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무병사회를 위하여

20년사

동곡약방은 상제님께서 1908년부터 천지공사를 보신 곳으
로 이곳에 설립하신 만국의원은 제생병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聖人)의 도(道)이며, 병든
세상의 생명을 구하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상을 편안
케 함이다. 동곡약방은 2005년 복원하였으며 전라북도 김제
시 금산면 청도리 동곡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미래를 선도하는
환자 중심의 글로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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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료재단 설립 취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료보
험 제도를 기간으로 의료시혜의 범위가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 이르러서는 국가 정책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범위의 확대
와 전국의 의료보험시혜 등을 선도하고자, 뜻있는 의료진과 최신 의료
정보 및 기술과 최신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하
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담당함은 물론 보건,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
인의 교육, 훈련, 양성 및 장학금제도의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
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함으로써 인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설립자이신 박한경 도전님의 종단사업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라.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안주에 보은(報恩)하는 믿음으로 헌신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 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하라. 앞으로 양로원, 병원 등을 설립하여 노
고(老苦)와 병고(病苦)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국민의 복지시설사업도 확대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해원상생ㆍ보은상생의 원리로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이념 실천에 힘써야 한다.
해원상생(
)은 전세계의 평화이며 전인류의 화평이다. 전세계 인류의 화평(和平)이 세
계개벽(世界開闢)이요 지상낙원(地上樂園)이요 인간개조(人間改造)이며 지상신선(地上神仙)
이다. 인류가 무편무사(無偏無私)하고 정직과 진실로서 상호 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부상조의 도
덕심이 생활화된다면 이것이 화평이며 해원상생(解寃相生)이다.

■남을 잘 되게 하라.(훈회(訓誨)와 수칙(守則))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원리요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이념(根本理
念)이라.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成事)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
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一致) 협력이 되게 하라.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는 대순(大巡)하신 진리(眞理)를 종지(宗旨)로 하여 인간개조(人間改
造) 정신개벽(精神開闢)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 구제창생(救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
설(建設)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爲)하여 창설(創設)된 종단(宗團)이다.

■대진의료재단 설립이념
대진의료재단은 해원상생(
)과 구제창생(救濟蒼生)의 이념을 의료사업에 실현하여 보
건의료에 관한 진료, 연구, 의료기술 개발, 인재양성을 통하여 국민건강과 복지사회 건설을 이룩
하고, 또한 제생병원이 지향하는 환자중심의 ‘이웃 같은 병원, 가족 같은 의료진’을 실천하고 무
병사회의 건설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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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은 질병을 치료하여
세상을 구하는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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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의 유지를 받들어
소통과 화합에 힘써주시길 …

제생병원은 해원상생(
)과 구제창생(救濟蒼生)의 이념을 실현하여 무병사회(無
病社會)를 이루고자 노력한 지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병원의 지난 발자
취를 되새겨 보고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위한 ‘분당제생병원 2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제창생, 해원상생, 무병사회 건설의 실천 장(場)인 분당제생병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환자 중심의 글로벌 병원’이라는 비전으로 지난 1998년 8월 407병상으로 개원하여 현재
62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병원의 역사를
기록하여 미래로 나아갈 지표로 삼을 「분당제생병원 20년사」를 발간합니다.

IMF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만수도인들의 하나 된 마음으로 1998년에 개원하여
당당히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
과는 제생가족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생병원을 찾아 주신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화천(化天) 하신 박한경 도전님께서 1992년 대진의료재단을 설립하신지 26년이 흘렀습
니다. 1995년 병원 기공식을 갖고 1998년 개원한 분당제생병원은 초대 신반철 박사님을
비롯하여 김세환 박사님, 유희탁 박사님, 조상균 박사님, 정봉섭 박사님께서 병원장으로서
재단의 적극적인 후원과 병원 본연의 가치인 “제생의세(濟生醫世)”를 중요시 하는 경영방
침 아래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씩 동반 성장하였습니다. 분당제생병원이 지역사회의 좋은
병원, 병원계에서는 중견 병원으로 안착하게 된 것은 지난 세월 불철주야 노력하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원 시에 펼쳐졌던 임직원의 열정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병원
을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정성과 열의를 다하는 모습은 서현동 허허벌판에서 꽃이 만
발하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높은 빌딩 숲으로 변한 이곳에서 우뚝 솟
아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임직원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10년, 20년 뒤의 제생병원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여전히 환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다양한 연구성과와 더불어 확장된 병원 건물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당의 중심인 제생병원이 전국적인 메디컬센터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지난 20년간 어려운 의료환경을 극복하여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어 더욱더 발전하는 제생병원을 만드는 제생가족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
러분들의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환자와 보호자분들께는 큰 힘이며 희망입니다.
알렉상드르 뒤마는 인간의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이라 합니다. 제생병원은 이 중 희망을 안
겨주는 지혜로운 병원입니다. 기다림과 희망은 우리를 더욱 성장케 하는 영양분입니다. 앞
으로 10년, 20년 뒤의 열매도 이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영양분으로 맺어질 것입니다. 20주
년을 맞는 이 자리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지혜로운 제생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생가족 여러분과 함께 제생병원 설립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제생병원의 기원
은 상제님께서 김제시 금산면 동곡에 ‘만국의원’을 설립하는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국의
원은 인류를 널리 병의 시달림에서 구제하는 광제국(廣濟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제
님께서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聖人)의 도(道)라 하셨습니다. 제생의세는 병든 세상
의 생명을 건지어 세상을 고치는 것으로 相生(상생)의 도로써 세상을 편안케 하고자 함입
니다. 우리의 일은 질병을 치료하여 세상을 구하는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1998년 우리는 대학병원에서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첨단 의료장비와 최신 지견을
갖춘 유능한 의료진은 물론, OCS, PACS, EMR 등을 통합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 쾌적한
시설 환경은 병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23개 임상과로 개원하여 진료를 시
작한 이래 2000년도에 별관을 개관하였으며 개원 5년 후인 2003년도에 630병상으로 증
설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받았고, 이듬 해에는 국내
최초로 24시간 뇌졸중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방사선종양학과를 개설하여
방사선암치료기를 도입하여 토탈 암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 뇌졸중, 위암, 대장암, 혈액투석, 유방
암, 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병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 국제진료소를
오픈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분당제생병원의 신뢰와 명성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여러분과 선배들의 노력과 발자취
이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실력있는 베테랑 의료진이 있기에 가능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재
단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수술을 위해 의료 장비 투자와 건물
증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설립의 유지를 받들어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과 화합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융합 또는 복잡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직원 간의 소통은 선진 혁신기업의 사례를
보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섭이 아닌 관심이라 생각하
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직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생 가족 여러분, 성년이 된 올해를 기점으로 미래의 제생병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
록 도전과 혁신으로 서로 함께 나아갑시다. 더불어 20년사 편찬에 힘써 주신 소화기내과
김상중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998년 개원 당시의 초심, 자신감, 혁신을 유지 발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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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병 국
분당제생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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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병원장·주요 보직자
인증 현황
사회공헌
해외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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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의원·업무협약
사내 활동
주요 실적 통계

대진의료재단 심벌마크는 영문 표기에서의 첫 머리글자 DMC(Daejin Medical Center)를
나타낸다. 시각적으로 단순하고 인지성이 높게 표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생략, 간결
하게 디자인했다. 이는 곧 조직 구성원들의 결속과 단결을 의미하며,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첨단 병원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심벌마크의 녹색은 ‘무병사회 건설’을 구현하고자 하는 설립이념과 상통하는 생명의 색
이다. 회복, 자연, 에너지의 의미가 있는 이 색상은 에너지의 회복, 스트레스에서의 회복
에 도움을 주는 컬러이며, 안정성과 참을성,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영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번영과 풍부함의 상징하며 친절함을 느끼게 하는 색이다.
문자로 된 심벌이 주는 전체적인 지루함과 경직된 분위기를 보완하기 위해, D자에 병원
을 상징하는 십자와 우주를 상징하는 원을 합성해 병원의 독자성과 상징성이 심벌의 조
형적 이미지로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대진의료재단의 심벌은 완벽한
의술과 신뢰, 친절한 서비스의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했다.
대진의료재단 심벌마크는 구성원들의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하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
션에 있어서 재단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로 변함없는 신선한 감각을 유지하
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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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05.12
07.01
08.10

허가병상증설(429병상)
별관 준공(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 14,828.10㎡)
해부병리과 수탁검사 실시기관 인증
허가병상증설
(106실,448병상,의사74명,간호사255명,조산사3명)
08.09 DRG지불제도 시범사업 요양기관 지정
10.29 제3대 이사장 김수남 취임
10.30 레지던트 수련병원(기관) 지정

01.25 제4대 분당제생병원장 유희탁 박사 유임
11.04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제1상, 제2상 및 제3상)
11.23 재활의학센터 확장

03.12 57, 58병동 오픈(별관5층)
07.09 허가병상 증설(162실, 621병상)
10.24 제3대 분당제생병원장 유희탁 박사 취임

02.22
04.02
06.22
06.27
10.29
11.01
12.24
12.27

02.12 간질환센터 오픈
10.21 장기(각막)이식등록 및
이식의료기관지정 (보건복지부)

1992

2000
1999

2002
2004

2001
2003

1992.11.14 초대이사장 종단 대순진리회 박한경 도전
1996.04.01 제2대 이사장 이유종 취임
1998.01.14 분당제생병원 준공
01.16 서울대학교 협력병원 협약체결
03.13 별관(치과, 재활의학센터, 연구동, 병동)기공식
03.28 분당제생병원 초대 병원장 신반철 박사 취임
의료기관 개설허가(진료과목 22, 허가병상407)
03.28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
04 국민연금 의료기관, 의료보호진료기관,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장애진단의료기관, 산업재해의료기관,
노인건강진단기관, 응급의료센터, 헌혈혈액원 지정
05.24 분당제생병원 내부개원식
05.25 진료시작
08.29 분당제생병원 개원식
11.14 인턴 수련병원(기관) 지정

내시경센터 확장 및 리모델링
부인과 복강경센터 오픈
DMC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 개소식
48병동(소아병동) 오픈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
제5대 분당제생병원장 채병국 박사 취임
산부인과, 분만장, 신생아실 확장 이전
최첨단 3.0MRI 도입

2006
2005

2007

03.30 소화기센터, 관절센터 개소식
05.24 가정진료사업소 오픈
06.03 심장・혈관센터 오픈

01.05 간질환센터 별관 확장 이전
02.17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협력병원 협약체결
03.1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협진병원 협약체결
01.03 제2대 분당제생병원장 김세환 박사 취임
02.22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지원협력병원 협약체결
05.22 치과, 재활의학센터 확장 오픈(별관2층)
06.09 아산재단 서울 중앙병원 지원협력병원 협약체결
07.18 47병동 오픈(별관4층)
08.29 개원2주년 기념식(이념 및 사명 선언 및 제막식)

04.03
05.23
06.01
06.09
07.07

통증치료과 확장 이전
건강증진센터 확장 이전
건강보험검진센터 확장 이전
64채널 다중전산화단층촬영장치(MDCT) 도입
제4대 이사장 전호덕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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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센터 확장 개소
유방갑상선 센터 개소
소화기센터 확장 이전 개소
PET-CT도입
제생병원 어린이집 개원

04.01 HOLOGIC 3D 디지탈 유방촬영장비 도입 가동
(Mammography guided Mamotome)
04.08 PHILIPS Ingenia MRI 3.0T 도입 가동
11
재활의학과 골반근육강화 장비
"바이오피드백 시스템" 도입
11.2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5년 연속)

07.06 보건복지부 제1회 의료기관 인증 획득
(~2015.07.05)
11.18 방사선종양학과 개설

01.09
07.01
09.24
11.01

2008

2010

몽골 오르혼 지역 치료센터 MOU체결
국제진료소 오픈
핵의학과 오픈
제7대 분당제생병원장 정봉섭 박사 취임

2012

2009

2014

2011
2013

03.05
03.25
06.28
07.01

02.27 최첨단 CT2대 도입
(영상의학과 & 응급의료센터)
03.24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2년 연속)
04.12 제5대 이사장 손경옥 취임
04.18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3년 연속)
04.19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5년 연속)
05.17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유방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4년 연속)
06.01 허가병상 : 623병상
06.06 타이응웬성 특장면 지역 해외 의료봉사
12.1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관상동맥우회수술
평가결과 1등급(2년 연속)

2016
2015

2017

01.16 방사선암치료기 도입
(Clinac iX with SRS)
05.18 3D 혈관조영 촬영 장비 도입
08.15 온열암치료실 오픈

안이비인후과센터 개소
뇌졸중센터 개소
신전산 오픈
피부미용성형센터 개소

03.08
05.13
07.15
11.01

RI 병실 확장 오픈
치과센터 리뉴얼 오픈
병원 전구역 wi-fi 구축
제6대 분당제생병원장 조상균 박사 취임

08.12 몽골 오르혼 지역 해외 의료봉사
10.21 방사선 암치료장비 '래피드아크(RapidArc)' 업그레이드
12.10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유방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2년 연속)
12.18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3년 연속)
2014.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협회,
보건복지부 '재활 로봇 보급사업병원' 지정

01.13
01.18
03.02
03.15
03.29
04.10
04.12
06.06
10.04
11.0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2년 연속)
보건복지부 제2회 의료기관 인증 획득(~2019.12.22)
척추 센터 오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관상동맥우회수술 평가결과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4년 연속)
제5대 이사장 손경옥 취임
베트남 박장성 지역 해외 의료봉사
심장호흡재활클리닉 오픈
제8대 분당제생병원장 채병국 박사 취임

“이웃같은 병원
가족같은 의료진”

Part
사진으로 보는 분당제생병원 20년

1

1992~
92.11.14 ……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설립허가(보건복지부)
92.12.01 …… 제생병원 건립추진본부 발족
94.12.14 …… 분당제생병원 건축허가
95.01.15 …… 분당제생병원 기공식

▲분당제생병원 - 12층 골조공사 완공 (1996.11.)
지하 4층, 지상 8층 그리고 옥탑 2층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중앙
냉난방 설치작업과 위생, 소방 등 내부설비 작업 진행중이다. 골조공
사가 마무리되면서 종단 의료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분당제생병원 상량식 (1997.3.18.)
1995년 기공식을 가지고 공사에 박차를 가한 끝에 드디어 이날 건설
에 참여한 현장 관계자들과 8백여명의 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을 기원하는 상량식(上梁式)이 거행되었다.

분당제생병원 규모는 연면적 16,720여평에 지하4층부터 지상8층의 12층으로 건축면적은 1,352평이다. 지하층은 주차시설이며 지상 1층부터
4층은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관리부가 위치한다. 병동은 지상 5층부터 8층에 위치하며, 중환자실과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일반
외과 병동 및 혼합병동 등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분당제생병원 준공 (1998.1.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2번지에 세워지게 된 분당제생병원은 3년여의
공사 끝에 성남시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무사히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본관 건물 준
공으로 인력과 장비 확충 등 개원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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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98

▲별관기공식 (1998.3.13.)
허가년월일: 1998년 2월 19일
공사시간: 1998년 3월 13일 ~ 1999년 4월 30일

▲신규직원 입문과정 (1998.3.25.~4.27.)
3월 25일부터 27일과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양평 대명콘도에서 분당제생병원의 초석을 가다듬
어 갈 신규직원 입문과정 연수가 진행 되었다. 직능별로 전문 강사들의 교육과 팀별 극기 훈련 등 짜임새 있는 프
로그램으로 새출발의 기로에 선 신규 직원들의 열정을 확인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디딤돌이 되는 연수과정이다.

▲분당제생병원 별관
별관(상생관)의 규모는 연면적 4,500평에 지하2층부터 지상5층의 규모이다. 지하층은 주차시설이며 1층과 2층에 간질환내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의 진료부가 위치하고 지상3층은 연구실이 위치하며 지상 4층과 5층은 병동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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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진료과목 22, 허가병상 407),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 (1998.3.28.)
▲국민연금 의료기관, 의료보호진료기관,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장애진단의료기관,

산업재해의료기관,노인건강진단기관, 응급의료센터 , 헌혈혈액원 지정 (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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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내부개원식 - 본관 1층 (1998.5.24.)

▲개원식 - 본관 1층 (1998.8.29.)
1992년 대진의료재단 설립 이래 6년여 만에 분당제생병원이 1998년 8월 2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했
다. 연면적 1만6천여평에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로 세워진 분당제생병원은 5백여 병상과 함께 처방전달시스템, 전자의
무기록,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 등 당시 기준으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고 평가 받는다. 개원일 기준 개
설된 외래 진료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22개과로 전문의 80여명이 진료를 시작했다. 아울러 신생병원
으로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서울대병원과 상호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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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 - 신반철 초대 병원장 (1998.8.29.)
병원 개원을 맞이하여 신반철(申拌徹) 초대 병원장은 “병원건립은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호생의 덕을 펴는 것으
로 영리를 먼저 추구하지 않고 환자의 만족을 위한 환자중심 진료가 되도록 하겠다.”며 “남의 아픔을 이용하여 내
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있으므로 해서 내가 있다는 상생사상을 의료사업으로 실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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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내부개원식리허설 (1998.5.12. 본관4층 강당)

▲소아놀이방 개소식 (1998.7.20. 본관 2층)

▲흉부외과 개심술 성공축하 다과연 (1998.9.15. 지하식당)
흉부외과 심장수술팀(류한영, 조재민, 채병국)이
개원 후 첫 심방중격결손증 질환자의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인공신장실 개소 (1998.8.5. 인공신장실)

▲동두천 수해지역 무료진료 (1998.8.11~14)
경기 북부지역에 쏟아진 집중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동두천 보산초등학교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참여 (1998. 8.19. 코엑스)
의료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내 처음으로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일원화한
통합의료 정보시스템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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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오픈식 / 52, 62, 72, 82병동 (1998.9.14. 52병동)
내부개원식 이후 8개 병동 중 51, 61, 71, 81병동을 부분 오픈하였
고, 개원식 이후 9월 14일에 52, 62, 72, 82병동을 오픈하였다.

▲체외수정 정자직접주입술 성공축하연 (1998.12.22. 지하식당)
불임 클리닉팀(김영찬·김석중·손원영)이 정자직접주입술을 이용한 체외수정 임신에 성공했다.
정자직접주입술은 정자를 직접 난자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수정 확률이 뛰어나
차세대 불임시술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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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밀레니엄 베이비 탄생축하 선물 증정 (2000.1.3.)
2000년 본원 새천년 첫아이가 1월 1일(토) 오전 8시 35분에 태어났다. 1월 3일 신생아실에서 밀레니엄 베이비 탄생축하
기념품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원무과 수납창구 앞에서 새천년 외래 초진환자에게 기념품 전달식을 실시하였다.

▲별관(연구동) 준공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 14,828.10㎡ (1999.5.12.)
1998년 3월 13일에 기공식을 가지고 약 13개월의 공사기간 끝에 1999년 5월 12일에 지상5층, 지하2층 연면적 4,500평
규모의 별관(상생관)을 준공하였다. 치과와 재활센터를 확장 오픈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243병상을 증설 운영한다.

▲제 2대 김세환 분당제생병원장 취임식 (2000.1.3.)

▲한사랑마을 무료진료 (2000.3.10.)
일반검진센터 직원 10명과 사회사업과 자원봉사자 7명이
광주 한사랑 마을 무료검진을 실시하였다.

MBC 9시 뉴스에 방송된
‘뇌 항해기’ 이용 뇌 속 총알 제거
(2000.3.23.)

분당제생병원 신경외과팀(정봉섭 한동석 심기범 고도일)은
2000년 3월 14일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환자인

▲병원표준화 심사 (1999.8.12.)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병원표준화심사가 각 부문별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각 부서에서의 수검준비와 진행협조로 순조롭게 마쳤
으며 심사위원 총평 결과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을 들었다. 1999년10월 30일에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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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정모(남·35)씨에게 23일 첨단 수술인 백터비젼 뇌 항해
기와 현미경을 이용하여 뇌속에 박힌 총알을 제거했다.
이 수술법은 국내에선 최초로 시행됐는데 수술성공율을 높
이고 적은 부위의 절개로 수술환자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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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별관 개관 및 재활센터 치과 오픈 (2000.5.)
분당제생병원은 상생관을 준공하여 5월 22일 치과, 재활
센터를 확장 오픈했다. 98년 8월 개원한 이래 월평균 5만
명 이상의 외래환자와 증가하는 입원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상5층, 지하2층 규모의 상생
관을 준공했다.

▲47병동 오픈 (2000.7.17. 별관 4층)

▲CS리더교육 (2000.7.24. 곤지암 연수원)

별관 4개병동 중 먼저 47병동을 오픈하였다. 별관 4층에 있는 47병
동은 재활의학과 병동으로 60병상과 함께 장애인 샤워실을 갖추었다.
병실 및 화장실 공간은 기존의 병실보다 넓게 만들어 재활환자의 불편
을 최소화 하였다.

고객만족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고객만족 추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CS 리더’를 선발하여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
다. CS리더는 고객만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부서내 과제추진을 선도
하는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개원 2주년 기념식, 이념 및 사명선언 입석 제막식 (2000.8.29.)

제1회 분당제생병원 QI 학술대회
(2000.12.9. 본관 4층 강당)

개원이래 처음으로 각 부서별 CQI 활동을 통하여 개선한 내용을

▲일반검진 증축 축하연 (2000.8.5. 본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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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장 700건 축하연 (2000.8.10.)

발표하는 제 1회 QI학술대회를 본원 4층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총 10팀(7층병동, 47병동, 시설팀 기계실, 마취통증의학과, 분만
장, 신생아중환자실, 영양팀, 시설팀 전기실, 시설팀 중앙통제실,
치과)이 참여하였다. 김세환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 천년을 맞
이하여 우리 병원은 효율적인 업무와 고객중심의 지역사회 중심
병원이 되기 위해 QI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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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2

▲57·58 정형외과 병동 오픈 (2001.3.12. 별관 5층)

2003~2004

▲제 3대 유희탁 분당제생병원장 취임 (2001.10.24.)

57·58병동은 넓은 병실과 함께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형 냉장
고와 개인 옷장을 비치하였으며 3인실을 4개 운영하여 환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생병원 명랑운동회 (2003.9.26.)
분당대진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명랑운동회가 열렸다. 청팀,
홍팀의 열띤 응원 속에 줄넘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하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날리고 직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유희탁 병원장은 격려사를 통
해 “이웃같은 병원, 가족같은 의료진의 사명감을 갖고 서로 격려
하며 배려하는 정신으로 더 좋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
며 “더 좋은 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항상 병원을 찾는 환자나
고객이 만족을 갖는 제생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류마티스·관절 센터 오픈 (2002.3.30.)

▲소화기센터 오픈 (2002.3.30.)

성남 분당 지역 최초의 류마티스 관련 센터라는 의미가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유용한 지식 정보 전달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소화기 질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센터 중심으로 통합·운영하여 환
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화기내과, 소화기외과, 소화기소아과,
소화기방사선과가 모여 구성되었다.

▲가정진료사업소 오픈 (20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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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센터 오픈 (2002.6.3.)

▲간질환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 (2004.2.20. 별관1층)

▲따뜻한 겨울나기 의료봉사 (2004.12.9.)

간질환센터 개소로 간질환을 치료하는 간질환내과와 외과, 병리과, 방
사선과가 함께 긴밀한 협진체제를 구성해 전문화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원구 주민 대상 ‘따뜻한 겨울나기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68명을
진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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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

2007

▲부인과 복강경센터 개소식 (2007.4.11.)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 개소식 (2007.6.22.)

본관 2층 산부인과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인과 복강
경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복강경센터에 수술관련 제반 장비를 갖추고
전담 의사 3명을 배치 운영한다.

2007년 6월 22일 별관1층에 바이오 메디컬 연구센터를 개원함으로
‘맞춤치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연구센터는 의생물학 연구실, 분
자의학 연구실, 중개연구 연구실, 유전자은행으로 구분되어 임상의학
과 기초연구 논문사이의 중개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아병동 48 병동 오픈 (2007.7.11.)

▲제 5대 채병국 분당제생병원장 취임 (2007.11.1.)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1,2,3상) (2005.11.18.)
분당제생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1상, 제2상 및 제3상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국내 제1상 시험기관으로는 26번째, 제2상 시험기관으로는 78번째, 제3상시험기관으로는 102번째의 지정이다. 제1상은 신약의
안전성 검토 단계로 전임상시험을 거친 신약을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여 평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제1상 시험기관으로의 지정 조
건이 제일 까다롭다. 제2상은 적응증의 탐색과 최적용량 결정 단계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1상보다는 다소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
으로 짧은 기간 약물 투여에 따른 흔한 부작용과 예상되는 치료 대상 질환에 대한 효능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이다. 제3
상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의 유용성 확인 단계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증되며, 보통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치
료방법과 새로운 치료방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시험이 진행된다.

▲건강증진센터 확장 이전 (2006.05.23. 본관 지하 1층 )

▲간호부 학술대회 (2006.12.6.)

종합검진센터가 2개월여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아늑한 시설과 최신 장
비를 갖춘 고객중심의 새로운 의료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병원측
은 기존 지하 1층 종합검진센터가 협소해 같은 층에 있는 세미나실,
소강당, 통증치료과, 일반검진센터 자리를 리모델링해 5월 23일 260
여평의 공간으로 종합검진센터를 확장 이전했다

간호부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1년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뽐내는 자
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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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08 워크샵 개최
2007년 11월 24일~25일, 2007년 12월 8일~9일 양일간 두번에 걸쳐 경기도 여주소재 골든밸리에서 70여명의 전문의와 행정부 60명
의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VISION-2008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1부 - 병원 주요센터 책임자들이 병원현황과 운영방안에 대
하여 알리는 자리를 가졌고, 2부 행사로는 “디지털시대의 병원경영”이라는 주제로 한양대 경영대학장 예종석 박사를 초빙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병원의 나아갈 길”에 대한 강의를 청강하였다. 3부 행사는 각 분과팀별로 주제를 다르게 하여 토론결과를 허심탄회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식사 후 화합의 시간에는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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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안·이비인후과센터 개소식 (2008.3.5.)

▲뇌졸중센터 개소식 (2008.3.25.)

안·이비인후과 센터를 본관2층 외래에 통합하여 환자가 보다 편리하
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채병국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KTF 안기철상무, 박영숙 분당구보건
소장, 광주, 분당, 성남 소방서119구급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응
급센터내에 마련된 ‘24시간 뇌졸중센터’개소식을 가졌다.

▲피부미용성형센터 개소식 (2008.7.1.)
피부과, 성형외과 통합하여 피부미용성형센터로 개설하여 피부미용,
레이저 클리닉, 모발이식, 지방흡입, 눈·코·유방 클리닉에 대한 전
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분당제생병원 전략 선포식 (2008.9.10.)
분당제생병원의 발전방향과 미래에 대한 전략 MAP을 발표했다. 채병
국 병원장은 “우리의 비젼은 ‘분당지역에서 최고의 만족도 높은 병원’
으로, 원스톱 진료 시스템 구축, 업무 효율화,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간질환센터 확장 개소식 (2009.3.2.)

▲유방갑상선 센터 개소식 (2009.3.16.)

별관 1층에 확장 개소식을 가진 간질환센터는 3개의 진료실과 치료
초음파실, 간이식/간암상담실, 임상 연구실을 갖추고 최적의 공간에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유방·갑상선 센터를 본관2층에 새롭게 개설하여 더욱 더 전문적인 진
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센터는 유방암을 비롯해 유방과 관련된 각종 질
환과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수술을 담당한다.

▲소화기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 (2009.3.18.)

▲병원신임평가 (2009.8.12.)

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범위가 식도, 위, 소장, 대장, 담도 및
췌장까지 확대되면서 2002년 소화기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09년 3
월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병원신임평가가 진행 되었다.

▲천사데이 (2009.10.1.)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지정 (2009.12.1.)

중앙로비에서 1004 Day 기념으로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손씻기 행사를 하였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으로
신종플루예방 교육을 같이 진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재활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증되어
12월 30일 재활의학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전직원이 노력하자”고 선포했다.

개원 10주년 기념 엠블럼 발표 및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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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생병원 어린이집 개원 (2009.12.11.)
직원들의 가정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제생병원 어린이집’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분당지역 종합병원
중에 최초로 별관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식당, 원장실과, 자료실, 교사실, 세탁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
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한 교직원 채용을 통해 유아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는 아동 눈높이 보육을 제공할 방
침이다. 채병국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그리는 아늑한 둥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전
과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원을 축하했다.

▲족구대회 (20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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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RI 병실 확장 오픈 (2010.3.8.)

▲치과센터 리뉴얼 오픈 (2010.5.13.)

방사선 동위원소치료병실을 3병상으로 확장하였다.

치과센터가 의료진 초빙과 함께 장비증설로 새롭게 단장하여
리뉴얼 오픈식을 가졌다.

▲개원12주년 기념식과 비젼 선포식 (2010.8.27.)
개원 12주년 기념식에는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포상과 이사장의 격려사, 병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뒤이어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만족도를 주는 병원’ 이라는 새로운 병원 비젼을 선포하였다.

▲제 6대 조상균 분당제생병원장 취임 (2010.11.1.)

▲환자안전주간 손씻기 체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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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분당제생병원 워크샵 - 소통과 화합 (2011.1.22.)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11년도 분당제생병원 워크숍이 진행되었
다.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조직 내 조화와 관계 형성 강화 및 병원
내 팀과 팀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핵
심 역량의 강화”라는 주제로 계장급 이상 170명이 참석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 개소식 (2012.2.7. 본관 지하 4층)
2011년 11월 18일 개설 허가를 득한 방사선종양학과가 최상의 방사선 암치료가 가능한 최신형 리니악 장비 ‘클리낙 아이엑스’를 갖추
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에따라 분당제생병원은 암환자를 위한 토탈서비스 및 완벽한 장비 시스템를 통해 최상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외부 개원의를 초청하여 방사선종양학과 홍보와 방사선 치료 기기 소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제 1회 의료기관 인증 획득 (2011.7.6.)
5월 24일~27일(4일간) 의료기관인증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에 참여한 조사위원들은 환자의 안전과 질향상을 비롯한 인증조사 각 분야에
서 대부분 완벽한 준비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분당제생병원은 환자안전, 진료, 행정, 조직운영, 질 지표, 환자
만족 등 의료기관 인증 404개 조사항목에 대한 환자추적조사, 서류심사, 실사방문 등 심사를 받은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최상의 수준임을
인증 받았다.
병원 인증기관 선정으로 분당제생병원은 2015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공인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의료기관과 차별성을 부각함은
물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시 가산점 등 행정 및 재정적 편의를 우선 받게 되며 특히 병원이용 고객에게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
었다. 조상균 병원장은“인증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합심한 결과로 분당제생병원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와 엄격한
환자안전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 받은 것에 기쁘게 생각하며 분당지역 주민이 인정하는 지역 내 최고로 만족도 높은 병원임을 공고히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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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병원신임평가 및 2013년도 수련병원 실태조사 (2012.6.26.)
순천향대 부천병원 황경호 병원장 외 4명의 평가위원들이 방문하여 학회, 간호, 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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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제진료소 오픈 (2013.7.1.)

▲3D-뇌혈관촬영실 개소식 (2012.6.29. 본관 지하1층)
최신형 뇌혈관촬영장비 Alluar Xper FD 20/20 장비를 도입하고 3D-뇌혈관촬영실 개소식을 가졌다. 신승훈 뇌혈관센터장은 “3차원 영
상혈관 조영촬영 장비는 필립스사로부터 도입한 최첨단장비로서 추가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최상의 영상을 보여주며 조영제를 한번 투
입하면 정면 및 측면의 양방향 촬영이 가능해 인체의 뇌혈관, 복부혈관 등 복잡하고 미세한 혈관의 정확한 진단 가능은 물론 혈관치료에
더욱 효과적” 이라며 “응급환자의 경우 3차원 영상 혈관 조영촬영 장비를 이용하면 CT촬영을 위해 환자를 이동하지 않고도 바로 CT영상
과 거의 유사한 영상 획득이 가능해 시술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남 시민 건강축제 (2012.12.14.)

▲온열암치료실 개소식 (2012.11.23. 본관 1층)

남한산성에서 진행된 제7회 성남 시민 건강축제에 ‘척추와 갑상선 검
사관’을 운영하여 신경외과 오성한 과장, 내분비 내과 김용현 과장, 신
동현 전문의와 진료지원부서들이 참여하여 참석하신 분들께 검사와
의료상담 및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암치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를 도입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온열암 치료실을 맡게 된 가정의학과 최영아 전문
의는 “암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선호하면서 관련 치료기기를 도입
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는 종양 위치에
고주파에너지를 집중해 깊이 전달할 수 있어 고형암 뿐만 아니라 체내
깊숙이 숨어있는 종양도 잡아낼 수 있다.“며 ”고주파 암치료로 많은 암
환자들이 고통없는 암치료를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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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외국인환자 유치(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자국거주자)업무를 시작한 후 2013년 7월 1일 국제진료
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3년 1월에 MOU를 체결한 몽골 오르혼지역 병원의 답
방 요청 및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지역 의료기관과의 의학교류 협약 등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몽골 현지를 방문했다.

▲핵의학과 오픈 (2013.9.24.)

▲심혈관조영실 확장 이전 개소식 (2013.9.11.)

전석길 과장(대한핵의학회 명예회장)의 부임으로 핵의학과가 체계
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진료를 시작했다. 9월 22일 기념식에 이어
24일에는 여러 내외빈과 함께 ‘의학의 미래 그리고 핵의학’이라는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 김상은 교수, 국제성모병원 이종두 교수의
세미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심혈관 촬영장비 도시바 INFX-8000V Bi-Plane을 도입과 확장이
전기념으로 개소식이 진행되었다. 김동진 심혈관센터장은 “새로운
장비와 시설 및 시스템을 보완하여 더욱 완벽한 환자 진료를 실시
하게 되었다”며 “환자의 안전과 편의 모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7대 정봉섭 분당제생병원장 취임 (2013.11.1.)

▲간호부 프리셉터 간담회 (2013.12.11.)
간호부는 신규간호사의 현장 임상 수행능력과 적응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임상경력 2년 이상 간호사 29명을 대상으로 프리셉터 교
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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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동행 서비스 시작 (2014.3.17.)

▲『재활 로봇 보급사업병원』 지정 (2014.12.)

보호자 없이도 모든 병원업무를 볼 수 있는 일대일 동행 서비스를 처
음으로 도입했다. 청소년, 어르신, 장애우 등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도움 서비스로 병원업무에 익숙한 선임급 직원들을 중심으
로 내원 고객에게 최선의 친절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재활로봇 보급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재활의학과 이태임 과장은
“국내 로봇 업체와 연계하여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진하고 유기적 산학협력 관계를 통해 장애인 및 환자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중개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
혔다.

▲턱관절, 사랑니 클리닉 개소식 (2014.3.12.)

▲소아청소년과 주사실 개소식 (2014.5.28.)

▲모스크바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 참가

▲신경과 리뉴얼 확장 개소식 (2014.7.2.)

▲분당제생병원·관동대학교 교육 협력병원 협약식 (2014.1.23.)
관동대학교와 교육 협력병원 및 임상실습교육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분당제
생병원과 관동의대는 학생교육 및 임상실습, 병원 명칭, 겸직 교원, 교육 및 연구진료,
전공의 교육 및 취업알선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20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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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지정 (2015.5.)
분당제생병원은 메르스 발생 초기인 5월 30일 메르스 의심 환자 내원 당시 확진시까지 응급실을 폐쇄하고 통제를 실시하는 등의 조
치로 인해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병원이라는 오보와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의 신속한 대처
가 원칙에 따른 조치였음이 알려지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으로 밝혀짐으로써 언론을 통해 ‘메르스 대처를 잘한 병원’으로 소개되
었으며, 6월 12일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외래, 응급실, 입원, 의료진 방호, 면회제한, 접촉자 조회,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지정하
는 제도이다.

▲성남FC-분당제생병원 업무협약식 (2014.8.9.)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성남과 전북의 경기를 ‘제생병원 DAY’로 마련 하였다. 성남FC와 업무 협약식과 함께 정봉섭
병원장의 시축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관중에게 종합검진권을 선물하였다. 본원에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구급차와 의료인력, 선수 메디
컬 테스트와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분당제생병원 직원과 가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서포터
스와 함께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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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센터 개소식 (2016.3.2.)

▲통증센터, 중재시술실 오픈 (2016.10.)

척추센터 개소식을 갖고 척추질환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봉섭 병원장은 “척추센터는 정형외
과, 신경외과의 중견 의료진으로 구성, 개설함으로서 환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C-Arm장비를 도입하여 목, 허리 및 팔다리의 통증이 있는 환자
의 척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에 의한 척추신경근의 염증
이 의심될 때,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조사 실시 (2015.11.3~6.)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2주기 병원인증 조사를 11월 3일~11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완료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인증평가
원에서 5명의 조사요원에 파견되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분당제생병원은 높은 평점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재활 건강 강좌 & 한마음 축제 (2016.4.22.)
재활의학센터는 장애인 주간을 맞아 재활 건강강좌 및 한마음 축제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성남시 장애인 탄천공원 건강 걷기대회, 재
활의학과 의사가 알려주는 스마트한 일상 이야기, 사회사업사가 들려주는 유익한 장애인 복지 정보, 휠체어 수리, 소아환자를 위한 페이
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재활의학과 이태임 과장은 “의료진은 물론, 재활치료사, 자원봉사자, 사회사업
사 등이 참여하여 풍성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뜻 깊은 행사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암센터 개소, 혈액종양내과 확장 오픈 (2015.6.10.)

▲재난대비모의훈련 (2015.9.24.)

혈액종양내과를 본관 1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6월 10일 부터 암센터
체제로 진료를 시작하였다. 암센터에는 혈액종양내과, 온열암치료실,
통합진료실, 상담교육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 뇌종양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율적 대처능력을 배양하
고자 9월 24일 건물 붕괴사고로 인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20
명이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것을 가정하여 80여명의 병원인력이
참여하여 위기대응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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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호흡재활클리닉 오픈 (2016.10.4)

▲제 8대 채병국 분당제생병원장 취임 (2016.11.1.)

재활의학센터는 심장호흡재활클리닉을 개설하여 심장 시술이나 수술
이후 재발을 예방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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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료진 연수 (2017.1.5.)

▲환자안전선포식

(2017.3.2.)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종현이법)이 전 국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학습시스템에 의한 국가기관에 보고하도록 법
적으로 제도화되었다. 환자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병원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2017년 3월 2일 환자안전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다학제 통합진료 시작 (2017.6.2.)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심으로 다학제 통합진료를 실시되었다. 다학제 통합 진료는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와 함께 진
단 및 치료 계획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병원은 환자의 병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향 및 수술 일정 등이 한자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단축되며, 질환과 치료 과정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여러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당제생병원의 다학
제 통합진료팀은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의 베
테랑 전문의와 암코디네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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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견학단 방문 (2017.11.16.)

▲응급의학과, 국공립어린이집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2017.6.17.)
응급의학과는 성남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김영식 과장의 진행으로 실시하였다.

▲분자유전검사실 개소식

(2017.12.20.)

진단검사의학과는 유전자검사실 개소식을 갖고 각종 감염병 유행 시에도 검사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되었
다. 최신 전자동핵산추출 장비 1대(Roche MagNA Pure 24 System) 및 실시간 핵산증폭 장비 2대(Bio-Rad CFX96TM)를 신규 도입
함으로써 다양한 감염질환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시 20분 이내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에 의한 감염여부를 확진함으로써 신속하게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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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하는
환자 중심의 글로벌 병원”

Part

2

전문진료센터
| 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센터는 심장과 혈관에 관계된 질환을 진료하는 특성화된 분야이다. 심혈관 질환은 최근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관상동맥 질환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 많아진
상태이다. 본원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심장팀을 가동하여 응급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하며 환자분들의 치
료 결과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5명의 심장내과 전문의와 3명의 흉부
외과 전문의가 협력 시스템을 갖추어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질환센터 |

진료분야

진료분야

허혈성심질환(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심부전증,
심장판막질환, 대동맥질환, 부정맥, 고혈압, 고지혈증

간암, 간이식, 간경변증, 급만성간질환, 지방간,
급성 간염, 만성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김동진 -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조상균 -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 조성욱 -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 조대열 - 협심증, 심근경색증, 고혈압
● 오민석 - 심장초음파, 심부전, 판막질환
●안
혁 - 성인심장, 판막질환
● 최성실 - 심장 및 혈관수술, 폐암
● 권진태 - 심장수술, 관상동맥질환

박영민 - 간암, 간이식
박상종 - 간암, 간경변증
● 유양재 - 간암, 간경변증

●

●

●

●

유방.갑상선센터 |

| 소화기센터

소화기 센터는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장관 질환과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고 정확
하게 수행하기 위해 출발한 특성화 센터이다. 본원 소화기센터는 많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의사별
로 진료 분야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대학 병원들과는 달리 본원 전문의들은 소화기 각 분야 모두에 다
년간의 정통한 경험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내시경 시술과 진단적 혹은 치료적 검사/시술에
숙련되어 있어서 위암이나 대장암의 비수술적 치료에서부터 담석을 포함한 췌장/담도계 질환의 내시경적
치료까지 소화기내과 질환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다. 또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
수적인 영상의학과, 수술적 치료를 위한 외과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로 환자의 첫 진료부터 치료종결
까지의 과정을 만족스럽게 최단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협의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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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센터는 만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 간경변증, 간세포암과 같은 중요한 만성 간질환을 위시해서 급
성 간염, 비알콜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약물에 의한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질환, 및 노화장애와 관련된
간질환, 기타 원인미상의 각종 간질환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료한다. 간질환의 전문적인 관리와
수준 높은 진료를 위해 국내 유수의 경험과 경력 및 지식을 갖춘 의료진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속
한 초음파검사,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조직병리검사 등 최상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간암치료에 있어서 국내 최고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며, 경기남부지역에서는 간이식의 중심 진료센터
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다른 병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진찰용 초정밀 간초음파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진료를 하고 있다.

진료분야

진료분야

위암, 식도암, 대장암, 위용종, 대장 용종, 궤양성 대장염,
크론씨병, 담낭암, 담관암, 담낭 용종, 췌장암. 췌장 낭종,
담낭염, 담관염, 담석 질환, 췌장염

유방암 검사, 유방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내분
비 치료, 유방암 치료 후 추적 검사, 유방 재건 수술, 유
방암 치료 후 심리상담, 흉터관리, 조기유방 암 치료, 진
행성 유방암 치료, 재발 및 전이성 유방암 치료 , 갑상선
암 검사, 갑상선암 수술, 수술 후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박상종 - 위암, 대장암, 췌장염
박주상 - 담석증, 췌장염, 췌-담도암
● 장은정 - 위장관질환, 가족성 소화기암
● 박상운 -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 김상중 - 위장관질환, 염증성 장질환
●

●

●

●

김상욱 - 유방 및 갑상선, 내분비외과
김윤경 - 유방질환

유방·갑상선센터는 젊은 여성에게 흔한 양성 유방 종양을 수술하지 않고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시술인
맘모톰 절제술을 조기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4,000례를 시행함으로써 풍부한 시술 경험을 입증하였으
며, 유방검진의 경우 가능한 유방초음파 및 촬영이 진료 당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외과 및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와 유
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방 및 갑상선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환자 중심
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 장비 및 선진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유방 및 갑상선 질환으로 고
통 받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방암 수술 뒤에 환자 본인과 보호자
에게 유방 상실로 인한 고통을 줄여 주는 방법 중 하나인 유방재건술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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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센터

척추센터는 정형외과 척추전문의와 신경외과 척추전문의로 구성된 중견 의료진으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
쳐 2016년 3월 개설하게 되었다. 미세 현미경 척추수술을 10,000례 이상 시행한 의료진이 포진한 만큼
완벽한 시스템으로 환자를 가족처럼 편하게 모시고 대형병원과는 차별화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척추센터는 척추질환 환자의 몸에 “쇠를 넣지 않는 수술”을 원칙으로 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 치유력을 살리고 환자에게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모토로 하고 있다. 척추센터 의료진은 척추 및 이에 부속된 뼈, 인대, 근육, 신경,
혈관 등의 형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그리고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회복 및 발전시
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상재건센터 |

진료분야

진료분야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 기형, 척추 골절, 골다공증 등

미용성형, 화상치료, 화상재건수술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이영상 - 허리.목 디스크, 측만증
나화엽 - 척추질환, 허리.목 디스크
● 오성한 - 척추질환, 비수술치료,
● 조평구 - 척추질환, 척추통증중재 시술
●

●

김동철 - 미용성형, 화상재건수술

●

| 재활의학/통증센터

재활의학은 크게 보면 물리의학 및 재활의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근육 골격계 질
환 및 신경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학문이다. 재활의학센터는 5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
로 총57명의 재활치료팀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소아물리치료사, 소아작업치료사, 언
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사회사업가)이 환자들에게 포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동
치료실, 작업치료실, 도수치료실, 스포츠재활치료실, 언어 및 인지치료실, 소아재활치료실, 심장호흡재활치
료실, 반복경두개자기자극 치료실 등 세부 치료실을 운영하여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 치
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외래는 뇌졸중재활 클리닉, 경직 클리닉, 연하재활 클리닉, 척수손
상 클리닉, 뇌성마비 및 발달지연 클리닉, 스포츠재활 클리닉, 족부 클리닉, 근골격계 통증재활 클리닉, 신
경근전도검사실, 척추 중재시술 클리닉 뿐만 아니라 심장재활 클리닉, 호흡재활 클리닉, 재활로봇 클리닉
으로 진료분야가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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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화상재건센터는 2014년 설립되어, 분당 및 경기 남부의 급성화상환자, 전국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
상재건 환자를 대상으로 고도의 표준화된 화상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연간 5,500명 이상 화상환자에
게 전문적 화상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지에서 내원한 국제화상환자
를 치료하고 있다. 화상전문 의료진으로 25년 이상의 화상환자 전문 진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고, 대한화상
학회 및 국제화상학회에서 다수의 논문발표 및 폭넓은 학회 활동을 하는 화상재건성형 전문의 김동철 교
수가 화상 전문 의료팀을 구성하여 급성 화상 치료, 화상 흉터 성형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

진료분야

진료분야

척수손상재활, 통증재활, 척추재활, 스포츠재활,
오십견, 뇌졸중재활, 뇌신경재활, 암재활,
근골격계재활, 심장재활, 호흡재활,
척추·관절·신경통재활, 노인재활

응급중환자, 중증외상 및 일반외상,
중독학, 환경응급의학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이태임 - 스포츠재활
● 김주섭 - 척수손상재활
● 박홍석 - 요추부 및 경추부 통증
● 문현임 - 뇌신경재활
● 윤서연 - 심장재활
●

김영식 : 중환자의학, 중독학, 외상학
하영록 : 중환자의학, 응급초음파
● 신태용 : 외상학, 응급술기
● 정루비 : 중환자의학, 응급질환 전반
● 이규현 : 응급의료체계, 응급질환 전반
● 유우성 : 소생의학, 응급질환 전반
●
●

응급의학과는 전문의들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응급질환 전반, 중환자의학, 외상학, 중독학, 소생의학 분야에 전문의료진이 다양
한 시각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응급환자에게 빠
른 시간 내에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초음파검사 및 진단이 가능하여 신속한 진단 및 처치를 할 수 있고, 최소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
사와 최신 MRI검사를 즉시 할 수 있어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여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 모든 응급환자를 중증도 분류에 의하여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고 치료하
고 있으나 경증의 응급환자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불편함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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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비 소개

| 암센터

MRI 3.0Т

CT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

뇌혈관 진단장비

유방촬영기

PET-CT

SPECT-CT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방사선치료기 레피드아크

전문의료진
●
●
●
●
●
●
●
●
●

분당제생병원 암센터는 암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다학제 통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병리과 등의 베테랑
전문의와 암코디네이터로 구성된 다학제 통합진료팀은 암진단 환자와 함께 진단 및 치료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므로, 최적의 치료 방향 및 수술 일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질
환과 치료 과정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여러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
●
●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
리
과
간 질 환 내 과
비 뇨 의 학 과
산 부 인 과
소 화 기 내 과
신 경 외 과
영 상 의 학 과
외

과

이 비 인 후 과
진단검사의학과
핵 의 학 과
흉 부 외 과

- 손희정, 조경민
- 이유선
- 백소야, 한은미, 권계원
- 박영민, 박상종, 유양재
- 장석흔, 손정환, 이재원, 조대성
- 장재혁
- 박주상, 장은정, 박상운, 김상중
- 정봉섭, 신승훈
- 연재우, 홍혁진, 김혁중, 장석기,
김대윤, 박운주, 고지영
- 서성옥, 김일동, 김기호, 박진수,
김상욱, 정국현, 전병건, 김윤경
- 김광현
- 이성규
- 김영철
- 안혁, 조재민, 최성실

| 치과센터

진료분야
턱관절장애, 악교정수술, 임플란트 및 잇몸뼈이식술, 악안
면 외상, 구강 감염, 사랑니 발치, 심미보철, 고정성보철,
임플란트, 부분/완전 틀니, 치아수복, 근관치료, 치아미백,
치주질환, 부정교합, 돌출입, 안면비대칭에 대한 턱수술교
정, 투명교정, 소아·청소년 교정

전문의료진
치과는 치아 및 치아 주위 조직, 악안면 영역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분야이다. 치과는 보다 전문적
이고 세부적인 치과진료를 위해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통합진료과, 교정과 및 관련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클리닉으로는 턱관절클리닉, 사랑니발치 클리닉, 임플란트 클리닉이 있다. 한 번 진료를 받으면
다시 찾고 싶은 치과가 되기 위해 모든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와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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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 악교정수술, 임플란트
최성근 - 악안면 외상, 임플란트
● 조성용

- 심미보철, 고정성보철
● 박재현

- 통합치과진료
● 윤완자

- 턱수술 교정, 투명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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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센터
| 건강증진센터

국제진료센터 |

건강증진센터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화된 다양한 검진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빠르고 정확한 조기진단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사전에 해결
하여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평생 주치의가 되고자 한다.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한 빠르고
정확한 검사 후 본원의 우수하고 전문화된 각 과의 진료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진단에서
치료까지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검진 프로그램
● 기본검진
20~30대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주요 장기의 기능진단 및 성인병 예방, 조기암의 발견 및 예방
● 암정밀검진
한국인의 발병률이 높은 6대암 및 호발암에 대한 조기진단
● 프리미엄검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품격 건강검진
● 심장특화검진 심장혈관에 대한 정밀검사를 보강한 프로그램
● 뇌특화
뇌혈관에 대한 정밀검사를 보강한 프로그램
● 갱년기특화
갱년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보강한 프로그램
● 숙박검진
검진 하루 전 입원하여 검사하는 건강검진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외국인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
를 위한 1:1 맞춤 서비스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진료센터는
2012년 개소 이래 매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연간 1,7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내
원하고 있다. 러시아 및 CIS국가 주요 도시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지 파트
너를 통한 환자유치 및 내원 환자에 대한 실시간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
체류기간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주변 편의시설 안내 등 최상
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진료소 해외환자 분기별 환자수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1

68

238

223

352

256

201

492

536

290

337

360

506

389

333

372

379

236

■건강보험공단검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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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소개
| 가정의학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 의료환경은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5Ps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 예측
의학(Predictive Medicine),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참여의학(Participatory Medicine), 그리고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 을 조화롭게 적용할 의료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 가정의학 전
문의는 최적화된 평생 건강의 동반자이다. 한 개인의 건강문제를 개별 장기, 기관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전
문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21세기 의료의 큰 축이라면, 한편에서는 환자의 다양한 증상을 포괄적으로 평가
하고 ‘병소’나 ‘장기’보다는 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과 사회 등 ‘관계의 역동’속에서 질
병에 접근하는 것이 기존 가정의학의 고유한 철학이다. 급속도로 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고유의 철학을 바
탕으로 미래의학의 5P를 아우르는 융합적 접근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100세시대
의 가정의학이다.

내분비내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평생건강관리, 만성질환, 항노화, 여성갱년기,
남성갱년기, 비만, 만성피로, 통합의학적 암치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골대사질환(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부신 질환, 생식기관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최영아 - 만성피로-해독, 비만
박영규 - 노인병, 갱년기
● 조성민 - 노인의학, 평생건강관리
● 이경식 - 기능의학, 만성질환관리
●

●

●

●

신동현 - 당뇨병, 갑상선 클리닉
김용현 - 당뇨병, 갑상선 클리닉

| 감염내과

감염내과는 감염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여러 의료진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감염학은 전신의 감염 질환을 다
루는 분야로서, 항생제 개발에 따른 다제 내성 세균이 문제가 되고 항암요법 등으로 면역저하 환자가 증가
하면서 감염내과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에이즈, 사스, 지카 바이러스, 조류 독감 등의 신종 전염병은 물
론, 에볼라, 라싸열과 같은 과거에 유행했던 전염병의 재출현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감염내과
는 여러 부위에 발생하는 감염 질환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열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
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케 하고, 나아가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 감염의 예방 및 관리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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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대사 내과는 호르몬과 관련된 기관들의 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과이다. 인체는 신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여러 기관들의 협동 작용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며, 보통 호르몬은 하
나의 기관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다른 기관에 도달하여 작용을 하는 물질을 지칭하게 된다. 호르몬 이
상 질환은 분비기관과 작용기관에 따라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당뇨병, 이상지질혈
증, 골대사질환(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부신 질환, 생식기관 질환이 있다.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 중 약 15%, 65세 이상 약 30%가 걸려있는 상태이다. 당뇨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하는 만성 합병
증으로 환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류마티스내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각종 감염병, 여행자 감염 및 예방,
불명열, 후천성 면역 저하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골관절염, 골다공증,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강직성 척추염, 베쳇트 병, 쇼그렌 증후
군, 경피증, 섬유성 근육통, 통풍성 관절염, 피부근염,
혼합결체조직병, 기타 혈관염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

김민형 - 감염 질환, 여행자 클리닉

●

류마티스는 희랍어로 ‘류마’에서 유래된 말로 히포크라테스는 이를 ‘병을 일으키는 나쁜 액성 물질’ 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과거 치료가 어려운 시절 관절을 파괴시키고 변형을 가져오는 무서운 질환으로 생각되던
손을 포함한 전신에 있는 관절을 침범하는 병을 ‘흐름’이라는 어원을 가진 ‘류마’를 따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라고 명하게 되었다. 즉, 병을 일으키는 나쁜 액성 물질이 몸 안을 흘러 돌아 다니며 관절에 염증을 일으킨
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이후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절염을 대표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현재는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는 많은 질환들이 류마티스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채지영 - 퇴행성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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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소개
|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9명의 전문의와 16명의 마취 전문간호사로 이루어진 마취팀이 24시간 본원에서 수술
받는 모든 환자의 안전한 마취를 책임지고 있다. 전문의로만 구성된 본원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은 뇌신
경, 심폐, 척추, 복강경, 노인 등의 세분화된 분야에서 연간 6,000건에 이르는 마취를 수행하고 있다. 최신
마취기, 환자감시장치(BIS, 비침습적 심장기능 측정기, 신경근 감시 장치), 초음파(중심정맥관 삽입), 비디오
후두경(고난도 기관삽관) 등의 각종 최신 장비와 오랜 기간의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마취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마취와 더불어 통증자가조절장치를 통한 수술 후 통증 관리, 각종 장비를 이
용한 세심한 체온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과 한 차원 높은 편안함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병리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심폐마취, 소아마취, 산과마취, 안이비인후과마취,
비뇨의학과마취, 뇌신경마취, 부위마취,
복강경 마취관리(외과, 부인과), 노인마취, 정맥마취

외과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김종술 : 복강경 마취관리(외과, 부인과)
채병국 : 심폐마취, 소아마취
● 최미영 : 심폐마취, 안이비인후과마취
● 최현규 : 비뇨의학과마취, 화상환자 마취관리
● 박병학 : 뇌신경마취, 부위마취
● 박주훈 : 심폐마취, 뇌신경마취
● 정주영 : 부위마취, 노인마취
● 김가현 : 심폐마취, 부위마취
● 이신영 : 산과마취, 소아마취

권계원 - 소화기병리, 신장병리
백소야 - 간 및 소화기병리
● 한은미 - 산부인과병리

●

●

●

●

|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각 환자마다 맞춤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현존하는 모든 X선 방사선 치료 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치료기인 ‘래피드아크(RapidArc)’로 정밀하게 암세포만을 제
거하게 된다.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이 최소로 조사되도록 하며,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까
지 추적 조사한다. 본원에서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2년 국소제어
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방사선종양센터는 타과 전문의들간의 협진과 컨퍼런스를 통하여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검사 과
정과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유방암, 폐암, 대장암 적
정성 평가 부분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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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는 환자에게서 채취된 조직검사와 세포검사를 통해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는 과이다. 조직검사를 위
해 임상 각 과에서는 수술이나 내시경적 생검등을 통하여 검체를 의뢰하고, 세포검사를 위해서는 세침흡
인검사, 도말 세포, 액상 세포등을 병리과에 의뢰한다. 병리과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임상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고 예후 판정을 하게 된다. 병리과 전문의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병리 진단을 위하여 임상 각
과 의사들과 환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예후 판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통상적인 검사방법 이외에 면역조직화학검사법, 면역형광
검사법, 전자현미경 검사법, In-situ-hybridization 검사법, PCR을 포함한 각종 분자생물학적 검사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포검사에는 Thin-prep 기법을 도입하고 HPV-DNA Chip Analysis법을 활용하고 있다.

비뇨의학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유방암, 폐암, 대장암, 식도암, 두경부암, 뇌종양,
자궁암, 전립선암, 간암, 전이암 등 악성종양,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체적변조회전치료,
체부 정위적 방사선치료, 정위적 방사선 수술,
호흡연동 방사선치료

비뇨기 종양학,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여성 요실금, 요로감염
소아비뇨기과, 남성과학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
●

이유선 - 유방암, 폐암 등 악성 종양
이세형 - 방사선물리학, 방사선 치료설계

장석흔 - 비뇨기 종양학, 요로결석
손정환 - 배뇨장애, 요로결석
● 이재원 - 요로감염, 전립선질환
● 조대성 - 비뇨기종양, 소아비뇨기과
●
●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장기는 크게 소변 형성과 배출을 담당하는 요로계와 생식과 성기능을 담당하는 생
식계, 그 외에 후복막강 내에 있는 장기들이다. 구체적으로 요로계에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이 있으
며, 생식계로는 남성에서 음경, 고환, 전립선, 정관, 정낭 등과 여성에서는 요도주위 샘 그리고 질 주위 장
기들이 있다. 비뇨의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로 각종 암 중 제일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는 전립선암과 방광암, 신장암 등의 비뇨기계 종양, 중년 이상의 남성에서 흔한 전립선 질
환(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요로결석, 여성 요실금을 비롯한 각종 배뇨장애, 요로감염, 남성 성기능 장애,
비뇨기 선천기형 질환, 요로계 외상, 남성 불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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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여성의 건강과 건강한 2세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초경 전 생식
기 질환에서부터 초경 후의 생리와 관련한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하다. 여성 생식기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을 통한 난소의 종양절제술이나 자궁근종절제술, 자궁절제술 등의 다양한 수술이 가능하고, 가
능한 가임력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궁경을 이용하여 자궁강 내의 용종, 근종 등의 종양제거
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궁내막유착 등을 진단하고 이에 관련된 치료도 시행하고 있다. 갱년기 이후에는
자궁과 난소의 건강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고 노화에 대한 상담 및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정상 및 고위험 임신, 태아 이상, 내분비 질환 및 난임,
여성 생식기에서 발행하는 양성, 악성 종양

심장질환, 소아비만, 유전대사질환, 위장관 질환,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뇌신경질환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유정현 - 생식내분비, 내시경수술
● 장재혁 - 자궁암, 복강경 수술
● 김일동 - 산과, 습관성 유산
●

김세영 -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성조숙클리닉
최종운 - 심장병, 부정맥, 가와사키병, 신장 질환
● 안연화 -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 김아리 - 복통, 위장관 질환, 간담췌질환, 영양상담
● 변성환 - 뇌신경질환, 경련, 두통, 발달지연
●
●

| 성형외과

성형외과는 1998년 병원 개원과 동시에 개설되어 분당, 성남, 경기 및 서울 남부 지역의 성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연간 1,5000명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건 성형 및 미용 성형 진료
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자의 성형수술, 화상재건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수련교육병원으로 20012년 3월 본원 1회 성형외과 전문의를 배출한 후 금년 3월 1일자로 총 7명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배출되어 성형외과적 영역의 국민건강의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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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와 소아 및 청소년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정상 신생아 관리, 신생아
황달 치료, 신생아 패혈증 및 신생아 대사 이상 질환을 치료해 왔고, 퇴원 이후에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를 하여, 개원 당시 예방접종을 받았던 신생아들이 어느덧 대학생 나이가 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명실상
부한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환자중심의 임상 진료와 더불어 각 분과의 학술활동 및 논문 발표에도 매진
하고 있으며, 5명의 세부 분과 전문의가 신생아 및 심장, 내분비, 호흡기 알레르기, 소화기 영양, 그리고 신
경 분과를 담당하고 있다.

신경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안면 거상술, 눈 코 수술, 보톡스 및 필러를 사용한 주름수술,
유방성형술, 유방암 절제술 후 유방 성형술, 모발이식술,
급성기 화상환자 및 화상 재건수술, 수부 재건, 안면골 골
절을 포함하는 안면부 외상, 당뇨족 및 족부 만성 궤양, 욕
창, 피부암 수술 및 재건

뇌졸중, 간질, 말초 신경병증 및 근육질환,
치매, 파킨슨 및 이상운동질환, 두통 및 어지럼증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김동철 - 안면 미용수술, 화상치료
한예식 - 두개안면기형 골 성형술
● 정상훈 - 수부사지, 미용 및 유방성형

유현정 - 말초 신경병증 및 근육질환
정은혜 - 치매, 기억력 및 인지기능장애
● 김병수 - 뇌졸중, 두통
● 선우문경 -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증
● 박윤경 - 뇌전증 및 수면장애

●

●

●

●

신경과는 뇌, 척수, 신경근, 말초신경, 신경접합부, 근육을 포함한 인체의 전체 신경계와 관련된 모든 기질
적인 질병을 다루는 과이다. 신경과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각각 어느 부위에, 어떤 원인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검사와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
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원 신경과 전문의들은 신경과의 각 분야 (뇌졸중, 간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파킨슨, 두통/어지럼증) 별로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부한 임상 경험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다른 어느 병원에도 뒤지지 않는 전문의로써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신경기능검사를 위한 전문기기와 최첨단의 영상장비를 갖
추고 있다. 신경기능검사에는 신경전도속도 및 근전도검사, 뇌유발전위검사, 뇌파검사, 24시간 비디오-뇌
파집중감시, 수면검사 등이 있으며, 영상진단장비에는 CT, MRI, PET, SPEC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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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는 뇌 또는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 및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조직에서 발생한 질환에 대하여
외과적 진단, 치료 및 수술을 담당한다. 신경외과의 진료분야는 크게 중추신경계 종양, 뇌혈관 질환(흔히
중풍 또는 뇌졸중), 척추 및 척수 질환, 뇌기능 이상질환, 소아신경질환, 중추신경계 외상질환 및 감염질
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자기공명촬영(MRI)및 전산화 단층촬영(CT), 뇌혈관 촬영, 뇌혈관 초음파 검
사 (TCD) 등의 발달로 인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Neuro-navigator system, 미세수술 현미경, 뇌정위 수
술기, 초음파 흡입기, 수술용 레이저, 뇌내시경 등의 수술 장비의 발달에 따라 안정성이 향상되어 신경외과
질환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신경외과 진료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종합적 진료
체계를 수립하여 환자의 장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면서 다면적,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안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뇌혈관질환, 뇌종양, 척추질환,
척추(수)종양, 외상 (뇌, 척추)

망막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질환, 백내장,
안검질환, 안와질환, 눈물길질환, 안와골절, 사시,
안구운동장애,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 질환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오성한 - 척추외상, 척추질환
정봉섭 - 뇌혈관질환, 뇌종양
● 신승훈 - 뇌혈관질환, 뇌종양(두개저종양)
● 김태형 -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외상
● 조평구 - 척추통증중재 시술, 내시경 시술

길현경 - 망막질환
전고이 - 성형안과, 소아안과
● 이승현 - 녹내장, 백내장

●

●

●

●

| 신장내과

신장 내과는 신장 또는 콩팥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진료하는 과이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 내 노폐물
을 소변으로 배설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요독이 몸에 축적되고 부
종과 고혈압도 발생할 수 있다. 신장에 생기는 질환으로는 만성 신부전, 말기 신부전, 사구체 신장염, 신증
후군, 요로 감염 등이 있다. 신장 내과는 20여명의 의료진,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구성되며, 인공 신장실은
대한 신장 학회에서 인증하는 우수 인공 신장실로 지정되었으며 경험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4 대의 정정맥 혈액 여과 투석기를 갖추어 중환자의 신부전 치료에 도움
이 되고 있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한 신질환의 관리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영상의학과 |

진료분야
만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 사구체 신장염,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전문의료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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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야검사 장비, 빛간섭 단층촬영 장비, 형광 안저 촬영기와 ICG 촬영기, 전기생
리검사기, 안저 촬영 장비, Lancaster 검사기, 전방각 검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 중심의 진료 시
스템을 구축하고, 진단에서 치료까지 ‘One-day 진료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양질의 임상 진료와 더불
어 논문과 학술발표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안과질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원내 건강강좌 및 심포지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곳곳을 방문하여 안과 진료를 시행하는 국내
의료봉사활동 뿐 아니라, 해외 의료취약지역을 찾아 참의료를 실천하는 본원 의료봉사단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주년을 맞아, 안과 모든 가족들은 오늘의 안과가 있기까지 이끌어 온 선후배 동료 가족
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큰 노력을 할 것이다.

이장한 - 만성 신부전, 혈액/복막투석
정윤철 - 만성 신부전, 혈액/복막투석

전문의료진
연재우 - 영상중재시술
홍혁진 - 복부영상
● 김혁중 - 근·골격영상
● 장석기 - 복부영상
● 김대윤 - 뇌·신경영상
● 박운주 - 유방영상
● 고지영 - 흉부·심장영상
●
●

영상의학과는 국내 최초로 진료에 필요한 의료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전송시스템(PACS)과 전자의무기록(EMR)을 구축하여 국내 의료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20년 동
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환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영상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여 왔다. 일반 X-선, 투시, CT, MRI, 초음파 검사 등 최신 최첨단의료영상장비를 이용하여 각종질
환을 진단하고 있으며, 영상의학 세부 전문의들이 영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독하여 임상진단과 진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영상, 3차원영상, CT 및 MRI를 통한 비침습적 혈관영상 등으로
한 차원 높은 연구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진단 뿐만 아니라 검사와 동시에 치료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 최소 침습적 중재의학인 혈관중재술, 뇌혈관중재술, 심장혈관중재술, 대동맥스텐트삽입술 등의
시술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영상의학기술로
정밀한 진단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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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

임상영양내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간담췌외과, 위암클리닉, 복강경수술클리닉,
유방질환 클리닉, 갑상샘질환클리닉,
소아/탈장클리닉

노인 영양, 소화기 영양, 암과 영양,
말기 환자 완화의료, 호스피스 의료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박진수 - 소화기외과, 탈장클리닉
서성옥 - 간담도 및 췌장외과, 복강경수술
● 김일동 - 항문클리닉, 복강경수술
● 김기호 - 간담도 및 췌장외과, 복강경 수술
● 김상욱 - 유방 및 갑상선, 내분비외과
● 정국현 - 상부위장관 외과, 복강경 수술
● 전병건 - 항문클리닉, 복강경 수술
● 김윤경 - 유방질환
●

외과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수술적 치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학문을 의미한다. 일반외과학
은 외과적 학문의 한 분야로, 주로 복부수술, 소화기계, 내분비계, 혈과, 외상학 등의 수술을 전문적으로 한
다. 현재는 갑상선, 유방, 부신 등을 다루는 ‘내분비외과’, 위장, 소장, 대장, 항문에 이르는 소화기관을 다루
는 ‘위장관외과’, 간, 담도, 췌장을 다루는 ‘간담췌외과’, 소아에서 발생하는 외과적 질환을 다루는 ‘소아외
과’로 그 영역을 나누고 있다. 최근 창상의 크기를 최소화 하는 최소침습수술, 즉 복강경수술도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복강경센터의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개복하지 않고, 배꼽 부위에
1cm 정도의 작은 구멍과 필요에 따라 3~4개의 구멍을 추가하여 이곳으로 모든 수술기구를 삽입해 병변
을 제거하여 흉터가 거의 없다.

●

백현욱 - 노인 영양, 소화기 영양, 암과 영양,
말기 환자 완화의료, 호스피스 의료

●

|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는 청력/평형, 후각/미각, 비강기능, 음성/언어검사, 코골이/수면 무호흡 검사를 위한 첨단 검사
실을 운영하며 개원 이래 연간 약 2만명 이상의 외래 환자, 약 3천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진료하였으며 매
년 약 1,000 건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2009년에 안·이비인후과센터를 개소하였고,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2009년 인공와우 수술을 시작으로, 난청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수술비 지
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본원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를 개소한 후 이비인후과 실험실을 운영하
며 ‘연구하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원내에서의 활발한 학술 활동 및 타과 간의
교류, 대외적으로는 경기남부지역 수련병원들의 모임과 강동 지역의 수련병원 모임의 일원으로서도 활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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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내과에서는 영양불량과 연관된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한다. 폐렴, 요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
낙상 관련 척추 압박 골절 혹은 고관절 골절 수술 이후 식사량이 현저하게 줄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노인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체중이 감소하며 일상생활 능력 즉 식사, 배변을 가리기 어려운 이러
한 노인에게 초기에 적극적 영양치료를 제공하여 질환 회복을 촉진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는 항암제의 부작용인 구역질, 설사, 구내염 등으로 경구 섭취량이 줄고 장의
흡수력도 저하되어 면역력이 저하되며, 항암제 투여 휴지기에 적극적인 영양요법으로 항암제의 효과를 높
이고 빠른 회복을 돕는다. 기타 단장증후군, 영양실조를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청소년기의 거식증,
중년 이후 이유 없는 피로감과 연중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임상영양내과의 점검을 요한다.

정신건강의학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구강편도질환, 두경부종양, 갑상선암, 기도협착, 음성장애,
타액선 질환, 어지러움 및 중이염, 난청과 보청기,
이명과 안면마비, 인공와우수술 및 인공중이 수술,
축농증, 비염, 비내 종양, 비골 골절, 비중격 만곡증,
부비동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알레르기성 비염,
수면 무호흡증,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와 홧병, 수면 장애,
치매, 조현병, 알코올 남용 등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안윤숙 - 인공와우수술 및 인공중이 수술
김광현 - 구강편도질환, 두경부종양
● 김홍중 - 축농증,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 박세라 - 중이염, 이명,
● 위지혜 - 비중격 만곡증, 부비동염

김정훈 - 스트레스-홧병, 수면장애
정재원 - 우울증, 노인정신과
● 이선구 - 알코올 사용장애, 공황장애

●

●

●

●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 급속한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점차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정신건강의학과는 개원과 함께 근 20년 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의 관
리와 치료에 한 축을 담당하여 왔다. 현재 본원 정신건강의학과는 3명의 전문의와 1명의 임상 심리 전문가
가 근무하고 있으며, 보호 병동 없이 외래 중심의 진료 및 단기 개방병동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 건강 및 치매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치매관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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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정형외과는 사지와 척추에 있는 뼈와 관절 및 근육, 인대, 신경, 혈관 등 주위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고, 질
환과 외상을 진단, 치료하고 있다. 정형외과는 척추, 고관절, 슬관절, 족부 족관절, 견주관절, 수부, 외상 분
야 등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전문 분야별로 유능한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투과 장치,
미세수술용 현미경, 최신형 관절경 등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최소침습 수술, 인공관절 치환술, 미
세수술, 관절경 수술, 보존적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정형외과는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최첨단에 서서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치료 후
삶의 질의 향상에 이르기까지 각종 최소침습수술과 최신 수술법, 첨단 수술로 최고, 최선의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십자 인대,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 스포츠 손상, 관절염
(퇴행성·류마치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손목관절·팔
꿈치 관절의 질환이나 외상, 상지 말초신경 질환 또는 외
상, 인대 손상, 탈구, 오십견, 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척
추 질환, 척추관 협착증, 척추 기형

분자유전, 진단혈액, 임상화학, 임상미생물,
진단면역, 혈액은행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송우석 - 슬관절, 족관절
● 나화엽 - 척추 질환, 내시경 수술
● 이영상 - 허리·목 디스크, 측만증
● 최준철 -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 정유훈 - 슬관절, 견관절
● 신근영 - 고관절 질환, 인공관절, 외상
● 정현장 - 견관절, 상지
●

이성규 - 임상미생물, 진단혈액

●

| 중환자의학과

중환자실은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질환 환자에게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최선의 의료 역량을 집중하여 환자
들을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일반적인 질환을 가
지고 있는 환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의 필요
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급성 중증 질환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면서 효과적
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중환자의학과를 개설하였으
며, 유수의 대학병원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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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소변, 대변, 체액 및 조직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
경과관찰, 치료 및 예후 판정 등에 관련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수혈을 위한 혈액제제의 관리 및 검사와 공급도 담당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철저한 정
도관리를 통해 검사의 질을 높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결과를 의료진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당일 검사 당일 진료 시스
템을 도입하여 외래 환자에 대해 진료 1~2시간 전에 채혈을 함으로써 당일 진료 시 검사 결과를 담당 주
치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분자유전검사실 확장 개소 및 최신 분자유전검사 시
스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부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기계호흡기, ECMO,
지속신대체요법 등을 비롯한 중환자실 치료를 시행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알레르기, 습진, 건선,
피부소양증, 여드름, 주사, 사마귀, 무좀, 손발톱질환,
단순포진, 대상포진, 피부종양, 탈모증, 켈로이드, 흉터,
피부노화, 피부미용

전문의료진
이영근 - 중환자 의학, 응급 영상학
● 최미영 - 중환자 의학
●

전문의료진
서정화 - 피부미용, 피부 질환
문기찬 - 아토피, 피부염

●
●

피부과는 습진, 무좀, 여드름등 흔한 피부질환부터 피부조직검사를 요하는 피부종양까지 전반적인 피부질
환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피부소양증, 만성두드러기, 아토피피부염, 건선, 바이러스성
사마귀, 신부전/간질환/당뇨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피부질환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피부
질환들을 최대한 편리한 일정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CO2 laser, CO2 fractional laser,
Nd-YAG laser, IPL, LED를 구비하여 기미, 주근깨, 흑자, 오타모반, 검버섯, 쥐젖, 한관종, 여드름흉터, 수
술흉터, 켈로이드, 미백치료, 홍조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부미용치료실을 운영하여 여드름관리, 모공관
리, 미백관리, 피부노화방지 및 피부탄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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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소개
| 핵의학과

핵의학이란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상태를 진단, 평
가하고 치료하는 첨단 전문의학 분야이다. 핵의학과에서 시행되는 진료는 크게 두 분야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방사성 추적자를 체내에 주입하여 그 분포를 영상화하는 체내영상검사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
여 갑상선 암이나 골전이암을 치료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분야가 있다. 최근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영상과,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FDG PET-CT 검사를 활발하게
시행하여 첨단 의학기술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핵의학과는 전통적인 감마 카메라 뿐만 아니라, 최신
의 PET-CT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SPECT-CT와 같은 첨단 장비를 구비하여 최선의 검
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PET-CT 영상 검사 (암, 치매, 파킨슨), 감마 카메라 영상 검
사 (심장, 뼈, 갑상선, 신장, 간, 폐 등), 방사성 요오드 치료

폐렴, 폐결핵, 기관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흉막염등의 흉막질환,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상기도 감염증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김영철 - 핵의학

●

김도훈 - 호흡기 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오미정 - 호흡기 질환, 천식
● 이경주 - 호흡기 질환, 폐암조기진단 클리닉
●
●

| 혈액종양내과

본원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결과, ‘폐암, 위암, 대장암 및 유방암 1등급’을 받은 최
우수 병원이다.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전문의와 코디네
이터로 구성된 암치료 전문가가 신속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
첨단 진단 및 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각 분야의 암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여 환자에게 적합한 최상의 치료방
법을 결정하는 ‘통합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형 단기 입원 중심의 “One Stop, Total Care”를 지향하
여 당일 진료와 검사 및 판독으로 24시간내에 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환자마
다 암을 유발한 유전자이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하여 각 환자에게 적합한 표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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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알레르기 내과는 숨을 쉬는 기관인 폐와 기관지, 그리고 흉막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내과의 한
분과이다. 노령인구의 증가, 여성 흡연인구의 증가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최근 더욱 증
가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알레르기 내과에서는 기관
지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도질환, 폐암 등의 종양성 질환, 결핵이나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 기관
지확장증, 폐섬유화증 등의 간질성질환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대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3
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으며, 폐기능 검사실, 기관지 내시경실, 알레르기 검사 등의 호흡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흉부외과 |

진료분야

진료분야

폐암, 두경부암, 소화기암, 부인·비뇨기암, 유방암,
육종 등 악성종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백혈병 등 혈액종양, 빈혈 및 혈액응고질환

협심증, 급성심근 경색증, 판막증, 대동맥 박리 및 대동맥
류, 말초혈관 질환, 폐질환, 늑막질환, 종격동 질환, 다한증,
하지정맥류.

전문의료진

전문의료진

손희정 - 폐암, 두경부암
조경민 -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최성실 - 심장 및 혈관수술, 흉강경 수술(일반 폐질)
안 혁 - 성인심장, 판막질환, 대동맥질환
● 조재민 - 폐암, 일반폐질환 및 늑막질환
● 권진태 - 심장수술, 관상동맥질환

●

●

●

●

흉부외과는 심혈관외과와 일반 흉부외과로 나뉠 수 있으며, 심혈관외과는 심장병(판막증, 협심증 및 심근
경색증)과 대동맥 질환 또는 특정한 부정맥을 수술로 치료하는 분야이다. 본원 심혈관외과는 괄목한 성장
을 이루어 심평원에서 발표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관상동맥 우회술 1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일반 흉부외과
는 심장과 대동맥을 제외한 흉부질환 (폐질환, 늑막질환, 식도질환, 종격동 질환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는
분야이다. 호흡기 내과 및 소화기 내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의 쾌유를 도모하고 있으며, 폐암 관
련 적정성 평가에서도 역시 1등급을 획득하였다. 최첨단 기기인 체외과 산소공급기(ECMO)를 24시간 가
동가능하며 심정지 및 심한 호흡곤란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적용,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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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부
외래간호팀
응급증상 및 경미한 질환에 이르기까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를 시
행하기 위하여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센터, 만성신부
전 환자분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도
록 힘쓰고 있는 인공신장실, 퇴원 후 가정에서 지속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
도록 가정전문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가정간호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외래
간호과는 고객 접점 부서로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간
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병동간호팀
12개 병동 입원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간호를 제
공하고 있다. 검사, 시술, 수술을 경험하는 환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
께하는 공감 간호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8년 분당제생병원의 설립과 함께 간호부는
성(誠)·경(敬)·신(信)의 신조를 바탕으로
한번 더 배려하고 한번 더 들어주는
인간중심의 간호부로 발전 해 나가고 있다.
특수간호팀
간호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매년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간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한 부서별 CQI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매년 간호사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직무교육 및 경력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확립
간호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습교육에도 힘 쓸 뿐만 아니라,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취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관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장애우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
남시 저소득 계층의 방과후 학교인 ‘푸른학교’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내외과 중환자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 치료 및 간호가 이
루어지는 중환자실, 최신의 의료장비와 수술장비를 갖추고 수술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으로 환자중심의 수술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수술장, 철저한
감염관리 준수로 안정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중앙공급실을 운영
하고 있다. 특수간호팀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행복한 조직문화 유지
심신을 단련하고 부서원간의 친선을 도모하고자 파워워킹 동호회를 비롯하여 병원 내 동호회에
참여로 부서간의 화합과 소통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간호부 직원 모두가 긍지를 갖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호부는 합리적인 간호체계를 유지하고 간호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마음으로 환자 중심의 최상의 간호, 신뢰받는 간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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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
| 재단사무국

| 기획실

| 교육연구부

| QI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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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료재단은 분당제생병원의 “미래를 선도하는 환자 중심의 글로벌 병
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사무국 내에 기획팀, 예산팀, 홍보팀을
두고 있으며, 진료부, 간호부, 행정부에 소속된 부서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주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이사회에 예산 및 결산 보고와 함께 병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현안들
을 보고하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분당제생병원 위상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정보팀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그 미
션으로 하며, 환자진료와 병원운영에 최적화된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구사항, 제도변경사항,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진료에 차질이 없는 무중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다.
현재 11년째 운영중인 전산시스템은 2019년 신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스
템 업그레이드를 시작으로 4차 산업에 발맞추어 더욱 안정적이고 개선된
시스템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기획실에서는 기획, 홍보, 대외협력을 통해 병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업무
를 개선하며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기관의 참모부서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고 경영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일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원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익모델을 개선 및 설계하며 파
생사업을 기획할 뿐 아니라, 의료의 질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전반
적 사항을 지원한다. 그리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자료조사 및 분
석작업을 수립하고 경영전략상 발생하는 각종 제휴를 기획, 추진한다. 또
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기획 및 구현 전개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작
업을 수행하고 홍보(Public Relation)팀을 관리하며 내·외부 관계자와 커
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의무기록팀은 병원의 의료정보 센터의 역할로서, 운영목표는 전자의무기
록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안전하고
적법하게 관리하며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관리파트는 의무기록의 충실도 및 완결도
개선을 위한 관리업무로서, 입원, 외래진료 기록 관리, 스캐닝 운영 관리,
미비기록 및 동의서 관리, 의무기록 사본발급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정보보안파트는 의무기록의 접근권한 및 비밀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로서, 용어마스터 관리, 약어 표준화 관리, EMR서식 관리, EMR서식조회
권한 관리, 의무기록 작성 및 보안교육, 임상 질지표 자료 관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분석파트는 정질정량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이용하여 원내 의료진 및 보건정책을
위한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을 하는 업무로서, 퇴원환자 진료분석, 질병, 수
술분류 및 색인, 암환자 및 특수질환 등록 관리, 진료통계, 의학연구 및 병
원행정, 경영분석 자료 관리, 외부기관 요청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교육연구부는 전공의의 수련 교육과 관련하여 전공의의 선발, 평가, 수련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의의 국내외 학회 참석 및 연
수 관련 업무, 논문 발표 등 전문의의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앞으로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으로 의료발전에
이바지할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전문의의 연구활동을
독려하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진료협력센터는 조직도상 QI실 소속으로 2000년에 QI실 내에 진료의뢰 업
무 담당자 1인으로 업무를 개시하여 2001년에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함
께 진료의뢰센터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진료의뢰, 전
화예약, 방송 및 교환 업무를 통합하여 본관 지하 1층에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정식으로 부서명칭을 진료의뢰센터에서 진료협
력센터로 변경하였고, 구성 인력은 팀장 1인, 전화예약 4인, 방송 및 교환
2인으로 현재 년간 10,373건(2017년말 기준)의 의뢰건수 업무수행과 201
개 의료기관과의 협력병원 협약체결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진료협력센터에서는 진료의뢰 환자 진료 편의 제공 및 진료정보
교류, 회신서 관리, 협력병원 체결, 진료의뢰체계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 및
중개적 역할을 위해 개원의 방문, 진료의뢰를 위한 환자이송의 중개적 역
할, 지역 병/의원과의 유대강화 및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등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QI팀은 199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본원의 진료, 간호, 행정 등 전 분야
의 의료 질향상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
다. QI전담자, 환자안전 전담자, 보건관리자가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고 있
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정신의료기관 평가, 수련환경 평가 등 주요평가를
주관하며, 전 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건강검진,
건강증진활동, 직원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2주기 의료기관인
증평가 인증을 획득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명실
공히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12월엔 전 직원이 의료 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참여한마당 QI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
제일주의 및 환자중심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환자와 경
영진 그리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환자안전주간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QI팀은 본원의 의료 질향상과 환자안전, 직원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객상담실은 불만족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여 고객들을 위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이로 인한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며 고객과의 소통, 민원해결을 위한 상담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 만으로도 고객의 서운
함이 풀어질 수 있으며, 고객의 고충해결을 위해 마음을 다해 들어주고 소
중한 의견은 병원 업무 개선으로 연결하여 늘 고객과 함께 하는 고객상담
실이 되고자 한다.

의료정보팀 |

의무기록팀 |

진료협력센터팀 |

CS팀 |

B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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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
| 약제팀

| 영양팀

약제팀은 약사 23명, 약무직 직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 1층에
투약구와 복약상담실이 위치하고 지하 1층에 조제실, 약무행정실, 의약정
보실이 위치한다.
투약구에서는 의약분업 예외 환자에 대한 외래조제약과 퇴원약, 응급실 환
자의 조제약을 투약한다. 조제실에서는 자동정제포장기 등 최신 기기를 이
용하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한 일반 조제 업무와 항암제 등 무균주사
제 조제 업무를 담당한다. 약무행정실은 약품창고와 이웃하여 위치하고 병
원에서 사용하는 2200여 품목에 대한 구입, 보관, 조제실로의 불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의약정보실에서는 약사위원회를 통한 의약품 구매 선정 업
무, 의약정보지 발행, 약제팀 주관의 원내외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복약상
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실에 방문하여 흡입기, 경
구용 항암제, 면역억제제, 고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약지도하고 있다. 기타
임상지원 업무로 임상시험약 관리업무, NST 팀의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
고 있으며 부작용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하고 있다.

영양팀은 각 분야의 임상영양사들이 최신 임상영양관리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치료와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질환에 대
한 영양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입원 시 영양불량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
여 개별적인 영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자, 보호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당뇨교실과 심뇌혈관영양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본원에서 직접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 깐깐한 식품 검수를 통해 신선한 채소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공조미료 대신 천연재료로 맛을 내는
등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건강식을 제공해드리고 있다.

사회사업팀은 환자 및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하는 부서로,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
며 건강 회복과 재활을 도와 궁극적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회사업팀의 의료사회
복지사는 의료법에 따라 치료팀의 일원으로써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및 사회복지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취약계층(독거노인, 무연고자,
시설입소자 등) 및 고위험도(아동/노인학대, 미혼부모, 자살시도자, 호스피
스 환자 등) 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회사업팀은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여
자선진료기금을 조성하여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의 무료진료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
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을 운영하며, 내외부 고객의 정서적 환기를 위한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의공팀은 지난 20년 동안 병원내 고가 의료장비 도입부터 폐기까지 효율
적인 관리로 병원경영과 진료서비스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
개원 시 김남수 팀장, 김찬우 과장, 이종호 계장, 한경수(이민), 이병철(퇴
사) 등 5명 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강산이 두번 바뀌는 동안 병원에 수
많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이끌었으며, 2000년을 맞이하여 의료장비
Y2K 문제해결, 의료장비 수리 및 예방업무 등으로 병원 의료장비 전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젊음을 불태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다.
그 사이 이규현 팀원도 6년간 같이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현재는 조상현
팀원 등 4명이 열심히 장비관리 분야에 헌신하고 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세계의사회의 Helsinki선언을 통해 “인간을 대상으
로 하는 생물의학적 연구에 관여하는 의사를 위한 지침”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의 취지를 적극적으
로 이행하고, 본 병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행해지는 모든 연구 및 인
체유래물 연구를 국제적인 기준인 GCP기준(ICH GCP)에 합당하게 이루어
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연구를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임상연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연구 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상설위
원회이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독립적으
로 운영된다.

| 감염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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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은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감염예방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다. 감염관리실은 감
염관리위원회 운영, 신고업무, 모니터링 활동, 직원교육, 유행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및 격리환자 관리, 시설 및 환경점검, 질 향상 활동,
감염관련 자문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신고업무로는 법정(지정
포함)감염병, 다제내성균 6종,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률, 수술부위감염률
을 신고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업무로는 전 직원, 환자, 보호자(간병인), 입
점업체 직원, 실습학생 등을 교육하고 있다. 모니터링 활동은 분기별 손위
생 모니터링과 더불어 주1회 정기적으로 부서를 순회하고 기록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하므로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 평가사항들을 기록하고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서 모니터링 시에는 부서별 감염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
을 부서와 논의하면서 감염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는 2007년 개소한 이후 신약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와 임상에 직접 연계된 중개연구를 하고 있으며, 높은 신뢰도, 최고의 정확
성, 고도의 효율성과 함께 의뢰자와 피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임상 시험 연구기관으로서 최첨단을 자부하는 병원정보시스템과 연
계하여 표준적인 국내 임상시험을 이끌어가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
해 매진하고 있다.

사회사업팀 |

의공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바이오메디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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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
| 시설팀

| 원무팀

| 보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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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팀에서는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병원시설을 편안하고,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입원환자에게는 빠른 쾌유를
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시설팀 업무는 실별(기계,전기,영선,중앙통제실)로 분장하여 수행하며, 기
계실은 기계설비 관련 장.단기 계획수립, 냉난방 및 공조환기설비의 유지
관리,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위생시설관리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실은 수
배전반및발전기 등 전기공급체계의 관리, 전등.전열설비의 관리, UPS관리,
통신 및 너스콜 관리, 전기에너지 관리, 전기비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영
선에서는 건축물의 장.단기 유지보수 계획수립, 페인트유지보수, 의료비품
관리, 조경관리, 각종 자동문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중앙통제실에서는 소방
시설관리,기송관 및 승강기관리, 자동제어 및 CCTV관리,조명제어관리,공
기질.석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시설팀은 병원 이용객의 시설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있다.

병원을 내원하는 모든 고객분들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신속한 편의와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무팀은 응급의료센터관리, 외래, 입/퇴
원, 제증명, 수익통계, 재원환자관리 등 6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
료부와 간호부 그리고 진료지원부서등 상호 원활한 협업 및 유관기관의 교
류를 통하여 환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무팀은 소통과 협조로 한마음이
되어 고객분들의 병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팀원 모두 마음속에 예의와 감사함을 항상 되새기며, 화합과 단합된
팀 분위기를 바탕으로 고객의 첫 만남의 순간부터 진실과 성심으로 임한다
는 자부심을 갖고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원이 지향하는 미래
를 선도하는 환자 중심의 글로벌 병원으로 발돋음 하는 길에 친절과 성실
을 바탕으로 이웃 같은 병원을 실현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보험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직원들이 진료비 청구심사관리를 하는
‘심사파트’와 수가관리 및 진료비 통계.분석을 하는 ‘운영파트’, 임상질지표
와 임상표준진료지침관리를 하는 ‘평가파트’ 등 3개의 파트로 나뉘어 각 파
트장을 중심으로 적정진료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 보험급여기준 변화와 더불어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물론 각종 의료
기관 평가, 본인부담 경감제도 등 변화하는 의료제도나 정책에 대한 정보
를 학습하고 공유하며, 진료부, 간호부, 기타 관련부서에 전달교육하며 심
사기준의 정보관리를 하고 있다.
제도, 정책, 수가 변화에 따르는 수익분석예측보고를 하여 병원경영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질평가’와
임상진료 적정성 평가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분석, 개선활동을 시행
하며 신규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 등
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과 13개 질환 40여개의 임상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개선활동을 하며 추가적인 질병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확대를 계획 하고 있다.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팀원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자질향상과 적극
적 소통과 화합으로 더욱 더 발전된 적정진료지원업무를 하여 병원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경리팀은 병원의 제반 수입과 지출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매년 결산을
통해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하며 매월(원천세), 분기별(부가세), 년
별(재산세 등) 세무 사항을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자금 현황 보고 및 세무 관련 신고, 결산과 원무
수익 처리 및 고정자산, 재고자산 회계처리, 결산일일자금 수입 및 지출 담
당, 결산을 맡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구비 관리와 인건비, 상조금, 경조금
관리를 하고 있다.
팀 목표로는 의사결정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서비스 업무
처리를 통해 병원의 외·내부적으로 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총무팀의 업무는 크게 총무과와 인사과로 나누어져 있다.
총무과는 병원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주요업무로는
사무관리(보건소 등 대내외 신고업무, 문서수발 등), 직원복리후생, 직원안
전관리, 직원교육, 비서, 미화, 보안, 차량운행 등 원내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원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활기
찬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90여명의 총무과 직원이 현장 곳곳에서 노력
중이다.
인사과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업무 효율성, 직원 만족도, 기업문화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구축
하여 병원의 목표 달성 및 시너지를 창출하는 부서이다.

구매팀은 병원 경영목표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적기에 경쟁
력 있는 가격으로 적량 조달하여 원활한 진료지원 및 원가절감 업무를 수
행하는 부서이다.
구매물품의 운용상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구축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RISK
관리 및 시장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구매로 병원 운영의 수지 개선에 이바
지하고 있다. 또한, 구매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규범을 준수하고 원
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매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원 시 관리과로 시작한 현재의 관재팀은 팀장1명과 과장1명, 계장3명,
주임1명, 사원1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재팀은 투자자산 도입결정
및 의료장비, 진료재료, 전산 및 시설장비, 비품, 일반 소모품 등 병원 내
모든 물품의 적정 소요량을 산정하여 구입하고 입고, 검수, 불출, 저장(창
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부 및 간호부, 진료지원부서 등에 공급
하고 유지·관리한다.
또한 적절한 자원의 배분,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및 일반비품의 재활용 등
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실천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취득, 유지보전, 처분
등 총괄적인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리팀 |

총무팀 |

구매팀 |

관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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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시설 및 현황
■직군별 직원현황(1998년 ~ 2017년)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사장
재단사무국
■기획팀
■예산팀
■홍보팀

분당제생병원장

제위원회

QI실
■QI팀
■CS팀
■의료정보팀
■의무기록팀
■진료협력센터

기획실

의사직
89
100
117
127
162
182
194
188
190
191
201
206
207
204
207
214
215
220
216
215

●

■심장혈관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장내과

■경리팀

■특수간호팀

■원무팀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감염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보험팀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시설팀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관재팀

■피부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치과

■중환자의학과

■심장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간질환센터

■척추센터

■재활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통증센터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치과센터

■화상재건센터

■영양팀

■사회사업팀

■감염관리실

■의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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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
■건강보험검진

임시·용역직
1
5
93
102
132
114
123
128
130
142
120
129

합계
850
849
923
982
1,027
1,052
1,055
1,029
1,060
1,108
1,197
1,196
1,219
1,219
1,240
1,262
1,303
1,333
1,341
1,395

특수병상: 34병상
내과계중환자실

외과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63병상

2병상

57병상

28병상

340병상

96병상

13병상

14병상

7병상

7F

4F

본
관

3F

2F

81병동 : 소화기내과

5F

4F

72병동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내분비내과, 응급의학과
61병동 : 신경외과

3F

62병동 : 외과, 흉부외과
51병동 : 복합병동, 신경과
52병동 :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RI병실, 대강당, 의료정보팀, 의국, 옥상휴게광장
수술장, 중환자실, 분만장,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병리과, 산부인과, 심혈관조영실
소화기센터, 내시경실, 내과(당뇨교육실), 진단검사의학과, 신경외과, 놀이방,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유방·갑상선 센터, 안과, 채혈실,
기능검사실, 인공신장실

별
관

2F

1F

57병동 : 정형외과
58병동 : 정형외과,성형외과,화상센터
47병동 : 재활의학과
48병동 : 소아청소년과
임원실, 재단사무국, 간호부, 교육연구부, 총무팀, 보험팀, 경리팀, 기
획실, 시설팀, 의학도서실, 연구실, 회의실, QI팀
재활의학센터, 치과센터, 재활치료실, 의국
간질환센터, 피부미용성형센터, 화상재건센터, 통증센터, 바이오메디
컬연구센터, 임상교육연구센터, 의국, 제생어린이집

B1

본관연결통로, 제1소강당, 감염관리실, 주차장

B2

직원휴게실, 주차장

심장·혈관센터,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1F

암센터(온열암치료실), 척추센터, 응급의료센터, 외래약국, 응급의학과,
중앙주사실, 정신건강의학과, 고객만족팀, 원무팀

■구매팀
B1

■종합검진
B2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

기능직
70
80
92
97
91
91
91
84
82
89
93
88
82
81
76
69
65
63
65
58

6인실

행정부

■외래간호팀

의공직
5
5
5
5
5
5
5
5
5
5
4
4
3
3
4
4
4
4
4
4

5인실

■의학도서실

■내분비내과

연구직
2
2
2
1
1
1
1
2
2
2

4인실

71병동 : 순환기내과, 감염내과, 신장내과

■총무팀

전산직
18
19
2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2
23
23
22
23
23
24
24

3인실

■교육연구부

■병동간호팀

기술직
35
35
42
42
41
43
43
42
43
42
42
41
41
40
41
42
42
42
42
42

●

82병동 : 간질환,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가정의학과

■임상영양내과

행정직
108
100
101
102
102
105
107
102
100
102
99
101
100
98
99
106
106
107
116
132

2인실

5F

간호부

보건직
37
39
40
42
43
46
44
43
47
47
48
48
46
48
46
49
50
46
47
46

1인실

6F

진료부

의료기사직
106
124
128
126
136
146
146
146
151
158
159
153
156
171
174
172
184
195
205
193

일반병상: 586병상

8F

■대외홍보팀

약무직
34
31
20
22
22
21
19
21
22
25
26
25
26
26
26
26
26
27
28
32

■병상운영현황

교육연구부

■기획팀

간호직
346
314
358
396
402
390
383
375
396
419
409
404
403
411
420
430
457
462
472
518

종합검진센터, 건강보험공단검진센터,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약제팀/병동약국,
영양팀, 외래식당, 의료기판매점, 국제진료센터, 진료협력센터팀, IRB 행정실
제2소강당, 세미나실1, 세미나실2, 사회사업팀, 관재팀, 관리창고, 중앙공급실,
구매팀, 의무기록팀, 의공팀, 가정간호센터, 세탁실, 주차장

B3

주차장

B4

주차장, 방사선종양학과

소재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축규모
병상
주차대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20
14,489.8m²
70,391.87m²
본관(지상 8층~지하 4층)
별관(지상 5층~지하 2층)
620병상
624대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
■IRB

■약제팀

국제진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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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병원장 / 주요 보직자

인증 현황

| 역대 병원장
관상동맥 우회술 평가결과 1등급(2016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결과 1등급 (2015년)
위암 진료결과 평가결과 1등급 (2010년)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2014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2014년)
유방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2014년)
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2014년)

초대 신반철 박사

제5대 채병국 박사

제2대 김세환 박사

제6대 조상균 박사

제3·4대 유희탁 박사

제7대 정봉섭 박사

| 주요 보직자

일자

인증내용

인증기관

1998.11.14

인턴 수련병원(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1999.07.01

우수 검사실 신임 인증

대한진단검사의학회

1999.10.30

레지던트 수련병원(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2003.10.21

장기(각막)이식등록 및 이식의료기관지정

보건복지부

2006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지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2011.07.06

보건복지부 제1회 의료기관 인증 획득(~2015.07.05)

보건복지부

2012.09

우수내시경실 인증기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13

대한 뇌혈관 내 수술학회 인증기관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2014.12.10

유방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2년 연속)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4.12.18

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4.12.18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3년 연속)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4.12

한국로봇산업협회, 보건복지부 '재활 로봇 보급사업병원'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2015.04.10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5.04

우수인공신장실 인증(2015.4~2018.3)

대한신장학회

2015.11.24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5년 연속)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6.01.13

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2년 연속)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6.01.18

보건복지부 제2회 의료기관 인증 획득(2015.12.23~2019.12.22)

보건복지부

2017.06.02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결과(7개과 15개 수술)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7.12.12

관상동맥우회수술 평가결과 1등급(2년 연속)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8.02.05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8.04

우수인공신장실 인증(2018.4~2021.3)

대한신장학회

2018.05.31

급성기 뇌졸증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6년 연속)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8.06.08

4대암(대장암,유방암,폐암,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소내연: 제2016-36호

2016. 2. 22

수

신: 분당제생병원장 귀하

참

조: 내시경실장

제

목: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심의결과 안내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보증하는 내시경 질 관리 프로그램
인 우수내시경실 재인증 평가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가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인증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우수내시경실” 로 재인증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인증기관 : 분당제생병원
재인증기간 : 2015년 9월 ~ 2018년 8월

*우수내시경실 인증서 및 동판은 장은정 선생님께 발송될 예정이오니 수령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이사장 김 용 태

대 한 소 화 기 내 시 경 학 회

이사장 김 용 태
회 장 양 창 헌

뒷줄 좌측부터 손정환 QI실장 , 이영상 기획실장, 박준 행정부장, 이상의 간호부장, 송호준 차장,
앞줄 좌측부터 정윤철 교육연구부장, 채병국 병원장, 최종운 진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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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대진의료재단은 해원상생(
)과 구제창생(救濟蒼生)의 이념을 의료사업에 실현하여 1998년 분당제생병원
개원과 동시에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해 왔다.
치유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기 무료진료를 통해 인술(仁術)을 구현하는 것은 대진의료재단의 설립 취지
를 실현하며, 아울러 ‘이웃같은 병원, 가족같은 의료진’이라는 모토에도 부합하는 활동이다. 원내 무료진료는 기초
생활수급권자, 생활보호대상자나 그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특수질환군 환자에 진료비
를 지원했다.
2017년 현재 분당제생병원은 사회사업팀 의료비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의료비 지원으로 1,132명, 19억 5천만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원내 자선진료기금을 통한 의료비 지원으로 255명, 1억 9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사랑나눔 의료비 지원 사업 |

| 국내 의료봉사

2007년(흉부외과 심장병 수술비 지원 사업), 2008년(안과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2009년(재활의학과 뇌성마비환아 보톡스 지원 사업
& 성형외과 화상 구축환자 지원 사업), 2010년(이비인후과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2011년(다문화가정 의료비 지원 사업 & 성형외과 화
상환자 수술비 지원 사업), 2012년(암환자 의료비 지원), 2013년(안과 사시 수술비 지원), 2014년(안과 사시 수술비 지원 & 흉부외과 흉강
경을 이용한 심방세동 환자 수술비 지원 사업), 2015년(흉부외과 흉강경을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비 지원 사업 & 안과 녹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 2017년(이비인후과 인공중이 수술비 지원 사업)

1998

동두천 수해 무료진료 -동두천 보산초등학교

2000

‘한사랑 마을’ 입소 장애아동 대상 무료진료
제7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참여
상대원2, 3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추천자 및 미인가시설수용자 무료검진
새날 청소년 쉼터 입소 대상 무료진료
수진초등학교 재택특수 장애아동 무료진료

2001

“새생명 살리기”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

2002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 대상 무료진료
수진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아동 무료진료

2003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 대상 원내 무료진료
‘노인과 청소년을 섬기는 분당모임’분당지역 저소득 노인대상 의료봉사
참여
장애인의 날 기념 ‘참소망의 집’거주 장애인 무료진료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안과 무료검진

2004

중원구 저소득 주민 대상 ‘따뜻한 겨울나기 의료봉사’

2005

수정구보건소 방문보건대상자 원내 무료진료
상대원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 무료진료

2006

예가원 시설 입소자 치석제거 및 B형 간염예방접종 무료진료
하사함의 집 노숙인 쉼터 입소 대상자 무료진료
산성동복지회관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진료
천사의 집 시설 입소 대상자 독감예방접종

2007

산성동복지회관 저소득 어르신 무료진료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무료진료

2008

산성동복지회관 저소득 어르신 무료진료
수정노인복지회관 어르신 무료진료
한국토지공사와 함께하는 농촌마을 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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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무료진료
산성동복지회관 무료진료
굿네이버스“희망나눔학교 방학교실”참여아동 무료건강검진

2010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무료진료
산성동복지회관 무료진료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 방학교실’참여아동 무료건강검진

2011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무료진료
산성동복지회관 무료진료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무료진료

2012

고등동다목적복지회관 무료진료
산성동복지회관 무료진료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무료진료

2013

수정노인복지관 무료진료
중원노인복지관 무료진료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황송노인복지관 무료진료

2014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무료진료
수정노인복지회관 무료진료

2015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무료진료

2016

황송노인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2017

황송노인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상대원2동 제2복지회관 무료진료

사회공헌활동 |

B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

85

해외의료봉사

몽골지역 의료봉사 활동

베트남 의료봉사활동

2014년 8월 12일~15일 까지 ‘참진료 나눔 봉사단’은 몽골 중북부 오르혼 지역치료센터와 에르뜨
네트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 891건의 의료봉사활동을 벌였다.
성형외과 김태연, 간질환 내과 유선홍, 안과 길현경, 구강외과 김태완, 간호부 윤다래, 치과 김바위,
안과 정은자, 사회사업팀 신재은이 참여하여 진료와 의약품을 지원, 선진의료 수술을 시연하였다.

2016년 6월 6일~6월 9일까지 박장성, 옌테현, 폰스엉 진료소에서 가정의학과 박영규, 신경외과
오성한, 안과 길현경 이규예, 간질환내과 유선홍, 영상의학과 조영종, 진단검사의학과 신경현, 간호
부 구소정, 사회사업팀 신재은 등이 참여하여 총 723건을 진료했다.

베트남 의료봉사활동
2017년 6월 6일~6월 10일까지 타이응웬성 푸르엉군 특장면에서
신경외과 오성한, 가정의학과 박영규, 안과 길현경 이규예, 이비인후과 안윤숙, 영상의학과 곽경수,
재활의학과 고영완, 간호부 이윤정, 약제과 노민지, 사회사업팀 신재은, 씨젠의료재단 등이 참여하
여 총 1,126건을 진료했다.

키르기즈스탄 의료봉사활동
2015년 8월 11일~16일까지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트 제1병원과 아훈바예바 국립의료아카데미에
서 시술 7건, 수술 4건 등 총 447건을 진료했다.
성형외과 탁관철, 정형외과 이영상, 외과 박진수, 안과 길현경, 이규예, 의료정보과 남성기, 간호부
김지수, 사회사업팀 신재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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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아티라우 무료진료 출장 광고
(이비인후과 김광현, 2018.04.04~06)
◀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8 KITF
(Kazakhstan International Trvel Fair)
한국관, 경기도관 참가 (2018.04.18~20)

▲ 베트남 호치민 UMC(United Medical Center). 현지 의료기관, 경기도 의료기관 간 MOU 체결식 (2017.09.19)

▲ 베트남 박장성 옌테현 의료봉사 현지 TV 뉴스 방영

▲ 러시아 모스크바 무료진료 출장 광고(소화기내과 박상종, 2017, 03.02~03)

▲ 카자흐스탄 아티라우TV 뉴스보도 (2018.06.29)

88 | 분당제생병원 20년사

▲ 러시아 모스크바. 2017 MITT(Moscow International Travel & Tourism)
한국관 참가 (2017.04.14~16)

▲ 카자흐스탄 아티라우 공영방송 인터뷰
(흉부외과 최성실 과장. 2018.05.30)

▲ 병원 본관. 우즈벡 방송사 Dunoy Bo’ylab 초청 경기도 의료 홍보영상 촬영 (2017.8.29.)

▲ 러시아 모스크바. 2018 KBEE(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경기의료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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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의원/업무협약
| 협력병의원

업무협약 |

ASML·CS KD엔니지어링·LGCNS·LG전
자·SK건설·SK케미컬·SK텔레콤·곤지
암농협·곤지암농협조합원·광주시청·국
민은행·낙생농협조합원·네이버·대원신
협·도척농협·도척농협조합원·바텍&이우
삼성엔지니어링·성남농협·성남농협조합
원·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동부새마을금
고·성남시청·성보엔지니어링·신원종
합개발·여주시청·오포농협임직원·오포
농협조합원·전자부품연구원·중부새마을
금고·테크팩솔루션·포티스·하나은행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살림
사업연합·현대백화점·현대자동차계열사
현대제철·현대중공업계열사·아주대학교
병원·세종병원·가톨릭대학교·성빈센
트병원·분당차병원·이춘택병원·한국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수지삼성병원·분당서울대병원·라 쥬네스 삼중의원·유사랑의원·연세튼튼정형외
과·미성형외과·푸른소아과·경기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시애노병원)·안양메트로병원·연세사랑병원·효산병원·수정메디칼의원·분당은빛
병원·에스제이메디컬의원·진천효병원·다인이비인후과·우리들가정의학과·건국대학교병원·성남연세병원·죽전효사랑병원·홍익신경외
과·굿모닝가정의원·현대의원(다사랑의원)·서울현대의원·서초실버정신과의원·강남푸른병원·서초푸른의원·역삼푸른병원·삼성노블카운
티의원·동산의원·반석정형외과·참산부인과소아과·수정복지의원·한마음Nursing home·로뎀노인전문병원·중국광주유생병원·예담소아
과·으뜸재활병원·연세모두병원·러스크강동병원·고려가정의원·꾸러기소아과·러스크분당병원·(복)성화대전재활병원·재성사랑마루·광
주진단방사선과의원·노블효병원·남산병원·연세엘림요양병원·지우병원·인천힐링스병원·우리가족내과의원·세종너싱홈·SRC재활병원·
강남센트럴병원·도원요양병원·와이즈병원·에버케어하나로의료재단 종로센터·강남하나로의원 강남센터·동백재활요양병원·연세미금내과의
원·서수원재활요양병원·연세우리병원·카이저재활병원·한국관광대학노인전문병원·안성현대요양병원·표석주내과의원·그린병원·연세이
비인후과·큰나무실버센터·동의성 단원병원·새소망병원·엔젤요양재활병원·성남시노인보건센터·로하스두울의원·로하스한울의원·로하스
안양효노인병원·연세세미래병원·고양힐링스병원·연세키드니요양병원·우리부모요양병원·원진녹색병원·백세요양병원·탄탄병원(구:광주
삼성병원)·더웰성형외과·수지호병원(과거:와이즈병원)·로하스용인요양병원·산본한림예요양병원·강북한방병원·한미사랑병원·미소들노인
전문병원·스마일내과의원·베스트원재활요양병원·성남선병원·참조은병원·예이비인후과의원·고려정형외과·성남속편한내과·동서요양병
원·수원한국병원·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새하나의원(구:서울나비의원)·21세기미금의원·우리희망내과의원·분당퍼스트치과·송파새희망요
양병원·금강의원·한사랑병원·우리효사랑요양병원·아데네실버홈·포브스요양병원·오산메디칼병원(구:하워드오산노인전문병원)·서울나우
병원·베스트요양병원·카리스재활요양병원·강동요양병원·효성요양병원·신통방통의원·분당베스트병원·서울와이즈요양병원·프라임재활
의학과의원·하늘안과의원·오뉴병원·한마음내과영상의학과·용인서울재활요양병원·고려수요양병원(금천점)·고려수요양병원(구로점)·동국
대학교분당한방병원·굿모닝요양병원·으뜸병원·탄탄병원·위더스요양병원·척척정형외과·대진요양병원·서울정형외과의원·성남사랑의병
원·세비앙실버홈 노인요양원·포에버성형외과의원·시흥솔병원·송추요양병원·연세솔재활의학과의원·분당서울의원·굿닥터요양병원·구성
삼성병원·라온힐요양병원·메디피움의원·미래성모이비인후과·오세관정형외과의원·효천요양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그랜드비
뇨기과·우리요양병원·우리정형외과의원·케어스힐요양병원·한빛현요양병원·콕통증클리닉의원·명일엠의원·연세힐링의원·나우리가정의
학과·블루비뇨기과(광교점)·고든정형외과·선재암요양병원·청담병원·수내밝은성모안과·서울삼성최내과의원·리뉴미피부과의원·황혜원
유외과의원·성남프라임치과·스킨다피부과의원·좋은세상제암의원·분당21세기병원·송병재한방병원·한국수력원자력부속의원·연세힐마취
통증의학과·홍승환정형외과의원·힐링하우스실버요양센터·서울장내과의원·서울삼성호매실요양병원·광교참좋은요양병원·연세모아요양병
원·새힘재활의학과의원·다온정형외과의원·태후한의원·선한빛요양병원·티케이정형외과의원·대진교육재단 제인병원·드림요양병원·용인
효요양병원·수지요양병원·힐&튼재활의학과의원·행복한내과의원·수원 수병원·분당센트럴요양병원·영통효요양병원·강남요양병원·트리
니티요양병원·금천수요양병원·이승철신경외과
※2018년 7월 현재 20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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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중앙연구원·재단법인씨젠의료재단·성
남상공회의소·대진국제자원봉사단(DIVA)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림대학교 동
탄성심병원·주식회사 바텍·분당경찰서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굿네이버스·경
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분당노인종합복
지관·한솔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대진대
학교·판교종합사회복지관·성남지역자활
센터·성남도시개발공사·단국대학교·행
정법무대학원·경기도소방재난본부·The
regional diagnostic and treatment centerin
Orkhon province·Mongolia Altai Medical
& Consult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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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활동

분당제생병원 직장 동호회
직원들의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
루는 활력 있는 직장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분당제생병
원에는 다양한 사내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구성원
들이 모여 동호회를 만들고 총무팀에 신청을 하면 정식
으로 사내 동호회가 만들어진다. 10명 이상 정식 개설
된 동호회는 매월 활동비가 지원된다. 체육·문화활동
등의 사내동호회 운영을 통하여 직원 친목도모 및 자기

민화·색연필회

자전거회

계발 계기를 마련하고, 좋은 일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탁구회

볼링회

검우회

농구회

레져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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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회

산악회

족구회

합창단

축구회

파워워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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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통계

■입원환자 현황

■건강검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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