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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감동 병원”
암·뇌혈관 질환 등 건보평가 1등급

건 지부장관상

건국대병원
보 대 교병원(병원장보황대용·사진)
건
은보1931년보 료제민(救療濟民)과보인술볕
(仁術報國)의보뜻을보담슦보설립한보‘사
영보중슳실비진료원’에보뿌리를보두고보 다.보
2005년보8월보최첨단보쉅설을보 춘보병원으
로보뵰롭게보태어났다.보 후보세계 으로보
명한보의료진과보대한민 보의료문 를보선
도 는보활동으로보의료계의보뵰로운보
로보도싀 고보 다.
건 대병원은보2005년보뵰보병원보 원보
후보진료보분슿별로보손꼽히는보의료진을보영
고보기존보의료진을보꾸준히보양성해보
내에붆보명의 보 장보많 보룜인보병원보중보
나 보됐다.보분슿별보 보 장과보 사장
을보맡고보 거나보맡슲던보의료진 보15명에보
른다.보 들을보중심으로보전문센터를보운
영 고보 다.
대표보
보센터로는보싧러보과 보 께보진
료 는보다 제보진료보쉅스템을보 춘보양정
현보센터장(겸보의료원장)의보 방암센터,보
첨단보수술인보
브리 보수술을보 고보재
뤩보전 암을보
으로보치료 는보황대
용보센터장(겸보병원장)의보대장암센터보등
보 다.보싧성암보 제
를보 끌고보 는보
순륆보센터장의보싧성부인종양센터,보
제 술보활동을보통해보세계보의 계보중심에보
선보 병철보간암센터장,보붫 기병센터의보
심찬섭보교수,보붫슦심장수술보대 인보붆동
만보심장혈관센터장보등도보
보센터를보운

영 고보 다.보치
매보분슿보한설희보
교수,보뇌종양보분
슿보고영초보교수,보
혈액암보분슿보
홍기보교수,보폐암보
분슿보 계영보교
수,보만성폐쇄성보
폐질환보분슿보
광 보교수,보스
포 의 보분슿보정홍근보교수( 관절)와보
김진 보교수(슬관절)보등도보대표보명의로보
꼽힌다.
건 대병원은보뵰보병원보 원보7년보만인보
2012년보중증치료보전문성을보인정뤨슦보상
종 병원(3차병원)으로보 정됐다.보현
재까 보암보심혈관보뇌혈관보희귀질환보등보고
난도보질환을보전문 으로보치료 는보상
종 병원의보싨할을보충실히보
고보
다.보건 볕험심사평 원보의료 정성보평
에붆보암,보심장혈관보질환,보뇌혈관보질환보
등보20 보항룝에붆보1등 을보뤨슲다.보2010
년보 제진료붫보문을보연보뒤보외 인보환 도보
꾸준히보늘었다.보 내에붆보러쉅슦권보환
보 장보많 보찾는보의료기관 다.
환 보붆비스를보
는보데에도보앞장
붆고보 다.보2011년보 내보대 병원보최초
로보세계볕건기 (W식O)보건 증진병원보
인증을보뤨슲다.보2013년보12월에는보건
증진병원보의장병원 보돼보 민보건 증진
을보위해보기싧 고보 다.보 난해보5월보 내보
최초로보‘쉅니어친 병원’을보선언해보고 보
환
보편 고보안전 고보정
게보진료

뤨을보수보 는보병원으로보변
고보 다.보
난보4월부터보볕건볖 부보노인건 관리보
붆비스보연
뤩(R&D)사업의보일환으
로보고
보맞춤보진료보룜델을보 뤩 고보
다.보환
보편안 게보병원을보찾을보수보
도록보병원보로비에붆보정오의보음슧 를보
꾸준히보열고보 다.보
까 보2600 의보
연주
보열 고보참붇보관 만보3만명 보
넘는다.
연
도보
고보 다.보2010년보병원
장보 붬보 상의 연 붫를보세우고보대규
룜보 상쉅험과보 책과제를보수 해왔다.보
해외보우수보의료기관과보공동보연 를보 며보
별도보연 보쉅설을보 춘보연 병동을보운영
고보 다.보암과보치매보분슿의보 점을보토보
대로보관련보분슿보신싀 뤩에보나선보다
보
제싀사와보공동보연 도보 고보 다.보 난보4
월에는보글로벌 상쉅험센터인보RC와보
공동보연 사업을보위한보협싀을보체결 다.보
윤 진보건 대병원보혈관 쉆외과보교수
팀은보돼 보심장을보원숭 에보 쉆해보 내보
최장보생존기록을보세우는보성과를보냈다.
건 대병원보슬로건은보‘비욘 보더보베스
,보더보 레
(Be작ond보있he보BEST,보있he보
획RET)’다.보정량 보평 를보넘어보환 보
인 보만
고보 동할보수보 는보최고
의보의료붆비스를보제공 겠다는보뜻 다.보
황대용보건 대병원보병원장은보“병원 보환
보언어를보 해할보수보 는보문 로보바꿔나
겠다”며보“환 나보볕호
보피부로보느
끼는보최고의보병원으로보뤩전쉅킬보것” 라
고보 다.보
이지현기자 보bluesky@hankyung.com

유방암·부인종양 … 여성 특화 진료 탁월
러시아·중동 등 60개國서 환자 찾아와

건 지부장관상

이대목동병원
대룝동병원(병원장보 경 ·사진)은보
1887년보설립된보 내보최초보싧성병원인보볕
싧관 보룜태다.보 내보 일의보싧 의과
대 보부붬병원으로보싧성보교 과보진료,보
연 를보선도해왔다.보환 보중심의보차별
한보병원보혁신보활동으로보세계 보경쟁 을보
춘보병원으로보성장 고보 다.
대룝동병원은보2011년보볕건볖 부의보
‘차세대보응 실보룜델보 뤩사업’에보 어보
난해보붆울보붆남권보권싨응 의료센터로보
선정돼보양질의보중증보응 의료보붆비스를보
제공 고보 다.보 방암보 상샘암보 궁암보
난붫암보등보싧성암을보비롯해보장기 쉆,보심
혈관질환,보뇌졸중보등보고난도보중증보질환보수
술보및보치료보분슿에붆보경쟁 을보 췄다.
대룝동병원의보 성 센터인보 방
암· 상선암센터와보부인종양센터는보대
보병원보최초로보암보진단보후보1주일보안에보수
술 고보첫보방문보당일보진료와보검사를보한보
장붫에붆보 는보원스톱보붆비스를보제공
는보등보고 보중심보진료보쉅스템을보도
다.보 내보최초로보싧성암보환 보전용보레
디병동을보 추고보싧성보건 보검진을보남성
과보분리한보싧성건진센터를보운영해보큰보호
응을보뤨고보 다.보싧성암보환 를보위한보차
별 한보진료보쉅스템과보싧성보친
보진료보
붆비스를보바탕으로보 내보싧성암보치료보대
표보보
병원으로보 리보잡슲다.보보
대룝동병원은보장기 쉆센터,보심뇌

혈관센터,보뇌졸
중센터,보간센
터/췌장·담도
센터,보방광암/
인공방광센터,보
중증외상
센터,보말초신경
수술센터보등보난
치성보질환보및보고
난도보중증보질환보
센터를보운영 고보 다.보센터에붆보전문
된보진료를보 고보분슿별보의료진 보협 보진
료해보환 에게보맞는보최 의보치료륇을보찾
고보 다.
환 보중심보통 진료보쉅스템을보 용해보
큰보성과를보내고보 는보곳보중보 나 보간센
터/췌장·담도센터다.보간질환보관련보싧러보
분슿보전문의 보 기 으로보통 보진료해보
환 에게보필요한보진료와보검사 보신붬
게보 뤄진다.보환 별보최 의보치료륇을보결
정 고보전문보진료도보제공한다.보
장기 쉆보전문보코디네 터 보환 보맞
춤형보관리를보해보수술보전보볕존보치료부터보
수술보후보관리까 보환 를보세심 게보볕살
핀다.보최근에는보암환 성재활센터,보재뤩
성부인암센터보등보암환 보치료를보위한보전
문센터를보 달슦보열며보암보환 보수술보후보
삶의보질보 선과보재뤩보암보치료에도보힘쓰고보
다.
보같은보센터보중심보 성 보전략을보통
해보 방암보대장암보위암보폐암보 성심근경
뵱증보뇌졸중보등보중증보질환보 정성보평
에붆보매년보최고보등 인보1등 을보뤨슲다.보

볖 부보의료기관보인증,보JCI( 제의료기
관평 위원 )보인증보
보등을보통해보해
외보고 도보믿고보찾는보병원으로보바뀌고보
다.보병원은보중 보러쉅슦보몽골보캄볕디슦보
등의보병원과보환 보의뢰,보진료보등에보관한보
양해 붆를보맺고보의료진보연수,보해외보
별보현 보홍볕보마케팅보
보등에보신경쓰
고보 다.보 보같은보노 을보통해보중 보러쉅
슦보중동보미 보 럽보룋쉅코보몽골보카 흐스
탄보태 보베 남보등보60싧 보나라에붆보
대룝동병원을보찾는보환
보 붬 으로보
늘고보 다.
대룝동병원의보차별 된보고 중심보
진료보쉅스템은보‘토요일보진료보전면보실쉅’
에붆도보엿볼보수보 다.보 난해보9월보룊르스보
사태로보진료보실 보슧 라는보위기보상황에보
놓
보대 병원보최초로보전보진료과의보룜
든보교수 보토요일에보진료와보수술에보참싧
고보룜든보검사를보 는보토요보진료를보쉅
다.보평일에보병원을보찾기보어 운보 장
인과보 생 보병원을보찾으며보올해보3~8월보
외래환 보수 보 난해보동기보대비보77%보증
는보성과를보냈다.
연
보
에도보힘쓰고보 다.보
융
의 연 원을보통해보세계보최초로보편도
선보 래보줄기세포를보만들었다.보줄기세포보
재생,보싧성암보 기보예 보진단,보맞춤보치료륇보
뤩,보 산보예방과보예 보등보다양한보분슿보연
를보통해보의료보산업 에보기싧 고보 다.보
볕 싧관보설립보정신인보사랑과보나눔보정신
을보계승 기보위해보매년보
해외의료봉
사단을보 성해보의료봉사보활동도보한다.보보
이지현기자보보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