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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비전 선포
VISION 

최적의 진료로 신뢰받는 분당 최고의 안심병원

CORE VALUE

· 존중과 배려 · 정직과 신뢰

· 소통과 협력 · 직원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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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정재원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김아리 전문의

비뇨의학과 조대성 전문의
정형외과 송우석 전문의

교육연구부 이광호 인턴
47병동 김은경 간호주임(2)

48병동 
48병동 박서현 간호사

이달의 친절직원 

어두움을 뚫고 밝은 미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물의 씨앗을 잉태하는 번영ㆍ희망ㆍ기회의 해입니다. 

경자(庚子)는 힘이 아주 센 흰쥐이며 매우 지혜로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여 생존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모여 인술을 

펼치는 병원에서는 각자가 맡은바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전문지식이 모여 

하나가 되어야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도 함께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생병원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제생병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인 ‘최적의 진료로 신뢰받는 분당 최고의 안심병원’과 새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력, 존중과 배려, 정직과 

신뢰, 직원행복’을 제생가족 여러분들이 공유하여 언제나 함께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에 ‘자강불식 후덕재물(自彊不息 厚德載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쉼 없이 강하게 하여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며, 공덕 즉 남 잘되게 한 연후에 이로움을 추구한다라는 뜻으로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모든 일을 서두르지 말고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서 꾸준히 나아가며, 독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함께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생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생가족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종소리가 되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며 신년사를 맺고자 합니다.

제생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이사장 

손 경 옥

분당제생병원 임직원 여러분!

2020년 새로운 10년을 생각하게 하는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주신 

대진의료재단 손경옥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는 모두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제생 가족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신전산의 도입, 증축과 리모델링, 인재영입, 지역사회 NETWORK 강화라는 네 가지 화두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뒤늦은 출발이지만 신전산 사업을 빠르고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4차 산업혁명은 

빠르게 진화합니다. 새로운 기술인 AI 즉 인공지능은 의료계에서 이미 상용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3년이면 생활에 

늘 접하는 기술로 발전할 것입니다. 둘째, 증축과 리모델링입니다. 개원 당시 인텔리젠트 빌딩, 호텔 같은 건물을 표방했지만, 개원 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원도 전문가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세련된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병원에 

도움이 되는 역량 있는 인재의 영입입니다. 훌륭한 인재는 더욱더 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병원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영입하여 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NETWORK를 강화하겠습니다. 분당제생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입니다. 성남은 발전하는 도시, 생동하는 도시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고 연구 

기반 확충에 최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기업과 상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생 가족 여러분!

분당제생병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1세의 청년 제생병원입니다. 제생가족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제생병원장 

이 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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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병동 
58병동 

58병동 오소영 간호사
81병동 

81병동 최미리 간호사
81병동 이아영 간호사

81병동 이현주 조무사
81병동 이하늘 간호사

핵심가치

2020 VISION & CORE VALUE

마이다스 행복재단 1억 원 기부금 기탁

-  기술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나눔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판교 첨단 IT기업의 지역을 위한 따뜻한 손길

- 지역 종합병원 기부로 대형병원 쏠림 기부에 경종

마이다스 행복재단(이형우 이사장)은 지난 12월 18일 분당

제생병원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의 진료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지역 취약 계층의 의료비 지

원사업에 쓰인다. 마이다스 행복재단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

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대다수의 최소고통, 일상생활

에서의 나눔, 기부금 나눔 활동, 노력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세상에 환원한다’는 재단의 취지

에 따라 2000년부터 사랑의 마라톤대회, 인도의 우물 파기, 중

국의 소학교 건축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형우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병원과 마이다스아이티가 동

시대에 분당에서 시작하여 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단

의 설립 취지와 맞게 병원을 통해 취약 계층을 도울 것이며, 대

상자의 의료비 지원 이외의 사업도 직원들이 봉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하였다.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은 “개인이

나 기업이 브랜드 때문에 대학병원 중심으로 기부를 많이 하

지만, 실재 취약 계층이 많이 찾는 병원은 지역 종합병원이다.’

며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다스 행복재단의 지

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하였다. 마이다스 행복재단은 마이다스아이티를

모체로 하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00년 설립된 성남 판

교 소재의 IT회사이며 과학기술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

발 및 보급과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리고 웹 비즈니

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기술로 세상과 인간을 행복하

게 하고 나눔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경영철학을 가

지고 있다.

병원장과 마이다스아이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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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계원 주임과장

병리과에서 시행하는 

동반진단 검사
 특수 검사를 통한 유전자, 단백질 분석으로 약물 치료 효과를 높임 

※ 참고문헌
 Ventana PD-L1 (SP263) assay staining of non-small cell lung cancer interpretation guide, SCL-48-201708

분당제생병원 병리과에서 ventana 자동면역 염색 장비로 면역
염색을 시행하는 모습

81병동 안영민 간호사
82병동 

71병동 (2)
71병동 장정수 간호계장

71병동 정성희 간호사
72병동 

72병동 김차중 간호과장
72병동 최지현 간호주임

이달의 친절직원 

병리과는 임상의사가 환자의 질병이 의심되는 부위 조직을 

떼어내어 병리과로 보내면 이를 유리 슬라이드로 만든 후 광학 

현미경으로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여 질병에 대해 최종 진단

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질병의 분류도 복잡

해지고 새로운 치료약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병리

과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병리과에서는 환자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뿐 아니라 다양한 특수병리검사를 추가로 실

시하여 질병의 유전적 정보를 검사하고 이를 통해 임상의사가 

환자에 대한 치료 약제를 결정하고 예후를 판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리과에서는 통상적인 H&E 염색 

외에 특수염색, 면역병리, 분자병리 등 특수한 검사를 시행합

니다. 이중 면역병리 검사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단백

질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며, 분자병리 검사는 유전자 변화를 

직접 분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자의 조직에서 다양한 유전

자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리과에서 동일한 암으로 진단

하더라도 환자마다 약물반응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사람마

다 다른 유전자 변이 때문에 체내 효소량이나 단백질양 등에 차

이가 생겨 약물 대사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

는 항암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치료를 받지만, 치료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

인 간 다양성은 약물 효과와 안전성 예측을 어렵게 하는데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가 동반진단 검사(companion

diagnosis)입니다.

동반진단 검사는 병리과에 접수된 조직으로 면역병리검사

와 분자병리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환자 개개인의 질병

에 대한 유전자 변화를 분석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동반

진단 검사의 결과는 임상의사에게 항암제 처방의 명확한 임상

적 근거와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여 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항암제의 오남용을 줄여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반진단 검사는 대부분 항암제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ER (Estrogen 

Receptor) status에 따른 항암제(Tamoxifen) 치료와 HER2 유

전자의 변이 여부에 따른 Trastuzumab (일명 Herceptin) 치료

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최근 개

발된 많은 항암제에 동반진단 표지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PD-L1(SP263)과 ALK 동반진단검사입니다. 

실제 항암제 신약을 환자에 투여하기 위해 미국 FDA 승인

이 필요하듯 병리과에서 시행하는 동반진단 검사에 해당하는

병리과 장비 및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미국 FDA의 승인이 필

요합니다. 분당제생병원 병리과에서는 2018년 2월부터 로슈

(Roche)사의 Ventana 자동면역 염색기를 도입하여 FDA 승인

을 받은 PD-L1(SP263)과 ALK 동반진단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동반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병리 검사

H&E

면역병리 검사 (ventana 동반진단검사)
(특정 항원이 존재하는 부위가 갈색으로 양성반응 보임)

PD-L1(SP263)PD-L1(S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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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새로운 대장암 선별검사 글 _ 진단검사의학과 

이성규 주임과장

61병동 
61병동 김수정 간호사

61병동 이지은 간호사
61병동 김서현 간호사

61병동 임채린 간호사
62병동 최우정 간호사

51병동 
51병동 고수연 간호사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높지 않았으

나 급속한 식생활의 서구화, 비만 인구 증가, 높은 흡연율, 잦

은 음주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쳐져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장암 발생률 1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대

장암에 대한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50세 이상 성인에게 매년

분변잠혈반응 검사를 선별검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분변잠혈

반응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

다. 그러나 분변잠혈반응 검사는 대장암 진단에 있어 민감도가

약 50%로 대장암을 발견하는 비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장내시경 검사는 검사 전 장정결제 복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시술에 대한 두려움에 건강검진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으나 국내성인 3명 중 1명 만이 조기에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고 있어 민감도가 높은 대장암 선별검사가 필요한 실

정입니다. 

최근 국내기업이 개발한 얼리텍 대장암 검사는 분변으로부

터 추출한 DNA에서 신데칸-2 유전자의 메틸화를 실시간 중

합효소 연쇄반응으로 측정하여 대장암 진단에 보조적으로 사

용하는 분자진단 검사입니다.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30~80세 남녀 58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종

양의 단계나 위치,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대장암 보유 여부를 

진단하는 민감도가 90.2%, 질병이 없을 때 음성으로 진단하는 

특이도가 90.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0~2기까지의 대장암 진단 민감도는 89.1%를 기록하

여 대장암 조기 진단에 충분한 유효성을 보였습니다. 기존 대

장암 선별검사인 분변잠혈반응 검사와 달리 높은 진단 정확도

로 대장암 및 용종 발견율을 높이고, 얼리텍 대장암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을 시행함으로써 대장내시경을 꺼리는 

분들에게는 대장내시경 순응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분당제생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2020년 3월 

부터 얼리텍 대장암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분당제생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혈액검체로 

시행하는 특수검사

1. NK세포 활성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항암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도 측정을 통해 항암면

역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NK세포 활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항암면역기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원인 평가 및 면역력을 높이는 관리

가 필요합니다.

2.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검

출되는 바이오마커인 중합체 베타-아밀로이드 양을

측정하여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검

사의 민감도는 100%, 특이도는 92.31%입니다. 

(출처 : 제조사 식약처 허가 임상시험 자료) 

매일, 대장벽에서 이탈된
수많은 세포들이 대장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만약 대장에 병변(암 또는 선종)이
발생하면 병변세포들은 정상세포와 함께 
떨어져 나와 분변속에 포함되어 
외부로 배설됩니다.

얼리텍® 대장암검사는 
분변에 있는 DNA에서 
신데칸-2 바이오마커
유전자의 메틸화를 측정합니다.

정상
신데칸-2 유전자

메틸화된
신데칸-2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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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본원 직원 자선기금으로 심장 관상동맥우회술 환자 지원 

본원 자선진료위원

회는 2019년 사랑

나눔 의료비 지원 사

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1일 분당구 

정자동 송모씨에게 

관상동맥우회술 진

료비를 지원하였다. 

환자는 지체장애1급이며 부인은 뇌병변1급 장애를 가진 환한 미소가 인상

적인 부부이다.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우회술 하였으며 해당 행정복지센터

에 긴급복지 신청하였으나 지원 불가 판정을 받아, 본원 사랑나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연말 선물을 드렸다. 흉부외과 최성실 주치의는 ‘하지마비

로 몸은 불편하시지만, 마음은 그렇지않으신 분으로 제가 많이 배우는 계

기가 되어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사랑나눔의료비 지원사업

은 직원 월급 자투리 기부와 바자회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연말 산타클로스 이벤트 실시

본원은 지난 12월 

24일 오후 소아 병

동, 소아재활 병동, 

소아청소년과 외래

를 찾아 산타 이벤트

로 100set의 선물을 

입원 및 외래 환자에

게 전달했다. 이영상 

병원장은 ‘산타를 믿고 반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 되는 하루였다.’며  

‘내년에는 환아들이 모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2019 제20회 QI경진대회 성료

QI팀에서 주최한 QI경진대회가 지난 11월 28일 성료 되었다. 총 17팀이 

참가하여 6개 팀이 구연 발표하였으며 11개 팀이 포스터 전시를 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의무기록팀(의무기록팀, 응급의학과, 의료정보팀)의 ‘의료

의 질 평가 및 신포괄수가제 도입대비 최종진단명 적합성 관리’,우수상에

는 전지적환자시점팀(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센터 서비스 개선활동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과 잘먹고잘살자팀(영양팀/내과 외래간호)의 ‘외래 

당뇨교육 실시율 향상’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52병동 
내과계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조수빈 간호주임

외래 정형외과 류지혜 간호주임(2)
소화기내과 차지현  
응급의료센터 (2)

재활의학과 문현민 물리치료사
재활의학과 김신영  
재활의학과 유정은  

영양팀 양경숙  
영양팀 조명숙  
영양팀 백미숙  

이달의 친절직원 

✚제7회 서양화가 장경희 개인전, 본원에서 열려

어렵지 않고 편안한 추상화 전

시인 서양화가 장경희 작가

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본원 1층

과 지하 1층에서 열렸다. 장

경희 작가는 ‘삶의 작은 이

야기를 주제로 검정색을 근간으로 기하학적 추상과 들꽃의 강인함

과 향기로움을 조형성으로 표현, 잠시라도 힐링 되고 카타르시스 됐

으면 한다.’며 ‘아티스트에게 병원 갤러리를 만들어 주신 분당제생병

원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장작가는 전시회를 마치고 귀중한 그림  

1점을 병원에 기증하였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본원 자선 진료팀이 지난 11월 29일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9년  

3차 방문 진료가 실시되었다. 복지관에서 선정한 총 47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진료팀의 가정의학과 엄유진, 이비인후과 강주찬, 재활의학과 조태

환, 약제팀 이상명, 김동현, 진단검사의학과 신경현, 사회사업팀 신재은, 

간호부 공인선, 총무팀 차량반, 건강보험검진센터가 참여하였다.

✚안과 이승현 과장, IOVS 저널의 리뷰어로 선정

안과 이승현 전문의가 IOVS 저널의 리뷰어로 선정되었다. IOVS 

(Investigate Ophthalomogy & Visual Science) 저널은 미국의 미국 시

과학ㆍ안과학회 ARVO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에서 출간하는 저널이며, IF (impact factor)는 2018년 

기준으로 3.812이다.

✚  영상의학과 김혁중 주임과장, SCIE 논문 게재 

영상의학과 김혁중 주임과장의 SCIE 논문이 KJR(2018 impact factor 

3.7)에 게재되었다. 논문제목은 Using 2-mSv Appendiceal CT in Usual 

Practice fo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llingness Survey of 579 

Radiologists, Emergency Physicians, and Surgeons from 20 Hospital

이다.

✚간호부 연말 봉사활동

간호부 GWP위원회에서는 

올해 알뜰바자회 수익금으

로 연말봉사 활동을 하였다. 

본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성남시와 광주의 취약 계층

인 독거노인과 환자를 대상

으로 김치 및 한방 파스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전

달하였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직접 손으로 뜬 모자를 Save 

the children의 신생아 살리기 프로젝트에 기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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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팀 양경숙  
영양팀 조명숙  
영양팀 백미숙  

원무팀 
원무팀 배선영  
총무팀 미화 권영희  

김소양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들은 Acting도 정확하고 빠르고 칼퇴 가능함

변아영 간호사  응급실에서는 IV(정맥주사)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한유진 간호사  CPR 그 정도쯤이야! CPR이 가장 쉬웠어요.

정선하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들은 화목해요. 

이나현 간호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 멋집니다. 

조한뉘 간호사  인간미가 넘치는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권예령 간호사  인수인계가 빠르고 다양한 Case 볼 수 있어요.

  이수빈 간호사  친근해요. 환자를 가족같이 생각해요. 

양예림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들은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조혜민 간호사  응급실에는 초음파 1인자가 있어요.

정수용 전공의  
Team Work가 좋다.

강현구 전공의  
빠른 회전율을 자랑합니다. 

이규현 과장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중심의 응급센터

하영록 과장  
근무 환경이 치열해도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하는 응급센터 직원 파이팅!

이송희 설명 간호사 
응급실은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요. 

제가 있으니까요.

김승현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는 다 예뻐요.

김학중 전공의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치료합니다.

주정희 간호과장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응급센터 최고

정윤지 간호사 
응급실은 매사 모든 걸 열심히 해요.

최승주 전공의  
치열하게 환자를 위해 분투하는 응급센터

손성열 인턴 
항상 성실하고 친절한 응급센터입니다.

김영식 응급의료센터 소장  
힘들지만 정이 넘치는 응급센터

소 감

아직 부족한 저를 친절직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환자를 수술장으로 보내고 받고 신속하게 간호업무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라 마치 전쟁터 

같은 정형외과 병동에서 일하며 전투적으로 환자를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놀랍

고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57병동에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간호부 57병동 김지윤 간호사

이달의 친절직원

박지윤 간호사  
응급실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김동훈 전공의  
친절하고 빠른 진료, 능력 있는 의료진

유우성 과장  
생명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수호하는 

응급센터 

여승진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들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만능꾼이예요!

김혜림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들은 귀가 쫑긋 서 있어서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들어요. 

Multiplayer
응급의료센터



▶병원대표전화 : 031-779-0114 
▶응급의료센터 : 031-779-0119 

▶전화예약센터 : 031-779-0000
▶진료협력센터 : 031-779-0470 

▶건강증진센터 : 031-779-0010~1
▶건강보험검진센터 : 031-779-0940

※   응급의료센터로 전원이 필요하시면 응급의료센터 실장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10-7299-7119

| 편집위원 | 
길현경(편집위원장/안과), 조대성(비뇨의학과), 이승현(안과),  
선우문경(신경과), 신근영(정형외과), 문종기(방사선종양학과), 
이선아(보험팀), 이성경(간호부), 김다솔(국제진료소),  
권원표(재단사무국)

분당제생병원 진료일정표 ※ 전화예약 : 031-779 - 0000 (오전 8:30 ~ 오후 5:30) ※ 인터넷 예약 : www.dmc.or.kr ※ 031-779 - 해당진료과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020. 1. 1 현재)

진료과 성 명 전 공 분 야 시간 요일

정형외과
0175

최준철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오전

월, 수
오후

송우석 슬관절, 족관절, 스포츠외상
오전

화, 목
오후

정유훈 스포츠 외상 및 관절 내시경, 관절염(인공관절술 및 관절보존술)
오전

월, 수
오후

신근영 고관절 질환, 인공관절, 외상
오전

화, 금, 토(2, 4)
오후

박주현 견관절, 상지, 외상
오전 월, 목, 금, 토(1, 3)
오후 월

나화엽 척추질환, 허리, 목,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내시경수술
오전

척추센터 진료
오후

이영상 허리, 목 디스크,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골다공증, 척수종양, 척수증
오전

척추센터 진료
오후

척추센터
6500

이영상 허리, 목 디스크,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골다공증, 척수종양, 척수증
오전 월, 목, 토(1)
오후 -

나화엽 척수질환, 허리, 목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내시경수술
오전

화, 금, 토(2)
오후

오성한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비수술 치료(척추통증중재 시술) 오전
월, 수, 토(3)

미세침습수술, 노인성 척추질환, 척추(수) 종양 및 외상 오후

이종주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척추통증중재 시술 오전
화, 목, 토(4, 5)

내시경 시술, 골다공성압박골절, 척추(수) 외상 오후

신경외과
0280

정봉섭 뇌혈관질환, 뇌종양
오전 수
오후 월, 금

황교준 뇌동맥류,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경동맥협착, 혈관기형, 두부외상
오전 화, 금, 토(2)
오후 수

김주성 뇌종양, 소아신경외과, 두부외상
오전 월, 목, 토(1)
오후 화, 목

오성한 두부외상, 척추외상,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오전
척추센터 진료

미세침습수술, 노인성 척추질환, 척추(수) 종양 오후

이종주 척추외상,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척추통증중재 시술 오전
척추센터 진료

내시경 시술, 골다공성압박골절 오후

흉부외과
0160

조재민 폐암, 일반폐질환 및 늑막질환, 말초 혈관 오전 월, 수, 토(1)
다한증(손.발), 기흉, 하지정맥류 오후 월, 수

최성실 심장 및 혈관수술, 폐암 및 식도암, 흉강경 수술(일반 폐질환)
오전 화, 목, 금, 토(3, 5)
오후 화

권진태 심장수술,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대동맥질환 오전 화, 토(2, 4) 
말초동맥질환, 심부정맥 혈전증, 일반흉부질환 오후 목, 금

성형외과
0281               

김동철 화상, 미용 및 피부종양, 안면외상 및 사지 재건
오전 월, 금, 토(3)
오후 수, 목

이종건 구순구개열 및 두개안면기형, 악안면외상 및 재건 오전 화, 수, 토(1)
미용성형(눈, 코, 노안), 일반성형 및 보톡스, 필러성형 오후 금

정창은 항노화성형 (눈, 코, 주름, 리프팅, 지방이식) 오전 목, 금, 토(2)
수부외상, 사지재건 및 미세수술, 유방성형, 일반성형 오후 월, 화

비뇨의학과
0165

장석흔 비뇨기종양,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오전 수, 금, 토(3)
오후 월, 수

손정환 배뇨장애, 요실금, 요로결석
오전 월, 목, 토(1)
오후 수, 금

이재원 요로감염, 배뇨장애, 전립선 질환
오전 화, 목, 토(2)
오후 월, 화

조대성 비뇨기종양, 소아비뇨기과, 남성과학
오전 월, 금, 토(4, 5)
오후 화, 목

이비인후과
0258

김광현 두경부종양, 갑상선암, 음성장애, 타액선질환
오전 월, 목
오후 수

안윤숙 중이염, 이명, 난청, 어지러움증 오전 월, 화, 토(1, 2)
안면마비, 인공와우, 보청기클리닉 오후 월, 목

박세라 중이염, 이명, 난청, 어지러움증 오전 수, 금, 토(3)
안면마비, 인공와우, 보청기클리닉, 편도질환 오후 화, 수

안상현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축농증 오전 화, 금
비염, 비내종양, 비골골절 오후 월, 금

피부과 0289
서정화 피부미용, 피부질환, 치료클리닉(목:오후)

오전 월, 화, 목, 금, 토(2, 4)
오후 목

김은형 피부미용, 피부질환, 치료클리닉(수:오후)
오전 수, 토(1, 3, 5)
오후 월, 화, 수, 금

가정의학과
0152

박영규 노인병, 갱년기,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오전 월, 수, 토(4)
오후 금

조성민 노인의학, 만성질환, 평생건강관리
오전 금, 토(2)
오후 월, 수

최영아 만성피로, 항노화, 비만, 기능의학, 통합의학적 암치료 오전 화, 수, 목, 토(3, 5)
온열암치료(수:오전 전화779-5020, 모발/만성피로클리닉(목:오후) 오후 화, 목

이경식   피로, 갱년기, 비타민 치료, 골감소증, 비만
오전 월, 토(1)
오후 수, 목

재활의학과
0063

김주섭 척수손상재활, 척추재활클리닉(목:오전 ) 오전 수, 목, 금, 토(2)
뇌신경재활, 통증재활 오후 월

문현임
뇌신경재활, 암재활, 전기진단(근전도) 오전 월, 화, 금
근골격재활, 연하장애클리닉(금:오전) 오후 화, 목

윤서연 뇌 손상(외상성, 저산소성, 뇌졸중), 호흡재활, 심장재활 오전 월, 수, 토(1, 3)
 척추·관절·신경통증재활, 어깨통증클리닉(화:오후), 노인재활클리닉(수:오후) 오후 화, 수, 목

서지현 소아재활, 척추재활, 발 통증, 뇌신경재활
오전 화, 목, 토(4)
오후 월, 수, 금

통증센터 0214 김은경 대상포진후증후군, 대상포진, 척추비수술적치료 오전 월, 화, 목, 금, 토(1, 2)
관절비수술적치료, 신경성형술,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통증 오후 월,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5000 김성훈 유방암, 폐암, 대장암, 두경부암, 뇌종양, 자궁암 오전 월, 화, 수, 목, 금
전립선암, 전이암, 간암 등 악성 종양 오후 수

치과
0188

김태완 악교정수술, 턱관절, 임플란트
오전 월, 화, 수, 토(1, 3, 5)
오후 월, 화, 수

선화경 악안면 외상, 임플란트, 턱관절, 사랑니발치
오전 월, 수, 목, 금, 토(2, 4)
오후 월, 수, 목, 금

조성용 심미보철, 고정성 보철, 임플란트, 부분/완전 틀니
오전 월, 화, 수, 금, 토(1, 3)
오후 월, 화, 수, 금

정연희 통합치과진료
오전 월, 화, 목, 토(2, 4)
오후 월, 화, 목

윤완자 턱수술교정, 투명교정, 설측교정, 성인교정, 소아/청소년 교정
오전 화, 토(2, 4)
오후 화

진료과 성 명 전 공 분 야 시간 요일

간질환센터
0391

박영민 간암, 간이식, 간경변증, 급만성간질환 오전 월, 수, 목, 토(4)
간암치료시술(월, 목, 금 : 오후), 간초음파(화, 금 : 오전) 오후 화, 수

박상종 간암, 간이식, 간경변증, 급만성간질환, 지방간
오전 금, 토(2, 5)
오후 -

유양재 간암, 간이식, 간경변증, 급만성간질환, 지방간
오전 월, 화, 수, 토(1, 3)
오후 월, 목, 금

소화기센터
0202

박주상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담석증, 췌장염, 췌·담도암
오전 월, 화, 수, 토(3)
오후 목, 금

박상종 위장관질환(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오전 화, 목
변비, 대장염, 대장용종), 위장관 치료내시경 오후 수, 금

장은정 위장관질환, 가족성 소화기암, 염증성 장질환
오전 월, 수, 목, 토(1)
오후 월, 화

박상운 위장관질환(역류성 식도염, 소화성궤양, 위장관출혈) 오전 수, 금, 토(2)
치료내시경,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오후 월, 목

김상중 위장관질환, 염증성 장질환, 위장관치료 내시경 오전 목, 금, 토(4) 
장결핵,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오후 화, 수

임상영양 0200~1 백현욱 노인영양, 암과 영양, 소화기영양
오전 수, 목
오후 월

심장혈관센터
0777

조상균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오전 목, 금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초음파 오후 월, 화 

조성욱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오전 월, 화, 토(1)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오후 수, 금

김동진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고혈압
오전 월, 수, 토(2, 4)
오후 화, 목

김민규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오전 목, 금, 토(3, 5)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말초동맥 질환(하지 파행) 오후 월, 수

오민석 심장 초음파, 심부전, 판막질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부정맥
오전 화, 수, 토(2, 4)
오후  목, 금

조대열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고혈압 
오전

 해외 연수중
오후

감염내과 0200~1 김민형 감염질환, 여행자클리닉, 면역저하자 감염진료
오전 월, 화, 금
오후 수, 목

내분비
0200~1

김용현 당뇨병, 갑상선 클리닉(수:오후), 골다공증, 호르몬질환
오전 월(2,4, 5) 화, 목, 금, 토(2,4)
오후 월, 화, 수

신동현 당뇨병, 갑상선 클리닉(목:오후), 골다공증, 호르몬질환
오전 월, 화(1, 3), 수, 목, 토(1, 3, 5)
오후 화, 목, 금

신장
0200~1

정윤철 만성 신부전, 혈액투석/복막투석, 급성 신부전 오전 월, 수, 금, 토(1, 4)
사구체신염, 산염기 및 전해질장애, 급성 신우신염 오후 월, 수

이장한 만성 신부전, 혈액투석/복막투석, 급성 신부전 오전 화, 목, 토(2, 3)
사구체신염, 요로감염, 전해질이상 오후 화, 목, 금

류마티스 0200~1 채지영 통풍, 퇴행성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오전 월, 화, 수, 금, 토(2, 4)
강직성 척추염 클리닉(월:오후), 섬유근육통(근막통 증후군) 오후 월(1, 3, 5), 수, 목

호흡기
알레르기
0200~1

김도훈 호흡기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폐렴, 만성기침
오전 월, 화, 목, 금, 토(1)
오후 화

오미정 호흡기 질환,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클리닉 (월:오후)
오전 월, 수, 금, 토(3, 5)
오후 월, 목

이경주 호흡기 질환, 폐암 조기진단 클리닉
오전 화, 수, 토(2, 4)
오후 월, 수, 금

혈액종양
0190

손희정 폐암, 두경부암, 소화기암, 부인·비뇨기암
오전 월, 수, 금, 토(2, 4)
오후 화, 목

조경민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다발성골수종 오전 화, 목, 토(1, 3, 5)
빈혈 및 응고질환, 림프종, 유방암, 육종 오후 월, 수, 금

신경과
0216

유현정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말초신경병증 오전 월, 화, 수, 토(5)
근육병, 손·발저림 클리닉(월 : 오후) 오후 월, 목

정은혜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치매 및 운동질환 클리닉 (목:오후)
오전 목, 금, 토(4)
오후 월, 수, 목

김병수 뇌졸중, 두통(편두통, 군발두통), 뇌졸중 및 두통 클리닉 (월:오전)
오전 월, 화, 금, 토(2)
오후 월, 수

선우문경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파킨슨 및 운동질환 클리닉 (수:오후)
오전 수, 목, 토(3)
오후 화, 수, 금

박윤경 수면장애(코골이, 불면증, 낮졸림), 뇌전증,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오전 월, 화, 목, 토(1)
수면 클리닉(코골이, 불면증, 낮졸림) (화 : 오전) 오후 화, 금

외과
0170

김일동 대장암, 항문클리닉, 복강경 수술
오전 월, 수, 금
오후 수

김기호 간담도 및 췌장외과, 복강경 수술
오전 화, 수
오후 금

박진수 소아, 성인외과, 소화기외과, 탈장클리닉
오전 월, 화, 목, 토(5)
오후 월

전병건 대장암, 항문클리닉, 복강경 수술
오전 화, 목, 토(4)
오후 화, 금

이정연 위암, 상부위장관 외과, 복강경 수술, 비만
오전 목, 금, 토(3)
오후 수, 목

유방 / 갑상선센터 
5099

김상욱 유방암, 갑상선암, 양성유방질환, 부유방 오전 월, 목, 금, 토(2)
 갑상선레이저 치료, 유방 맘모톰 수술 오후 월

김윤경 유방질환
오전 화, 수, 토(1)
오후 화, 목

산부인과
0266~7

유정현 생식 내분비, 불임, 골반장기 탈출, 내시경 수술
오전 월, 화, 목, 금, 토(1)
오후 -

장재혁 자궁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복강경 수술
오전 월, 수, 토(3, 5)
오후 화, 수, 금

김일동 산과, 습관성 유산, 고위험 임신, 기형아 진단, 복강경 수술
오전 수, 목, 금, 토(2, 4)
오후 월, 목

소아
청소년과
0273~4

최종운 심장병, 부정맥, 가와사키, 신장 질환, 신생아 질환, 소아심장클리닉
오전 월, 수, 목
오후 화, 금

김세영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성조숙클리닉, 당뇨병클리닉 오전 월, 수, 금
소아비만, 터너증후군, 유전대사질환, 갑상선 오후 수, 목

안연화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클리닉(목:오후)
오전 화, 수, 금
오후 월, 목

김아리 소화기 질환, 소아청소년 내시경 검사
오전 화, 목, 토(3)
오후 월, 수, 금

변성환 뇌신경 질환, 경련, 두통, 발달지연
오전 월, 금, 토(1, 2)
오후 화, 수, 목

정신건강
의학과
0156

김정훈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수면장애, 불안장애, 치매
오전 월, 화, 수, 금
오후 월, 수

정재원 우울증, 노인정신과, 스트레스, 여성정신의학
오전 월, 수, 토(2, 4)
오후 화, 목, 금

이선구  알코올 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신체화 장애, 치매, 식이장애
오전 화, 목, 토(1, 3, 5)
오후 월, 목, 금

안과
0292

길현경 망막, 포도막,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백내장
오전 화, 목, 토(5)
오후 월, 목

이승현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 익상편
오전 수, 금, 토(2, 4)
오후 화, 수, 목

강선아 성형안과, 소아안과, 안구건조증, 사시, 눈물, 보톡스, 영유아 안 검진
오전 월, 목, 토(1, 3)
오후 월, 화, 금

클리닉 진료이므로 진료과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