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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별 진료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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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면?
증상별 적신호 구별법
몸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나 통증이 느껴져도 무턱대고 참거나 별거 아니라며 넘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진료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증상별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과 진료과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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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와 위 사이에 문이 열리면서

요도를 통해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나 화학물질 및

목 부위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수면 중

생리 시 정상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식도로 역류되는 위의 내용물로 인해 불편한

세균이 방광까지 침입해

방사선 노출 등의 자극으로 인해

갑상선(甲狀腺, 갑상샘) 기능이 떨어져,

잠시 숨이 멎는 증상이

자궁내막과 노폐물 등이 정체되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소화기계 질병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 양이

반복되는 질환

자궁근육층으로 스며들고, 증식해 혹처럼

부족해져서 생기는 질환

증상

증상

증상

증상

딱딱해지는 질환

증상

증상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빈뇨(하루 8회 이상)가 생긴다.

구토와 설사가 나타난다.

쉽게 피곤해지고 의욕이 떨어진다.

자는 중간에 10초 이상 숨을

생리통이 평소보다 심해졌다.

마른기침이 잦다.

요절박(갑자기 강한 요의를

두통, 근육통, 고열, 피로감이

추위를 심하게 많이 탄다.

적게 쉬거나 멈춘다.

생리량이 평소보다 많아졌다.

상복부 통증과 함께 소화불량,

느끼면서 소변을 참을 수 없는

나타나고 몸에 힘이 빠진다.

식욕은 떨어졌는데 체중은

숨을 멈추는 횟수가

평소보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입 냄새, 쉰 목소리가 난다.

증상)이 느껴진다.

감기도 아닌데 잦은 기침이

증가했다.

시간당 5회 이상이다.

하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목과 가슴이 답답하다.

배뇨 시 통증이 느껴진다.

낫질 않는다.

피부와 머리카락이 부쩍

수면 중에 숨이 막히거나

팽만감이 느껴진다.

속 쓰림과 신물이 올라온다.

배뇨 후 잔뇨감이 든다.

기침할 때 피가 섞인

거칠고 건조해졌다.

반복해서 깬다.

하복부에서 무엇인가가

가래가 나온다.

우울감, 기억력 감퇴가

충분히 수면을 취해도

만져진다.

심해졌다.

개운하지 않다.

트림이 잦다.

낮에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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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

비뇨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대사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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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