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

2016 메디컬코리아 대상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혈당측정기·혈액분 기 국산화
美·日 등 80여개국에 수출

암수술 가장 많이 하는 병원
맞춤형 암치료 비스 호평

CEO들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종합병원 분야 9년 연속 1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암병원부문 대상

건강의학센터부문 대상

아이센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이센스(사장보 근 ·사진 왼쪽,보남
현·오른쪽)는보혈당보측정기와보다양한보혈
보분붇기를보 뤩·생산 는보뤣이오보기
이다.보이보회사의보대표보제품은보뤣이오센붆보
기술을보적용한보혈당보측정기보‘케 센스’다.보
존슨앤 존슨보 볕 보뤣이엘보등보글로벌보
의료기기가보과 한보세계보 장에보아이센
스는보 산보혈당보측정기로보 전장을보내밀
다.보아이센스는보미 보일본보유럽보등보80
에보케 센스를보뷏출 고보있다.보매출
보80%보이상을보해외에붆보벌 들인다.
광운대보
과보교뷏인보 근 ,보남
현보사장이보2000년보
한보아이센스는보
내보뤣이오보벤처기 으로는보처음보매출보
1000 원보고 에보올랐다.보2013년보826
원의보매출을보기록한보이보회사는보이듬해보
920 원을보기록 다.보 난해에는보1010
원으로보꾸준히보매출이보증가 고보있
다.보 원보뷏 보2013년보451명에붆보 난해보
522명으로보 대됐다.보보아이센스는보두보곳
의보부설보연 붫를보운
고보있다.보연 보
전담인원만보77명( 난보5월보기준)이다.보
연 붫에붆는보 가보혈당보측정보 스템과보
혈 보가스보분붇기,보면 센붆보제품보 뤩보
등에보 량을보집중 고보있다.보매출보대비보
연
뤩비보투 보비율 보2013년보7.6%,보
2014년보9.1%,보 난해보9.5%로보꾸준히보증

보 울아산병원은보
붆
내에붆보암보뷏술을보
가장보많이보 는보병
원이다.보 내보암보뷏
술보중보10%보이상은보
붆울아산병원보암병
원(병원장보유
·
사진)에붆보이뤄졌다.보붆울아산병원은보
뷏술보잘 는보병원으로보알 져보있다.보3
병원(대형대 병원)에붆보치료뤨 보못
한보환 가보가는보4 병원이라는보 붫문
이보나면붆보많은보환 가보 고보있다.
붆울아산병원보암병원은보712병상으
로보 내보최대보규룜다.보2013년보1만7467건,보
2014년보1만8508건,보 난해보1만8815건
으로보뷏술보건뷏가보 붬적으로보늘고보있
다.보US뉴스앤 월 리포 가보선정한보
2015~2016년보최고병원보통계에보따뢏면보
암보치료보분 보1위보MD앤더슨보암센터는보
631병상보규룜에보8656건의보뷏술을보 다.보
2위인보메룜리얼슬로언케터링보암센터는보
469병상보규룜에붆보1만1370건의보뷏술을보
다.보이들과보비교해 보붆울아산병원의보
뷏술보건뷏가보많다.
최초,보최고보기록 보갈아치우고보있다.보
이보병원의보대장암센터는보 내보최초로보
대장암보뷏술보2만7000건보이상을보 다.보
장암보환 는보뷏술로보암이보완치돼 보
항문보기능을보
보평생보장루를보통해보대
변을보해결해 보한다.보 연히보삶의보질 보
낮다.보
붆울아산병원보대장암센터에붆보뷏술보
뤨은보 장암보환 보10명보중보9명은보항문보기
능을보최대한보볕존해보장루보 이보배변할보

보 붓붆울병원보은보올
뵪
해보초보500대보기 보최
고경
(CEO)들
이보가장보신뢰 는보
브랜 보 사에붆보종
병원보분 보1위를보
다.보이보분 보9
년보연붬보1위다.보이보같은보명품병원보위상은보
뵪붓붆울병원이보아플보때보 아가는보곳에보
머물 보않는다는보것을보볕 준다.보뵪붓붆
울병원이보‘건강을보예방 고보관리해주는보
곳’으로보 리잡고보있다.
뵪붓붆울병원은보1994년보 원과보 께보
건강의 센터(본부장보이우용·사진)를보
열고보 내에붆보처음으로보정밀보건강검진보
념을보
다.보의 보 양보운동보스
레스를보룜두보아우뢏는보정밀보건강검진은보
오늘날보대다뷏의보검진센터가보
고보
있는보검사
다.보
뵪붓붆울병원은보건강관리와보예방의보
중요붓을보인
고보분 별보전문보클리닉
을보 설 다.보평생고 보건강관리 스템
을보 뤩해보뷏진 보건강상태에보맞는보맞
춤보검진을보제공 고보있다.보20년보넘게보운
한보건강검진보노 우는보뵪붓붆울병원보
건강의 센터가보 닌보최대보강 이다.
뵪붓붆울병원은보최초에만보머무뢏 보
않고보늘보최고를보 향한다.보이보병원의보건
강의 센터는보 내보최대보규룜보건강검진
센터다.보최첨단보의료보장비는보물론보 내
에붆보가장보많은보70 명(단일보센터보기준)
의보건강검진보전문보교뷏진을보볕유 고보있
다.보뷏진 에게보꼼꼼 고보신뢰붓보있는보
검사를보제공 기보위해붆다.보이보병원에붆보

가 고보있다.
아이센스는보2000년보5월보최고보사양의보
뤣이오보센붆를보 뤩해보 허보출원 다.보
당 보혈당보측정기는보4㎕(피가보주뢏뢐보흐
뢏는보정 )의보혈 이보필요 다.보아이센
스는보혈 보한보방울(0.5㎕)로 보혈당을보측
정할보뷏보있는보뤣이오센붆를보선볕이고보혈
당보측정기에보적용 다.보측정 간 보기존보
30초에붆보5초로보6분의보1로보단축 켰다.
혈당보측정기와보혈당보측정보검사 ,보전
해질보분붇기보등보의료기기는보제품보품질
에보대한보요 가보까다롭다.보환 보생명과보
건강보관리에보
적인보 향을보주기보때
문이다.보아이센스는보본사에붆보생산 는보
30
보제품에보대해보 품의 품안전처보
인증을보취
다.보보
아이센스는보혈당보측정기보기술의보혁
신을보꾀 고보있다.보‘케 센스보N’보 리즈
는보 허보뤨은보 동코딩보 스템을보장
다.보코 침을보뵫
거나보코 보
보단
계를보줄 보사용 의보편리붓을보높 다는보
설명이다.보보아이센스는보 난해보중 에보
공장을보짓고보본격적인보 장보공략에보나
붒다.보증권 계에붆는보아이센스의보올해보
매출이보전년볕다보20%가량보늘 난보1200
원을보넘 설보것으로보예상 고보있다.보
조미현기자보보mwise@hankyung.com보

뷏보있다.보항문에보가까운보 부 장암 보
83%보정 는보항문보괄 근을보볕존 는보
뷏술을보 다.
안세현보유방암센터보교뷏팀은보2만
6000건보이상의보유방암보뷏술을보 다.보뷏
술보후보5년보생존율은보90%를보넘는다.보김병
보위암센터보교뷏팀은보볖강경보위암보뷏술
을보7500건보이상보 다.보세계보최다다.보남주
현보부인암센터보교뷏팀은보볖강경보 궁경
부암보뷏술을보세계에붆보가장보많은보1600
건보이상보 다.보
볖강경을보이용해보초기보 궁경부암보
뷏술을보 면보뷏술보후에 보 신이보가능
한보환 가보많다.보유
보붆울아산병원보
암병원장은보“암환 는보암이보언제보전이
될 보룜른다는보불안보때문에보스 레스
가보커보빠른보치료가보무 볕다 보중요
다”며보“진단부터보뷏술까 보3주보안에보치
료가보이뤄 는보것을보룝표로보 고보있다”
고보말 다.
붆울아산병원은보2006년보 내보최초로보
암보통 진료 스템을보
다.보암보환
가보진료실에보들 붆면보진단,보뷏술,보항암
치료,보방사선치료보분 의보전문의가보한
리에보룜 보맞춤진료보붆비스를보제공한
다.보보
맞춤형보암치료에 보매진 고보있다.
이지현기자보보bluesky@hankyung.com보
보

는보건강검진에선보10만명당보689
명꼴로보암이보뤩견된다.보 내보신규보암환
보뤩생률(312명)볕다보두보배보이상보높은보
것이다.
뵪붓붆울병원보건강의 센터는보예 ,보
검진,보결과상담보등보룜든보과정에붆보고
이보최고의보만 을보느낄보뷏보있 록보붆비
스를보제공 고보있다.보보
세계보최초로보건강검진센터에보능동
형보근거리무선통신(착F도D)보 스템을보
적용해보최붫보대기 간보및보동선을보계산
해보뷏진 가보가 보할보검사실을보안내해
준다.보뷏진 는보별다른보
보 이 보빠
뢏고보편안 게보검사를보뤨을보뷏보있다.보검
진보중보질환보의심보붫견이보나오면보외래,보
원,보뷏술보등으로보이 질보뷏보있 록보붆비
스한다.
기본보건강검진과보 인보 붓에보따른보맞
춤보건강검진,보주요보암을보 기에보뤩견
는보암보정밀보건강검진,보뇌심혈관보암보 기보
진단과보전문보교뷏진의보의 상담을보제공
는보프리미 보건강검진,보 립된보병실에
붆보휴 을보취 며보전담보코디네이터(간
호사)의보가이 와보 께보상담과보검진을보
뤨을보뷏보있는보뷐뤤보건강검진보등보다양한보
프로그램을보운
고보있다.보
이지현기자보보bluesky@hankyung.com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