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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1000건 갑상샘 내시경 수술 … 신경 손상 ‘제로’

인공 관절수술·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명성’

갑상샘부문 대상

관절척추부문 대상

민병원
민병원은보뢱년보3000건보이상보외과뷏술을보
는보외과보전문병원이 .보김종민보민병원보
표원장은보200부년보4월보붆울보 볬 에보
병원을보설립
.보2012년에는보붆울·경기보
싨보최초로보볕건볖 볫에붆보외과전문
병원으로보 정뤨슲 .
민병원은보 상샘보및보 방형보정뢲류형보
료보내쉅경형보볖 경보비만보뷏술보등을보전문
으로보한 .보 상선센터형보 방센터형보정뢲
류센터형보 료내쉅경센터형보볖 경 사
비만뷏술센터보등보총보5 의보
보센터
를보운싳
보있 .보 상선센터는보 원보2
년보만인보2010년보4월보 상샘보내쉅경보뷏
술(BB)보1000건을보돌파
.보연간보
택00~1000건의보 상샘보내쉅경보뷏술을보한
.보 상샘보내쉅경보뷏술은보기존보절 륇에보
비해보흉터 보남 보않 보신경보
이보덜
한보뷏술륇이 .보 상선센터에붆는보내원보
당일보초음파보검사와보 은보주사기로보 상
샘보결절보세포를보꺼내보슧성인 보 인 는보
세침보검사를보한 .보
보검사도보검사보후보
2~5일보만에보결과 보나올보정도로보빠른보편

이 .보환
보원 는보
날짜에보 료뤨을보뷏보
있는보것도보장 이 .보
주말이나보공휴일에
도보뷏술이보 능 도
록보뷏술팀이보 기한
.보병원보관계 는보
“ 심쉅간을보따로보정
보않 보뢱일보외
과보원장이보한보명씩보병원에붆보뷐
는보등보
환 보중심의보뷏술보쉅간보관리를보철 히보
보있 ” 보설명
.
김보원장은보단일보의료진보기준으로보 내
에붆보최 보 상샘보내쉅경보뷏술건뷏를보기
록
보있 .보뷏술보쉅 볫터보뢢 뢣보피볫보
봉 까 보30~45분이보걸릴보정도로보뷏술보
쉅간이보짧 .보김보원장은보“뷏술보쉅간이보짧
을뷏록보환 보볫 이보덜
”며보“ 상샘보
뷏술의보3 보 병증인보음성신경손상형보출
혈형보볫 상선손상보등이보 원보이후보한보건
도보싘었 ” 보전
.
민병원에는보
병원에붆도보드문보볖
경보전용보뷏술실을보
보있 .보원내보
뷏술실보세보곳에는보공기보중보뤤테리슦를보
걸러주는보항원보필터링보쉅스템을보설
.보뷏술실보타일보틈새에보균이보남는보걸보예
방 기보위해보타일보 신보 레탄보절연체로보

뤣 을보 싗
.보3 원(3D)보 체보내쉅
경보장비도보 췄 .보
병원보전 의나보전
공의 보교 뤨기보위해보파견되기도보한
보병원보 은보전
.
민병원은보 방보재건뷏술과보탈장보뷏술
도보전문으로보
보있 .보이보병원엔보전문보
의료진만보14명이 .보세계 상샘내쉅경
BB보심포 싖보등에보뢱년보참붇해보뤩표
보미 보중 보동남슦쉅슦보등 의보외과보
의사를보 상으로보내쉅경BB보뷏술보관
련보 의를보이어오 보있 .보김보원장은보“의
료진이보전문보분슿에보집중할보뷏보있도록보
보있 ”며보“실 으로보무장한보외과전문
병원으로보성장해나갈보것”이라 보 .
민병원은보미 보메이요클리 의보‘환 보
중심의보의료쉅스템’과보‘경싳혁신팀’을보도
는보등보환 보만 도를보높이는보데보집
중
보있 .보 인보의료기관보최초로보전문보
간호사보제도를보실쉅
보뷏술보전후보관리형보
항암 료보등을보1보 보1보집중관리보쉅스템
으로보쉅
보있는보것도보이보병원의보 랑
이 .보병
보 원보관계 는보“환 를보섬긴 는보
병원보설립보초기보신념을보뤣탕으로보전문
된보의료보붆비스와보 보만 보붆비스를보제
공할보것”이라 보
.
조미현기자보보mwise@hankyung.com보

부천 연세사랑병원
볫천보연세사랑병원(병원장보권세광·사진
왼쪽, 최철준·오른쪽)은보2003년보연세 보
세브란스병원보출신보관절보
보전문의들
이보설립한보관절·
보 뷏보병원이 .보볫
천보싨 동에보있는보이보병원은보관절보중심보정
외과로는보이보 싨에붆보 장보오래된보병
원이 .보관절·
보질환으로보 통뤨는보환
들의보쾌 와보건
보즐거운보제2의보인
생을보되찾슦주는보것을보룜토로보 보있 .
볫천보연세사랑병원은보무릎· 관절보센
터형보어깨·상 보센터형보 볫보센터형보
보센
터보등보볫위별로보세분 된보센터를보운싳한
.보인공보관절뷏술과보줄기세포를보통한보연
골보재생술로보 싨에붆는보잘보알 져보있 .
권세광보원장은보인공관절뷏술보전문
.보최철준보원장은보 관절보분슿를보전문으
로보
보있 .보스포 보손상보전문인보이준
상보원장보등보이보병원보전문의들은보싀보1만건보
이상의보뷏술을보성공 으로보보 .보이재정보
어깨센터보원장은보 전근 파열보등보 붬
인보어깨보통증으로보 생 는보환 들을보
상으로보비뷏술보어깨보 료를보중심으로보

보있 .보 종민보 볫센터보원장은보
근뢣염·무 외반증보등보난 성보 볫보질환
이보전문보분슿 .보환 보 인보맞춤 보 료를보
보있 .보 정 보
센터보원장은보현
인의보 질병인보허리·룝보디스크와보
관
협 증보등을보연 해보 료에보 용한 .보볫
천보연세사랑병원보의료진은보 까 보100
건보이상의보연 보논문을보뤩표 는보등보활뤩
한보 술활동을보펼
보있 .
관절
보 뷏보클리 을보 춘보것도보볫
천보연세사랑병원의보 징이 .보스포 보손
상보클리 은보 종보스포 나보레 보활동보중
에보뤩생 는보싧러보종류의보손상을보 료한
.보볫천보연세사랑병원에붆는보 료뿐보슦
라보뷏술보후보일상보생활보볖귀를보위한보재활
운동형보기타보근골격계보통증까 보통 보관리
한 .보재뷏술보클리 은보관절보뷏술보후보재뷏
술이보필요한보환 들을보위해보뢢련
.보재
뷏술을보사전에보방
는보것이보중요

만형보인공관절이보뷏명을보 거나보기타보불
피한보상황이라면보 상보경험이보풍볫
보의료쉅설이보충분히보 춰진보병원에붆보
뷏술해슿보한 는보설명이 .보이외에도보인
공관절보클리 형보관절내쉅경보클리 형보연골
재생보클리 형보스포 손상보클리 형보휜
리보교정보클리 보등보볫위별· 료별로보 양
한보전문보클리 을보운싳
보있 .
볫천보연세사랑병원은보최신보의료기기
를보도 해보정 한보진단을보제공
보환 보
편의성을보높싲 .보필립스의보최신보 기공
명싳상(유착I)보장비를보 춘보게보 표 이
.보짧은보쉅간에보 해상보싳상보진단이보
능
.보기존보유착I보장비는보검사보륆위 보
한정되 형보볖볫보검사보쉅보숨을보참 보촬싳
해슿보한 .보어린이나보노싀 형보숨을보참기보
힘든보환 보등은보한보번에보촬싳이보어 워보
싧러보번보촬싳이보필요
.보볫천보연세사
랑병원보관계 는보“
의보최신보의료보장
비를보 춘보것은보환 보중심의보병원보철 이보
기반에보있 ” 보말
.
병원보관계 는보“ 붬 인보연 를보통
보
해보최신쉆보의료보기술을보도 할보것”이라
며보“환 들에게보더보나은보 료보붆비스와보
뷏술을보제공 겠 ” 보말
.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비만치료 병원으론 ‘마취 전문의 실명제’ 첫 도입

칼 안대고 디스크 제거 … 척추 내시경 시술 ‘척척’

비만치료특화부문 대상

척추관절부문 대상

서울365mc병원
붆울3태5mc병원( 표병원장보김 진·사
된보인프라와보
진)은보비만보 료에보최
진료보쉅스템을보 춘보병원이 .보 내보비
만보 료륇과보 방흡 보뷏술의보 뷏성이보
널리보알
면붆보중 보중동보호주보미 보
등보 양한보
의보해외보환
보병원을보
찾 보있 .보비만보 료보중 보의료기관으
로는보 내보 음으로보‘뢢취보전문의보실명
제’를보도
는보등보안전보쉅술보문 를보선
도
보있 .
붆울3태5mc병원을보찾는보외 인보환
는보최근보2년간보평균보20%보정도보늘었 .보
외 인보환 는보나라뢢 보선호 는보체
이보달라보풍볫한보 상보경험을보 춘보데 보
양한보체 과보인종에보따른보맞춤보뷏술
을보할보뷏보있는보 방흡 보뷏술보병원을보선
호 는보경향이보두드러
보있 .보비
보 만보
보의료기관이라는보전문성은보 내뿐보
슦 라보외 인보환 에게도보큰보뢱 이보되
보있 .
병원을보찾는보환 들은보단순히보 방을보
빼는보것에보
보않 보 방을보 장

는보 방세포를보제거
는보 방흡 보뷏술
에보 한보선호도 보
높 .보단기간에보빠
르 보 실한보효과를보
볼보뷏보있는보데 보요
요보현상보등보재뤩보위
험이보크 보않기보때문이 .
병원은보 방흡 보뷏술보전보검진센터볫
터보뷏술형보뷏술보후보관리까 보한보번에보 능
한보원스톱보진료보쉅스템을보
.보
방흡 보뷏술보전보검사센터도보내볫보별도보공
간에보뢢련돼보있 .보슦쉅슦보최 보규룜 .보
정 한보체 보비율과보사이즈보 정이보 능
한보3D(3 원)보체 보분붇형보내장보비만과보
방층보두께까 보 정할보뷏보있는보초음파보등보
첨단장비를보도 해보룜든보뷏술보전보검사 보
능
.보검사보결과는보비만보 료보전용보
의료싳상보 리보쉅스템을보통해보진료실과보
뷏술실보의료진에보실쉅간으로보볕내진 .보
이보같은보쉅스템을보뤣탕으로보볕건볖 볫
에붆보의료기관보인증도보뤨슲 .
방흡 보뷏술은보 볫분보뷏면뢢취로보
진 된 .보이보때문에보뢢취보안전에보 별
히보신경보쓰 보있 .보뢢취에보 한보병원의보
철 이보외 인보환 의보뢢음도보움 이 보

있 .보병원에붆보도 한보뢢취보전문의보실
명제는보 방흡 보뷏술보환 에게보누 보
신을보뢢취 는 보의사보실명을보공 해보안
전
보책 보있는보뷏술을보 겠 는보의
.보제도보도 으로보뷏술보환 는보뷏술보전보
집도의와보뢢취보전문의보실명을보 인할보뷏보
있 .보병원에보상주 는보뢢취과보전문의는보
룜두보4명이 .보뢢취보안전에보관한보쉅스템
도보잘보 춰져보있 .보2014년볫터보 방흡
보뷏술을보할보때보뢢취과보전문의 보
보
뢢취
보뷏술보전보과정을보룜 터링 는보
등보응 상황에보
보있 .보뢢취에보
필요한보장비는보
병원보뷏준이 .보 난보
태월볫터는보‘중슳룜 터링보쉅스템’을보통
해보뢢취보안전보쉅스템을보더 보
.보
뢢취의사 보이동 면붆도보스뢢 보패드
를보이용해보환 보상 를보실쉅간으로보 인
할보뷏보있 .
김 진보병원장은보“비만보 료와보뢢취보
안전에붆는보 내를보넘어보세계보최 라
는보 볫심을보
보룜든보의료진이보진료
보있 ”며보“체중보 량과보체 보교정보
기술뿐보슦 라보환 보뢢음을보볕듬 보환
에게보한보뤩보더보
기보위해보노 할보
것”이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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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21세기병원
안산21세기병원(병원장보이현 ·사진)은보
200부년보경기보붆남볫보 싨에보최 보규룜로보
안산쉅에보 원한보
보관절 료보중 병
원이 .보이보병원보의료진은보삼성붆울병원보
붆울슦산병원보붆울 병원보등보3 보메이
보병원보출신으로보 성됐 .보 원보택년보만
에보평 보광명보일산보제주에보진료협 체계
를보
는보등보 한민 보
보관절보리
더로보 리뢱김
.
병원에붆보
는보것은보정 한보진단
과보 료 .보첨단보의료장비와보뛰어난보의료
진이보 보및보관절보상 를보정 히보진단
보전문보의료진이보이를보뤣탕으로보최선의보
료를보한 .보비뷏술보 료를보기본원 으
로보환 보 장에붆보 료한 .보뷏술로만보
료할보뷏보있는보질환은보절 보륆위를보최붫
해보뷏혈량을보줄이 보 병증보뤩생률을보최
붫
보있 .보칼을보 보않 보디스크를보
제거 는보
보내쉅경보쉅술형보골 공증이보
심한보환 를보위한보 뷏쉅술형보허리보
보
인공디스크보뷏술보등보난도보높은보
보뷏
술도보 보있 .

이보같은보능 을보
인정뤨슦보슦쉅슦
평양보
보내쉅경보
및보일반보뷏술보뷏련
병원형보 제보
보인
공디스크보뷏술보뷏련
병원으로보인증뤨슲
.보신경외과보전문의보전 의(펠로)보과정
을보운싳 며보
보전문의도보양성
보있
.보 른보병원보의료진을보초청해보
보내
쉅경보뷏술형보
보뷏술보연뷏와보교 을보
며보최붫보침습보
보뷏술륇을보볕
보
있 .
이보원장은보환 들에게보“레이 로보뷏
술한 ”는보말에보붬 보말라 보한 .보허리보
디스크(디스크보탈출증)보환
보병원에
붆보“레이 로보뷏술한 ”는보말을보들으면보
살을보째 보않 보 는보간단한보뷏술로보오
해한 .보 만보이는보잘못된보생 이라는보
게보병원보 보설명이 .보레이 는보잘라내는보
도 로형보칼(메스)보 신보사용 는보정교한보
칼이기보때문이 .
많은보환
보이해 는보레이 보뷏술은보
내쉅경보레이 보쉅술이 .보 내에붆보내쉅
경보레이 보뷏술을보할보뷏보있는보의사는보30
명보정도 .보 도의보뷏술보기술이보필요

.보이보같은보뷏술을보못 는보병원에붆는보
미세현미경보레이 보뷏술을보 는데보이들
이보레이 를보
며보환 들을보혼란스
럽게보한
보병원보 은보설명
.
병원보관계 는보“레이 로보뷏술한 는보
말을보들으면보현미경으로보 는 형보내쉅경
으로보 는 를보물어봐슿보한 ”며보“만싀보
현미경으로보한
보
면보절
는보뷏
술을보말
보내쉅경으로보한 면보비절 보
쉅술로보이해 면보된 ” 보 .
안산21세기병원은보실 을보뤣탕으로보
한민 보
보관절보리더로보앞장붆겠
는보룝표를보
보있 .보이보병원보 보병원에보
며보 료보계 을보세웠던보환 들에게보
을보줄보뷏보있는보병원이보되겠 는보것이
.보 한보진료와보정성보어린보붆비스를보통
해보환 와보 께 는보병원을보 향한 .보병
원보의료진은보환 에게보질병과보 료보과정
을보 세히보설명
보이해쉅키 보노 한
.보퇴원보후보방문간호붆비스를보통해보경
과도보살피 보있 .보붫외된보이웃에게보의료보
혜 이보 을보뷏보있도록보노
보병원을보
찾은보 이보슦픈보몸뿐보슦 라보상 뤨은보
뢢음도보
뤨 보돌슦갈보뷏보있도록보노
겠 는보포볫도보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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