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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덜한 ‘원형자동봉합기 수술’ 명성

해외 전문醫도 찾는 ‘스포츠의학 메카’

대장항문부문 대상

어깨관절부문 대상

구의료재단 구병원
의료재단보 병
원(병원장보 일·
사진)은보대장항문보
전문병원보및보외과
수술보종 병원이
.보‘빠르고보 실
한보수술만이보환
의보생명을보살릴보수보
’ 보슬로건이 .보 병원은보대장슯덕보
치질덕보탈장덕보맹장덕보담 (쓸 )덕보염증성장
질환(크론병)덕보변비덕보변실 덕보 상샘슯보수
술전문병원으로보 리를보굳혀 고보
.보
병원보전문의보28명보중보외과보전문의 보13명
이 .보그중보대장항문보전문의는보11명이 .
병원에붆는보대장슯덕보치질덕보치루보등보
대장항문질환보수술만보한 보5000 례보이
상보이뤄진 .보 병원은보올보 어보수술보8만
5000건을보돌파
.보대장슯( 장슯)보수
술은보1택00건에보이른 .보 난보택월보중순에

는보대장슯( 장슯)보볖
보수술보1000건
을보기록
.보200택년보대장슯보볖
을보
쉅 한보 보10년보만에보이룬보성과 .
일보원장은보“수술을보담당한보전문의
보3태5일보 루 보빠 없이보 원보환 를보
위한보회진에붆보환 의보수술보부위를보붫
고보항슯치료까 보
보 면붆보환 와보
주치의보간보신뢰를보높이고보 ”며보“ 병
원은보 른보병원과보달리보슯보뤩견보후보수술까
보2~3일뤥에보걸리 보않는 ”고보말
.
병원은보대장슯보볖
수술보쉅연 보
매년보 고보 .보병원은보최신보의료기술로보
평 뤨고보 는보원형 동봉 기(PP식)
를보활용한보치질보수술을보 내에붆보 장보
많이보 고보 .보 병원만의보
한보원형
동봉 기보수술보방쉆은보세계 으로 보
명
.보
보병원장은보“보원형 동봉 기보수술은보
기존보수술에보비 보통증이보10분의보1보수준”
이라며보“치료보기간이보현 히보짧고덕보재뤩
할보 률 보 ”고보설명
.
병원의보원형 동봉 기보수술륇은보
붫문을보타고보 내는보물론보 외까 보알

졌 .보이보때문에보 병원에는보 내보대
병원보의료진은보물론보 외보의료진의보방
문이보줄을보 고보
.보 난보9월에는보보수
술륇을보배우기보위 보타이완병원보등보11 보
대만보의료기관에붆보의사보1태명이보연수를보
뤨았 .보
난 부터보 병원에붆보연수를보뤨은보
대만과보싱 포르보
의보대장항문보전문
의는보43명에보이른 .보호주덕보뉴질랜 덕보러
쉅아덕보인 보등의보의료진 보원형 동봉
기를보이용한보치 보수술륇을보배우기보위 보
병원보연수를보기 리고보 .
병원은보위·대장보내쉅 을보 루보100
명보이상보할보수보 는보쉅스템 보
고보
.보연간보1만5000명의보대장보내쉅 보검사
를보쉅
고보 고보이보 운데보1500명에게
는보슯보전단계인보용종을보제거 는보 뢣
절제술을보 고보 .보 별 된보의료붆비
스 보알 진보 분에보중 과보우 베키스
탄보등보 붫련권덕보동남아보
보등을보중쉋
으로보종 건 검진보및보외과수술을보뤨기보
위 보방문 는보외 인보환
보크게보늘고보
김근희기자보보tkfcka7@hankyung.com
.

CM병원
C유병원(병원장보
이상훈·사 진)은보
스포 의 센터
의보메카로보인정뤨
고보 는보종 병원
이 .보일본보 고슿
대 병원보전문의
싲던보고(故)보이륆
순보뤤사 보 후한보한 보의료보뤩전을보위 보
1949년보충무병원을보세웠 .보이보뤤사는보
“정 에보선보의사만이보정 한보진료를보할보
수보
”며보“병원은보‘의사의보실 과보능
’만을보내세워슿보한 ”고보
.보이
는보태택년이보흐른보
까
보C유병원의보
기본보철 이보되고보 .
C유병원은보내과덕보외과덕보산부인과덕보신
과덕보진단검사의 과의보우수한보의료진을보
필두로보관절센터와보어깨-팔꿈치보센터를보
고보
.보C유병원의보관절센터는보대

병원을보포
보 내에붆보 장보큰보관절보
센터보중보
.보1태명의보전문의 보센터에
붆보일 고보 .보
대통 보주치의덕보대한민 보배 보
대
표팀보팀 터덕보대한민 보농 보
대표팀보
팀 터덕보프로
팀보이랜 FC보수붇보팀
터덕보프로슿 팀보육C 이노스보수붇보팀
터덕보프로슿 팀보기아타이거 보수붇보팀
터를보비롯한보의사 이보진료 고보 .보
음달에는보슬관절(무릎)보전문의인보이
상훈보붆울대병원보교수 보관절센터에보
류할보예정이 .
어깨-팔꿈치보센터는보택명의보전문의 보
진료를보맡는보 볕 인보관절보센터보 .보전
의 이보치열한보 쟁을보뚫고보 어와보어
깨-팔꿈치보센터에붆보수련을보뤨는 .보
내보전 의뿐보아 라보 외에붆 보매년보수
쉌보명의보전문의 이보교 을보뤨기보위 보
C유병원을보찾고보 .보
이상훈보원장은보 내에붆보 장보많은보어
깨-팔꿈치보환 보치료보 험과보수술보사례
를보 진보전문의 .보그는보붆울대보의대덕보붆
울대 병원보정형외과보전문의보과정을보거

쳐보미 보뉴 의보컬럼비아대 병원에붆보
어깨-팔꿈치보및보스포 의 보 상 사보
과정을보뢢쳤 .보귀
붆는보건 대병원보
정형외과보교수로보재
보아쉅아에
보미 의보 브클리 보같은보세계 보스포
병원이보생겨슿보한 는보생 에보C유병
원보3대보병원장으로보 리를보옮
.보이보원
장은보 내에보새로운보수술과보치료보방륇을보
붫
면붆보한 보스포 보의 을보한보단계보
끌어올
는보평 를보뤨고보 .
이보원장은보“C유병원의보어깨-팔꿈치보관
절보센터는보세계 으로 보 장보규룜 보큰보
편”이라며보“대한민 을보대표 는보센터로
붆보뢣중한보
을보느낀 ”고보말
.
한 스포
뤩원 보이보원장의보스포
의 보연 에보힘을보볕 고보
.보이보원
장은보‘슿 메커 즘보분붇을보위한보한 형보
동 분붇보쉅스템’보 뤩에보대한보연 를보
한 스포
뤩원과보공동으로보진 보중
이 .보C유병원보 은보이보원장의보연 보결과
보한 보스포 의 을보끌어올릴보것으로보
기대 고보 .
김근희기자보보tkfcka7@hankyung.com

환자 맞춤형 ‘비수술 척추치료’ 정평

최첨단 영상장비로 ‘고품질 건강검진’

척추통증부문 대상

영상의학부문 대상

고도일병원

리더스헬스케어

고 일병원(원장보
고 일·사 진)은보
비수술보
보치료보
병원으로보9년보연
붬보‘메디컬코리아
대상’에보선정됐 .보
2001년보 원한보고
일병원은보신
외과덕보정형외과덕보뢢취·통증의 과덕보 정
의 과보등보4 보분슿에보전문의와보150명의보
원을보두고보 .보
치료덕보관절치료덕보통증치료덕보 수
치료덕보만성피로클리 보등보
와보관절에
붆보비롯된보 종보질환을보치료 는보 양한보
프로그램을보운싳보중이 .보 보분슿보전문
의 보
보환
에게보질환의보근본보원인
을보분붇 주고보 당보질환을보효과 으로보
치료할보수보 는보1보대보1보뢮춤보치료를보제공
는보것이보이보병원의보 이 .
고 일병원은보비수술보
보치료 보생
붫 던보2000년대보초반부터보꾸준히보비수
술보 륇을보통 보 보질환을보치료 왔 .보
그보결과보3만여건을보웃 는보신 성형술
을보
보아쉅아권보최 보쉅술보건수를보기
록 는보등보비수술보
보치료의보선두주
로붆보 리매김 고보 .보
고 일병원의보대표보비수술보
보치료보
륇인보‘ 뢣외보신 성형술’은보주사보뤣
늘이보달린보길이보40~50 덕보 름보1 의보
수보카테터(길고보 는보관)를보
관보내보
디스크 보신 을보슰뤤 는보부위에보삽
보
방 효붫제와보항염증제를보
보
주
는보쉅술이 .보신 성형술은보통증
이보뤩생 는보부위에보싀물을보
보주
기보때문에보염증과보부종을보효과 으로보
치료할보수보 고덕보전신뢢취를보
보않아보
뢢취로보인한보 종보부 용의보위험을보덜보
수보 .

리 스헬스케어보
싳상의 과의원
(원장보뤤싳근·사
진)은보‘고 보건
검진의보대중 ’를보
룝표로보2005년보3
월보문을보열었 .보싳
상의 과를보중쉋
으로보붫 기내과보쉋장내과보 정의 과보
신 과보등보 양한보분슿보전문의보14명이보종
건 검진과보외래진료를보제공한 .
한 인의보3대보사뢭보원인은보슯보뇌혈관
질환보쉋혈관질환이 .보이보질환은보초기에보
뤩견 는보것이보중
.보
리 스헬스케어보싳상의 과의원은보
양전 단층촬싳(PET)덕보태4 널보3D보CT
촬싳(유DCT)덕보 기공명싳상(유착도)보두보
대보등보대 병원 보첨단보싳상장비를보
고보
.보 기보뤩견이보어 운보췌장과보간
의보 기공명탄성(유착E)보검사 보할보수보
어보정
고보수준보높은보건 검진을보제공
고보 .
종 검진은보연 대와보성별에보따른보뢮
춤종 검진덕보 정보부위 보 정보질환을보
정밀 게보검진 는보
검진덕보
의보병
에보기초한보
보선 검진보등을보제공
고보 .보룜든보분슿의보종 검진을보2~4쉅
간보내보완료할보수보
록보원스톱보붆비스
를보한 .보혈액검사 럼보분붇이보필 한보검
사와보 검사를보빼면보룜든보검진보결과를보
붇에붆보알보수보 .
5일보안에보종 결과를보안내 고보
검사일을보사전보안내 는보등보신붬 고보정
한보의료붆비스를보제공 는보것 보장
이 .보 내보 음으로보유착도보스크리닝을보
단체종 검진에보 용 보신붬 고보효율
.보싳상의 과보
인보싳상보촬싳이보 능
전문의인보뤤싳근보원장의보전문 쉆을보뤣

‘풍선 장술’로보알 져보 는보‘ 뢣외보
뤤리술’ 보고 일병원의보대표 인보
비수술보
보치료보 륇보중보
.보풍선
장술은보
보주변의보뼈덕보인대덕보디스크보
등이보퇴
면붆보
관이보좁아져보신
을보누르는보증상인보
관협 증을보치료
는보데보효과 인보쉅술륇이 .보
관보
협 보부위에보풍선을보주 한보뒤보 장 보협
보부위에보
방 효붫제와보항염증제
를보주
는보원리로보
관협 증을보치
료한 .보
고 일병원은보
주사덕보 수운동센
터덕보만성피로클리 보등보 양한보비수술보
통증보치료 보쉅
왔 .보고 일병원의보
비수술보치료보 륇의보효과와보안전성이보알
면붆보 내는보물론보일본덕보중 덕보러쉅

아덕보미 보등보20여 에붆보
보질환보환
이보찾고보 .
고 일병원은보내원보환
을보위 보
양한보의료보붆비스를보제공 고보 .보폐쇄
공포증보환
이보두 움보없이보촬싳할보수보
는보오픈형보 기공명싳상(유착도)덕보진단
부터보쉅술까 보한보공간에붆보붆비스 보
능한보원스톱보케어보붆비스덕보뤣쁜보 장인
을보위한보평일·주말보슿간진료보붆비스덕보환
의보민원을보 기보위한보 피콜보붆비스보
등을보운싳보중이 .보
‘허리튼튼보봉사단’을보
보용인노인
양원보방문진료덕보청붫보봉사덕보 붫 층보
어린이를보위한보문 보체험보 원보등보 양한보
눔과보봉사활동을보펼치고보 .보보
김근희기자보보tkfcka7@hankyung.com
보

탕으로보
한보것으로보 허(등록번호보
10-14택2택09호) 보뤨았 .
리 스헬스케어보싳상의 과의원은보
위내쉅 과보대장내쉅 을보 는보붫 보내
쉅 센터덕보쉋장보CT보등을보검사 는보쉋혈
관센터덕보유착보혈관 싳술보등을보제공 는보
뇌혈관센터덕보 방클리 덕보 상선클리 덕보
치매클리 보등보태 보부설클리 을보운싳
고보 .
대한붫 기내쉅
회의보내쉅 보붫
침에보뢮게보내쉅 과보부붬기 보붫 덕보
관리 고보일회용보의료붫룜품은보사용보후보
쉅보폐기 는보등보 염관리에 보신 보쓰
고보 .
고 의보건 을보
보관리 는보고 관
계관리(C착유)보쉅스템덕보볖잡한보대기순붆
를보원터치로보등록 는보근거리무선통신
(착F도D)보쉅스템덕보전 보어디라 보원 는보

협 보의료기관에붆보검진뤨을보수보 는보
이렉 보검진예싀쉅스템 보
.
2012년부터보진료보환 에보필 한보전산
정볕쉅스템 보 뤩 보컴퓨터보 방전달
쉅스템보
덕보전
덕보보컴퓨터전 통 솔루
션보
보등을보진료에보 용 고보 .보 인정볕보
출을보뢣기보위 보 인의료정볕 출방
쉅스템보덕보정볕볖제방 쉅스템보
을보
고보홈페이 보데이터베이스(DB)를보슯
호
는보등의보쉅스템을보
보 인정
볕를보안전 게보관리 고보 .
뤤싳근보원장은보“고 이보안쉋 고보의료보
붆비스를보이용할보수보
록보노
고보
”며보“앞으로 보 민볕건을보위한보의료
검진보대중 에보앞장붆보볕 보정 한보진단덕보
편안한보검진환 을보제공
록보최선을보
겠 ”고보말
.보
이지현기자보bluesky@hankyung.com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