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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메디컬코리아 대상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크리스탈지노믹스·보령제약 …
< 건 지부장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2016보메디컬코리아보대상’ 서보볕건볖 부장관상
은보건 대 교병원과보 대룝동병원 보차
다.보
올보한보해보 장보두 을보볕인보제 사와보의료기기보회
사 보주는보 품의 품안전 장상은보크리스탈
노뤗스형보볕 제 형보아 센스 보돌아 다.
볕건볖 부와보 품의 품안전 형보한 경제신
문보한 경제TV보한경닷컴보등보한경뤖디어 롺 보
공동보주최한보2016보메디컬코리아보대상 는보종 병
원보4곳형보제 ·뤣 오기 보9곳형보 뷏병원보14곳보등보
총보27개보병·의원보및보제 ·뤣 오보기
보뷏상의보
예를보안았다.보 상 은보24일보서울보삼성동보코
스보 랜드볼롹 서보열린다.
올해보9회째를보맞은보메디컬코리아보대상은보전문보
치료센터보및보진료과룝별보 뷏보병·의원형보 내보제
산 보선진 를보 끈보 뷏보제 사와보의료기기보
체보등을보선정해보주는보상 다.보한경뤖디어 롺은보
300개보병·의원보및보제 사를보대상으로보붫비 보만
와보충성 형보브랜드보파워보등보 사보 료와보10월
17일부터보2주보동안보홈페
보및보룜뤣일보설문 사보
등을보실 해보최종보뷏상 를보선정 다.
○대내외 불안 상황에도 선전
올해는보뷏상 는보병·의원보및보기 보뷏를보예년보대비보
3분의보1보정 보줄 면서보상의보권위를보더 보
다.보
뤣 오보벤 기 의보선전 보눈 보띄었다.보18개보뷏
상보병·의원보 운데보고 일병원과보서정한의원보등보
두보곳은보9년보연붬보뷏상 는보 예를보안았다.
건 대 교병원과보 대룝동병원은보
보거

점보최고보병원
보해외보환 보유치보 뷏보병원으
로보 할을보 고보있다는보평 를보뤨았다.보건 대
병원은보 러보진료과보전문의들 보 께보진료
는보다 제보진료보 스템으로보유명 다.보 형보심
혈관형보희귀질환보등보고난 보질환보의료보적정성보
평
보 뷏 다.보2010년보문을보연보 제진료붫
는보 내보병원보중보러 아권보환
보 장보많 보
찾는보곳 다.
대룝동병원은보서울보서남권보대표보대 병원
다.보환 보중심보통 진료보 스템을보
해보큰보성과
를보내고보있다.보환 보개인별보맞춤 보치료를보통해보
러보분 보전문의 보유기적으로보통 보진료를보펼친
다.보해외보환 보유치
보적 적 다.보중 보러 아보
몽골보뤖 보등보60 개보
서보외 인보환
보
대룝동병원을보찾고보있다.
뷏보병원으로는보서정한의원(성장클리 부
문)보근로볖 공단(재활센터부문)보 의료재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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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보품격’보높였다

병원(대장항문부문)보CM병원(어깨관절센터부
문)보고 일병원(
통증부문) 보꼽 다.보 와보
께보리더스헬스케어( 상의 부문)보민병원(
상샘부문)보부천보연세사랑병원(관절
부문)보서
울365mc병원(비만치료부문)보안산21세기병원
(
관절부문)보유스피부과(피부과욱안티
징
부문)보갈렌의료재단보뤤병원(뇌심혈관질환부문)보
참포 나무병원(허리디스크부문)보한 루치과병
원( 플란 부문) 보부문별보 뷏보병원으로보 름
을보올 다.
○국산화·수출에 앞장서
장상을보뤨은보크리스탈 노뤗스는보 내보뤣
오보벤 기 으로는보 음으로보신 을보상용
한보공로를보
보평 뤨았다.보 보회사 보개뤩한보관
절염보치료제보아셀렉스는보
서보판매허 를보
뤨았다.보고혈 보치료보신 보카나브를보개뤩한보볕
제
보
장상을보뷏상 다.보카나브는보15번째보

산보신
다.보볕 제 은보중남뤖보등 보카나브보
뷏출을보 대 고보있다.보나란히보
장상을보뤨
은보아 센스는보혈당측정기를보 산 해보산 보뤩전
보기
다는보평 다.보아 센스는보 볕적인보기
술 과보
보경쟁 으로보세계보80 개
보혈당
측정기를보뷏출 고보있다.
제 사보부문은보대웅제 과보한 유나 티드제
보뤨았다.보물보
보짜보먹을보뷏보있는보 기 보콜
대원을보개뤩한보대원제 은보 뷏일반의 품보부문
보꼽 다.보뤤카스형보베나치오형보판피린형보아 봉보등보
일반의 품보및보의 외품을보전문으로보 는보동아
제 은보대 생보 토대장정보등을보통한보사회공헌보
활동을보평 뤨아보사회공헌부문보 뷏회사로보 름
을보올 다.보세계보최초보4 (價)보세포뤲양보
보뤳신
을보개뤩한보SK케뤖칼과보볖 필러보티슈필을보선볕
인보독W중외제
보뷏상의보 예를보안았다.보보
조미현/이지현/김근희기자보보mwise@hankyung.com
보

2016 메디컬코리아대상 수상 병원·기업
부문
종합병원

제약회사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

제약회사

대내외복 재복속에서도복…복‘의료강국복코리 ’복디딤돌복놨다

보 금보 리보사회는보 내외적
으로보커다란보어 움을보 고보
있습 다.보 난해 는보세월
호보사고와보메르스보등으로보온보
민과보
보아픔을보 어보
올해는보 런보아픔을보 볖
면서보더보뤩전 고보성뷐해 는보
한보해 보될보것으로보기대 습 다.보 러나보 리보사
회 보 면한보현실은보만만치보않습 다.보세계적으
로보
의보
만을보
는보볕호무 주의보뤣
람 보거세 는보등보대외보환경 보갈뷏록보불 실해
고보있습 다.보 런보때일뷏록보 리보 민의보건
을보책
고보뤖래보성장동 으로보주룝뤨고보있는보

제 ·뤣 오산 과보의료산
보거는보기대 보커
질보뷏뤥 보 습 다.보 런보상황 서보
와보민
을보위해보일 는보많은보사람을보더 보건
게보해줘
보 는보주 들 보‘메디컬코리아보대상’ 라는보
제의보장 보룜 습 다.
몸과보마음 보아픈보사람 보보
늘어나는보 금의보현
실 서보사회의보아픔까 보치유해주는보의료기관과보
의료산 보종사
보많아져보 보 리 보더 보 리보
사회로부터보존경과보칭찬을보뤨는보 리 보될보것으
로보기대
다.
올해는보볕건볖 부장관상과보 품의 품안전
장상 보룜두보5곳으로보늘었습 다.보매년보심사할보
때마다보충분한보뷏상보
을보 췄는데 보아쉽게보

예를보누리 보못한보곳 보많았는데보올해는보아쉬
움 보다붫보줄어들어보다
라고보생
다.보볖
부장관상을보뷏상한보건 대 교병원과보 대룝
동병원은보
의보거점보 할을보충실히보 는보것은보
물론보전문병원으로보
는보성과 보거뒀습
다.보 런보성과를보토대로보종 병원보부문 서보 은보
점뷏를보뤨아보볖 부장관상보뷏상의보 예를보차
습 다.
제 ·뤣 오보부문 서는보크리스탈 노뤗스와보
볕 제 형보의료기기보부문 서는보아 센스 보
보
장상의보 예를보안았습 다.보보 들을보포 보
총보27개보병원과보기
보종 병원형보제 회사형보의료
기기형보 뷏병원보부문 서보뷏상 로보선정됐습 다.

룜든보분 보대상보뷏상
다.보 리나라 보의료보
으로보성장 는보데보디딤돌 보돼보줄보것 라는보
믿음을보 게보해줬습 다.보심사보과정 서보놀라웠던보
것은보 리보주변 보참으로보훌륭한보의료기관과보기
보많다는보것 었습 다.보올해로보9회째를보맞은보메
디컬코리아보대상 보‘의료
보코리아’의보주춧돌을보
는보 할을보충실히보 고보있다고보 집 다.
보 사 보매년보치러질보때마다보의료
으로보
는보대한민 의보룜습을보
봅 다.보 리
의보뛰어난보의료보능 으로보21세기보새로운보
보경
쟁 을보
줄보주 은보 러분 라는보 신을보 게보
됩 다.보앞으로 보 리보제 산 과보의료산 보뤩
전의보주 으로보더 보성장 기를보기대
다.보

건 지부장관상

건 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품의약품안전 장상 볕령제약
아이센스
글로벌 장개

대웅제약

우수일반의약품

대원제약

사회공헌

동아제약

백신

SK케뤖칼

필러

JW중외제약

개량신약

한 유나이티드제약

건강의학센터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서울아산병원

대장항문

의료재단보 병원

비만치료

서울365mc병원

어깨관절

CM병원

추통증

우수병원

병원/기업명

크리스탈지노뤗스

의료기기

종합병원

심사평 이무열 심사위원장

수상부문

고도일병원

재활센터

근로볖지공단

영상의학

리더스헬스케어

갑상샘

민병원

관절 추

부천보연세사랑병원

성장클리닉

서정한의원

추관절

안산21세기병원

피부과-안티에이징

유스피부과

뇌심혈관질환

갈렌의료재단보박병원

허리디스크

참포도나무병원

임플란트

한그루치과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