 시 고환손상이 오는 시점은 4시간으로 4시간이 경과하면 고환은 비가역적 괴사가 시작됨. 따라서
고환염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함.

Ⅱ 인과관계
급성 음낭통 호소 시 문진과 신체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고환염전에 대한 감별진단은 매우 어렵고
색도플러초음파검사를 시행하더라도 드물게 진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고환염전 의심 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고환염전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을 정도로 고환염전은 이른 시기의 진단이 쉽지 않은 질환임. 내원 당시 원인 감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고환의 비가역적 손상이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급성 음낭통 호소에 대하여
감별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나 타 병원으로 전원을 시행하였다면 고환염전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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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돋보기 ▶ 진단

04 결과
손해배상 신청액

전립선비대증 약 처방 후
전립선암 진단지연

환자는 50,000,000원을 손해 배상 신청함.

조정 결과
환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A 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A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25,000,000원을 배상함.

01 사건 개요
환자: 60대 남자
병력: 무

A 의료기관(종합병원)

예방 시사점

20XX. 12. 21.

● 건강검진상 PSA(전립선특이항원) 수치 증가(31.59 ng/ml, 4 이하 정상)
비뇨의학과 진료 권유

이듬 해
20XX. 1. 18.

● 비뇨의학과 내원, 배뇨곤란(약한 뇨, 야간뇨, 주간 빈뇨 등) 호소
전립선비대로 약 처방(전립선질환 약제 등), PSA 재검사 계획

● 고환염전은

고환 성장이 급속히 일어나는 사춘기(12~18세)에 주로 발생하며, 원인은 선천적으로 고환소대 또는

고환도대(gubernaculum testis)라는 기관의 부재로 고환이 꼬여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허혈성 괴사를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 초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고환소대는 고환의 아랫부분과 음낭을 단단히 붙잡아 두는
인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고환이 고정되지 않고 꼬여 고환염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고환염전 수술
시에는 반드시 양측을 모두 고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17.
~ 4. 5.
4. 15.
~ 9. 17.

● 고환통을

호소하는 경우, 정확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사와 영상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환올림근반사가 없어지는 소견은 염전을 의심할 수 있으며, 급성부고환염과 달리 고환을 들어
올려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prehn's sign). 고환염전이 의심되면 신체검사 중에도 손으로 염전을

10. 30.
~ 11. 13.

풀어주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실패하면 즉각 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성공적으로 풀린다 해도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에서는 고환염을 진단하기에 앞서

11. 14.

● 배뇨곤란 호전, PSA 수치 상승(59.51→87.01 ng/ml)
전립선 조직검사 시행, 약 처방(전립선질환 약제 등)
●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 왼쪽 내측 첨부의 비정형샘 조직 소견
● 배뇨증상 호전, PSA 수치 상승(373.1 ng/ml)
약 처방(전립선질환 약제, 항생제 등), PSA 재검사 계획
● 골반 통증으로 정형외과 내원(4∼5개월 간 지속)
MRI상 다발성 골전이 소견, 전립선암 의심
● 비뇨의학과 검사상 PSA 수치 상승(895.8 ng/ml) 및 다발성 골전이
조직검사 후 전립선암 진단, 치료 권유하였으나 환자 치료 거절

항상 고환염전을 감별진단해야 하며 감별진단이 어려울 때에는 즉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시기에
B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특히

젊은 남자, 아침에 발생한 고환통, 간혹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곤 하는 간헐적 고환통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는 고환염전을 주의하여 감별하여야 한다.

14

11. 24.
~ 11. 27.

● 조직검사 및 MRI 영상검사상 전립선암 4기, 다발성 뼈 전이
호르몬치료(항암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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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돋보기 ▶ 진단

02 분쟁 쟁점
환자 측

04 결과
A 의료기관

손해배상 신청액
신청인은 204,000,000원을 손해 배상 신청함.

비뇨의학과 진료를 1년간 받았음에도 암 진단을 명확히

조직검사는 침습적 검사로 자주 반복적으로 시행할

하지 못하여 치료 적기를 놓침. 진단 또한 타 진료과를

수 없는 검사임. 각종 검사, 진찰 과정에서 예상되는

통해 암 진단을 받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하였으며, 추적관찰
과정이었음. 필요한 검사를 누락하거나 진료를 소홀히

조정 결과
환자와 A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자는 A 의료기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A 의료기관은 12,000,000원을 배상함.

하여 진단이 지연된 것이 아님.

03 의학적 판단
Ⅰ 적절성 판단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PSA(전립선특이항원)가 지속적으로 상승 시 고려할 수 있는 질환은 전립선암으로 PSA가 30 ng/ml인 경우
조직검사에서 암 진단 확률은 2/3가 넘고 100 ng/ml 이상이면 조직검사에서 93.8% 암으로 진단됨. 또한, 조직
검사상 비정형적 소선방 증식증(atypical small acinar proliferation)이 확인된 경우 같은 부위를 재 조직검사를 했을
때 절반 정도에서 암이 진단되기 때문에 경과관찰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재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그러므로

예방 시사점

PSA수치의 지속적인 상승 소견과 조직검사상 비정형적 소선방을 보였으므로 3개월 간격의 경과관찰보다 조기에

● 전립선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은 인체 내 전립선에서만 존재하는 당단백질로 사정 시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반고형질의 정액을 녹여 풀어지게 하는 단백분해효소로서 전립선에는 혈중농도의 16,000~20,000배 높게
존재한다. 이러한 전립선특이항원은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혈중으로 유리되어 혈중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Ⅱ 인과관계
현재 환자의 상태는 원격전이(골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병기 4기에 해당함. 최초 비뇨의학과 내원 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PSA 수치가 31.59 ng/ml로 확인되므로 PSA 20~50 ng/ml 범위의 골전이 확률이 23% 정도이므로

그 원인 질환 중 하나가 전립선암이다.
● 전립선특이항원(PSA)의 혈중농도가 30 ng/ml이 넘으면 전립선조직검사 시 전립선암 발생가능성이 50%, 100

ng/ml 이상이면 90%, 300 ng/ml 이상이면 99%의 확률로 전립선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당시 골전이가 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어 진단지연이 예후에 악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그러나

● 전립선조직검사의 최신 경향은 12 core biopsy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는 전립선의 모든 부분을 검사하는

조직검사상 비정형적 소선방 증식증 결과가 확인되었을 때 신속히 재조직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며, 이후에도 PSA 수치의

것이 아니므로 작은 암인 경우 위음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초기 조직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PSA

급격한 상승을 보였으나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 태도로 인하여 전립선암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됨.

추적검사 수치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전립선암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조직검사를 재시행하여야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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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돋보기 ▶ 시술 및 수술

요관결석제거술 중
요관결출로 신장 절제

01 사건 개요

환자 측

A 의료기관

요관결석제거술 시행 중 요관이 파손되었으며, 요관을

환자의 빠른 치료 요구에 대해 요관경하결석제거술을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대신 신절제술을 당사자

시행하였으며, 시술 시 합병증 발생으로 척추마취 중인

동의 없이 시행함. 또한, 우측 신장 결석에 대한 재발

환자와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알린 후 개복하여 신장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아 남은 신장마저 결석이

절제함. 이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나 최선의 즉각적

커지고 신장기능이 저하됨.

조치로 환자는 심각한 합병증 없이 퇴원함.

03 의학적 판단

환자: 40대 여자
병력: 빈혈

A 의료기관(종합병원)

20XX. 11. 30.
~ 12. 12.

02 분쟁 쟁점

● 복통, 오심, 구토로 응급실 내원
신장 및 요관결석, 요관폐색으로 인한 급성신우신염(크레아티닌 2.01 mg/dl) 진단
좌측 경피적신루설치술, 항생제 치료에도 요로폐색 지속

Ⅰ 적절성 판단
요관경하결석제거술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환자의 방사선 영상(KUB)에서 4번 요추 외측으로 결석이 잘 확인되므로 일차적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방법으로 사료되나 요관경하결석제거술의 선택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관경하결석제거술 및 개복수술 시행 전 설명의 적절성
12. 13.
~ 12. 22.

● 좌측 요관경하결석제거술 시행 중 요관결출 발생(요관 절단, 뒤집혀짐)
개복 수술로 전환하여 좌측 신절제술 시행
수술 부위 호전되어 퇴원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요관경하결석제거술을 하기 전에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나 요관결출의 발생이나 신절제술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 개복수술 및 신절제술
시행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무기록에는 확인할 수 없음.

B 의료기관(의원)

요관경하결석제거술 및 신절제술의 적절성 여부
요관협착이 있는 경우 요관내시경의 진입이 어려워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고 요관경을 빼면 요관이 끊어지며

이듬 해
20XX. 3. 26.

● CT 상 좌측 신장 부재, 우측 신장 3개의 결석(2 mm) 소견

요관결출이 생기게 됨. 요관결출은 요관경 시술 중 0.04~0.8%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물고 중대한 합병증임. 그러나
요관결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시술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움. 요관결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개복하여 복구하는 것보다 경피적신루술(percutaneous nephrostomy)을 시행하여 요로전환 후 단계적 지연복구를

C 의료기관(의원)

20XX. 12. 18.

● 초음파 상 우측 신장 3개의 결석 크기 증가(5 mm)

시행은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수술 결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크레아티닌 1.3 mg/dl(정상 1.2 이하), 사구체여과율(e-GFR) 47 ml/min/1.73m²

신장적출술 후 남은 신장기능에 대한 향후 경과

(정상 60 이하)
신장질환 의심되어 추적검사 필요 소견

18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됨. 특히 환자의 대측신 상태(크레아티닌 수치 상승과 결석 존재)를 고려할 때 신절제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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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과관계
요관손상 및 신적출술을 받게 된 원인
요관협착 등으로 좁아진 요관 내로 요관경의 무리한 진입과 빼내는 과정에서 요관결출이 생김. 이런 경우 혈관손상으로
요관을 다시 재문합하기 어려움. 따라서 단계적 지연복구를 계획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신적출술을 시행함.

우측 신장 기능저하 및 결석 증대의 원인
좌측신의 제거로 인해 우측신의 신기능저하가 오지는 않음. 하지만 환자의 경우 기존에도 양측 신장의 결석 소견이
있었으므로 요관결출이 발생하고 난 후 대측 신장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 지연 복구를 시행하여야 하나 좌측
신장을 절제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예방 시사점
● 요관경하결석제거술은 1) 시술 중 결석이 신장 내로 올라가는 경우, 2) 요관협착 등으로 요관경이 상부요관까지

진입이 되지 않는 경우, 3) 수술 중 요관천공 등의 합병증 발생이 적은 경우(중부나 하부요관 등)에 선택하는
수술방법이다.
● 요관협착이 있는 경우, 요관내시경의 진입이 어려워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거나 크기가 큰 요관결석을

무리하게 빼는 경우 요관이 끊어져 요관결출이 생기게 된다. 요관결출은 요관경시술 중 0.04~0.8%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물고 중대한 합병증이다. 이에 대한 예방으로는, 시술 중 무리한 진입이나 제거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요관결출 발생 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피적신루술(PCN)을 시행하여 요로전환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지연복구(delayed repair)를 시행한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회장을 이용한 방법,
자가이식술(autotrans plantation), 경요관요관루설치술(transureteroureterostomy) 등이 있다.

04 결과
손해배상 신청액
환자는 150,000,000원을 손해 배상 신청함.

조정 결과
환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A 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A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53,000,000원을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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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뇨로 전립선절제술 후
요실금 지속

02 분쟁 쟁점
환자 측

A 의료기관

수술적 치료 권유하여 전립선절제술 시행하였고, 전립선을

최신 수술방법으로 적절하게 전립선을 절제하였음(절제된

너무 많이 깎아 소변이 새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조직은 전체 전립선 부피의 50% 미만). 수술 후 발생한
요실금에 대해 검사시행 및 약물치료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음.

01 사건 개요
03 의학적 판단

환자: 70대 남자
병력: 만성신부전, 심근경색, 추간판탈출증

A 의료기관(종합병원)
20XX. 10. 27.
~ 11. 17.

● 야간뇨(4~6회) 호소(전립선 문진(IPSS) 20점, 과민성방광 문진(OABSS) 7점)
전립선초음파상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 권유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시행 후 퇴원

Ⅰ 적절성 판단
야뇨증에 대한 진단과 수술의 적절성
본 사건은 적절한 적응증에 의해 수술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의무기록상 이러한 진단적 과정을 확인할
수 없음. 수술 전 방광 출구 폐색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존재하였으나 비대된

● 요실금(2회/일) 증상 호소, 약 처방(항생제, 정신신경용제)

11. 21.
● 요실금 지속(전립선 문진(IPSS) 7점(경증), 과민성방광 문진(OABSS) 12점(중증))
~ 이듬 해 1. 4.
반복하여 약 처방(항생제, 방광 및 전립선용제, 정신신경용제)

3. 2. ~ 6. 12.

● 거의 완전 요실금(하루 2회 패드 사용)으로 증상 심해져 내원 반복
방광경 검사상 전립선 오목 양호, 조임근 확인 소견
반복하여 약 처방(방광 및 전립선용제, 정신신경용제)에도 호전 없어 타 병원 진료의뢰서 작성
B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전립선이 환자의 야간뇨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전 필수검사가 아닐지라도 요역동학 검사 및 방광경 검사가 필요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아 수술 후 발생한 요실금과
관련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수술 전 야간뇨에 대한 신중한 진단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수술 후에도 야간뇨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본 사건의 수술동의서에 수술 종류 및
합병증(요실금 포함)에 대한 설명이 확인됨.

요실금 발생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 요실금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시도하며 계속적인 관찰을 시행하였으며, 타 진료과와 협진을 공유하여
경과관찰은 적절하였음. 문진표와 방광경검사를 종합하면 환자는 복합성 또는 급박성 요실금이라 판단되며 전립선의

● 전립선절제술 후 지속적으로 소변 새는 증상으로 내원
6. 15. ~ 6. 22.
수술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판단 가능, 요실금 클립(penile clamp) 권유

문제보다는 노령, 디스크 수술의 기왕력을 감안할 때 기존의 방광기능이상이 전립선 수술로 인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방광기능검사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그 원인을 확정짓기 어려움.

Ⅱ 인과관계
전립선절제술 후 발생한 요실금의 종류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함. 환자의 경우 요도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복합성
요실금인지 방광기능이상에 의한 급박성 요실금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광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약물치료 후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립선절제술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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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과
손해배상 신청액
신청인은 39,143,410원을 손해 배상 신청함.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파열,
조영제 사용 CT 검사 후
신장기능악화로 사망

조정 결과
환자와 A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자는 A 의료기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A 의료기관은 5,000,000원을 배상함.

01 사건 개요
환자: 70대 남자
병력: 과민성 폐렴, 요로결석

A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예방 시사점
● 야간뇨(nocturia)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야간뇨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치료의 우선적인

● 재발성 요로결석으로 치료 반복 시행, 정기검사 위해 내원
20XX. 12. 21.

과제이다. 각각의 원인에 따른 치료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환자가 자기 전 수분섭취가 많아서 발생하는 야간뇨는 습관적인 수분섭취를 줄임으로써 좋아질 수 있다.
둘째, 환자가 불면증이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는 불면증을 치료하면

● 검사상 우측 결석 크기 증가, 좌측 신기능감소(41.5%→36.7%)
만성신부전 발생가능성으로 양측 신장결석(3~6 mm)에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투시검사 확인 후 치료 종료
B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호전된다.
셋째, 뇌하수체호르몬인 항이뇨호르몬(antidiuretic hormone, vasopressin)은 숙면을 취하는 야간에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의 작용은 신사구체에서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켜 뇨량을 줄여 주어 야간에 소변량을

12. 21.
~ 12. 23.

줄인다. 노화가 진행되면 야간에 분비되는 항이뇨호르몬이 감소되어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 귀가 중 어지러움, 우측 옆구리 압통으로 응급실 내원, 혈압저하 소견
우측 신장파열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색전술, 수혈 치료 시행
A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자기 전에 항이뇨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야간뇨가 좋아진다.
넷째, 방광자극증상(bladder irritation symptom)이 있는 경우 방광 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극증상으로 소변을
보게 되는데 전립선비대증도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이다. 특히 방광폐색으로 인한
방광자극증상인 경우, 전립선절제술로 호전될 수 있어 야간뇨의 치료가 수술인 경우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본
 사건의 경우, 수술 전 환자의 신기능 저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야간뇨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홀뮴레이저 전립선절제술의 적응증(반복적인 급성 요축적, 방광결석 형성, 방광출구폐색에 의한 신기능저하,

12. 23.
~ 12. 27.

● 폐렴으로 폐기능 저하소견으로 치료, CT 검사(조영제 사용) 시행
신장기능 악화되고 급성간부전,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
12. 28.
~ 이듬 해 1. 31. ● 환자 치료과정 힘들어하여 치료 중단 원함
심폐소생술거부(DNR) 요청서 작성, 승압제 중단

전립선으로부터 유발되는 반복적인 육안혈뇨, 재발 요로감염 등)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무리한 수술을
피하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4

● 우측 신장파열, 폐부종, 급성신손상으로 전원
CT 검사상 출혈 증가 없어 보존적 치료 시행

∼ 2. 2.

● 폐렴 및 자발성세균성복막염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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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돋보기 ▶ 시술 및 수술

Ⅱ 인과관계

02 분쟁 쟁점

본 환자는 수차례의 시술 병력으로 시술 후 철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절한 경과관찰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 또한 사건 발생 후 회복 중이던 신장 기능의 소실은 CT 촬영 시 투여된 조영제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었는지 후향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환자 측

A 의료기관

정기검사 시 신장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크기가 커졌다는

6 mm 크기의 재발하는 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이유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고, 귀가 중 의식을

실시하였고 시술 후 이상 없어 귀가 조치함. 쇄석술이

잃어 타 병원 검사상 결석 잔존, 신장파열로 다발성

신장파열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부득이 발생할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됨.

수 있는 합병증임. 환자는 치료 중 전신 상태가 예측하기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음.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03 의학적 판단
Ⅰ 적절성 판단

04 결과
손해배상 신청액
신청인은 100,000,000원을 손해 배상 신청함.

진단 및 시술 전 처치의 적절성
환자는 재발성 요로결석의 병력이 있으며 장기간의 추적 검사상 좌측 신장기능의 저하 및 우측 신장결석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양상으로 결석제거시술을 결정한 것은 합당함. 또한 신장결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부작용
위험이 낮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음.

조정 결과
환자와 A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자는 A 의료기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A 의료기관은 44,911,500원을 배상함.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비교적 안전하여 특별한 전처치 없이 시술 가능하나 고혈압, 당뇨병, 항혈전제 복용, 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출혈(0.078%)이 있을 수 있음. 본 환자는 과민성 폐렴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중인 점을 제외하고는
출혈위험요소에 해당사항이 없어 별다른 전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부적절하다 지적할 수는 없음.

시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출혈위험성에 대해 시술 후 적당한 경과관찰 후 귀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본 환자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경과관찰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적절한 관찰 하에 귀가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없음.

예방 시사점

그러나 본 환자의 경우, 고령이며 수차례의 시술 병력으로 일반적인 경과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비교적 안전한 결석치료 방법이기는 하나, 신장출혈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문헌상에는

입원하여 시술하거나 시술 후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경과관찰 기록 등이 없어 판단이 불가능함.

지극히 낮은 가능성(0.078%)으로 출혈이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건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생각되며 출혈로 인해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 따라서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 후 충분한 시간

환자는 시술 후 신장 혈관손상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로 색전술 시술 후 점차 호전되는 양상이었으나 조영제 사용 CT

동안 환자 안정과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검사 후 점진적으로 신장기능 소실과 간기능 손실이 동반되어 악화됨. 대량 수혈, 우측 신 파열 및 간신손상의 가능성이

● 신손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영제 사용 CT가 필요하지만, 본 사건과 같이 신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 조영제

있으나 조영제 사용 CT로 인한 신손상(contrast induced nephropathy)의 가능성이 높음. 의료진은 당시 검사

사용 CT는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단순 CT로도 어느 정도

전 처치(N-acetylcysteine 투여)를 하였으나 신장기능이 저하된 본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CT 촬영이

신장파열의 부위가 감별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 단순 CT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

필요하였는지는 의문이 가는 상황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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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으로 FIMS시술 후
과다출혈 발생

01 사건 개요

02 분쟁 쟁점
환자 측

A 의료기관

대요근 기능적근육내자극치료(FIMS) 시술 시 주의를

흉요추이행부의 심부근 과긴장으로 인하여 발기부전이

기울이지 않아 혈종이 생겼음. 기능적근육내자극

더욱 악화되었다고 추정 진단되어 대요근 기능적

치료(FIMS) 시술 및 요관부목치료 시행 시 사전 설명

근육내자극치료(FIMS)를 시행하였음.

없이 시술함.

환자: 60대 남자
병력: 고혈압, 고지혈증

03 의학적 판단
A 의료기관(의원)

20XX. 6. 15.
~ 6. 24.

● 요로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후 요폐 증상 있어 요관부목치료 시행

Ⅰ 적절성 판단
기능적근육내자극치료(FIMS) 시술의 적절성

6.29.

● 배뇨불편감 및 발기부전 호소
흉요추이행부의 심부근 과긴장으로 인한 발기부전 악화로 추정 진단
대요근 기능적근육내자극치료(FIMS) 시술 시행

발기부전의 일차적 치료는 환자의 생활습관 및 위험인자의 조절과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환자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대요근 부위에 기능적근육내자극치료(FIMS)를 일차 적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였다고
사료됨.

B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6. 30. ~ 7. 8.

● 좌측 옆구리통증으로 내원, 요근부위 혈종 의심소견으로 입원
CT상 좌측 요근 및 신장 주변 급성 혈종(15*8*6 cm) 동반 급성 출혈로
혈관색전술(좌측 신장동맥, 요동맥) 시행 후 호전되어 퇴원

또한 FIMS를 시술하기 전 혈압약 복용을 확인하여 기본적인 병력 청취는 이루어졌으나, 좌측 신장 동맥 및
요동맥색전술 시행 및 혈종의 크기, 증상발현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IMS 시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시술 술기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설명의 적절성
의료진 스스로도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이더라도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을 수반하는 침습적인 처치이므로 시술 목적, 시술 방법,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Ⅱ 인과관계
FIMS 시술 다음날 증상이 발현된 점, CT 및 좌측 신장동맥 및 요동맥 혈관색전술 시행 시 요근 혈종의 크기
(15*8*6 cm) 등을 미루어 볼 때, FIMS 시술 도구인 바늘 사용으로 요동맥 및 요근 부위 동맥이 손상되어 출혈 및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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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과
손해배상 신청액
신청인은 15,880,000원을 손해 배상 신청함.

조정 결과

함께 풀어요, 의료사고
함께 웃어요,분쟁해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환자와 A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자는 A 의료기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A 의료기관은 5,500,000원을 배상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정절차 자동개시 적용 대상이 기존 '장애 1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확대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률」 제27조9항제2호)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 법령의 개정안에 따라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예방 시사점

해당하는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의료분쟁의 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배뇨불편감과

발기부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여 치료받는 것이 적절하다.

환자가 호소한 배뇨불편감은 요관부목치료로 인한 방광자극증상으로 배뇨불편감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대요근 부위에
FIMS를 일차 적용하였으나 이는 권장되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발기부전의 일차적 치료로는 환자의
생활습관 및 위험인자의 조절과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적용 범위 확대
기존

변경 후
(2019.07.01 시행)

조정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사망

종전 유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종전 유지

장애 1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합산·정신장애 등 제외)

●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는 주사바늘 끝으로 신경주변의 근육과 조직을 자극하여

신경의 활성화, 근육통증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법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술이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주사부위 출혈, 감염, 주사 시 통증 등이며 특수한 부작용은 신장 주위 혈종, 목빗근내 종양, 경막외
혈종 등이 있다. 따라서 FIMS를 시술하기 전 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신장질환 및 혈액응고장애 질환
여부에 대한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요하고,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시술 전 신장초음파, 복부 CT 등의 평가가

재심사 없이 종전 규정에 따른
장애 제1~3급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시행법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진단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할 수 있다.
※ 제도 문의 및 의료분쟁 무료상담 :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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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비뇨의학과 영역에서의 의료분쟁:
그 특성과 예방에 관하여

전문가 논단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이동현 교수

비뇨의학과 영역에서의 의료분쟁:
그 특성과 예방에 관하여
_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이동현 교수

Ⅰ

비뇨기질환의 특성

비뇨기계 영역은 소변을 만들고 운반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요로계(신장, 요관,
방광, 요도), 남성 생식기관(고환, 부고환, 사정관, 음낭, 음경) 및 부속성선(전립선, 정낭,
구요도선)과 부신에 생기는 질환을 다루는 분야이다.
흔한 질환으로는 요로결석, 남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비뇨기 종양 등이 있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등에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 결석의 위치, 크기, 성상에 따라
대기요법, 체외충격파쇄석술, 요관경하배석술, 경피적신쇄석술 등을 선택한다. 드물지만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통해 결석을 제거하기도 한다. 결석으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소실된다면
신적출술(신장을 수술적 방법으로 떼어내는 것)을 시행하기도 한다.
발기부전증은 경구약제 또는 주사제로 치료하고,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음경보형물삽입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로 교정한다.

※전문가 논단은 각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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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은 하부 요로 증상을 야기하는 질환으로서 50세 이후부터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1) 요로결석

유병률이 증가한다. 최근에는 약물 요법을 선호하지만, 증상 개선이 없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요로결석의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의료행위수가가 높아 종합병원이나 개원가에서는

내시경을 통한 수술이 필요하다.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도 자주 시행되고 있다.

응급질환이 아님에도 야간에 응급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고 있어 정확한 결석의

비뇨기 종양으로는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암이다.

위치나 신우신염의 동반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고 시행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방광암의 특이적 증상은 혈뇨이다. 우선 내시경을 통해 종양을 절제하는 것이 진단 및 치료의

발생하고 있다. 측복통이 있는 경우 타 질환을 감별진단하고 결석으로 인한 통증 여부를

기본적인 틀을 이룬다. 암세포가 방광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 방광을 보존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

정확히 확인하고 체외충격파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KUB(신장요관방광 단순촬영)에서

및 항암 요법을 단독 혹은 병합하여 치료하기도 하지만, 표준 치료방침은 방광적출술을 시행하는

관찰되는 정맥결석(phlebolith)을 요관결석으로 판단하고 체외충격파를 시행하다 충수염이

것이다.

파열되어 복막염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대개 전립선특이항원의 수치를 보는 혈액검사와 항문을

또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결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신우신염이 있을 시엔

통한 내진 방법인 직장수지 검사에 의해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암세포가 전립선에 국한된

절대금기증이다. 이는 신장의 염증을 전신으로 파급시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

위험이 있기에 체외충격파쇄석술 전에 반드시 신우신염이 없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도입되어 국내에서도

그러나 신우신염 초기발생단계에서는 증상이 모호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많이 시행하고 있다. 전립선암은 비뇨기계 암 중에서 예후가 좋은 편인데, 특히 전립선암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결석으로 인한 요관폐색이

국한된 경우 좋은 예후를 보인다.

신우신염으로 발전한 경우, 반드시 경피적신루설치술(percutaneous nephrostomy)

신장암은 혈뇨, 옆구리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진단되기도 하지만, 초음파 검사 등에

등을 시행하여 염증이 해결된 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신장암의 표준 치료법은 수술적으로 제거해내는 것이지만 열
치료, 냉동 치료, 색전술 등의 치료법도 시도되고 있다.

2) 발기부전
발기부전 치료의 대부분은 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의료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원가에서
적응증을 확대하여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다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수가가 높은

Ⅱ

비뇨기질환에서의 의료분쟁

음경보형물삽입술의 경우, 음경보형물이 이물질(foreign body)이다 보니 체내 삽입 후
감염이 빈발하여 다시 음경보형물을 제거하거나 염증이 심하여 음경 자체가 녹아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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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2018)에 의하면, 2014년 ~ 2018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

경우도 의료분쟁의 사례 중 하나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기구와 물품을 사용할 때

중재원에 접수된 단일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정형외과 사건이 21.4%로 가장

무균술(aseptic surgery)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많고 다음으로 내과 15.6%, 신경외과 9.6%, 치과 9.3%, 외과 6.5%였다. 정형외과,

또 다른 사례로, 음경 내 진피를 이용한 음경확대술을 과거에 시행하여 음경 내 조직의 유착이

신경외과, 일반외과 외에도 성형외과, 흉부외과를 포함한 외과계 사건을 모두 합하면 전체 접수

심한 환자가 페이로니씨병 수술을 하다가 수술 후 심한 음경혈종이 발생하였는데, 문제는 이

건수 중 44.4%를 차지한다. 비뇨기질환에서의 의료분쟁은 심혈관이나 응급의학 영역과는 달리

환자가 특발성 혈소판감소증(idiopathic thrombocytopenia)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수술

목숨이 위태롭거나 사망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민감한 부위이다 보니 분쟁 건수는

전 검사나 전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혈종은 수술

상대적으로 많다.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일 수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합병증이 수술과

의료분쟁의 특성을 보면 발생하는 기관에 따라 분쟁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상급종합병원,

연관이 있는 것처럼 쉽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즉 환자에 대한 외과적 처치가 환자에게

병원, 의원급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유형이 다른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수술과 관련한

나타난 나쁜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수술이나 처치가 가진 치료의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병원 및 의원에서는 진단이나 처치에 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질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환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비록

발생하는 빈도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증(idiopathic thrombocytopenia)이 수술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질환별로 보면 요로결석이나 전립선질환, 발기부전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술 전 이에 대한 전 처치를 시행하고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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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낭질환

1) 술기의 적절성

급성 음낭통으로 비뇨의학과 의원을 찾는 경우, 대부분은 부고환염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항생제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이 주로 시행되는 질환의 의료분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투여 시 호전된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고환염전으로 응급수술의 시기를 놓치면 고환이 괴사하게

술기의 적정성 여부이다. 즉 '환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치료나 진단 행위가 적절하였는가'가

되는 치명적인 경우가 있다. 이 두 질환을 감별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 종종 의료분쟁이 발생한다.

중요한 쟁점이다. 치료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였고 수술 또는 시술 방법이 타당하였다면 그

20여 년 전 전문의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할 때 근처 의원에서 이와 같은 환자가 이송되어

결과가 나쁘더라도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병에 대한 판단과 술기의 선택은

온 기억이 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씁쓸하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판단과 치료 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뚜렷하여야 한다. 연관된

도플러초음파 검사를 통해 고환의 혈류 유무로 고환염전과 부고환염을 감별진단할 수 있다.

타 진료과의 의견 청취 또한 매우 중요하며, 중요한 상태변화에 대한 기록과 이것에 대한 해석과

도플러초음파가 없는 개원가에서는 급성 음낭통 환자가 오면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여야

시행한 의료행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하나 대부분이 부고환염이기에 검사 없이 치료를 하다가 이러한 의료사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침습적인 술기의 시행 후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시행 전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도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이상징후의 발견이 늦거나, 검사를

4) 전립선질환

하고도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뇨기계 질환 중 빈도가 가장 높은 질환이기에 의료분쟁 빈도도 가장 높은 질환 중의 하나이다.
전립선비대증은 노화현상 중의 하나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커지는 전립선이 요도를 막아

2) 설명의 의무

발생한다. 주로 약물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전립선의 수술적 치료는

사회학적으로는 의료사고에 직면한 환자들이 의료분쟁을 전개하는 것은 의료행위 자체의 질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으로 술자의 경험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다르다. 최근

문제 삼기보다 의사와의 관계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홀뮴레이저수술 후 종종 발생되는 요실금에 대한 의료분쟁의 이유도 술자의 경험과의 관련성을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긍정적 관심을 보이고 감정이입을 정확히 하며,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신중하게 수용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전립선암의 진단은 전립선특이항원검사의 이상 소견으로 시작되는데 암 진단의 지연은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암 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다. 전립선특이항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높아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검사상 위음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지속적인

또한 의료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설명이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이

추적관찰과 재조직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를 간과하여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진단되어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며 상대가 이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좋다. 수술이나 처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은 경우도 있었다.

동의서 상에 그림이나 도표를 그리거나 여백이나 추가된 종이에 따로 추가된 가필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로 인식된다. 인쇄되어 있는 동의서에 환자나 보호자의 사인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성의 있는 설명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동의서로 여겨질 수 있다.

Ⅲ

예방에 관하여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을 관리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사회는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발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차원에서는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된 의료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은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 및 의료 현실의 변화에 기인한다. 양자의 관계가 이제 의사의 직업적 권위에 기초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의료 계약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로 인식되면서 환자의 권리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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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논단 ▶ 비뇨의학과 영역에서의 의료분쟁: 그 특성과 예방에 관하여

Ⅳ

맺는 말

지난 수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으로 많은 의료분쟁 사건의 감정 과정에서 느낀 점이
많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사건의 다수는 주말에 발생한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이를 신속히 판단하고 치료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주말에는 주치의의 부재로 치료가
늦어져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병·의원급의 의료분쟁 사건은 수익을 위한 무리한
시술이나 수술의 시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을 주말도
없이 근무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병·의원급의 수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의료의 현실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
외래 국소마취 수술환자의 불안감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
_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간호부 외래, QI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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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래 국소마취 수술환자의 불안감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간호부 외래(김애경), QI실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간호부 외래 김애경

활동의 필요성

문제분석 및 핵심지표

1. 현황조사
• 외래 국소마취 환자 대상 기존 수술안내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외과계 진료과 수술환자 50명 대상, 단위: 점)

구분

점수

정보 제공

76

쉽게 이해 가능

74

불안 감소

72

직원설명 만족

74

평균

74

(단위: 점)

76

정보 제공

74

72

쉽게 이해 가능 불안 감소

74

직원설명 만족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병원은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있어 소비자의 평가에 점차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특히 간호의 서비스 향상과 이에 대한 노력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 외래

2. 원인분석

수술환자들은 불안의 정도가 높다. 그 이유는 입원환자와 달리 병원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적 여유가 없고

환자 요인

수술실 입실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외래에서 수술안내문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만, 환자의 의식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고
정보에 대한 요구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술안내문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의
요구도 증가

간호사 요인
수술에 대한 불안
직원의 설명 부족에
대한 불만

환자 설명 시간 부족
시각적 자료 부족

체계적인 설명의
어려움

수술안내문
개선

외래 수술안내문을 개선하여 외래 국소마취 수술환자에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수술안내문
활용도 낮음

수술 관련
정보자료 부족
시스템 요인

환자의 만족도 향상

부서별
통일성 없는
수술 안내문

정보제공
요구도 증가

수술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증가와 직원의
체계적인 설명 부족,
정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

시각적인 자료의
부족, 기존의 안내문
이용 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의
어려움

수술안내문이
없는 부서, 기존
수술안내문의
낮은 활용도

① 환자 측면

② 간호사 측면

③ 시스템 측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수술안내문의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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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지표 및 활동목표

Ⅱ

개선활동

핵심지표로는 개선된 수술안내문 제공 후 외부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조사와 문제점을 제안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활동목표로, 개선된 수술안내문을 제공하여 불안감 감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 ‘개선 전 대비
외부고객 만족도 10% 향상’을 목표로 선정하였다.

1. 기존의 수술안내문에 대한 문제점 파악
• 개선 전 외래 국소마취 수술안내문 현황

지표명

외부고객 만족도 (자료원: 설문조사)

핵심지표
정의

목적

개선된 수술안내문 사용 후 만족도조사와 문제점 제안

개선된 수술안내문 제공으로 인한 불안감 감소와 만족도 향상
• 개선 전 수술안내문의 문제점

활동목표
목표

설문조사 결과 개선 전 대비 외부고객 만족도 10% 향상

· 진료과별 수술안내문이 통일성이 없음.
· 안내문의 내용이 간결하여 체계적인 설명이 어려움.
· 안내문이 없는 진료과(3부서)가 있음.
·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은 2개 진료과만 있음.
· 개선 전 수술안내문의 만족도(정보제공, 이해도, 불안 감소, 직원설명 만족)가 평균 74점임.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수술안내문이 필요!

2. 외래 국소마취 수술 부서 대상 수술안내문 제작
외래에서 국소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부서(비뇨의학과, 성형외과, 갑상선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
의학과, 정형외과, 족부정형외과, 일반외과 등) 10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수술안내문을 체계적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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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후 수술안내문(수술 전 안내문)

Ⅲ

개선활동의 효과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금식 유무
· 보호자 동행 여부
· 약물 및 기타 알레르기 확인
· 복용 중인 약물 확인 및
복용여부

개선된 수술안내문 사용 후 만족도 조사에서 개선 전 74점에서 86점으로 16.2% 향상하여 활동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하였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정보 제공

76

86

쉽게 이해 가능

74

86

불안 감소

72

84

직원설명 만족

74

88

평균

74

86

2) 진료과별 수술 전 주의사항

(단위: 점)

개선 후

86

(외과계 진료과 수술환자 50명 대상, 단위: 점)

· 예상 수술 및 대기 소요 시간

• 개선 후 수술안내문(수술 후 안내문)

개선 전

• 수술안내문의 개선 전후 만족도 비교
76

74

13.2%
향상

정보 제공

88

86

16.2%
향상

84
72

16.7%
향상

쉽게 이해 가능 불안 감소

74

18.9%
향상

직원설명 만족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세부내용

· 출혈 유무 관찰
· 식이 및 활동 범위
· 통증 관찰,
처방 약 복용안내

1) 수술 관련 정보제공 만족도: 76점 → 86점(13.2% 향상)
2) 수술과 관련된 내용의 이해도: 74점 → 86점(16.2% 향상)

2) 진료과별 수술 후 주의사항

3) 수술에 대한 불안 감소 정도: 72점 → 84점(16.7% 향상)

· 환부, 소독 및 관리시
주의사항 등

4) 직원설명의 만족도: 74점 → 88점(18.9% 향상)

Ⅳ

결론 및 향후 관리방안

외래 국소마취 수술환자는 외래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한 정보를 받게 되고, 수술 후의 관리를 가정에서 해야 하기

3. 개선된 수술안내문 사용 후 만족도 조사

때문에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본원 외래 QI활동으로 기존의 수술안내문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된 수술안내문으로 정보

• 개선 후 수술안내문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외과계 진료과 수술환자 50명 대상,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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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수

정보 제공

86

쉽게 이해 가능

86

불안 감소

84

직원설명 만족

88

평균

86

제공 및 안내, 관리 교육함으로써 수술에 대한 불안감 감소와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한편, 수술 관련 정보제공 만족도는
13.2%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본 QI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개선된
안내문의 주된 내용은 수술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부서별 세부사항 안내로 제작되었으나, 추후에는 각 진료과별
수술 정보가 업그레이드된 차별화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86

정보 제공

86

84

쉽게 이해 가능 불안 감소

88

직원설명 만족

결론 1

개선 된 수술안내문 사용 후 외부고객 만족도 평균 16.2% 향상됨

결론 2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수술안내문을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항목은 13.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임

제언
Proposal

지속적으로 수술 관련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진료과별 차별화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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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플러스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해가 갈수록 비뇨기질환의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장년 및 노년 남성의 비뇨기질환은 연로한 나이와 서구화한
생활양식 등으로 인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전립선 질환이 대표적이다.

세 가지 전립선 질환은 생기는 기전, 생기는 부위, 발생 양상이 완전히 다르므로 별개의 질환이지만,
셋 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 공통적으로 배뇨가 불편하고, 배뇨 전후나
평상시 전립선 주위(고환, 음경, 회음부, 아랫배 등)에 통증 및 불쾌감이 있을 수 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개운치 않은 잔뇨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은 근본적으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전립선암은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50대 이후로 1년에 1회 전립선암 검진을 받는 것이 적극 권장되며,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만성신경질환이나, 방광질환을 간과하여 숨어있는 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나날이 증가하는 비뇨기질환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중장년층의 비뇨기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감소 및 신체 노화 등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비뇨기질환은 건강한 중·장년기를 보내기 위해
생활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질환을 파악해 늦지 않게
비뇨의학과를 찾아가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성의 경우, 청·장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더욱 잦아지는 전립선 질환의 예방을 위해 꾸준한 건강관리와 더불어 관련 대표적 전립선 질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중장년, 나아가 노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립선 질환 예방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가족력이
있다면 40세 이상부터 주기적인 전립선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전립선 질환이 고단백 및 고지방
식이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식단을 조절하고 음식 조절을 통한 예방을 꾀하는 것이 좋다.
평소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수면으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운동 등을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신체의 이상 증상을 감지했을 때 곧장 비뇨의학과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듯 질환을 미리 알아
두고 예방하려 노력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감소할 것이다.

전립선 질환이란?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 정액 성분 중 약 20~30%를 차지하는 전립선 액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광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평생 두
번의 성장기를 겪는 기관이다. 첫 번째 성장기는 사춘기 초기로 대부분 성인이 되고나면 멈추고, 두
번째 성장기는 40세 전후에 시작되어 남은 일생동안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50대 이상 남성은 건강을
위해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토마토

콩

호박

녹차

석류

마늘

적포도주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전립선 질환은 병기가 진행될수록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훼손하며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립선 비뇨기질환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

환자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 그 뒤를 60대, 50대, 40대가 잇고 있다. 이외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으로는 전립선암, 만성전립선염 등이 있으며 이중 전립선암은 최근 우리나라 남성에게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암이자 중년을 위협하는 남성 질환 5위 안에 드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전립선염·전립선비대증·전립선암

1.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2. 일주일에 5일은 30분 이상

3.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를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한다.

줄이고 적정체중을 유지한다

전립선염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로 세균 감염, 원인 모를 염증, 만성통증의 일환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전립선비대증은 노화와 성호르몬 불균형의 영향으로 요도 주위 전립선 샘 조직이 커져 요도를
압박하며 배뇨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주로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세 질환을 구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나이이다. 40세 이전의 증상은
대부분 전립선염이고, 40대는 교차해 나타나며, 50세 이후는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이 현저히

4. 5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검진을 받는다.

5. 가족력이 있다면, 40세 이상부터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검진을 받는다.
출처: 대한비뇨기종양학회, ‘2017 한국인 전립선암 발생 현황’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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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뉴스

의료중재원 소식
의료중재원은 의료현장 속에서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01

의료중재원, 이용자 중심 제도운영 위한 조직 및 서비스 혁신 시동
이를 위해 상담전문성 강화, 조정신청지원 서비스
확대, 알림톡 서비스 및 피신청인 홈페이지 개설 등
소통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며, 상담·감정·조정
전 과정 업무 표준화와 감정서 사전 설명 및 준비기일
활성화, 감정서 모니터링 및 환류, 조정부회의 내실화
등으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 실무인력을 통합·운영하는 ‘1사건 1팀제’로
ONE-STOP 서비스 구현을 위해 조정위원회, 감정단

03

2019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 개최

산하 조정감정본부(6팀)을 신설하고 위원통합지원체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국민의 어려움을 국민의

구축, 고객지원 전담을 위한 고객지원센터(4팀)를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TPITAL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단계적 혁신서비스를

FAIR 2019)’에서 「2019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를

목표로 「의료중재원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제공할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도출된 혁신과제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외과 의료분쟁의 특성과

혁신안은 제도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업무 표준화 및 절차

통해 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기관의

예방’, ‘의료분쟁·의료중재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의료계

개선, 인력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공, 의료사고

체질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종사자 및 병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등 4개 핵심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구성되었다.

힘쓰겠다.”고 밝혔다.

04

일시

2019. 8. 21.(수)

장소

코엑스 3층 C홀 제2세미나실
외과 의료분쟁의 특성과 예방
(김종석 상임감정위원)

주제
의료분쟁·의료중재원의 역할
(임주현 상임조정위원)

찾아가는 대국민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찾아가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개최일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본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신청을

02

부산지원 영남권역 의료기관 방문설명회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7월 19일부터 8월 30일간
영남권역(부산, 대구, 경남, 울산 등)의 주요 의료기관을

접수하는 ‘찾아가는 대국민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상담일

※ 문의 및 상담 신청: 1670-2545

10월

영남권역의 주요 병원 19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부산지원 관할 및 개정법령 안내, 개시율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영남권역의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48

장소

11일

제주

시청

17일

전북(전주)

보건소

21일

경북(포항)

보건소

1일

경북(경주)

보건소

25일

광주

시청

운영하고 있다.

대상으로 방문설명회를 시행하였다.방문설명회는

제고 등이다. 앞으로도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지역

11월

※ 운영일정은 예약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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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러분 곁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함께 품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통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의료인의 조정신청이 증가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
무료상담 1670-2545 www.k-me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