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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진료로 신뢰받는
분당 최고의 안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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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진료로 신뢰받는 분당 최고의 안심병원
첫째, 관계에 있어 사람 중심의 수평적 소통과 협력 추구
둘째, 생명을 존중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배려하는 병원
셋째, 정직과 신뢰의 정도를 걸어 나가는 안심 병원. ‘적정 진료를 하는 병원’
넷째, 구성원이 참다운 삶, 풍요로운 삶,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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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우회로술이란?

글 _ 흉부외과 최성실 주임과장

www.dmc.or.kr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지만
심장 자체에도 혈류를 공급받기 위한 동맥들이 필요하며 이를 관상동맥이라 합니다. 만약 혈전이나
동맥경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되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은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고 협십증부터 심하면 급성심근 경색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좁아져
있다면 넓혀줘야 하며 방법으로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스텐트, 풍선 확장술)과 관상동맥우회로
술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관상동맥의 병변을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통해 해결할 수 없
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개의 관상동맥 모두 병이 있는 경우, 좌주관상동맥에 병변이 심한 경우. 석회
화가 심해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 스텐트 삽입 부위에 재협착이 있는 경우일 때는 수술 즉 관상
동맥 우회로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술은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가 혈관을 이용하여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며 이 수술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 방법으로는 인공심폐기를 가동하여 심장을 정지시
킨 상태에서 혈관을 이어주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박동 상태에
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원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
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
으며 특히 만성 심부전환자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 더욱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술 시간 또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이 박동
하는 상태에서 1~2mm 혈관을 봉합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숙련도와 정확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본원
은 심평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적정성평가에서 4회 연속 1등급을 받았으며 그것은 수술자의 수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며 여러 협력 파트 즉 심장혈관내과, 마취과의 수준이 종합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야 달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당제생병원의 심장 수술뿐만 아니라 그 외 고난도 수술을 집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Single

Double

Triple

Quadruple

Coronary Artery Bypass Graft(CA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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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진단은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

진료실 또는 응급실로 내원하는
심장질환 환자분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계절을 느낍니다.
벌써 찬바람이 시작되고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계절이 왔다고 하고…

www.dmc.or.kr

글 _ 심장혈관내과 김민규 과장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이 다양한 증상을 인터넷에서 찾

끼지만 활동 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아보거나 주변 지인에게 듣고 심장병이라고 생각하고 외래

와 다르게 일상 활동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이 느껴

를 찾습니다. 특히 난감한 경우는 “나 심장병 생겼다”고 한

지는 분도 협심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잠깐의 의식 소실이

마디만 하고 무조건 치료해 달라고 할 때입니다. 다른 질환

나 어지럼증의 반복도 고연령에서는 협심증 가능성이 있고,

을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심장 질환을 진단할 때

명치 끝이 체한 것 같이 심하게 답답하면서 힘이 없고 식은땀

는 문진, 즉 동반 질환을 확인하고, 증상들을 면밀히 물어보

이 나는 것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서 심장병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중

은 진료 시간에 의사와 효과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

요하겠습니다.

식적 수준에서 심장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적극적으로 상담
에 응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진료를 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진단은 문진과 더불어 운동부하 검사 또는 핵의학 단층 촬
영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에 따른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진
단 및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

우리 심장은 정상적으로 일 분에 60~100회 정도의 속도

조 및 기능을 보는 검사인데, 간혹 관상동맥협착이 심하게 발

로 규칙적으로 박동하면서,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혈액을 우리

생하면 심근의 활동이 제한되어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동

몸 장기마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거나

반되는데, 이런 국소 심장벽 운동 장애를 확인하면 협심증을

또는 빨리 뛰고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도 있고, 심장 근육이

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뿜어낼 수 있는 정상적인 구조 및 능력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도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대한 관상동맥을 통한 혈액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되는 협심증

협착이나 죽상종의 파열에 다른 혈전 발생으로 혈관이 좁아

도 있습니다.

져서 발생한 경우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상동맥
이 정상이면서도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형적

# 협심증

인 흉통에 운동부하검사 등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나 관상동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심장내과를 내원합

맥조영술은 정상인 미세혈관협심증도 있고, 주로 자고 일어

니다. 그러나 가슴 통증이 다 협심증은 아닙니다. 협심증이란

나는 새벽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나 일상 생활 시에는 전혀 증

심장에서 기인한 가슴 통증을 말합니다. 자세한 문진을 통해

상이 없는 상태로 관상동맥의 갑작스러운 수축을 통해 심근

이 흉통이 심장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장, 폐, 갈비

허혈이 발생한 변이형 협심증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

뼈나 연골 등 다른 원인에 따른 통증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행성으로 대동맥 판막에 협착이 진행되면서 심박출 시 심근

우리가 흉통에 대해 문진을 할 때 흉통의 위치 및 성격, 시작

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면서 발생하는 흉통도 있을 수 있습

시기 및 빈도, 지속 시간, 유발 인자, 이완 인자, 방사통 (흉통

니다. 이렇듯 다양한 상태에 따라 흉통이 발생하므로 자세한

과 더불어 같이 아픈 다른 부위)의 유무, 부가적인 증상 및 니

문진과 이학적 검사 및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질환의 유

트로글리세린 설하정에 대한 반응 등을 확인합니다. 전형적

무 및 치료 계획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 협심증은 앞가슴 부위나 명치 부위가 5~10분 정도 지속
되는 터질 것 같은, 쪼이는 또는 꽉 누르는 통증이 있고, 보통
활동 시에 나타나나 쉬면서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통증 발
생 시 왼쪽 팔 부위나 어깨, 목, 턱 등으로 통증이 같이 발생
하면서 식은땀이나 호흡곤란 등이 동반됩니다. 최근에 갑자
기 발생하였고, 가만히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증상이 발생
한 경우는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어 빠른 진료가 필요합
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협심증을 흉통으로만 발현하지는
않습니다. 고연령, 여성 또는 당뇨 환자분들은 흉통은 못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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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뇌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뇌혈관 중재시술

# 뇌졸중(중풍)이란 무엇인가?
뇌세포는 혈액공급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혀 뇌혈류가 차단되거나(뇌경색), 또는 뇌혈관이 터져(뇌출혈) 뇌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갑작스러운 뇌기능
마비 증상이 초래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즉, 뇌졸중은 뇌혈관질환에 의해 뇌가 손상된 경우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 뇌가 손상되기 직전의 상태로 혈류가
감소하여 가끔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뇌허혈이라고 세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글 _ 신경외과 김미경 과장

www.dmc.or.kr

# 뇌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뇌혈관 중재시술
뇌혈관 중재시술은 뇌혈관 조영검사와 각종 의료 기구를

2. 경동맥협착증 (Carotid stenosis)의
스텐트 삽입술 (Stenting)

이용하여 비침습적, 비수술적, 비파괴적 방법으로 뇌혈관 질

경동맥은 목 부위를 지나가는 큰 동맥으로 동맥경화가 잘

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최첨

일어나 혈전이 생기기 쉬워 좁아지기 쉽고, 혈전이 떨어져 나

단의 시술 방법입니다. 현재 신경외과는 고도로 발달하고 있

가 뇌경색이 생기기 쉬우므로 좁아진 경동맥을 확장하는 수

는 진단 장비와 수술 기구 등에 힘입어 다른 어떤 의학 분야

술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경동맥

보다도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질환에 대

의 직접 좁아진 부위를 절개하여 혈전과 콜레스테롤 플라그

한 중재시술은 다양한 장치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를 제거하는 내막절제술의 수술적 치료와 함께 최근에는 중

연구 모색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치료결과 측면에서 모두 탁

재시술을 통해 스텐트라고 하는 혈관 확장기구를 이용하여

월한 훌륭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뇌혈

경동맥의 좁아진 부위를 확장하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

관 질환들은 급성 뇌혈관의 폐쇄(급성 뇌경색), 뇌혈관협착,

고 있습니다. 특히 경동맥협착증의 스텐트 삽입술은 원위부

동맥류, 뇌혈관 동정맥기형과 동정맥루, 뇌혈관 박리, 혈관

색전 현상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의 개발로 경동맥 내막절제

과다 뇌종양, 두경부의 급성 출혈, 안면·두경부 혈관질환, 척

술보다 더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으며 수술 위험

추 혈관질환, 신생아 및 소아 혈관질환, 혈관염 등의 많은 관

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더 안전한 치료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련 질환이 있으나 그 중 뇌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주요한 뇌혈
관 중재시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급성 뇌경색의 동맥 내 혈전용해술
(Intraarterial Thrombolysis)
급성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적어도 3~6시간 이내에 적절

스텐트 전

스텐트 후

한 치료(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입이나 중재시술을 통한 동맥
내 혈전용해술)를 통해 막힌 동맥혈관을 재개통하여야 뇌 손

3. 두개내 동맥협착증의 스텐트 삽입술 (Stenting)

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양인과 비교해 한국인은 두개내(머리뼈) 동맥경화성 뇌혈

증상 발생 3시간 이내 혈전용해제를 정맥 주입하는 것이 중

관 협착의 빈도가 높은 편이며, 이에 대한 중재시술의 경우 뇌

요하나, 막힌 동맥이 아닌 전신적인 정맥주입 방법이므로 혈

혈관의 구조상 혈관의 박리와 파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

전용해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증상발현 후 3시간

므로 고도로 숙련된 수기가 필요한 치료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

뇌혈관 협착이 심한 환자에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허혈증상

로 동맥 내 혈전용해술은 중재시술을 통해 막힌 혈관의 범위

이 재발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급성 뇌경색의 동맥 내 혈전용

를 확인하고 미세도관을 이용하여 혈전으로 막힌 동맥까지

해술 중 반복적으로 재폐색이 생기는 경우 두개내 동맥협착증

찾아가 병소에 국한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주입하거나 기구를

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이용하여 혈전을 직접 제거함으로써 재개통의 가능성을 높
여 치료 가능 시간도 6시간 또는 8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현
재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스텐트 전

중대뇌동맥 완전 폐쇄

스텐트 후

동맥 내 혈전용해술 후 재개통된 중대뇌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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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협착

최근 외래진료에 경동맥초음파에 대해 문의하려 내원을 하거나 건강검진에서 받은 경동맥초음파의 결과에 대해 상담하고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일반 대중의 경동맥질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고 경동맥초음파의 검사가 이전보다 대중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동맥초음파의 목적
이나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경동맥에서 발생하는 주요질환인 경동맥협착과 함께 경동
맥초음파 검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글 _ 신경과 김병수 과장

www.dmc.or.kr

경동맥은 외관상으로 아래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CT 또는 MRI는 검사를 위해

높이에 위치하게 되고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전달하는 전체

기계 안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장시간 촬영을 필요로 할 수

뇌혈류의 약 70%가 통과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따라서, 경동

있는 데, 고령이거나 폐쇄공포증 및 불안증이 있는 경우에 검

맥은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맥박을 확인하려 손

사 그 자체가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락을 촉진하는 자리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과하게 압박될

에, 경동맥초음파의 경우 환자가 검사실 침대에 누워 편안한

경우 뇌로 가는 혈류량이 차단되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

상태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경동맥은 총경동맥에서 내경동맥으로 분지되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두개 내로 다량의 혈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혈관

경동맥협착은 국내에서도 서구화된 생활의 확산과 고령

내에는 항상 높은 혈압이 유지해야 하므로 경동맥 내에는 높

인구의 증가, 그리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혈관 위험인자의

은 전단응력(shear stress)이 작용하는 데, 이는 경동맥 혈관

유병률 증가로 인해 점차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

내벽의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중년이면서 뇌졸중 및 조기 심혈관

경동맥에서는 죽상동맥경화가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혈관위험인자

혈관 내벽에 침착된 지질 덩어리로 주로 구성된 죽상동맥경

에 대한 치료 병력, 흡연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경동맥 초음

화 플라크가 성장하면서 경동맥 내의 직경이 좁아지는 현상

파 검사를 시행 받아 경동맥협착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실 것

이 관찰되는 경우에 경동맥협착(carotid stenosis)으로 진단

을 추천합니다.

을 내리게 됩니다. 경동맥협착이 진행되면 뇌혈류를 저하시
키거나 혈전증으로 인해 급성 뇌경색을 발생 시켜 심각한 장
애를 경험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경동맥협착
은 장시간에 걸쳐 무증상 뇌경색(silent brain infarct)을 반
복적으로 야기하는 경우에 인지기능 저하 또는 혈관성 치매
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동맥협착은 뇌경색뿐만 아니라
심장혈관질환의 발생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잘 알려져 있
으므로 경동맥협착으로 진단받은 경우라면 심장혈관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협착의 진단은 경동맥초음파(Carotid Doppler),
뇌혈관CT, 뇌혈관MRA, 뇌혈관조영술 등의 다양한 진단기
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경동맥초음파는

[ 그림 1] 경동맥협착

조기 검진 단계에서부터 이미 경동맥협착으로 진단받은 환
자에 이르는 다양한 경우에 활용되는 검사법이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동맥초음파는 타 검사 기법보다 경
동맥의 내벽의 형태와 혈류 흐름 등을 매우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고유의 장점으로, 경동맥협착을 무증상 조기 단계에서
도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추적검사
를 통하여 경동맥협착의 진행과 악화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
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검사기법과 뚜렷이 구분되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혈관을 관찰할 때 조영제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
기 때문에 검사 전에 금식, 정맥주사 준비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영제 부작용을 이전에 경험했거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어 조영제 사용의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 그림 2] 경동맥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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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같이 예쁜 아이들을 간호하며,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48병동

글 _ 48병동 정두연 간호사

www.dmc.or.kr

1.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가짐

능 이채연 계장님을 필두로 하여 24시간 환자들과 함께합니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새 출발을 위해 6개월의

다. 48병동 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너무나~~~사랑

재정비 후 멋지게 돌아온 48병동입니다. 48병동은 소아병동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친절하고 공감하며 신속한 업무

으로, 이번에 놀랍게도 간호간병통합병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처리를 해주어 감동하였다는 보호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 일을 하다 보면 아이 혼자 병원에 두고 갈 수 없어 곤란해

기본 실력은 물론이고 거기다 병동 공사 기간 동안 다른 병동

하는 보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없이 아이들

을 돌며 여러 경험까지 쌓았으므로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할 준

을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불만 사항 No.1

비가 되어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정서적 지지를 위해 상주

이었던 낡은 침대를 최신형 전동침대로 변경함은 물론, 환아

하는 일부 보호자들이 더욱 편히 환아를 볼 수 있도록 식사나

가 편히 활동할 수 있는 온돌방과 보험적용이 되는 특화된

기저귀 갈기 등 보호자 혼자 하기에 번거롭던 일들을 대신에

2인실이 생겼습니다. 환아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고로 생각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아 드리는 사이 보호자들은 여

하여 만든 휴게실 등 병동 시설과 환경까지 탈바꿈하였으니

유로운 식사 시간과 차 마시는 시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

입원 환아 보호자들이 키즈카페가 따로 없다며 감동하셨습니

다. 혼자 있는 환아에겐 엄마 같은 마음으로 밥 한술 더 먹이

다. (더 자랑하자면 병동 전체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였으며

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직원이 밤낮으로 환아

병실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아기자기하게 꾸민 그림들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예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환자의 만족뿐만 아니
라 직원충원,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사들이 일하기에도 편하

3.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게 바뀌어 간호의 질도 향상되어, 환아 한 명 한 명에게 더 세

병동 특성상 입·퇴원이 빠르게 진행되어 많은 대부분의 환

심하게 간호하게 되었으니 이곳이야말로 최상의 병원, 최상의

아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내곤 합니다. 처음엔 기운 없

병동이 아닐까요?

고 저희만 보면 어서 가라고 울던 환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장난치며 병동을 떠날 땐 기쁘기도, 한편으론 아쉽기도

2. 여전히 최고인 의료진들

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의 노력과 사랑 가득

너무 리모델링 자랑만 한 것 같아 이제 48병동의 의료진들

한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도 병원에 올 일이 있으면 무

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그간 병동 시설에 아쉬움을 가지셔도

조건 제생병원을 찾겠다고 해주시는 분들 덕에 오늘도 기쁘게

저희를 찾아주신 이유가 실력 있고 친절한 의료진 때문이라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 무엇보다 정맥주사는 제생

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소아청소년과 터줏대감

병원 소아청소년과 간호사님들이 제일 잘 놓는 것 같다는 칭

최종운 과장님, 소아 심장 분야의 권위자로서, 모든 능력이 출

찬과 포털사이트의 여러 후기도 일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게 됩

중하시나 아침마다 귀여운 인형을 단 청진기와 함께 자상하게

니다.

환아를 살피시는 반전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성장발달을 책임
지는 국내 호르몬 계통 유명인사 김세영 과장님, 수요일은 선

4. 마지막 약속

생님 덕에 병원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호흡기 계통으로는 믿

“이제 시설까지 예쁘고 편리해졌다. 다들 너무 친절하고 만

고 맡긴다는 엄마들의 인기스타 안연화 주임과장님, 휴일에도

족스럽다.”는 입소문을 타서 예전처럼 많이들 찾아주시기를

환아 생각에 병원에 나타나신답니다. 소화기질환, 소아 내시

바랍니다. 통합병동으로 시작하는 만큼 이전과 달리 보호자

경을 담당하는 김아리 과장님, 다정하게 환자와 보호자의 마

들이 환아에게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보호자 없는 환아

음에 공감해주며 밝은 웃음소리를 소유한 해피바이러스입니

는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서 쾌유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다. 신경계, 뇌 질환 쪽으론 이 선생님을 따라갈 자는 없다, 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분당의 소아청소년과’

로 화려한 언변과 실력의 소유자 변성환 과장님, 회진 때 섬세

하면 제생병원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급

한 설명으로 감동하신 보호자들이 많다고 합니다(마음이 너무

격히 쌀쌀해지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혹여 아프게

약해 엄마들이 바라는 걸 다 해주려 하셔서 가끔은 저희 간호

되더라도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다면 추운 날씨 담요처럼 따뜻

사들이 힘들기도 합니다만). 간호사들은 병원 최고 미녀, 천사

한 진료와 간호로 여러분들을 감싸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천씨 성을 사용하는 천경숙 과장님과 소아 정맥주사의 신 만

12 + 13

Alumni Hospital
동문병원

주말마다 응급실은
소아환자로 가득찼던 기억
안산 원소아청소년과의원

글 _ 송연이 원장

www.dmc.or.kr

2001년 처음 제생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첫 전공의로 들어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어느 과든 첫 전공의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어떤 용기
가 났었는지 처음 1년차로 지원하여 그 당시 파견 나오셨던 서
울대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인계받으며 정신없이 지나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최종운 과장님과 김세영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3년차 때 안연화 선생님도 오시고 제 아래로도 여러
연차의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서 의국이 점점 커졌던 것도 금방
이었던 거 같고 어느새 전문의 시험 보고 의국에서 나온 지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의국 후배들과도 간간이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이제 다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 의국의 첫 전문의로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는 2005년 전문의 취득 후 잠시 봉직의로 있다가 개원하여
현재 안산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수련 중에 정말 다양한 환자
를 접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현재 진료 보는 데 많이 도움이 되
고 있습니다.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이 개원하기 전이라서 분당
에 차병원과 제생병원 외에는 병원이 없다 보니 주말마다 응급
실은 소아 환자로 가득 찼던 기억이 있네요. 3년차 때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성남지역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고생했던 때도
기억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에
언제나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소아병동이 본관의 72병동이었었는데 수
련이 끝난 후 후배들로부터 별관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전해 들
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성남지역의 중심
소아청소년과로 다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쁩니
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전해 보면서 예쁜 인테리어와 환아 침대
를 보면서 제가 수련받을 때와는 많이 좋아진 환경을 보며 한편
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소아청소년과도 이제 의국이 저 이후로 20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모두 다들 자기 분야
에서 자리 잡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
로 의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생병원 소아청
소년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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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글 _ 가정의학과 이경식 과장

www.dmc.or.kr

매년 가을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

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코로나 19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

해에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한데요, 바로 코로나 19 바이러

스의 동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때문입니다.

수 있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이 아니라 가을에
미리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독감 예방접종 후에 항체가 생
성되기까지 2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
11월까지가 예방접종의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감은 보
통 독한 감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리노 바이러스 등이 원인인
감기와는 전혀 다른 질환으로 총 4종의 독감 바이러스 (A형

우리나라에서도

2종-H1N1, H3N2, B형 2종-빅토리아, 야마가타)가 원인 바

2001~2012년 중

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치

예측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료 없이도 낫지만, 독감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당뇨병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혹은 천식과 같
은 만성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
자에게서 독감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행한 적이 네 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4가지 독감바이러스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이
생산되기 시작하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그 해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는 독감의 종류를 예상하여 독감 바이러스를 제조하도록 하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 있으나 이는 3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만이 있고
예측이 빗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
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01~2012년 중 예측되지 않은 바이
러스가 유행한 적이 네 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4가지 독감바이러스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이 생
산되기 시작하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를 권고하
고 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당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 1만9천여 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독감에 걸
린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58% 낮
지만, 일단 동시에 감염되면 사망 위험이 급격히 치솟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인과 비교하면 독감만 걸렸을 때는 사
망률이 5%, 코로나19만 걸렸을 때는 사망률이 27% 더 높아
졌는데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감염됐을 때는 사망률이 43%
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겨울이 되면 건조하고 낮은 온도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이것은 코로나 19바이러스와 독
감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 기회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됩니
다. 따라서 아직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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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3기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다.
마이다스 행복재단의 ‘나눔은 세상에 대한 책임’
정리 _ 사회사업팀 신재은 계장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 사회복지 지원 제도를 알아보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회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신청하세요.
(문의 : 031-779-0958)

www.dmc.or.kr

그럭저럭, 재미로만 철없이 살아온 나날들 속에 나는 술

행복재단”에서 나와 같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비

이라는 유혹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며 술에 노예가 되었

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 나에게는 참으로 반갑고, 고맙고

고 알코올 중독 순간에서 느끼는 쾌락에 빠져 결국에는 사

또한 감사한 일이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과연 어떤 재단

랑하는 나의 반쪽과도 헤어져야만 했다. 부인에게 잘해준

인지 궁금하여 휴대폰으로 찾아보았다. 마이다스 행복재

것도 없이 보낸 것 같아 공허함과 미안함은 의지할 곳이

단의 홈페이지에서는 ‘나눔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는 슬

없어 낮과 밤을 세월을 가리지 않고 술과 함께 산 것 같다.

로건 아래, 생존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는 재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통이 심하게 왔고 참다못해 병원을 찾
았는데, 흉부촬영, CT, MRI 등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에 따라 입원을 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대장암 3기라는

단어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다. 순간 절망감으로 앞이

뀌었고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고 싶게 되

캄캄해지고 어찌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 없었다. “죽음”만

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미력하지만

생각되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나의 마지막이 너무

사회에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서글펐다. 삶의 애착보다는 두려움과 함께 서글픔뿐이었
다. 그런데 같은 병동에 있던 나와 같은 암 환자분이 위로
를 해주면서 희망을 품으라고 하였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살겠습니
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마이다스 행복재단의 도움에 진

감사함을 느끼며 조금이나마 안도감이 들었고 살아야겠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는 결심을 하고, 병원 사회사업팀에 상담하니 “마이다스

민OO 환자 (성남시, 남/65세)

‘마이다스 행복재단’은 마이다

마이다스 행복재단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고통받고 있

스아이티㈜를 모체로 하고 있습

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미

니다. 2000년 설립된 이래 기술로

는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고, 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나눔으로

통 없는 하루의 삶을 만들 수가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정신

습니다. 우리는 감히 소외된 이웃들의 희망이 되려 합니

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 언제나 ‘옳은 일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이사장

의 정신에 따라 마이다스 행복재단 역시 최대한 많은 이웃
마이다스 행복재단도 같은 뿌리에서 나와 보다 효율적

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고 효과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

마이다스 행복재단은 나눔의 실천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로부터 얻은 이익 역시 세상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만들겠습니다. 또 나눔의 가치를 세상에 확산시켜 소외된

다.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소 고통을 추구한다. 어려운 이

이웃들이 밝은 미소를 꽃 피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 되겠

웃을 돕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습니다. 행동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사랑과 나눔으로 봉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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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로 떠나는 여행 “스시료코”
글 _ 편집부

계절에 따라 맛과 풍미를 즐기는 세프 추천 스시 전문점
다채롭고 신선한 재료의 최상의 맛
· 예약문의 : 031-719-2013

스시료코는 일식경력 20년과 싱가포르 특급호텔(Fairmont

와 밥(샤리)의 온도이다. 그는 이 두 재료의 밸런스가 가장 중

Hotel) 수셰프(Sous Chef)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쌓은 내공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시를 즐겨 먹는 미식가들이 젓가락 대

담긴 정수영 오너 셰프의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오마카세

신 손으로 스시를 집어 먹는 이유도 체온과 비슷할수록 최상

스시(셰프 추천 초밥)가게 이다.

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시료코의 대표 메뉴는 철을 맞이하여 신선하고 다채로

스시 카운터가 11석과 테이블 3개가 준비되어 있고, 프라

운 구성이 돋보인 디너 오마카세 코스로 자완무시(계란) 및

이빗한 공간에서 조용히 스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룸이 마련

3가지의 츠마미(가벼운 요리)로 입맛을 돋워 준 후 10가지의

되어 있다. 룸의 최대 수용인원은 20명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사시미, 10~12개의 초밥, 구이, 카이센동, 이나니와 우동,

가족 모임, 회식, 송년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시

디저트가 차례대로 나온다. 그 중 참다랑어 등살과 뱃살, 등

간은 매일 11:30~22:00이며 Break Time은 15:00~17:30

푸른생선을 숙성한 스시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스시료코의 료코(りょこう)가 여

점심 추천 요리의 경우 생선 구성이 다소 변경되며 그날그날

행이란 뜻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행을 떠나듯이 일상으로부

신선한 재료에 따라 음식 구성은 변경될 수 있다. 모든 음식

터 스시로 여행을 하면서 맛과 즐거움으로 좋은 추억을 쌓길

에는 본연의 맛과 풍미를 한층 살려주는 각각의 온도가 있다.

바라며, 또 그 좋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은

스시는 온도가 36.5도에 맞춰져 있어야 가장 최상의 맛을 느

스시 여행지가 되기를 바라는 오너 셰프의 바람이 담겨있다.

낄 수 있다. 정셰프의 노하우는 주재료(네타)인 생선의 온도

www.dmc.or.kr

Introduce Club
동호회

제생농구회
글 _ 회장 조민수 주임(재활의학과) / 총무 김관병 주임(기획팀)

제생농구회는 2006년 농구를 사랑하는 직원들이 모여 창

제생농구회는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 17시 40분 제생병

단한 이후로 현재까지 꾸준히 운동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동

원 인근 탄천농구장에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천농

호회입니다.

구장은 실외 코트장으로 1:1 개인전부터 5:5 단체전까지 경
기 가능한 코트입니다. 농구 경기는 제생농구회 내부 경기뿐

동호회 회원은 2020년 10월 현재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

만 아니라 분당소방서 직원, 분당서울대 농구동호회, 이매고

성되어 있습니다. 동호회 구성으로는 재활의학과 조민수 회

등학교 등 친선경기도 진행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

장님을 중심으로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원무팀, 인사팀,

니다. 이매고등학교 학생들과는 탄천 실외 코트장에서 진행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분당서울대 농구동호회와 친선경기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실내 코트장에서 5:5단체전을 위주로 게임을 하고 있

농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습니다. 제생농구회 직원 외 다른 분들과 친선경기를 가지면

5명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볼을 패스하거나 드리블하여 상대

경기 후 승패를 떠나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인연을

방의 바스켓(골대)에 던져 넣는 구기 종목입니다. 경기시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이 우려되

10분씩 4쿼터로 진행합니다. 친목 경기는 전·후반 각 20분

어 제생농구회 내부 경기와 외부 동호회 친선경기를 잠정 보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수는 기본 득점

류하였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빠른 기회에 언제든지 대내

이 2점, 3점 라인 밖에서 던지면 기록되는 3점이 있고, 자유

외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 탄천농구장

투에 의한 득점은 1점이 있습니다. 실수로 자기 팀의 바스켓

에서 즐겁게 운동이 가능한 농구. 제생농구회는 농구를 사랑

에 볼을 넣어도 상대팀의 득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경기 승

하고 좋아하는 분이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바쁜 일정 및 개인

패는 시합 시간 종료 후 가장 많이 득점한 팀이 승리하게 됩

적인 사정으로 농구 경기를 못 하는 경우 회원들과의 친목과

니다. 제생농구회는 농구를 사랑하는 제생병원 직원이라면

화합을 위하여 분기 및 반기별 정기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여직원도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

다. 앞으로도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만 있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2019 년 분당서울대병원 농구 동호회와 친선경기

감사합니다.

임

회 정기모

제생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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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6차)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본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6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결과
4년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
혈성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종합병원 이상 81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좁아지거나 막
힌 부위를 혈액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우회하여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MOU 체결
본원은 지난 9월 25일 직원의 업무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열린사이버대
학교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으로 본원 직원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입
학 시 전형료 면제,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아청소년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오픈
지난 9월 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48병동의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본원은 이로써 총 12개 병동 중 9개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병동은 수준 높고
안전한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소아·청소년의 정서
적 안정을 위한 인테리어를 병동에 적용하였으며, 의료기기 등을 새로이 갖추어 감
염 예방과 집중 간호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지역 종합병원 최초의 온돌시스템
을 갖춘 소아 1인실을 마련하여 낙상예방과 환자와 보호자가 교감할 수 있는 편의성
증대시켰다. 병동 부대시설로 학습실, 면담실, 샤워실 등을 추가 또는 개선하였다.

개원 22주년 기념, 성남시에 비상 약품 250세트 기탁
본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8월 28일
성남시에 700만 원 상당의 비상 약품 250세트를 맡겼다. 정윤철 병원장은 이날 2시
성남시를 방문하여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웃돕기 비상 약품 키트
기탁식’을 가졌다. 이 기탁품은 병원 직원들이 기부한 월급 자투리와 자선바자회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준비된 것이다. 기탁품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종합감기
약, 파스, 밴드, 비타민C, 벌레물림 외용액 등 8종류가 한 세트로 구성된 휴대용 의
약 상자 250개다. 시는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
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비상 약품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www.dmc.or.kr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과 진료 협약 체결
본원은 지난 9월 17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과 성년후견인 정신감정 진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정신감정이 필요한 성년후견인 대상자들의 정신감정 진료를 시작
한다.

분당제생병원, 디타스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MOU 체결
본원은 10월 13일 디타스(대표 윤수근)와 “자율주행 로봇의 의료서비스 분야 데
이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다. 이 협약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국
가연구과제이며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의료시설 환경 고도화와 의료업무 환경 개
선을 목적으로 의료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학습을
통하여 의료시설용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위한 협약이다. 또한 인체에 무해한 공기
살균 기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인 ‘나르고 바이킬러’의 운행으로 내원객에게는
양질의 실내 공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주본부도장, 본원에 대형버스 기증
여주본부도장에서 기증한 현대 유니버스(43인승)가 지난 10월 27일 입고 되었
다. 이 버스는 검진, 국제진료소 등 다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제 학술지 논문 개재
▶

이비인후과 안상현 과장
· 저널 : Auris Nasus Larynx
· 제목 : “Comparison of olfactory and taste functions between
eosinophilic and non-eosinophilic chronic rhinosinusitis”

▶

재활의학과 윤서연 과장
· 저널 : Clincal Orthopaedics & Related Research
· 제목 :“Does the Type of Extracorporeal Shock Therapy Influence
Treatment Effectiveness in Lateral Epicondyl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응급의학과 유우성 과장, 김학중 전공의
· 저널 : Hong Kong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 제목 :“Single-day and cumulative effects of ambient particulate
matter exposure on emergency department visits for respiratory
disease in South Korea”

▶

가정의학과 최영아 주임과장
· 저널 : Antioxidants
· 제목 :“Outcomes Assessment of Sustainable and Innovatively Simple
Lifestyle Modification at the Workplace-Drinking Electrolyzed-Reduced Water
(OASIS-ERW):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

신경외과 이종주 과장
· 저널 : Quantitative imaging in medicine and surgery
· 제목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s of multilevel cervical
laminoplasty versus three-level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in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

안과 이승현 과장
· 저널 : Translational Vision Science and Technology
· 제목 :“Cognitive Impairment and Lamina Cribrosa Thickness in
Primary Open-Angle Glau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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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YouTube채널

병원 주요 동영상은 YouTube 분당제생병원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친절직원
친절 직원에 선정되어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제가 친절직원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유방·갑상선
센터 외래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외래 김혜정 간호사, 김미연 직원뿐 아니라 62병동 김나영 수간호사
님 및 62병동 간호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방 질환 또는 유방암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모
든 분이 고생하고 있으시지만 언젠가는 웃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외과 김윤경 과장

분당제생병원 새로오신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김수정 과장

건강증진센터 박석원 과장

▶ 전문분야
알코올 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신체화 장애, 치매, 식이장애

▶ 전문분야
건강보험 검진

표지

다른그림 찾고, 스타벅스이용권 받자!
우측 두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5군데를 찾아보
세요. 다른 부분 체크 후 사진을 찍어 11월 30일
까지 분당제생병원 facebook에 올려주시면 추첨
하여 스타벅스 3만원 이용권을 5명에게 드립니
다. 정답과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www.dmc.or.kr

다른 그림은 ?

천혜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연인산도립공원
문화
산책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파가 몰리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자
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겪는 이
른바 ‘코로나 블루(Blue)’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을 찾는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푸른 산림 속에서 코로나19 걱정 없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자연 명소로 ‘연인산도립공원’을 15일 추천
했다.
연인산(戀人山)은 당초 이름 없는 산을 가평군에서 공모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에 이름이 지어졌으며, 지난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
리 중이다. 무려 1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연인산도립공원 내 잣
나무숲, 아울러 철쭉터널은 특별한 장비 없이 숲길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회복하는데 충분하다. 특히 각 능선
마다 자생하는 야생화 군락지는 많은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
고 있다. 연인산을 대표하는 꽃인 얼레지는 물론, 노랑제비꽃, 괭이눈,
금강초롱 등은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용이 하늘로 오르며 아홉 굽이에 걸쳐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
는 전설이 내려오는 계곡 용추구곡(龍墜九谷)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보
물이다. 1곡 와룡추를 시작으로 9곡 농원계까지 약 6km 코스의 탐방
로는 훼손돼지 않은 청정 생태계와, 구슬 같이 맑은 물, 계곡마다 병풍
처럼 펼쳐지는 기암괴석들로 마치 신선 세계에 온 것 같은 신비감을
더해준다. 연인산은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산자락 곳곳에 보이는 낮은 석축과 계단모양의 지형은 이곳이 과거 화
전민들의 애환이 서린 삶터였음을 증명한다.
화전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참나무숯을 만들어 내다팔던 숯가마
터나 화전민 자녀들이 통학했던 소릿길은 산업화에 밀려 났던 사람들
이 하나 둘 들어와 땀과 노동으로 새 삶을 일궈냈던 숭고한 역사를 느
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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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진료일정표
진료과

간질환센터
0391

소화기센터
0202

임상영양 0200~1

심장혈관센터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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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오전

오후

전공분야

박영민

월, 수, 목, 토(4)

화, 수

박상종

금, 토(2, 5)

-

간암, 간이식, 간경변증, 급만성간질환, 지방간

유양재

월, 화, 수, 토(1, 3)

월, 목, 금

간암, 간이식, 간경변증, 급만성간질환, 지방간

박주상

월, 화, 수, 토(3)

목, 금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담석증, 췌장염, 췌·담도암

박상종

화, 목

수, 금

위장관질환(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대장염, 대장용종), 위장관 치료내시경

장은정

월, 수, 목, 토(1)

월, 화

위장관질환, 가족성 소화기암, 염증성 장질환

박상운

수, 금, 토(2)

월, 목

위장관질환(역류성 식도염, 소화성궤양, 위장관출혈), 치료내시경,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김상중

목, 금, 토(4)

화, 수

위장관질환, 염증성 장질환, 위장관치료 내시경, 장결핵,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백현욱

수, 목

월

조상균

목, 금

월, 화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초음파

조성욱

월, 화, 토(1)

수, 금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김동진

월, 수, 토(2, 4)

화, 목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고혈압

김민규

목, 금, 토(3, 5)

월, 수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말초동맥 질환(하지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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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영양, 암과 영양, 소화기영양

조대열

화, 수, 토(2, 4)

목, 금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고혈압

감염내과 0200~1

김민형

월, 화, 금

수, 목

감염질환, 여행자클리닉, 면역저하자 감염진료

내분비
0200~1

김용현

월(2,4,5), 화, 목, 금, 토(2,4)

월, 화,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호르몬질환

신동현

월, 화(1,3), 수, 목, 토(1, 3, 5)

화,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호르몬질환

신장
0200~1

정윤철

수, 금

월, 수

이장한

월, 화, 목, 토(1, 3)

화, 목, 금

류마티스 0200~1

채지영

월, 화, 수, 금, 토(2, 4)

월(1, 3), 수, 목

호흡기
알레르기
0200~1

김도훈

월, 화, 목, 금, 토(1)

수

오미정

화, 수, 금, 토(3, 5)

월, 목

호흡기 질환,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클리닉 (월:오후)

이경주

월, 수, 목, 토(2, 4)

화, 금

호흡기 질환, 폐암 조기진단 클리닉

혈액종양
0190

손희정

월, 수, 금, 토(2, 4)

화, 목

폐암, 두경부암, 소화기암, 부인·비뇨기암

조경민

화, 목, 토(1, 3, 5)

월, 수, 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다발성골수종, 빈혈 및 응고질환, 림프종, 유방암, 육종

유현정

월, 화, 수, 토(5)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말초신경병증, 근육병, 손·발저림 클리닉(월 : 오후)

정은혜

목, 금, 토(1)

월, 수, 목

김병수

월, 화, 금, 토(2)

월, 수

뇌졸중, 두통(편두통, 군발두통), 뇌졸중 및 두통 클리닉 (월:오전)

선우문경

수, 목, 토(3)

화, 수, 금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파킨슨 및 운동질환 클리닉 (수:오후)

최경선

월, 화, 목, 토(4)

화, 금

김일동

월, 수, 금

수

신경과
0216

외과
0170

유방 / 갑상선센터
5099
산부인과
0266~7

소아
청소년과
0273~4
정신건강
의학과
0156
안과
0292

김기호

수, 금

만성 신부전, 혈액투석/복막투석, 급성 신부전, 사구체신염, 산염기 및 전해질장애, 급성 신우신염
만성 신부전, 혈액투석/복막투석, 급성 신부전, 사구체신염, 요로감염, 전해질이상
통풍, 퇴행성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클리닉(월:오후), 섬유근육통(근막통 증후군)
호흡기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폐렴, 만성기침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치매 및 운동질환 클리닉 (목:오후)

수면장애(코골이, 불면증, 낮졸림),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수면 클리닉(코골이, 불면증, 낮졸림) (화 : 오전)
대장암, 항문클리닉, 복강경 수술
간담도 및 췌장외과, 복강경 수술

박진수

월, 목, 토(5)

월, 화

소아, 성인외과, 소화기외과, 탈장클리닉

전병건

화, 목, 토(4)

화, 금

대장암, 항문클리닉, 복강경 수술

이정연

화, 목, 토(3)

월, 목

위암, 상부위장관 외과, 복강경 수술, 비만

김상욱

월, 목, 금, 토(2)

월

김윤경

화, 수, 토(1)

화, 목

유정현

월, 화, 목, 금, 토(2, 4)

목

장재혁

수, 토(1)

월, 화, 수, 금

자궁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복강경 수술

박세희

월, 화, 금, 토(3, 5)

월, 수

미혼여성, 사춘기, 산전클리닉, 복강경 수술

최종운

월, 수, 목

화, 금

심장병, 부정맥, 가와사키, 신장 질환, 신생아 질환, 소아심장클리닉

김세영

월, 수, 금

수, 목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성조숙클리닉, 소아비만, 터너증후군, 유전대사질환, 갑상선, 당뇨병클리닉(수:오전)

안연화

화, 수, 목, 금, 토(1, 2)

월, 목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클리닉(목:오전)

김아리

월, 화, 수, 목, 토(4)

월, 수, 금

변성환

월, 화, 금, 토(3)

월, 화, 수, 목

유방암, 갑상선암, 양성유방질환, 부유방, 갑상선레이저 치료, 유방 맘모톰 수술
유방질환
생식 내분비, 불임, 골반장기 탈출, 내시경 수술

소화기 질환, 소아청소년 내시경 검사, 내시경클리닉 (월:오전, 수:오전)
뇌신경 질환, 경련, 두통, 발달지연, 신경 클리닉(월:오후, 화:오전)

김정훈

월, 화, 수, 금

월, 수

정재원

월, 수, 토(2, 4)

화, 목, 금

우울증, 노인정신과, 스트레스, 여성정신의학

김수정

화, 목, 토(1, 3, 5)

월, 목, 금

알코올 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신체화 장애, 치매, 식이장애

길현경

화, 목, 토(5)

월, 목

이승현

수, 금, 토(1)

화, 수, 목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 익상편

강선아

월, 목, 토(3)

월, 화, 금

눈물길 막힘, 안검하수, 보톡스, 안구건조증, 사시, 영유아 안 검진

김근혜

월, 화, 수, 금, 토(2, 4)

금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수면장애, 불안장애, 치매

망막, 포도막,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백내장, 망막레이저 클리닉(목:오후)

망막, 포도막,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백내장, 망막레이저 클리닉(금:오후)

클리닉 진료이므로 진료과에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정형외과
0175

성명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020. 11. 1 현재)

오전

오후

송우석

화, 목

슬관절, 족관절, 스포츠외상

정유훈

월, 수

스포츠 외상 및 관절 내시경, 관절염(인공관절술 및 관절보존술)

신근영

화, 금, 토(2, 4)

박주현

신경외과
0280

흉부외과
0160
성형외과
0281

비뇨의학과
0165

이비인후과
0258

피부과 0289

가정의학과
0152

재활의학과
0063

고관절 질환, 인공관절, 외상

월, 목, 금, 토(1, 3)

월

척추센터 진료

척추질환, 허리, 목,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내시경수술

이영상

척추센터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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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빈

척추센터 진료

상지, 하지, 외상, 목-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척추외상, 골다공증

최준철

해외 연수중

나화엽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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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수, 금, 토(1)

오성한

월, 수, 토(2)

이종주

화, 목, 토(3)

금

척수질환, 허리, 목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내시경수술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비수술 치료(척추통증중재 시술), 미세침습수술, 노인성 척추질환, 척추(수) 종양 및 외상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척추통증중재 시술, 내시경 시술, 골다공성압박골절, 척추(수) 외상

이수빈

금, 토(4, 5)

황교준

화, 금, 토(1)

수

김미경

월, 수

월, 목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치료, 두부외상

김현곤

목, 토(4)

화, 금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혈관내수술, 두부외상

화, 수, 금

상지, 하지, 외상, 목-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척추외상, 골다공증
뇌동맥류,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경동맥협착, 혈관기형

오성한

척추센터 진료

두부외상, 척추외상,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침습수술, 노인성 척추질환, 척추(수) 종양

이종주

척추센터 진료

척추외상,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척추통증중재 시술, 내시경 시술, 골다공성압박골절

조재민

월, 수, 토(1)

월, 수

최성실

화, 목, 금, 토(3, 5)

화

권진태

화, 토(2, 4)

목, 금

심장수술,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대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심부정맥 혈전증, 일반흉부질환

김동철

월, 금, 토(3)

수, 목

화상, 미용 및 피부종양, 안면외상 및 사지 재건

이종건

화, 수, 토(1)

금

정창은

목, 금, 토(2)

월, 화

장석흔

수, 금, 토(3)

월, 수, 목

손정환

월, 수

수, 목

이재원

화, 목, 토(1, 2)

월, 화, 금

조대성

월, 화, 목, 토(4, 5)

화, 금

폐암, 일반폐질환 및 늑막질환, 말초 혈관, 다한증(손.발), 기흉, 하지정맥류
심장 및 혈관수술, 폐암 및 식도암, 흉강경 수술(일반 폐질환)

구순구개열 및 두개안면기형, 악안면외상 및 재건, 미용성형(눈, 코, 노안), 일반성형 및 보톡스, 필러성형
항노화성형 (눈, 코, 주름, 리프팅, 지방이식), 수부외상, 사지재건 및 미세수술, 유방성형, 일반성형
비뇨기종양,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요로결석
요로감염, 배뇨장애, 전립선 질환
비뇨기종양, 소아비뇨기과, 남성과학

김광현

월, 수, 목

-

안윤숙

월, 화, 토(2)

월, 목

중이염, 이명, 난청, 어지러움증, 안면마비, 인공와우, 보청기클리닉

박세라

수, 금, 토(3)

화, 수

중이염, 이명, 난청, 어지러움증, 안면마비, 인공와우, 편도질환, 보청기클리닉

안상현

화, 금, 토(1, 4)

월, 금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축농증, 비염, 비내종양, 비골골절

서정화

월, 화, 목, 금, 토(2, 4)

목

피부미용, 피부질환, 치료클리닉(목:오후)

김은형

수, 토(1, 3, 5)

월, 화, 수, 금

피부미용, 피부질환, 치료클리닉(수:오후)

박영규

월, 수, 토(4)

금

조성민

금, 토(2)

월, 수

노인의학, 만성질환, 평생건강관리

최영아

화, 수, 목, 토(3)

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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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식

월, 목, 토(1)

수

피로, 갱년기, 비타민 치료, 골감소증, 비만

김주섭

화, 수, 목, 금, 토(2)

월

척수손상재활, 척추재활클리닉(목:오전 ), 뇌신경재활, 통증재활

문현임

월, 화, 금, 토(1)

화, 목

윤서연

월, 수, 토(4)

화, 수, 목

뇌 손상(외상성, 저산소성, 뇌졸중), 호흡재활, 심장재활, 척추·관절·신경통증재활, 어깨통증클리닉(화:오후), 노인재활클리닉(수:오후)

서지현

화, 목, 토(3, 5)

월, 수, 금

소아재활, 척추재활, 발 통증, 뇌신경재활

정승준

통증센터 진료

두경부종양, 갑상선암, 음성장애, 타액선질환

노인병, 갱년기,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뇌신경재활, 암재활, 전기진단(근전도), 근골격재활, 연하장애클리닉(금:오전)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 손상재활, 요추부 및 경추부 통증, 어깨통증, 통증중재시술, 근감소증

통증센터 0214

정승준

월, 화, 수, 금, 토(1, 3)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5000

김성훈

월, 화, 수, 목, 금

수

치과
0188

어깨 질환(오십견, 회전근 개 질환, 관절염 등), 수부.팔꿈치 질환(테니스 엘보우, 손목터널증후군), 골절 수술(어깨, 팔, 수부 등)

나화엽

이영상

척추센터
6500

전공분야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 손상재활, 요추부 및 경추부 통증, 어깨통증, 통증중재시술, 근감소증, 스포츠클리닉(금:오후)
유방암, 폐암, 대장암, 두경부암, 뇌종양, 자궁암, 전립선암, 전이암, 간암 등 악성 종양

김태완

화, 수, 목, 토(1, 3, 5)

악교정수술, 턱관절, 임플란트

선화경

월, 수, 목, 금, 토(2, 4)

악안면 외상, 임플란트, 턱관절, 사랑니발치

조성용

월, 화, 수, 금, 토(1, 3)

심미보철, 고정성 보철, 임플란트, 부분/완전 틀니

정연희

월, 화, 목, 토(2, 4)

윤완자

화, 토(2, 4)

통합치과진료
턱수술교정, 투명교정, 설측교정, 성인교정, 소아/청소년 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