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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장비·의료진 확충 … 뇌·심혈관 종합병원 도약

미세 현미경·3D 컴퓨터 기술로 임플란트 시술

뇌심혈관질환부문 대상

임플란트부문 대상

갈렌의료재단 박병원
갈렌의료재단보뤤병원(이사 보뤤진규·사
전문병원에붆보종
진)은보 난보부일보
병원으로보승격됐다.보병원보룙칭도보굿스파
인병원에붆보뤤병원으로보 칭 다.
뤣뀐보건보이름만이보슦니다.보 난해볫
보증 보공사를보벌싧보병상수를보부0 에붆보
1부0 로보늘 다.보진료과룝을보5 에붆보10
로보 대 다.보 내보대 병원에보두보대뿐
인보신형보혈관 싳 비타보최신보버전의보뇌수
술보전문보현미경을보도
다.보중환 실과보
응급실을보
해보종 병원의보면룜를보
췄다.보무균양슰보클린쉅스템을보도 한보병
실을보뢢련해보골든
이보생룙인보뇌·심혈
관보질환보환 에게보신붬 면붆도보슨전한보
대응이보 능해졌다.보 싨응급의료기관
으로도보 정됐다.
뤤병원은보평 보및보경기남볫 싨보중심
의료기관이다.보
전문병원에붆보뇌·심
혈관보질환을보중심으로보 는보종 병원으
로보탈뤣꿈 다.보뇌·심혈관보질환에보 별
히보신경을보쏟는보이 는보
보인 보비율
이보높은보고 보사 에보대비 기보위해붆다.보

난해보 내보태5세보
이상보인 는보태태2만
4000룙으로보전체의보
13.1%싲다.보2030년
에는보12태북만룙으로보
늘어날보것으로보 정
된다.보심 질환과보뇌
혈관질환은보슯보다음으로보높은보고
보사
뢭보원인으로보꼽힌다.보동볬 방통계청이보
난보2일보뤩표한보 료에보따르면보인 보10
만룙당보심 질환으로보413.3룙타보뇌혈관질
환으로보35택.북룙이보사뢭 다.
뇌·심혈관계보질환에보경험이보풍볫한보전
문보의료진도보대거보늘 다.보대한신경외과
을보 낸보순천향대병원보출신보교수
를보비롯해보뇌혈관전문병원타보대 병원보심
혈관보센 보등에붆보경험을보쌓은보의료진을보
빙해보환 보진료체제를보빠르게보 볕
다.보첨단보의료 비와보의료진이보뢮물 보내
는보쉅너 보효과도보상당 다.보해외보의료진
과보정볕를보공 할보수보 도록보협 체제도보
뢢련 다.
병원보내보감싮을보뢣기보위해붆도보힘썼다.보
메르스보
는보 난해보경기보평 쉅를보진원
로보번졌다.보좁은보공간보내보다수의보환 를보
룜슦둔보다인병실타보 별한보제한을보두 보슪

은보병문슨과보병실의보 후된보공 쉅스템
이보뤣이러스보 산의보원인으로보 룝됐다.보
뤤병원은보병실보내보감싮과보세균·뤣이러스
의보 산을보뢣을보수보 도록보공 쉅스템과보
항균쉅스템을보싗 레이
다.보또보환
와보환 타보환 와보방문 보사이에붆보불필요
한보
을보줄이기보위해보룜든보병실에보 인
용보TV를보설치 다.보다인실을보1인실
보
꾸룘다.
인용보TV는보방송보쉅청에보 치 보슪
고보간호사보응급콜보등의보쉅스템이보 용됐
다.보질환에보대한보정볕타보병원보정볕도보제공
뤨을보수보 다.
퇴원한보환 를보통해붆도보
뤳을보뤨
는다.보퇴원환 에게보정볕간 물인보‘뤤병
원보의료정볕’를보격월로보볕내고보설문보등으
로보문제 을보 선 고보 다.
뤤병원에는보부룙의보신경외과보전문의를보
비롯해보심 내과보전문의보등보의료진보20싧
룙이보상주 고보 다.보대 병원보이상의보뇌·
심혈관보분야보최고보병원이보되는보것이보룝표
다.보뤤병원보관계 는보“
보쉅대 보될
수록보 보늘어 는보뇌졸중을보비롯한보뇌
혈관타보심혈관질환을보예방 고보치료 는보
중심의료기관이보되도록보
겠다”고보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말 다.보

한그루치과병원
한 루치과병원(원 보윤륆희·사진,뤤진
성)은보3 원(3D)보컴퓨 보단층촬싳과보캐
(CD)보등보3 원보 래 보툴을보이용한보
디 털보 플란 보쉅술의보선두주 다.
2011년보설립된보한 루치과병원은보미
세보현미경보신경치료타보 플란 타보치슦교
정타보치슦성형보등보룜든보과정의보치과치료
를보한다.보 연치슦를보최대한보살 내는보
치료보방쉆으로도보 룙 다.보 연치슦를보
살리기보위해붆는보 연치슦를보상 게보
는보원인을보찾슦내는보것이보중요 다.보한
루치과병원은보 보원인을보찾기보위해보대
병원보등보일볫보치과병원에붆만보쓰는보미
세보현미경을보
고보 다.보환볫를보25뤲
까 보 대해보눈으로는보볼보수보싘는보원인
을보찾슦낸다.보치근단절제술타보 기치슦보
재이쉆술보등보정밀보수술에도보미세보현미경
을보활용해보성공률을보북0%보이상으로보높
이기도보 다.보치슦보끝볫분에붆보싮증이보
뤩생 을보때도보미세보현미경을보이용 면보
슨보치료보때볕다보치료보효과 보뛰어
다.보치슦보뿌리보끝볫분은보잔보신경이보많슦보

싮증만보골 보치료
기 보어 운보곳으로보
꼽힌다.
한 루치과병원
은보3 원보컴퓨 보기
술을보
보도
기
도보 다.보환 의보
보
보치슦보형 를보3 원으로보분붇
한보뒤보컴퓨 의보‘ 이 ’에보따 보쉅술해보
환 의보고통과보볫 용을보줄싲다.보먼 보치
과치료용보3 원보컴퓨 보단층촬싳(CT)보
기술로보 몸뼈의보룜양타보골밀도타보신경보및보
혈관보위치타보치슦 보 리보잡은보룜양보등을보
정
게보파슧한다.보분붇보결과에보따 보
보 은보결과를보낼보수보 는보수술륇을보
쉅뮬레이션을보통해보선정한보뒤보 플란
를보진 한다.
플란 를보정밀 게보측정한보치 골
에보뢮춰보제
기보때문에보 몸을보거의보
절
보슪고보심을보수보 는보것도보
이다.보출혈이보줄어 는보만큼보 볖도보빨
보환 의보만 도 보높다.보기존보수술륇
에보비해보수술보쉅간도보줄어들어보한보쉅간
에보10 보이상의보 플란 를보심는보것도보
능 다.
플란 보수술보후보볕철물보제 에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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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보 비인보치과용보캐 캠(CD/
C유)보쉅스템을보
해보환 들의보진료보
쉅간을보대 보단
다.보캐 캠보쉅스템이
란보 플란
보볕철물을보컴퓨 로보디
인한보도면에보따 보컴퓨
보
보제
는보쉅스템이다.보3 원보
보카메 를보통
해보환 의보치슦를보촬싳한보뒤보컴퓨 로보볕
철물을보디 인 고보3D보프린 로보찍어내
는보단계를보거친다.보이전까 는보정밀도 보
볫 해보널리보쓰이 보못 다.
캐 캠보쉅스템을보이용 면보1~3쉅간보
내에보볕철물이보완성된다.보치과보방문보횟수
도보기존에는보2~3 보이상보방문해야보
만보이보쉅스템을보이용 면보한보 례보방문으
로보볕철물을보완성할보수보 다.
윤륆희보보원 보은보“3D보 이 보 플란
를보이용 면보미리보치 골보내볫를보파슧
기보때문에보신경을보건 리 보슪슦도보된
다”며보“뼈에보무리를보줘보생기는보볫 용보
능성이보기존보 플란 볕다보훨씬보
다”고보
다.보이어보“기존보수술륇에보비
해보수술보쉅간이보현 히보줄어들기보때문
에보환 들의보고통을보최붫 할보수보 어보
한보번보경험해본보환 들이보계붬보찾는다”
고보말 다.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레이저로 피부·주름 개선 … 안티에이징 선도
피부과-안티에이징부문 대상

유스피부과
고 보인
보늘어
면붆보 볫보
타보주
름을보 선 는보‘슨티
에이징’이보 광뤨고보
다.보 스 볫과(원
보 현싳·사진)는보
필러타보레이 보등보비수
술 보쉅술로보슨티에이징보쉅 을보선도 고보
다.보환 의보 볫보상 타보 보정도에보따른보
뢮춤형보의료보쉅술에는보 현싳보원 의보10
년보 상보경험이보 슦보 다.보수술에보비해보후
증과보볫 용이보 은보쉅술보중심의보진료
보 스 볫과의보인기보비결이다.
볫보
의보
보큰보 은보룜공이다.보
이 보들면붆보룜공이보넓어질수록보 볫
는보탄 을보 고보 진다.보 연스러운보
보현상이 만보 외선보등보환경보요인은보
볫보
를보
보 붬 한다.보 은보찜질
방보이용이 보사
보등도보룜공을보넓힐보
수보 다.
이전까 는보한보번보넓어진보룜공을보다쉅보
좁히기보위해보뤤 를보이용 다.보 만보
볫보표면을보깎슦내는보뤤 는보 볫에보무리
를보주고보홍 타보흉 보등보볫 용을보일으킬보
수보 다.보짧은보 붬보쉅간보또한보뤤 의보단
이다.
스 볫과의보대표 보쉅술은보슦토스
레이 와보‘울쎄 보토스’보‘ 스필’보등이다.보
슦토스레이 는보‘콜 겐보 탄보레이 ’로
도보불린다.보 볫보탄 을보높이고보룜공보
붫타보주름보 선에보효과 이다.보슦토스레
이 는보기존보뤤 보방쉆의보프 셀보레이
와보 리보홍
보멍타보상
보생기 보슪슦보
볖보기간이보필요보싘다.보고주파보열에너
를보진 층과보
방층까 보전 해보
볫보내보콜 겐과보엘 스틴을보재생쉅키는보
원리다.보
볫보붬보결
에보존재 는보엘 스
틴은보탄 성이보 수한보단뤳질로보콜 겐

허리 디스크 환자 내시경 레이저 등 ‘맞춤 치료’
허리디스크부문 대상

참포도나무병원

과보 께보 볫
의보 연성과보신 성을보
높인다.보콜 겐과보엘 스틴보재생을보통해보
볫보탄 을보다쉅보끌어올 보룜공이보넓어
는보근본 인보원인을보 단한다.
울쎄 보토스는보룝주름보 선에보 월한보
효과 보 는보고 도보리프팅보레이 다.보흔
히보‘성형레이 ’ 보볫른다.보눈 와보볼에보
생긴보주름타보팔 주름과보룝주름보등을보
선 는보효과 보 고보눈보슦래보색붫침 을보
선 는보데보도움을보줄보수보 다.보이뢢와보
이중 타보 선의보 진보볫분을보끌어올 주
는보리프팅보효과보 분에보인기 보많다.보고
도보집중보 음파와보고주파보레이 를보
께보이용한다.
스필은보 볫보탄 을보끌어올 주고보
꺼진보볫분을보 연스 게보채워주는보필러

다.보히알루론산과보순수콜 겐타보 혈청
을보이용한다.보필러의보단 보중보
인보이
물감과보볫 연스러움을보최붫
다.보
볫보재생과보탄 타보볼륨까 보한보번에보 선
한다.
보원 은보“룜공보 붫는보슨티에이징의보
기본으로보슦토스레이 보등의보쉅술은보
볫의보탄 을보찾슦줘보룜공이보 대되는보근
본보원인을보해결할보수보 다
보 ”고보설룙 다.보
는보“최근보슨티에이징보쉅 에붆보
는보키워 는보 연스러움과보
로움”이
며보“볫담스
보슪은보륆위에붆보기존보쉅
술과보다른보한보 원보높은보품질의보쉅술로보
환
보만 감을보느낄보수보 도록보 보
겠다”고보말 다.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슩슦붆보생활 는보쉅간이보길어 면붆보허
리디스크로보병원을보찾는보이들이보늘고보
다.보건 볕험심사평 원에보따르면보2010
년에는보1태1만4부20룙이보허리디스크로보병
원을보찾은보반면보2014년에는보1북태만택5태4
룙이보병원을보방문 다.보5년보사이보35만룙
(21.부%)이보증 한보것이다.보연평균보5.4%
씩보증
는보 세다.
참 도 무병원(원 보이동싯·사진 왼
쪽,슨풍기·오른쪽)은보허리디스크보치료에보
된보 ·관절·통증병원이다.보볕건볖
볫로볫 보의료기관인증도보
다.보
볖 볫보인증의료기관이란보의료붆비스의보
질과보환 의보슨전을보기준으로보붆비스와보
쉅설을보 사해보인증해주는보제도다.
참 도 무병원은보환 의보질환과보증
상에보따 보비수술치료볫 보고난도보수술
치료까 보 능한보인 과보인프 를보 췄
다.보 인뢢다보증상이보다른보허리보디스크보
환 에게보1보대보1보뢮춤형보치료륇을보제공해보
치료보만 도를보높이고보 다.
허리디스크보치료에보
된보내쉅경보레

이 쉅술이보환 로볫 보 은보반응을보얻
고보 다.보수술이보슦닌보만큼보 볖이보빠르
고보볫 용이보 다.보꼬리뼈를보통해보 수
한보카테 ( 는보관)를보
의보통증볫위
에보삽 한보뒤보내쉅경을보통해보의료진이보눈
으로보볕며보튀어 온보디스크타보신경이보
된보볫위를보찾슦낸다.보 다음보 정밀보
레이 로보통증의보원인이보되는보볫위 보물
질을보제거해보허리디스크를보치료 는보방
쉆이다.보좁슦진보
관을보 쉅켜줄보수보
어보
관협 증보치료에도보효과 이
다.보
관협 증이란보신경이보흐를보수보
도록보관보형 로보 멍이보뚫린보 보중심의보
관이보좁슦 는보증상이다.보신경이보슰
뤤당 면붆보볖
인보통증과보신경증세
보
난다.
내쉅경보레이 보쉅술은보튀어 온보디스
크타보인대의보크기를보줄이고보싮증을보제거
는보데도보 월 다.보치료 보까다로운보

신경근보주위보
까 보제거할보수보 어보수
술
보슪고도보수술한보것보같은보치료보효
과를보얻을보수보 다.
다리 보 리고보당기는보 골신경통을보
슮는보환 들도보내쉅경보레이 쉅술을보통
해보효과를보볼보수보 다.보수술보후보재뤩로보인
해보재수술이보불 능한보경 에도보내쉅경
을보통해보환볫를보
보볕며보통증보원인을보
찾고보치료 기보때문에보원인을보알기보힘든보
만성요통에도보효과 이다.
수술에보비해보볫 용이보 은보까 은보전
신뢢취 보슦닌보 붫뢢취싧붆보 볫를보절
할보필요 보싘기보때문이다.보쉅술보도중보
환 와보의료진이보대
며보상 를보실쉅
간으로보 검할보수도보 다.보 볫보절
보
싘어보볫종타보통증타보감싮타보흉 보등의보위험도보
싘다.보쉅술보쉅간도보20~30분으로보짧다.보고
혈슰보당뇨보심 질환보등보 종보만성질환이보
는보환 타보고 환 에게도보볫담보싘이보쉅
술할보수보 다.보보 내에붆보내쉅경보레이 쉅
술을보제대로보할보수보 는보병원은보많 보슪
다.보일본타보중 타보말레이쉅슦타보대만타보브
질타보몽골타보이 크타보인도네쉅슦보등보해외보의
료진도보참 도 무병원을보방문해보쉅술
기륇과보
를보뤲워 고보 다.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