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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의뢰환자의 ‘진료정보제공 동의서’ 안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는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및 회신,

의료법 21조 2에 의거하여 의뢰환자의
진료결과를 의뢰 의사가 조회 및 회신받고자
할 때는 환자나 보호자(법정)가 동의 서명을 한

무더운 여름도 절기를 넘길 수는 없나 봅니다. 아
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하루하루가 가을의 시

회송(전원)을 통하여 의료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작을 알려줍니다.

것은 물론 의료기관 간 공동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닥터스의 가을 인사는 순천향대학교 총장이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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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내분비내과 서교일 교수님과 서울병원 부원장이
신 산부인과 이정재 교수님의 인사말로 시작합

진료정보 공개 동의받는 방법

우리 진료협력센터에서는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서식 또는 별정서식에
바쁜 진료 일정에도 의사로서의 삶을 알려주신

직접 동의 사인받기

1. 진료의료기관에서의 진료의뢰 제반 업무
2. 의뢰환자 회신 / 회송 업무(외래, 입원)
3. 의료기관 협력체결 관련 업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전화 : 02-709-9900

세심하고 꼼꼼하고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협력
병원 정종철 원장님과 고선용 원장님께 감사드립
니다.

팩스 : 02-798-9830

이번 가을호는 쌀쌀한 계절의 시작과 관련한 혈

E-mail : schrc@schmac.ac.kr

관질환으로 꾸몄습니다.

CTI (Computer Telephony Intergration) 적용으로
운영시간

신속하게!

평일 : 오전 8: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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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서울병원의 자랑인 혈액투석 혈관센터 소개, 박
병원 교수님의 협심증과 박혜란 교수님의 뇌졸중

토요일 : 오
 전 8:00~12:00(토요 오전 정상진료)

EMR 정보와 전화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 적용으로 송신자(진료의료기관)의 정보를

위치 : 본관 2층 사무실

확인하는 시간을 줄여 양질의 통화를 통해 전화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실었습니다.
지난 여름호의 ‘알쏭달쏭 다른 그림 찾기’에 응모
해 주신 여러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가을호에서
도 응모하셔서 따뜻한 커피 한잔의 주인공이 되
시길 바랍니다.
11월 12일 협력 병·의원의 밤에서 모두 뵙기를
바랍니다.

TASTY ROAD

OPINION

OPINION

인간사랑 순천향, 환자중심 서울병원.

진료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료의뢰
1

예약, 상담
2

협력 병 의·원

이뤄집니다

회신서 작성
3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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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센터

회신서 발송
5

의사 EMR

되의뢰, 전원
6

진료협력센터

진료협력센터

2018년 가을

편집장 최경식

QUIZ
협약체결
신청서작성

협력병원 신청
이렇게 하세요

1

의료기관개설
허가증사본1부
병 의·원

접수
2

3
진료협력센터

신청서류
심의, 결정

진료협력위원회

협약체결 신청 서식은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 있으며, 직접 연락 주시면 팩스나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승인
4

협약서 사인
5

병원장

협력병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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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다른 그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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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개원한 지 44주년 되는 해입니다. 생명에 대
한 사랑과 치유의 의지를 바탕으로 향설 서석조 박사께서 서울 한남동에 우리
나라 최초의 의료법인인 순천향병원을 설립하셨고 1974년 5월 6일 첫 진료
를 시행하였습니다. 열악했던 당시의 의료환경 속에서 순천향병원은 국내 최
고의 의료진과 진료수준을 갖춘 병원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으나 현실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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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랑’을

주하지 않았습니다. 우수 의료인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8년 마침내
순천향의과대학을 설립하였고 1990년에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순
천향대학교는 한국인 의사가 설립한 최초의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부터 시작된 순천향대학교는 전국 4곳에 부속병
원을 가진 내실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병원과 함께한
진료협력 병·의원 선생님들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0여 곳에 이르는 진료협력 병·의원 선생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이자 총장으로서 교육자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저와 순천향대학교는 창의적인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항상 이웃과 공감
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Humane Entrepreneur
University’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목표는 ‘인간사랑’이라는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이념과 같습니
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용산구, 중구,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 그리고 전
국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진료협력 병·의원 선생
님들과 의사소통 경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의
료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널리 알리며, 더 나아가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의료 자
원을 나누어 협력 병·의원 선생님들께서 원활한 환자 진료에 조금이라도 도움
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급성기를 지난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다시 돌려보
내어 진료협력 병·의원 선생님들께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러한 유기적이고 양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면 순천향과 1,000여 협력 의료기관
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44년 전 황량했던 용산구 한남동은 어느덧 서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급변하
는 의료시장의 물결 속에서도 여러 진료협력 병·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도 함께 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질책 모두 부탁드립니다. 의
뢰해주시는 한 분, 한 분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순천향대학교 총장

정성껏 진료하여, 환자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순천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의학박사 서교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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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협력 병·의원장님과 함께하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76년 만에 가장 더웠던 여름이 물러나자마자 시원한 바
람과 파란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순천향을 사랑해주
시는 협력 병·의원장님께도 풍성한 가을의 결실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협력 병·의원장님들의 성원으로 많이 발
전하였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의 의료질 평가에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총 322개 병원 중 12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기관평가에서도 우리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부문에서 서울지역 1위, 전국 2
위를 차지하였으며,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발표된 환자경험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시행된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에도 우리병원이 대학병원으로
서는 처음 참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비급여 검사와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비 부담이 약 20% 줄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인간사랑’
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친절하며, 최선의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
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
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우리 협력 병·의원과 함께 발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도 올해 4월부터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협력 병·의원장님께서 보내주신 환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
하고, 급성기가 지나면 다시 협력 병·의원으로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교육 및 연구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협력 병·
의원과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2일에는 2년 만에 저희가 다시 원장님들을 모시고 협력 병·의원의 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을 강남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그동안 우리 병

부원장 이정재

원이 발전한 모습과 새로운 의학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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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 지내온 23년

정 원장은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원장은 늘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 꼭 맞는 진료방법을 추천해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언제나

정 원장이 지금의 자리에서 개원한 것은 지난 1996

동네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 주민의 건강

년. 무려 23년의 세월 동안 같은 곳에서 한결같은

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일차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마음으로 환자를 맞이하고 있다. 환자 한 명 한 명

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정성스럽게 진료하다 보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

있다.

푸근한 미소와 확실한 진료로 환자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정 원장은 오늘도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 김수영

과와 비뇨기과 진료를 함께 보고 있는데, 요즘은 알
레르기 피부질환과 전립선질환 환자가 병원을 많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심하고
꼼꼼한 진료

찾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

“비뇨기과 질환은 비교적 유병률이 낮은 질환이라

‘선생님 덕분에 잘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

요. 피부과는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

얻는다는 정 원장은 환자들에게 늘 질환과 증상에

‘PCR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검사

히 전달해 환자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스스

반응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피부과와 비뇨기과를

단을 내리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늘 새로운 지

환자가 갑자기 크게 늘거나 하는 일 없이 늘 꾸준해

이 찾고 있고요. 요즘은 혼전 건강 체크를 위해

소요시간이 짧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같이 진료하는 곳이 드물지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비뇨기과와 피부과에 관련한 각종 질환에 따라 정
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세심하고 꼼꼼한 진료를 하
고 있는 정 원장은 환자가 치료에 만족하며 고맙다
는 인사를 건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마디에 언제나 보람을 느끼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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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가 버리곤 한다. 정비뇨기과의원에서는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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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개원 이래 2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정비뇨기과의원의 정종철

대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진단명’을 정확
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에게 정확한 진
식을 쌓는 일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과목과 관련한 최신 소식은 물론 인문학과 관
련한 서적도 꾸준히 읽고 있어요. 저 자신이 풍요로
운 사람이 되어야 환자에게 더욱 세심한 진료를 제

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

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정보는 늘 열린 마음
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

의료계, 어려움 극복 위한 전반적 개선 필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이 많다. 최저임
금은 상승하는데 환자는 늘지 않고, 의료수가는 묶

심하고 정확한 진료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
로도 지역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더 오
랜 시간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여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황
속 개원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최근 중구
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정 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 올 10 월부터 의과계 전문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교육상담료 및 심
층진찰료’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상
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술 전후 환자에게 특정기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한 별도 시범수가가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환

자는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일차의료는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비뇨기과의원
주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 185(신당동 295-27 신흥빌딩)
진료문의 02-2238-2588

정비뇨기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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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원장

오랜 역사의 산부인과의원

고 원장은 지난 2월 말 성동구의사회 신임회장으로

생명의 탄생을 이끌어내는 산부인과 의사야말로 가장 보람된 직업이라는

1995년 상왕십리에서 문을 연 고선용산부인과의원

선출되기도 해 앞으로 회원들과 힘을 합쳐 산적한 문

사명감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해왔다.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의사의 가장 큰

은 11년 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하는 등 24년

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덕목이라고 강조한 고 원장은 앞으로도 고선용산부인과의원이 언제든

간 지역 내 산모 및 여성들의 건강을 보살펴오고 있

맘 편히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사진 김수영

다. 개원 초기에는 출산 환자가 많아 분만실과 입원
이 현저히 떨어져 질염을 비롯한 각종 여성 질환을

여성이 편안한 따뜻한 병원으로 기억되기를

위한 외래 진료만 보고 있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고 원장이 환자 진료 시 가장 신경 쓰는 점은 환자를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을 맞기 위해

내 가족 같이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순천

내원하는 환자도 많이 늘고 있는 편. 비록 분만환자

향대학교 의대 시절부터 환자를 보살피는 마음가짐

를 보살피던 예전보다 설레는 순간은 많이 줄었지

에 대해 훈련을 잘 받았고 지금까지 개원의 생활을

만, 그래도 환자의 아픈 곳을 제대로 돌봐야 한다는

하면서 그런 행동이 몸에 배인 것도 있지만, 친절함

의사로서의 사명감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또한 의료 서비스의 한 가지라고 생각해 환자 한명

없다.

한명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료를 하기 위해 노

“개원하고 몇 년간은 분만환자도 많아서 새 생명의

력하고 있다.

탄생을 돕는다는 뿌듯함을 많이 느끼곤 했죠. 지금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상 여성들의 섬세한 감성과

가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사의 역할에

다. 우리 병원이 언제든 환자들이 맘 편하게 찾을 수

은 것 같아요.”

하는 바람입니다.”

은 그런 경험을 한 지 오래되어서 감정이 좀 메말라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

DOCTORS AUTUMN 2018

실까지 갖추었었지만, 현재는 전 국가적으로 출산율

어머니의
마음처럼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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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말해주듯 오랜 시간 환자를 돌봐온 고선용 원장은

불안까지도 보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있고,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으면

개원 초기 고선용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던 환

친정엄마의 따스함을 닮은 자상한 미소와 꼼꼼한 진

자 중에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내원하는 경우가 많

료로 지역 여성들의 건강을 지켜왔던 고선용 원장은

다. 환자 한 명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고 원장의 정

앞으로도 변함 없는 모습으로 이곳을 지킬 것을 다

성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짐했다. 지금껏 그래왔던것처럼 고선용산부인과의
원이 환자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병원으로 남길 기대해본다.

개원가 위기 벗어나려면 현실적 합의점 찾아야
의료수가문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실시
등 개원가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고선용산부인과의원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개원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의료계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 원장의 의견이다.

“국민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적은 진료비로 좋은 의
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

겠죠. 하지만 의료계가 안정되어야 더욱 정성스럽

고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적절한 의료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로컬

의원 특히 외과 의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

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납득할 수

고선용산부인과의원

생각해요.”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09
(행당동 287-15 왕십리역 이스타빌 4층)
진료문의 02-229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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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용 원장

있는 합의선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고선용산부인과의원

미국에서 마주한 자연의 위대함
워싱턴대학교(UW, University of Washington)의 방문교수로 연수를 가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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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학교에서의
소중한 경험
Sleepless in Seattle

많이 들었던 말은 그곳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이었다. 실제 일 년에 절반은 아주 맑은 날씨로 화창하지
만 10 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비가 조금씩 자주 내리는 날씨가 이어졌다. 그래서인지 공기가 맑고
숲과 나무가 우거져서 Evergreen state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여행을 온 사람들에게
욕보다도 위도가 높은 시애틀은 눈이 내린 날이 별로 없어서 생활하기가 오히려 더 좋았었다. 다운타
운에서 보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면 여행객이고 우산을 쓰지 않으면 시애틀 사람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생활하다 보니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가벼운 레인코트나 후드 티를 주로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대학교는 미국 내 의과대학 중 상위권을

입고 다녔다.

다투고 있는 곳으로 특히 유전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곳으로 꼽힌다. 시애틀의 아름다운

미국에는 자연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시애틀 근처에서는 만년설로 유명한 레이니어산과

자연과 함께해 더욱 특별했던 이정호 교수의 워싱턴대학교 연수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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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미국 서부의 화창하고 좋은 기후와 비교가 되겠지만 미국에 폭설이 내렸던 2017년 겨울, 뉴

뱀파이어 영화 ‘트와이라잇(Twilight)’ 촬영지로 유명한 올림픽국립공원이 대표적이다. 레이니어산의

소아청소년과 이정호 교수

경우 다운타운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차로 2시간 30 분 정도 가야 하고

오전 : 화, 수, 토(1,2주)
오후 : 화, 목

UW 도서관

대전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니 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패키지 여
행코스에는 올림픽국립공원 코스가 별로 없어서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오래된 나무들과 무수한
이끼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태평양 쪽 해변의 고운 모래와 시애틀 쪽을 향해 둘러싸고 있는 올림푸
스산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서 있는 큰 산들, 북쪽으로는 빅토리아섬을 비롯한 섬들이 연결되어 있어
캠핑하기도 좋은 곳이다. 공원 내에 Deep blue라는 별명을 가진 크레센트 호수(Lake Crescent)는 미
국인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를
즐기러 오는 곳이다. 그곳 통나무 숙소에는 머물렀던 대통령들의 물품들과 함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터 F. 케네디가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사망 시에 통화를 했던 전화기도 보존되어 있다. 지
금도 가끔 생각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이다.

유전상담의 중요성을 확인하다
워싱턴 주, 시애틀에는 제법 큰 회사들의 본사가 있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생수에 쓰여 있는 커클랜드
(Kirkland)라는 이름은 본사가 위치한 지명 이름이다(필자가 살았던 바로 옆 동네). 보잉사 본사가(지
금은 시카고로 옮겼지만) 있었고 현재도 큰 제조 공장이 있어서 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행기 조
립하는 현장을 구경할 수 있다. 아마존 본사도 있고(이곳은 필자가 근무하던 랩실 바로 옆이고, 그 건물
을 구경할 수도 있는데 입장료를 내야 한다) 마이크로 소프트와 익스피디아 본사도 있다 보니 관련 종
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기업들이 근처에 있고 주변 인프라의 확장이 진행되어서인지 워싱턴대학
교는 최근 많은 건물 증축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폴 G. 앨런과 빌 게이츠의 후원으로 ‘Paul G. Allen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Bill & Melinda Gates Center for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후원금

액이 무려 1억 1천만 달러라고 하니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가 된다. U W는 ‘유더블유’라는 동일발음
이 연속되어서 ‘유덥’으로 줄여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들은 바로는 대학의 마스코트
인 시베리안 허스키의 이름인 ‘Dubs’를 붙여서 ‘유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의과대학 순위
Olympic National Park

레이니어 산 (Mt. Rainier)

는 미국 내 10위, 어린이병원 순위는 5위 정도이며 특히 유전학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곳이다. 국내에서도 2016년 DTC(Direct to consumer) 법안이 통과되고, 2017년부터는 NGS 기반
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등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전자 검사의 수요와 관심이 높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많이 봤던 영화들은 주로 홍콩 느와르 장르이거나 미국 로맨틱 코미디였

아졌다. 이로 인해 희귀질환 및 대사질환의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연수기간 동안 많이

고 필자는 후자를 더 좋아했었다. 특히 맥 라이언이 주연을 맡은 영화들은 빼놓지 않고 보았는

느꼈던 점은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고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검사일 뿐 결국 의사

데, 그 중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Seattle)’은 OST가 특히나 좋아서 여러 번 봤

의 끊임 없는 공부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료가 필요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뿐 아

던 기억이 있다. 작년 미국 연수를 시애틀로 가게 되어 오랜만에 다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신

니라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유전상담(Genetic counseling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하게도 1992년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워싱턴 호수 주변이나 시애틀 다운타운 등의 풍경이

올해부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는 유전_유전체/대사질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전질환,

2017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희귀대사질환의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유전상담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학회
와 공조하여 정부에 유전상담서비스에 대한 보험확대 및 정착이 잘 되도록 제안,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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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Children’s Hospital Research Institute Team

혈액투석 혈관센터

DOCTORS

VIEW POINT

빈틈없는 진단과
처치로 환자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다

DOCTORS AUTUMN 2018

지난 2010년 문을 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관센터는 최고의 장비와 시스템, 그리고 국내
최고 권위의 의료진을 갖추고 환자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돕고 있다. 빈틈없는 진료로 환자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 있는 혈관센터의 면면을 살펴본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관센터를 이끄는 혈관센터장 문철 교수의 전문분야는 혈관동정맥루 형
성술이다. 혈액투석을 원하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투석할 수 있도록 혈관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문철 교수
혈관센터소장, 외과전문의

이다. 혈관동정맥루형성술은 인조혈관으로 하느냐 자기혈관으로 하느냐에 따라 ‘인조혈관 동정맥
루 형성술’과 ‘자가혈관 동정맥루 형성술’로 나뉜다. 문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혈관 형성술을
집도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투석환자를 위한 인조혈관의 20% 이상을 소모했을 정
도로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있다. 특히 입원이 필요하지만 입원을 꺼리는 환자들을 위한 낮병동을 마련해 입원과 같은 조건

최고 수준 자랑하는 혈액투석 혈관센터

으로 시술 전·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① 협착부위의 풍선확장술

2010년 3월 17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본관 1층에 324㎡(약 100평) 면적으로 문을 연 혈관센터
는 투석혈관 기능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말기신부전 환자의 진단, 인터벤션 시술 및 수술을 원스
톱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투석혈관 분야와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및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치료
송단 교수
외과 전문의

를 제공하는 신경중재치료 분야, 그리고 폐쇄성 말초혈관 질환, 간암 치료를 위한 간동맥 색전술, 다
발성 손상 환자 지혈을 위한 혈관 색전술 등의 시술을 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 분야로 구성되어 있
다. 혈액투석 혈관센터에서는 동정맥루의 협착 및 폐쇄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혈관외
과 문철·송단 교수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구동억·김용재 교수팀이 매일 상주하고 있으며, 서로 긴

②	혈전폐쇄혈전제거술 및 풍선확장술

유기적인 협진 통해 다양한 인터벤션 시술
혈관센터 내 인터벤션 파트에서는 외과, 내과 등 임상 각 과와 유기적인 협진하에 다양한 인터
벤션 시술을 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구동억, 김용재 교수팀은 2017년 한 해 동안 1만례 이상의

③ 혈관촬영술
④	동정맥의 지도화를 위한 Duplex 초음파
⑤ 동정맥루에 관한 교육

인터벤션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터벤션의 대표적인 시술 분야는 투석혈관뿐 아니라 간과
당뇨발, 그리고 외상환자에게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혈관센터 구성 및 장비
① 인터벤션 시술실 : 혈관촬영기(Celling

밀한 협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혈관외과 전문의 진료는 매일 가능하며 본관 1층 혈관외과 진료실
에서 진료 후 인터벤션 시술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당일 입원, 당일 시술, 당일 퇴원이 되도록 하고

시술내용

Artis Zee &Arties Zee, Siemens) 2대

투석혈관 인터벤션 : 혈관외과팀과 협업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좁아진 투석혈관을 확장하는

② 외래 진찰실

풍선확장술 2천례 이상 시술하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상의 진료를 하고 있다.

③ 혈관검사실
도플러 초음파

간 질환 인터벤션 : 소화기 내과 팀과의 다학제 진료를 통해 간암의 혈관색전술, 간경화 합병증
인터벤션 시술로 간질환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 향상에 힘쓰고 있다.
구동억 교수
영상의학과 전문의

당뇨발 인터벤션 : 당뇨병 환자의 약 15%는 평생 한 번 이상 발 궤양을 앓게 되며 그 중 1~3%는
다리 일부를 절단하게 된다. 이때 인터벤션 시술로 좁아진 다리 혈관을 넓혀 다리를 보존하거
나 다리 절단을 최소화하게 도움을 준다.

: 혈관의 모양과 혈류의 정보를 알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검사
(P6 pro, GE healthcare)
	동맥혈류검사
: 팔과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혈액 순환
정도를 자동화한
검사법으로 혈류의 정도를 측정하여 구

외상환자 인터벤션 : 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 출혈 발생 시 마이크로 카테터를 사용하여 출혈

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혈관을 신속하고 선택적으로 지혈 할 수 있어 장기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무수혈 환자

혈액순환장애를 검사하는 장비.

의 경우 배를 열지 않고 시술하기 때문에 혈액 손실을 최소화해 합병증을 줄이고 있다.  

(Vasoguard)
④ 낮병동 6병상

<상담안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혈관외과 외래접수 02-709-9070

외과 낮병동 02-709-9072

혈관외과 검사실 02-709-9073

영상의학과 시술예약 및 문의 02-709-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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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교수

현대本家

오늘 모임은 김재헌 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는데, 평
소 신세를 많이 지고 있었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기
회가 없었던 두 교수를 초대해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것. 오늘의 맛집 역시 모임의 주선자인 김 교수가 선

DOCTORS AUTUMN 2018

소중한 인연,
맛있는 만남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정했다. 미식가이자 애주가인 그가 선택한 곳은 신선하
고 질 좋은 한우를 즐길 수 있는 현대본가. 현대본가는
마치 오래된 골목길을 연상시키는 낭만 가득한 가게 분

‘DOCTORS’ 가을호 맛집탐방의 주인공은 김재헌, 한원호, 이민영 교수.
신선한 한우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고기 마니아들의 성지, 현대본가에서 가졌던 맛있는 만남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사진_김수영

DOCTORS

TASTY ROAD

함께 나누는 소확행 小確幸

위기가 인상적인 곳으로, 독립된 룸에서 편안하게 식사
할 수 있어 각종 모임 시 특히 사랑받는 식당이다. 35년
동안 대를 이어 영업을 할 만큼 믿고 찾는 단골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기 마니아들의 성지이기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길 24
☎ 02-793-8118, 797-0656

하다.
오랜만에 사석에서 맘 편하게 마주한다는 세 교수의 모
임은 시작부터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친한 동료이지만
서로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저녁 한 끼 함께 할 시간을 마

삼각지역 1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현대본가는 소고기 특수부위가 특

련하는 것도 쉽지 않기에 오늘 같은 만남이 더욱 소중했

히 유명한 고기 맛집이다. 1983년에 개업해 35년간 꾸준히 영업해온

을 터.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고소한 고기 한

노포(老鋪)로 질 좋은 최상급 국내산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점에 술 한잔을 곁들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진솔하고도

있다. 제비추리, 토시살, 살치살 등의 특수부위가 단골의 사랑을 받는

정다운 대화가 오갔다.

메뉴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오늘의 만남 어떠셨나요?
2018년 대한민국 트렌드로 떠오른 ‘소확행(小確幸)’은 ‘일상 속 작지만 확실

김재헌 교수(비뇨의학과)
평소 동료나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기는데

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큰 행복보
다는 일상에서 손쉽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인들의 삶의

맛있는 안주를 고르는 일은 정말 중요하죠. 현대본가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소확행’은 과연 무엇일까. 요즘 가장 쓰

고기 맛이 워낙 좋아서 자주 찾고 있는 곳이에요.

이는 단어인 만큼 ‘소확행’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는데,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

오늘 모임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께
꼭 이곳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해 추천했어요.
역시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지 역시 환자와 관련된 행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이민영 교수는 “아침에 병원에 출근해 환자의 CT를 열었는데 항암치료의 효
과가 나타났을 때 가장 행복하죠. 환자와 가족들에게 좋은 결과를 알려줄 때

한원호 교수(소아청소년과)

만큼 의사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없을 거예요”라고 했다. 한원호 교수는

처음엔 가격이 좀 비싼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 역시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행복을 느껴요. 최근에도 출생 직후 뇌

먹어보니 이해가 가네요. 맛과 품질을 따져보니

손상이 심했던 신생아들이 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회복하는 과정을 보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면서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라며 미소지었다. 김재헌 교수는 진료과

그야말로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정에서 환자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매일의 행복이라고 전했다. “환자들에게
꼭 맞는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그 결과에 환자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민영 교수(종양혈액내과)
간만에 좋아하는 분들과
편안한 저녁식사를 해서 즐거웠어요.
살살 녹는 고기 맛도 일품이었고요.

②

①

③

화를 자주 보는데 그것도 나름의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의사라는 본분에 충실하며 작은 행복을 일궈가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어요.

세 교수의 모습에서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오늘 소중한

이런 시간이야말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니겠어요?

사람들과 함께했던 유쾌한 시간이 앞으로도 나름의 행복을 가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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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재헌 교수
② 이민영 교수
③ 한원호 교수

행복해요. 의사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겠죠. 또 요즘은 중학생 아들과 영

관상동맥
분획혈류예비력

다혈관질환(Multivessel disease) 평가
다혈관질환의 경우 심근 허혈을 유발하는 협착 병변을 선택적으로 치료한다면 치

DOCTORS

OPINION

효율적 치료를 위한
검사 과정

료 방침이 변경될 수 있다. FAME(Fractional flow reserve versus Angiography
in Multivessel Evaluation) 연구에서 전체 다혈관질환 환자 509명 중 단지

[Fractional Flow Reserve; FFR]

235(45%)명 만이 FFR측정에서 다혈관질환으로 진단되었으며, 전체 1329 목표
값이 0.80 이하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은 스텐트 시술을 줄여 합병증을 예방하
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FFR을 통해 필요하지 않은 관상동맥 우회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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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필요성

병변(visual estimated diameter stenosis > 50%) 중 816(61%) 병변만이 FFR

단일혈관 내 여러 부위 병변 평가
동일 혈관에 여러 부위 협착의 경우 어떤 부위가 심근 허혈을 유발하는지 FFR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압력철선을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천천히 당기면서
심장내과 박병원 교수
오전 : 월, 금, 토(1,3주)
오후 : 월, 수

협심증 환자에서 FFR 검사는
환자의 시술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FFR 검사를 거친다면 불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위에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2.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로 우관상동맥 (RCA) 근위부 70% 정도의 협착을
보이나 FFR 0.84 로 심근 허혈은 보이지 않아 중재 시술 시행하지 않음.

(Pull back) 동맥압 상승 양상을 보아 어느 부위가 심근 허혈을 보이는지 확인한
다[그림 5].

해부학적인 관상동맥 협착≠기능적인 관상동맥 협착
관상동맥 조영을 통하여 협심증에 대한 관상동맥 질환을 평가하는 것은 기본 검
사이며 환자의 중재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
상동맥 조영만으로 관상동맥질환을 평가하는 경우 비침습적 기능검사와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있다[그림 1]. 반대로 관상동맥 조영상 심한 협착을 보이나 심근 허
혈이 없는 경우도 있다[그림 2]. 관상동맥 중재 시술은 심근 허혈을 동반한 협착 병
변에 이루어졌을 때 환자의 증상 및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관상동맥 분획혈류예비력(FFR) 이란?
FFR은 관상동맥 협착부위의 윈위부와 근위부 정상혈관의 최대 혈류량의 비율을
말한다. 본원에서는 아데노신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의 최대충혈을 유도한 후 압력
철선(Pressure wire)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협착부위 FFR값이 0.80이라는

그림 3.
FFR : 관상동맥 협착부위의 윈위부 (Pd)와 근위부 (Pa) 정상혈관의
최대 혈류량의 비율

그림 5.
관상동맥 조영상 좌주간지 (LMCA; left main coronary artery)에 75% 협착과 좌전하행지 (LAD)에 50% 협착을 보임.
FFR 값은 원위부에서 0.76으로 측정되었고 pull back 시 좌전하행지에서 더 큰 폭의 압력 상승을 보임.
좌전하행지에만 스텐트 삽입 후 FFR값 0.83으로 상승되어 LMCA에 스텐트 추가 삽입 없이 시술을 종료함.

것은 정상 관상동맥과 비교하여 최대 관상동맥 혈류량이 20% 감소함을 의미한
다[그림 3]. 관상동맥협착의 FFR값이 0.75보다 낮을 경우에는 심근 허혈을 유발
Takehome message

하는 협착으로, FFR값이 0.80보다 높을 경우에는 심근 허혈을 유발하지 않는 협

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조영상 보이는 협착은 실제 기능적인 협착과 다를 수 있다. 이는 FFR 검사를 통하여 쉽게
측정이 가능하며 심근 허혈이 있는 협착 부위에만 시술이 가능하다. FFR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관상동맥 스텐트 삽
입이나 우회수술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위에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의 증상 및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착으로 밝혀졌으며, FFR 0.75-0.80사이는 관상동맥협착에 의한 심근 허혈 유무
가 불분명한 경계 부위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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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을 보이는 환자에서 FFR ≥ 0.75인 병변은 적절한 약물치료와 스텐트 시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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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협착(Intermediate stenosis) 병변 평가
DEFER(FFR to Determine Appropriateness of Angioplasty in Moderate

그림 1.
관상동맥 조영상 좌전하행지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AD) 병변은 심하지 않으나
당일광자단층촬영 (SPECT) 부하영상 (Stress)에서
LAD 영역의 심근 허혈이 확인됨.

에 5년 무사건 생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80% and 73%, respectively; p =
0.52). 따라서 중등도 협착을 보인다 할지라도 FFR 값이 0.75 이상인 병변은 중재
시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장기예후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관상동맥 조영에 기초한 시술을 할 경우 세개혈관에 4개의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거나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시행해야 하나 FFR에 기초할 경우
2개의 스텐트 삽입으로 치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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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은 뇌혈관 질환 중에서,

위험요인 관리가 중요한 뇌졸중

뇌경색 및 뇌출혈을 함께 포함하는

그림3.

개념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현재까지 밝혀진 뇌졸중의 위험요인은, 고칠 수 없는 위험요인과 고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있다[그림 1]. 55세 이후로 10세 증가마다 뇌졸중 발병률이 2배씩 증가하며, 특히 여자보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다 남자에게서 뇌졸중 발병률이 25 ~30 % 높다. 가족력 역시 위험요인으로, 보통 사람에

뇌경색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빨리 도착한다면 정맥내 혈전용해술(IV tPA)을 시도할 수 있

뇌졸중의 발병률은 고령화 추세가

비해 부친이 뇌졸중을 앓았다면 2.4배, 모친이 뇌졸중을 앓았다면 1.4배 높은 뇌졸중 발

는데, 증상 발생 3시간 이내, 환자에 따라서는 4.5시간까지 시도하기도 하며, 조기에 투여

이어지면서 높아지고 있어, 건강보험

생률을 보인다.

될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맥내 혈전용해술은 모든 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는 65.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뇌졸중 진료 인원 중
무려 78%가 60세 이상 노인 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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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치료의 최신 지견

DOCTORS

OPINION

예방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

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3개월 이내의 두부외상 및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 3 주
고칠 수 없는 위험요인

나이

성별

출생시 저체중

유전적 요인

고칠 수 있는 위험요인

고혈압

흡연

당뇨

심방세동		

기타

심장

질환

이상지질혈증

무증상 경동맥협착

폐경 후 호르몬치료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및 비만

이내의 소화기 및 비뇨기계 출혈, 뇌내출혈 과거력, 응고 장애, CT상 대뇌반구의 1/3 이상
관찰되는 저음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치료로 인한 위험이 이득보다 높아 시도하기 어렵다.
정맥내 혈전용해술의 치료 효과는 시간에 달려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IV tPA 투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검사가 CT와 혈당 검사 정도로 간소화되었

전체 사망률로는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이지만, 60세 이상

고칠 수 있는 위험요인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고혈압이다. 혈압 조절의 목표는

다. 기저 질환으로 응고 장애가 의심되지 않는다면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전 혈액응고

인구에서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140/90mmHg이지만,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을 가진 환자라면 130/80mmHg으로 더 엄

검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뇌졸중 환자들은 응급실 도착 20 분 이내에 CT

매15분마다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격한 조절이 필요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칼슘차단제(amlodipine)나 레닌안지오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동맥내 혈전제거술이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동 또는 검사를 위

있다(2016년 통계청 자료 기준).

신계 억제제(losartan)가 추천된다. 당뇨병 환자에서의 뇌졸중 발생률은 정상인의 약 2배

해 정맥내 혈전용해술 치료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MR I 촬영, 심장질환이 없는데 심장

에 달해, 적극적이고 엄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경동맥 협착증 역시 중요한 위험요인

초음파 검사, 폐쇄수면무호흡 및 고호모시스테인혈증 검사, 지속적 심장 모니터링 등도 급

중 하나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5~9%에서 무증상의 경동맥 협착이 발견되는데, 무증상

성기 뇌졸중의 필수 검사 항목은 아니다.

경동맥 협착이 있는 사람의 뇌졸중 발병률은 정상인의 2 배다.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발병 후 3시간이 지났거나, 정맥내 혈전용해 치료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라면, 동맥

50 % 이상의 협착 환자에게는 항혈소판제제 치료를, 70 % 이상 협착 환자에게는 경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그림 3]. 전순환계 또는 대혈관 폐색 환자 중 발병

내막절제술이나 스텐트와 같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된다[그림 2].

6~24시간 사이이고 조건에 적합하다면 stent retriever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

그림4.

행할 수 있다[그림 4].

대경색 발생 시 감압수술에도 마비나 장애 가능성
뇌경색 후 허혈성 변화로 인한 부종이 진행되면서 뇌압이 높아지고, 주변 뇌가 압박을 받

Takehome message

아 추가적인 뇌손상이 진행되거나, 간혹 경색된 부분 안에서 혈관들이 터지면서 자발적인

상기의 내용은 2018년 개정된 미국 심장협

출혈성 변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뇌의 대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대뇌동맥에 뇌경색이
왔을 경우에는 뇌부종이 진행되며 돌처럼 단단하게 부어올라, 뼈를 제거하고 경막을 열어
감압을 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심한 대경색이 왔을 때는 감압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후 심각한 마비나 의식장애가 남을 가
그림2. 시술 전 < 스탠트 < 시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치료

회 및 뇌졸중 협회(AHA/ASA)의 급성 뇌졸중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전에는 기계
적 혈전제거술을 발병 6시간 이내에만 시행하
였으나, 이제는 적응증에 해당한다면 전순환
계 또는 대혈관폐색의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

능성이 높고 삶의 질까지 유의하게 개선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까지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뇌졸중

이 필요하다.

학회의 슬로건이 ‘Time is Brain’일만큼, 발병

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의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75~325mg )을 추천하지만, 장기간의 아스

후 신속한 치료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피린 복용은 출혈부작용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므로, 각 환자마다 이득과 위험성을
신경외과 박혜란 교수
오전 : 월, 금, 토(1, 5주)
오후 : 목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뇌출혈 가능성이 배제된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는 아스

혈류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뇌졸중이 일단 발병하면 분당 1,900만 개의 뉴런이

피린을 뇌경색 발생 24~48시간 이내에 경구투여(초기용량 160 ~300 ㎎)한다. 그러나 아

세포사하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속한 치료이다.

스피린이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포함한 급성 중재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

신경외과 외래
02-709-9268
진료협력센터
02-70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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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의 치료 목적은 비가역적인 뇌경색으로 진행하기 전에 가역적인 뇌허혈 상태에서

B.사진에서 A.사진과 다른 5곳을 동그라미로 표시해주세요

병원명 :

강조되고 있는 ‘신생아청력 선별검사 장비’화면입니다.
청각뇌간반응 검사기기로 본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모하실 번호

다른 부분 5곳을 표시하고 ‘병원명, 의사명’을 기재해

010-5448-9058(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오른편에 있는 번호로 전송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산부인과

김정식 교수

전문진료분야

전문진료분야

전문진료분야

척추 및 척수질환, 말초신경,
신경손상, 두부외상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유리체망막질환, 포도막염

부인종양, 부인과 질환, 로봇수술

진료일정

진료일정

오전 : 월, 수, 금
오후 : 월
02-709-9268

오전 : 월, 목
오후 : 월
02-709-9354

오전 : 화, 목
오후 : 화, 목
02-709-9320

소화기내과

외과

진료일정

비뇨의학과

정승원 교수

조성우 교수

김재헌 교수

전문진료분야

전문진료분야

전문진료분야

간염, 간경변, 간염
(A, B, C형 간염 및 지방간)

대장항문복강경 수술,
최소침습수술 및 단일공 수술

배뇨장애, 최소침습수술 및
복강경수술, 전립선질환, 남성, 로봇수술

진료일정

진료일정

진료일정

오전 : 금
오후 : 월, 화, 수
02-709-9581

오전 : 월, 수
오후 : 월
02-709-9240

오전 : 월, 목
오후 : 월, 목
02-709-9375

이벤트 응모기간

분께 소정의 상품 기프티콘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2018.10.15~11.02

방사선종양학과

장아람 교수
전문진료분야

유방암, 직장암의 방사선치료,
전립선암 전이 재발암의 사이버나이프
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
진료일정
오전 : 수, 금 / 오후 : 화, 수, 금
02-709-9411

소아청소년과

한원호 교수
전문진료분야
신생아학 (30일 이내)
진료일정

A

부센터장 / 안과

최경식 교수

DOCTORS AUTUMN 2018

의사명 :

가을호 다른 그림 찾기의 주제는 점차 그 중요성이

센터장 / 신경외과

장재칠 교수

DOCTORS

QUIZ

알쏭달쏭~
다른 그림 찾기

B

오전 : 목, 토(2주)
오후 : 월
02-709-9352 (신생아실)

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비인후과

심장내과

박병원 교수
전문진료분야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관상동맥중재시술
진료일정
오전 : 월, 금, 토(1,3주)
오후 : 월, 수
02-709-9180

소화기내과

김현건 교수
전문진료분야
조기대장암내시경절제술, 대장암,
염증성장질환, 대장폴립술
진료일정
오전 : 월, 수
오후 : 화
02-709-9581

감염내과

김용범 교수

황규린 교수

박세윤 교수

전문진료분야

전문진료분야

전문진료분야

슬관절, 견관절 관절경 및
인공관절, 외상

이과(중이염,난청,이명,어지럼증)
보청기, 중이 임플란트인공와우이식

진료일정

진료일정

오전 : 수, 금
오후 : 월, 금
02-709-9250

오전 : 금, 토(4주) / 오후 : 월, 목, 금
02-709-9360

감염병, 인수공통감염, HIV/AIDS,
면역저하감염, 의료관련감염,
유입신종감염병, 불명열,
여행자감염, 예방접종

응급의학과

박준범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생술, 응급외상
진료일정
순환진료
02-709-9117~9 (응급실 직통)

진료일정
02-709-9180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구소미 교수

전문진료분야
폐종양(양성 및 악성), 기관지내시경초
음파(EBUS), 알레르기질환, (약물, 식
품등), 흡입손상 및 호흡기치료가 필요
한 약물중독
진료일정
오전 : 화, 목, 토(2,4주) 오후 : 월, 목
02-709-9180

신경외과

박혜란 교수

전문진료분야
정위기능 신경외과,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 뇌혈관질환, 두부외상
진료일정
오전 : 월, 금, 토(1, 5주)
오후 : 목
02-709-9268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센터장인 신경외과 장재칠 교수, 부센터장 최경식 교수와 14인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 의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16명의 진료협력센터 위원을 찾아 주십시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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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원장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협력 병 〮 의원 리스트

DOCTORS

LIST

신규협력체결병원 소개

리요양병원 [이필순]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송파참노인전문병원 [김옥희]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

최준호내과의원

장바로내과의원

코코이비인후과의원

청소년과의원 [박형근, 류혜경] 서문내과의원 [김육] 서서울병원 [이정창] 서세웅내과의원 [서세웅]

[최준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1가길 26 (신

[전창균, 복진현,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93 (민락동,

[권영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5 (한강로2가,

서앤정소아청소년과의원 [서희정, 정혜진] 서울가정의학과의원 [김서정] 서울경희통합의원 [허홍]

단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김은경] 의료법인하나로의료재단하나로의원 [이경률] 이나영내과의원 [이

림동) 2층, T.02-862-8688,]

엘스퀘어) 2층, T.031-874-8585, http://jangbaro.

래미안용산) 지하2층 207호 , T.02-794-7990]

서울굿모닝내과의원 [최대한] 서울대효병원 [이수호] 서울대효병원강남병원 [백두산] 서울동인병원

나영] 이민재의원 [이민재] 이상구내과의원 [이상구] 이수의원 [김인섭] 이아소내과의원 [양재훈, 김

[김형석] 서울메디케어의원 [김강호] 서울명병원 [전은미] 서울베스트안과의원 [김찬중] 서울베스트

성한] 이안과의원 [정혜욱] 이안안과 [임찬영] 이영환이비인후과의원 [이영환] 이용국내과의원 [이용

요양병원 [권기태] 서울베스트요양병원 [김도현] 서울베스트의료의원 [이걸] 서울빛드림안과의원

국] 이원희안과의원 [이원희] 이인주정형외과의원 [이인주] 이임선안과의원 [이임선] 이종문신경과의

서울본내과의원

co.kr]

서울큰나무병원

신우요양병원

[성남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06 (화곡동),

[여환억] 서울삼성내과의원 [고재현] 서울삼성내과의원 [채제욱] 서울성심정형외과의원 [한상규] 서

원 [이종문] 이지복비뇨기과의원 [이지복] 이진우내과의원 [이진우] 이태원의원 [왕병흠] 이태원제일

워) 5층, T.02-3143-2220, www.seoulbon.co.kr]

[홍성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07 지하

T.02-2695-1155, www.bigtreehospital.com]

울송내과의원 [송민섭] 서울송도병원 [이종균] 서울신경외과의원 [한동석] 서울안과의원 [박창현]

의원 [홍영기] 이호심내과의원 [이호심] 이화내과의원 [노재경] 이환구이비인후과의원 [이환구] 인애

휴먼성형외과의원

서울에이스요양병원 [조융기] 서울에이스정형외과의원 [김민근] 서울연세병원 [조상현] 서울요양병

가송파한방병원 [김덕호] 일심외과산부인과의원 [박은희] 임이비인후과의원 [임순광] 자애내과외과

[김국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05 (잠원동, 휴

원 [김준서] 서울우리내과의원 [임헌관] 서울우리의원 [원임수] 서울은빛요양병원 [이경진] 서울의원

의원 [임선희, 박희영] 장덕한방병원 [김동욱] 장일성정형외과의원 [장일성] 장지은내과의원 [장지은]

[김주은] 서울인화요양병원 [양창섭]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서울정형외과의원 [김성덕] 서울정형외

재단법인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이철] 재단법인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부설 해상병원

과의원 [장광종] 서울정형외과의원 [제한웅] 서울중앙병원 [허장원] 서울중앙의료의원 [양우진] 서

[황수택] 재단법인한국의학연구소강남의원 [정우진] 전기원내과의원 [전기원] 정동균내과의원 [정동

서울프라임병원

울중앙의원 [김병석] 서울찬마취통증의학과의원 [조찬우] 서울척병원 [김동윤] 서울특별시서남병원

균] 정동욱이비인후과의원 [정동욱] 정병천내과의원 [정병천] 정비뇨기과의원 [정종철] 정소아청소

[원은영, 최훈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33 (성수

[박태환] 서울현대요양병원 [유수은] 서울효사랑요양병원 [김수지] 서울효창의원 [오무경] 서울휴먼

년과의원 [정지영] 정소아청소년과의원 [박정은] 정시전내과의원 [정시전] 정인내과의원 [이정득] 정

동2가), T.02-464-2700, www.sprimehospital.co.kr]

요양병원 [풍주찬] 서초영상의학과의원 [신승구] 서초프라임요양병원 [허준] 선두외과의원 [손두민]

재면내과의원 [정재면] 정태시내과의원 [정태시] 정희수산부인과의원 [정희수] 제니스병원 [민성기]

성모내과의원 [김영진] 성모안과의원 [이경희] 성모이비인후과의원 [이기형] 성북서울요양병원 [고은

제이엘산부인과의원 [정화경, 이린화] 제일성모의원 [정용일] 제일정형외과의원 [이지섭] 제중요양병

군자제일내과의원
[성재락,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66 (능동) 2층,
T.02-452-2321]
늘편한신경외과의원
[임종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31 (박달동),
T.031-465-0119, http://neurodoc.ilikedoc.kr/]
부평열린내과의원
[심광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158번길 3 (부평

1,3~6층 (전농동), T.02-2214-7582, http://www.
sinwoohospital.com]
서울튼튼신경외과의원

먼타워) 14층, T.02-515-3003, www.pshm.co.kr]

[안성대,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8-1 (홍문동) 2층,
T.031-886-8983]
엠앤비여성병원
[이환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772번길 2 (계산동),
T.032-552-3500, http://www.mnbmedi.co.kr/]

동, 원명빌딩) 201호, T.032-501-0036, 		

한국효요양병원

http://www.openim.co.kr/]

[조준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70 (응암동, 상

여주아산내과의원
[권태희, 경기도 여주군 세종로 10 (홍문동) 2층,
T.031-885-3900]
청학의원
[고지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68번길 13 (삼

hankookhyo.com]
올바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노재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10 (병방동),

화빌딩) 2층, T.031-821-6600]

[임희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67 (문래동3가),
T.02-6959-4114, www.seoulcentral.co.kr]

현빌딩동) 6-8층, T.02-357-0357, http://www.

T.032-553-8275]

서울센트럴요양병원

성] 성북성심신경과의원 [최낙원] 성북웰니스요양병원 [박영숙] 성수내과의원 [김정자] 성애의료재

원 [장지훈] 조가정의학과의원 [조수현] 조셉정형외과의원 [김형종] 조수영성형외과의원 [조수영] 조

단 성애병원 [심상준] 세란내과의원 [박형근] 세명성모내과의원 [강숙영] 세신내과의원 [김기용] 세

승복의원 [조승복] 조아안과의원 [조아란] 조영호내과의원 [조영호] 조은내과의원 [박은정] 조이요양

실내과의원 [홍관수] 세연투섬내과의원 [최우창] 세진정형외과의원 [정상훈] 세화소아청소년과의원

병원 [조성호] 조창현내과의원 [조창현] 좋은느낌산부인과의원 [장재빈] 주정형외과의원 [주재욱] 준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

[심진섭] 센트럴흉부외과의원 [김승진] 소망가정의학과의원 [송기수] 소망내과의원 [박수진] 소망내

비뇨기과의원 [허영철] 중계우리들의원 [오용진] 지에프소아청소년과의원 [김우성] 지엠비뇨기과의

[박정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용두동) 지

과의원 [박종훈] 소망안과의원 [이재용] 소망의원 [이구진] 소망정형외과의원 [김덕호] 소화아동병

원 [김선걸] 지현소아청소년과의원 [김영희] 지혜병원 [이지혜] 차내과의원 [차성은] 참바로병원 [이

하1층~지상7층, T.02-3290-9800, http://ksd.kahp.

원(의료법인 소화아동병원) [김규언] 소화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김종현] 손내과의원 [손경환] 손승

주홍, 최종문] 참조은강남연세의원 [배성창] 척척나은정형외과의원 [최정근] 척편한병원 [이승구] 청

or.kr]

환내과의원 [손승환] 손철호재활의학과의원 [손철호] 송상언의원 [송상언] 송정훼밀리의원 [홍민수]

담마리산부인과의원 [홍순기] 청담병원 [이규한] 청병원 [조성훈] 청솔의원 [임기동] 초이스내과신경

송파새희망요양병원 [윤영식] 수색신경외과의원 [조재영] 수안과의원 [이용인, 이종원] 수연세안과

과의원 [최인영] 최내과의원 [최승준] 최대홍내과의원 [최대홍] 최비뇨기과의원 [최백남] 최석용정형

호산의원

의원 [고일환, 박성배, 양훈] 수이비인후과의원 [정경수] 숭실의원 [변종선] 쉐라여성의원 [김영신]

외과의원 [최석용] 최성호성형외과의원 [최성호] 최안과의원 [최승희] 최영인소아청소년과의원 [최영

[조해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71 (신사동) A동 5

시온요양병원 [노기봉] 신경란의원 [신경란] 신길연세의원 [김세완] 신길재활의학과의원 [고원진] 신

인] 최준혁마취통증의학과의원 [최준혁] 최혜석이비인후과의원 [최혜석] 코리아정형외과의원 [박동]

층, T.02-546-4286]

사신안과의원 [신기섭] 신우내과의원 [위정국] 신중호내과의원 [신중호] 신촌연세병원 [김영진] 신화

코어이비인후과의원 [송태현] 큰나무병원 [구명회] 큰나무정형외과의원 [송준민] 큰사랑요양병원 [조

요양병원 [이종출] 쌍문내과의원 [고경식] 아나파한방병원 [이창곤] 아산수내과의원 [석현정] 아산

소현] 클라라성형외과의원 [남성한] 킨더웰소아청소년과의원 [문수경] 태능성심요양병원 [장호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협력 병 〮 의원 리스트

유내과의원 [유미현] 아산진내과의원 [박태진] 아셈내과의원 [윤석구] 아이들세상의원 [이현숙] 아

테스트의원 [테스트] 토마스병원 [김도형] 트루맨남성의원 [양기훈] 트리니티내과의원 [김택수] 트리

이리움안과의원 [최진영, 강성용] 아이코이비인후과의원 [이규호] 아이파크몰의원 [임근우] 아침이비

니티요양병원 [최원기] 퍼스트요양병원 [이재형] 퍼펙트의원 [한병규] 편한연세내과의원 [최소래] 평

인후과의원 [김범석] 안드로김의원 [김상집] 안석주내과의원 [안석주] 안희정소아청소년과의원 [안

화내과의원 [송찬호] 평화의원 [문은례] 포근한맘요양병원 [하태국] 포근한요양병원 [황광민] 포에버

희정] 알루라성형외과의원 [김영길] 약수내과의원 [김지형] 양길승외과의원 [양길승] 에버피부과의

(4-ever)의원 [임승범] 푸른정형외과의원 [윤태일] 풍성내과의원 [장상필] 프라우드비뇨기과의원 [이

원 [김지은] 에비타흉부외과의원 [전철우] 에스엘안과의원 [임상진] 에스엠씨요양병원 [이성원] 에

지용] 플러스이비인후과 [이수영] 하나가정의원 [하성훈] 하나이비인후과의원 [이준희] 하나효요양

스원이비인후과의원 [심우진] 엠앤비정형외과재활의학과의원 [백승석, 민수기] 여봉구정형외과의원

병원 [박원아] 하내과의원 [하동열] 하늘병원 [조성연] 하이맘산부인과의원 [박정원] 하정한정형외과

서울특별시

더서울병원 [이승환, 김태윤] 더의원 [송소선] 더조은요양병원 [김종욱] 더행복한산부인과의원 [박선

[여봉구] 연세강내과의원 [강병승] 연세내과의원 [황학진] 연세누리소아청소년과의원 [이지은] 연세

의원 [하정한] 하트스캔강남초이스영상의학과의원 [김성규] 학교법인대진교육재단 제인병원 [김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새보람요양병원 [김광환] (의)새생명의료재단 서울새생명의원 [김장하] (의)

민] 도봉병원 [오승용] 도울내과의원 [유병희] 동민의원 [송영호] 동부센트럴요양병원 [허수정] 동부

마취통증의학과의원 [강창진] 연세메디노블의원 [임한석] 연세메트로마취통증의학과의원 [최종림]

한가람신경외과의원 [이충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임대종]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

열린의료재단 은평열린의원 [신나라] (재)한국의학연구소한국중부의원 [서동원] 4월31일성형외과

참사랑요양병원 [민성욱] 동인내과의원 [강경원] 두리의원 [이용건] 두발로정형외과의원 [이우천] 드

연세본안과의원 [민경협, 이성준]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연세산부인과의원 [성혜리] 연세세림내과

의원 강남지부 [임대종]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서울서부지부) [최중찬] 한남웰빙의원 [이상

의원 [김재훈] SMCC의원(서울메디컬체크업센터) [김광열] 가로수성형외과 [이형교] 가톨릭정형외

림요양병원 [임시웅] 라라산부인과의원 [최희정] 라온휴병원 [노성원] 라임비뇨기과의원 [진융민]

의원 [김철] 연세소아과의원 [이영진] 연세안과의원 [정재인] 연세안과의원 [하인홍] 연세에덴요양

우] 한빛내과의원 [박주일] 한빛내과의원 [김신애] 한빛안과의원 [이규철] 한빛정형외과의원 [한병

과의원 [이성근] 가톨릭정형외과의원 [신장철] 강남센트럴요양병원 [권오인, 장해권] 강남수요양병

러스크강동병원 [강성수, 양두창] 로앤내과의원 [한상훈] 로앤산부인과의원 [김종호] 로하스가정의학

병원 [유인목] 연세에스병원 [심영기] 연세에이스정형외과의원 [윤홍기, 전재훈] 연세우리내과의원

호] 한사랑내과의원 [이현아] 한사랑의원 [오미옥] 한사랑의원 [신홍식] 한솔내과의원 [원수연] 한승

원 [김종현] 강남요양병원 [주성탁] 강남유외과의원 [조윤선, 이아]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 [조성

과의원 [채설아] 로하스은평효요양병원 [이규태] 로하스참사랑요양병원 [차영수] 리드힐의원 [황상

[김영신] 연세우리내과의원 [구영석] 연세윤내과의원 [윤수영] 연세이비인후과의원 [김상동] 연세이

룡소아청소년과의원 [한승룡] 한신메디피아의원 [김유국] 한신의원 [한동국] 해바라기내과의원 [송

태] 강남하트스캔의원 [박성학] 강남항외과의원 [류성엽] 강남효요양병원 [김정아] 강남힐락의원

원] 리붐내과의원 [신용주] 리안요양병원 [한인숙, 김성완] 리엔장성형외과의원 [장영우, 안형식] 마

비인후과의원 [박현중] 연세재활의학과의원 [윤태준] 연세정형외과의원 [문석주] 연세중앙내과의원

용환] 햇살가득내과의원 [김진, 허우영] 햇살요양병원 [이상훈] 행당성모안과의원 [김송학] 허내과의

[어해용] 강남힘찬병원 [정광암] 강동성모요양병원 [심석원] 강북삼성내과의원 [이용수] 강비뇨기과

리아성모요양병원 [김재홍] 마린산부인과의원 [김신아] 마마스조산원 [방우리] 마포안과의원 [손영

[조세행] 연세진내과의원 [김현진] 연세큰숲내과의원 [이상철] 연세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최성열]

원 [허신채]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현대가정의학과의원 [홍인표] 현진해내과의원 [현진해] 혜광의원

의원 [강 진] 강서연세병원 [최한영] 강서필병원 [이호석] 강소아청소년과의원 [강미애] 경내과의원

호] 마포탑안과의원 [노규화] 맑은수병원 [윤웅용] 메디움강남요양병원 [홍영한] 메디플라워산부인

연세푸른내과의원 [이태희] 연세희망내과의원 [김기중] 연소아과의원 [박희연] 연앤네이쳐산부인과

[윤석환] 혜민병원 [김병관] 혜정산부인과의원 [신영균] 호내과의원 [이재성] 홍익안과의원 [김태완]

[송민수] 경동요양병원 [김영준] 경해가정의원 [남일] 고려안과의원 [강승민] 고선용산부인과의원

과의원 [정환욱] 메트로내과의원 [김정희] 멘토스병원 [윤승현] 멘토의원 [전상훈] 명내과의원 [이명

의원 [박지원] 연합의원 [이초혜] 열린마음의원 [강성욱] 열린보광의원 [김원곤] 열린산부인과의원

홍택원내과의원 [홍택원] 활선재활의학과의원 [김강원] 황재훈비뇨기과의원 [황재훈] 효림요양병원

[고선용] 고성원내과의원 [고성원] 공덕M재활의학과의원 [이혁] 공덕서울안과의원 [문준웅] 국제의

열] 명소아과의원 [정미영] 명소아청소년과의원 [김태호] 명신의원 [반성범] 명지성모병원 [허춘웅]

[김대영] 염문선내과의원 [염문선] 영동병원 [전용욱] 영락내과의원 [유시옥] 예닮요양병원 [이춘호]

[최창락] 훈훈한내과의원 [은수훈] 훼미리365의원 [송용호, 서광수]

원 [김수영] 굿모닝요양병원 [정효근] 굿모닝플러스외과의원 [서정진] 권교선내과의원 [권교선] 권내

모태산부인과의원 [차상헌] 목동연세요양병원 [조용문] 무학산부인과의원 [홍순배] 문원실산부인과

예담피부과의원 [김종혁] 예성정안과의원 [정순국] 예원내과의원 [장창훈, 신제현] 오라클피부과의

과의원 [권강호] 권소연산부인과의원 [권소연] 글로비의원 [노봉일] 금강아산병원 [김형국] 금강의

의원 [문원실] 문의원 [박문수] 문찬수내과의원 [문찬수] 미드림피부과의원 [이태호] 미래드림여성

원 [김완수] 오쓰정형외과의원 [옹상석] 옥수명이비인후과의원 [이재훈] 옥수행복한내과의원 [주영

원 [채규주] 금천대윤정형외과의원 [김동욱] 금천수요양병원 [김문경] 금천하나의원 [노해근] 금호

병원 [김근] 미래신경과의원 [고진석] 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이승재] 미래의원 [김성배] 미애로여

진] 온가족보건의원 [임성열] 올림픽병원 [이재훈] 와이디의원 [김윤동] 왕십리휴요양병원 [박경태]

(의)수지의료재단수지요양병원 [김재택]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김병철] 21세기정형외과의

의원 [전인석] 금호정형외과의원 [고광곤] 금호중앙의원 [최비오] 김가풍정형외과의원 [김가풍] 김경

성의원 [김해성] 미즈여성산부인과의원 [오신정] 민강남의원 [구자욱] 민병원 [김종민] 민재활의학

용강의원 [김무관] 용훼미리의원 [이영옥] 우리가정의원 [조익환] 우리눈안과의원 [황홍석] 우리동

원 [이민구] JP신경외과의원 [이정표] 가은병원 [기평석] 강남의원 [이종배] 강내과의원 [강남용] 강

년내과의원 [김경년] 김경환이비인후과의원 [김경환] 김내과의원 [김재영] 김동환이비인후과의원

과의원 [정상수] 민현조내과의원 [민현조]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반재상] 바노바기피부과의원 [전

네소아청소년과의원 [유혜원] 우리들가정의원 [박순옥] 우리들병원 [배준석] 우리사랑내과의원 [이

북성심요양병원 [서대원] 강정협내과의원 [강정협] 건누리병원 [서범석]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신

[김동환] 김선태내과의원 [김선태] 김성현이비인후과의원 [김성현] 김순화소아과의원 [김순화] 김승

희대] 바로척척의원 [이세라] 바른정재활의학과의원 [정재석] 박규호내과의원 [박규호] 박상내과의

철우] 우리연세내과의원 [이태희] 우리원헬스케어영상의학과의원 [김영묵] 우리이비인후과의원 [김

재호] 고려정형외과의원 [김인섭] 고양복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꽃보다아름다운의원 [정광화] 고

욱내과의원 [김승욱] 김양정형외과의원 [김 양] 김연일정형외과의원 [김연일] 김영내과의원 [김영희]

원 [박우상] 박성신소아과의원 [박성신] 박소아과내과의원 [박형자] 박소아과의원 [박순복] 박용현

성일]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김봉구] 원효로의원 [김도훈] 원효산부인과의원 [진호준] 위너스병원

운마음정신과의원 [이창희] 곤지암내과의원 [김태준] 광교윌내과의원 [이진우] 광명인병원 [박종철]

김영진성형외과의원 [김영진] 김이비인후과의원 [김학준] 김재명내과의원 [김재명] 김종하정신과의

내과의원 [박용현] 박용현비뇨기과의원 [박용현] 박종수신경외과의원 [박종수] 박찬현내과의원 [박

[전영철] 유내과의원 [유혜신] 유앤강마취통증의학과의원 [유미숙, 강명수] 유엔씨의원 [남지나] 유

광명효요양병원 [임병남] 교하성모내과의원 [김진영] 구리한빛요양병원 [한광수] 구완서내과의원 [구

원 [김종하] 김현수내과의원 [김현수] 김홍열내과의원 [김홍열] 김효철내과의원 [김효철] 꿈나무소

찬현] 박철호내과의원 [박철호] 박태응내과의원 [박태응] 박형근정형외과의원 [박형근] 반도정형외

영조내과의원 [유영조] 유태석내과의원 [유태석] 윤안과의원 [윤중훈] 윤앤윤이비인후과의원 [윤세

완서] 국립교통재활병원 [양승한] 굿모닝요양병원 [김남균] 굿모닝항외과의원 [김정수] 권오윤내과

아청소년과의원 [김선희] 나나산부인과의원 [오현애] 나누리병원 [임재현] 나눔의원 [송한승] 나음

과병원 [나춘균] 밝은눈안과의원 [박세광] 밝은세상안과의원 [이종호] 밝은연세안과의원 [최용준]

동] 윤영석내과의원 [윤영석] 윤창옥내과의원 [윤창옥] 은정형외과의원 [은약수] 은준영내과의원

의원 [권오윤] 권혁호내과의원 [권혁호] 금란산부인과의원 [이금원] 김내과의원 [김덕윤] 김란미즈산

정형외과의원 [염철현] 남문내과의원 [유용규] 남부효요양병원 [김진아] 남서울내과의원 [이중건]

밝을명안과의원 [최웅철] 방배지에프내과의원 [이영목] 방화정형외과병원 [박용지] 백설소아과의원

[은준영] 은천요양병원 [음성화] 은평서울정형외과의원 [추성옥] 은평연세병원 [서진학] 은혜정형외

부인과의원 [이명환] 김영수비뇨기과의원 [김영수] 김영순내과의원 [김영순] 김용현내과의원 [김용

DOCTORS AUTUMN 2018

[이귀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33 서교동, 서교타

경기도

[최순희] 백합의원 [최병창] 베스트웰김진왕성형외과의원 [김진왕] 베스티안서울병원 [김경식] 별소

과의원 [이헌상] 을지로신경외과의원 [최원림] 의료법인 고려수의료재단 고려수요양병원 [조윤상] 의

현] 김재헌내과의원 [김재헌] 김포우리병원 [고성백] 꾸러기소아청소년과의원 [이해성] 나음내과의

아청소년과의원 [유지영] 보광가정의원 [김만식] 보광연세의원(성석의료재단) [김진형] 보라매요양

료법인 미소들의료재단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윤영복] 의료법인 어울림의료재단 정성요양병원 [배정

원 [김병국] 남양주우리병원 [박일] 남정우산부인과의원 [남정우] 남천병원 [정만] 늘사랑가정의학

양병원 [조현주] 다나의원 [소영] 닥터(Dr.)고소아과의원 [고안성] 닥터김앤박요양병원 [김진훈, 박성

병원 [김철준] 보문효사랑요양병원 [임선재] 보아스이비인후과의원 [오재국] 봄산부인과의원 [이승

희]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서교의원 [한인미]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연신내열린의원 [서문정] 의료

과의원 [이윤지] 다나암병원 [김기태] 다솜내과의원 [유준호]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더조은내과의원

준] 닥터맘소아청소년과의원 [안윤진, 박민경] 닥터유이비인후과의원 [유연희] 닥터홍내과의원 [홍

호] 봄피부과의원 [서용원] 북서울요양병원 [이상욱] 브레인요양병원 [최혜령] 비아이오그린몰내과

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유태전]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병원 [장혜실] 의료법인녹

[김지현] 더조은병원 [도은식] 도촌행복정형외과의원 [이원규] 동안내과의원 [전진우] 동탄마취통증

기석] 단비소아청소년과의원 [안소현] 대남의원 [한창호] 대림요양병원 [박우일] 대명MRCT의원

의원 [기신영] 비앤빛강남밝은세상안과의원 [김진국] 사랑요양병원 [윤여준] 삼성드림내과의원 [박

십자의료재단녹십자아이메드의원 [김상만]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 [김갑식] 의료법인사랑

의학과의원 [김태완] 러스크병원(수지) [김요섭] 로젠요양병원 [이서경] 로하스요양병원 [하승엽] 로

[한채규] 대명요양병원 [한중규] 대신의원 [정충남] 대암의원 [이병욱] 대한민국요양병원 [조국형]

승식] 삼성드림의원 [조현우] 삼성베스트의원 [정갑성] 삼성속편한내과의원 [김민수] 삼성수내과의

나눔의료재단에보스의원 [김영규, 윤승재, 최은진] 의료법인서광의료재단 성북중앙병원 [김광천] 의

하스일산요양병원 [송인철] 리하트병원 [이강정] 린병원 [김일수] 맘편한산부인과의원 [이진우] 메디

대한의료영상의학과의원 [김경락] 더끌림산부인과의원 [신나리] 더더블유의원 [김재홍] 더드림산부

원 [최소연] 삼성신경외과의원 [이승민]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박상욱] 상계맑은내과의원 [오

료법인성석의료재단동작경희병원 [안승준] 의료법인에이치엠피의료재단녹십초요양병원 [박형문] 의

코아내과의원 [정호석] 명안과의원 [이미리] 문소아과의원 [문경상] 바로정형외과의원 [윤은수] 바로

인과의원 [윤선웅, 안금성] 더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이상우] 더맑은가정의학과의원 [박춘묵] 더맑

현호] 새길병원 [이대영] 새마음요양병원 [김래오] 새미래요양병원 [신면호] 새본내과의원 [황규남]

료법인열린의료재단 동대문열린의원 [이선영] 의료법인열린의료재단 한신의원 [박경아] 의료법인열린

힐마취통증의학과의원 [엄희상] 박형근내과의원 [박형근] 밝은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신용승] 베스

은내과의원 [박민선] 더본병원 [김준한, 윤재영] 더블유외과의원 [유윤식] 더사랑요양병원 [도규호]

새빛요양병원 [송상붕] 새생명내과의원 [심창식] 새움병원 [박준식] 샘내과의원 [이준우] 샤인소아

의료재단강동열린의원 [최경아] 의료법인열린의료재단예인의원 [김화정] 의료법인유라의료재단 온누

트힐스요양병원 [강성민] 별내우리내과의원 [우성애] 보람의원 [유연황] 보바스기념병원 [박진노] 봄

25

24

노만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 [노만희] 노블요양병원 [양성희] 노원솔요양병원 [윤호석] 노원스마트요
양병원 [정영래] 녹십자요양병원 [김대영] 뉴서울성모요양병원 [어강] 뉴서울의원 [박대규] 느루요

LIST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협력 병 〮 의원 리스트
소아청소년과의원 [이주희] 부천메디홀스의원 [이상봉] 부천안과의원 [최인숙] 분당러스크재활전문

[권태형] 함춘내과의원 [남귀현] 현대유비스병원 [이성호]

병원 [김현배] 분당센트럴요양병원 [나호익] 분당수내정형외과의원 [신윤창] 분당연세요양병원 [박
종원] 분당연세플러스안과의원 [이승혁] 사단법인누가참의원 [김성] 산본성심요양병원 [박보라] 삼

강원도

성노블카운티의원 [정기환 대표님] 새사랑의원 [김성열] 샘물내과의원 [박경수] 서수원요양병원 [서

강릉동인병원 [이봉진] 김도형내과의원 [김도형] 김영석이비인후과의원 [김영석] 서울성모통증의

동원] 서울대효요양병원 [조성옥] 서울라이즈요양병원 [김태완] 서울삼성호매실요양병원 [서상혁, 이

학과의원 [최봉철] 속초정요양병원 [정미경] 암스트롱요양병원 [김재오] 연세맑은내과의원 [김민수]

윤수] 서울속내과의원 [엄욱현] 서울안과의원 [오상언] 서울안과의원 [장승원] 서울에이스마취통증

윤가정의원 [윤동연] 의료법인동해동인병원 [이광수] 이광훈내과의원 [이광훈] 이종원내과의원 [이

의학과의원 [박세일] 서울요양병원 [조경훈] 서울이안과의원 [이문주] 서울탑내과의원 [이상구] 서울

종원] 정내과의원 [정원호] 조관식안과의원 [조관식] 춘천채안과의원 [박준상] 한마음병원 [위요섭]

황제내과의원 [김경민] 서울휴재활의학과의원 [고재현] 선재암요양병원 [고영택] 선한빛요양병원 [김
기주] 성남요양병원 [정재화] 성모내과의원 [김대수] 성모수내과의원 [최수진] 성모요양병원 [박종

대전광역시

훈] 성심내과의원 [임태경] 세류정형외과의원 [김대성] 세원산부인과의원 [김종한] 세인내과의원 [이

(의)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강유리] 글로벌튼튼병원 [양승환] 대전보람병원 [이기

혁우] 세인트힐병원 [이영석] 손내과의원 [손무영] 수내과의원 [임연식] 수병원 [김준용] 수원요양병

훈] 동양정형외과 [이종철] 동인연합의원 [임현재] 사회복지법인성화 대전요양병원 [양혜연] 새서울

원 [조현암] 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 [김진수] 수지한빛정형외과의원 [김동구] 시흥솔병원 [윤대원] 신

내과의원 [이기상] 유성한가족요양병원 [이재원] 푸른외과의원 [류경호] 푸른요양병원 [강명식] 하

병원 [신경현] 신일의원 [심경보] 실로암노인전문병원 [이현철] 싱싱가정의원 [최재식] 아벤스병원

나로내과의원 [서지원] 한민내과의원 [한민희]

[권오중] 아이원병원 [황민호] 아이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 [임호섭] 아주편한통증의학과의원 [박한
석] 안성동인병원 [한영길] 안성성모병원 [이주한] 안성현대요양병원 [이인재] 압구정집성형외과의

충청남도

원 [김장룡] 양주한가람의원 [김관우] 에덴요양병원 [김남혁] 에스알씨(SRC)재활병원 [민오식] 엘드

CNP차앤박피부과의원 [이정훈, 김현조] 고명권피부과의원 [고명권] 공주서울안과의원 [김정환] 굿

림병원 [김호철] 엠디그린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상윤] 연세박상학의원 [박상학] 연세서울병원 [장

모닝의원 [박경신] 김경중내과 [김경중] 김남혁의원 [김남혁] 김재하내과의원 [김재하] 당진이안과

혁진] 연세세미래요양병원 [송남규] 연세수내과의원 [이재성] 연세안과의원 [이기증] 연세윤내과의

의원 [이재호] 맑은마음병원 [이형근] 명소아과의원 [오경환] 명천가정의원 [이황용] 사랑의메디칼의

원 [윤도식] 연세정형외과의원 [이광석] 연세쿰내과의원 [강남규] 예소람의원 [이봉구] 예스병원 [도

원 [조현백] 서산조은내과의원 [황규식, 서성우] 서연석내과의원 [서연석] 성제의원 [이맹기] 성환서

제27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협력 병·의원의 밤에
선생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
11.12

현우] 예일안과의원 [이강석] 예일항외과의원 [류필건] 오산메디칼의원 [최진구] 오제호내과의원 [오

울의원 [정인태] 신인철내과의원 [신인철] 신제일병원 [신영록] 연세나무병원 [류권의] 장사랑연합내

제호] 왕내과의원 [왕준광] 용인서울안과의원 [이용준] 용인서울요양병원 [이제남] 용인성모의원 [홍

과의원 [이관현] 정창호내과의원 [정창호] 제일의원 [김신일] 준정형외과의원 [박경준] 한빛정형외

은미] 용인제일산부인과의원 [차상헌] 우리들통증의학과의원 [강형창] 우리병원 [홍현종] 우리안과

과의원 [손치수] 홍익외과정형외과의원 [정연철]

국민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헌신하시는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청소년과의원 [박봉서] 위례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 [정희영] 위소아청소년과의원 [위규석] 유내과의

충청북도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리며, 본원에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감사한 마음을

월요일

전하고자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만찬과 더불어 유익한 의학 특강이

오후 7시

진행될 이번 ‘협력 병·의원의 밤’이 진료실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고,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의원 [김동춘] 우리호병원 [신호식] 우리효사랑요양병원 [김창호] 우제영내과의원 [우제영] 웰봄소아
원 [유인환] 유희범소아청소년과의원 [유희범]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박병원 [박진규] 의료법인 범문

(의)인화재단 한국병원 [송재승] 김&박내과의원 [김계영, 박경식] 김종수내과의원 [김종수] 남궁비

의료재단 진병원 [손성곤] 의료법인 수현의료재단 파주시티요양병원 [김진수]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뇨기과의원 [남궁 견] 녹십자중앙의원 [이원해, 한미숙] 단양의원 [김용덕] 백석기내과의원 [백석기]

분당열린의원 [안재형] 의료법인 영동의료재단 의정부백병원 [곽성진] 의료법인광화의료재단하워드

상당이비인후과의원 [이권형] 씨엔씨재활요양병원 [강전완] 영동조은안과의원 [이동초] 오창김안과

힐병원 [김태선] 의료법인나래의료재단 나래의원 [정성훈] 의료법인동행의료재단보리수요양병원 [서

의원 [김동규] 음성소망병원(의료법인음성소망의료재단) [이강표] 청주탑요양병원 [김정규] 청주푸

태홍] 의료법인메디피아제8의원 [임민선]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이장원] 의료법인석경

른병원 [황찬호] 한일정형외과의원 [허지현]

의료재단 중동연세병원 [양만식] 의료법인성베드로병원 [심영보] 의료법인열린의료재단참사랑의원
[오종훈] 의료법인운천의료재단메디홀스요양병원 [이장욱] 의료법인운천의료재단메디홀스의원 [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세윤]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윤영순] 의료법인한영의료재단삼성요양병원 [도호웅] 의정

(의)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박재흥] 신우내과 [민경환] 장팔팔내과의원 [박선미] 제영성내과의원

부요양병원 [변정원] 이근산부인과의원 [이근우] 이내과의원 [이상운] 이동규내과의원 [이동규] 이앤

[제영성]

박내과의원 [이상훈] 이영창내과의원 [이영창] 이은종내과의원 [이은종] 이함내과의원 [함정호] 이호
수내과의원 [이호수]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한윤경] 인선요양병원 [송순섭] 인하의원(열린의료

경상남도

재단) [김경아] 일산메디안요양병원 [박근화] 일산자애병원 [이인희] 일산중심병원 [이상운] 일산호

박내과의원 [박찬규] 박양훈내과의원 [박양훈] 서울아이비안과의원 [김수현] 정안과의원 [정기용]

수요양병원 [윤석주] 임재환신경과의원 [임재환] 장안내과의원 [이소영] 재단법인원진녹색병원 [정일

정앤남정형외과의원 [임석범, 남준서] 진주본병원 [정석봉]

19:00~19:00

등록 및 석식

19:20~19:30

인사말

센터장 장재칠

환영사

병원장 서유성

용] 전곡온의원 [온준상] 정동국내과의원 [정동국] 제일내과의원 [박재일] 제일안과의원 [김준석] 조
은내과의원 [조재웅] 조은맘산부인과의원 [안준모] 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 [조명환] 조형도내과의원

경상북도

[조형도] 주내과의원 [김은주, 김철] 죽전정형외과의원 [정헌수] 중앙효요양병원 [박철수] 진병원 [양

순천향정형외과 [윤승열]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김덕호] 조은연합정형외과의원 [김도권, 김경제]

재진] 차외과의원 [차제선] 차이비인후과의원 [차영진] 참내과의원 [김호중, 고영선] 참의원 [이태규]
추내과의원 [추원석] 케어스힐요양병원 [김익환] 코넬비뇨기과의원 [이승준] 킴스비뇨기과의원 [김두

대구광역시

한] 탄현수내과의원 [김영태] 태림소아청소년과의원 [김태중, 임석호] 퇴계원 서울요양병원 [조용준]

성모여성병원 [권경익]

축사

용산구의사회장 김원곤
중구의사회장 정종철

투재암요양병원 [백정선] 파라밀요양병원 [김경한] 파주로하스요양병원 [안주하] 포브스요양병원
[곽명재] 포천신경외과의원 [이강목] 푸른안과의원 [정지용] 하나로내과의원 [박용주] 하나의원 [이

광주광역시

승철] 한결내과의원 [이경주] 한국관광대학노인전문병원 [김인철] 한내과의원 [한대희] 한마음안과

김계혁내과의원 [김계혁] 대성병원 [최철민] 은병원 [김헌] 천지인한방병원 [박종기]

성동구의사회장 고선용
19:30~20:30

의원 [김창헌] 한마음정형외과의원 [최순용] 한빛의원 [김부년] 한사랑요양병원 [정주원] 한사랑이
비인후과의원 [홍강표] 한세환내과의원 [한세환] 한솔정형외과의원 [김남권] 한양내과의원 [이승원]

전라남도

한우리요양병원 [이준권] 한울내과의원 [김상목] 허브내과의원 [박승호] 현대가정의학과의원 [박정

김성훈이비인후과 [김성훈] 목포중앙병원 [이승택] 의료법인무등산의료재단 무등산생태요양병원

훈] 현탑안과의원 [임상현] 현화배내과의원 [배성한] 호원병원 [이용재] 홍정곤내과의원 [홍정곤] 화

[장호직] 이상철내과의원 [이상철] 정준성내과의원 [정준성] 진도이안과의원 [이동헌] 한울요양병원

성현대요양병원(의료법인일선의료재단) [이연재] 화정병원(상록의료재단) [김주한] 황산내과의원 [황

(백담의료재단) [김윤일] 해남종합병원(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김동국]

의학강좌

비만대사 수술이 보험이 된대요 : 외과 김용진 교수
다빈치 로봇수술의 최신동향 : 산부인과 김정식 교수

산] 황재영정형외과의원 [황재영] 황효주내과의원 [황효주] 효플러스요양병원 [김태우, 이성천] 휴앤
유병원 [이명룡] 힐링웰요양병원 [장재희, 황대규]

숨어있는 암세포를 찾고 어려운 질환을 진단하는

전라북도

핵의학 검사 : 핵의학과 박수빈 교수

김봉준신경정신과의원 [김봉준] 미듬내과의원 [송승렬] 박승민내과의원 [박승민] 복음연합내과의원
인천광역시

[김은화] 서복주내과의원 [서복주] 장용범내과의원 [장용범] 정읍내과의원 [김형호] 함께하는내과의

가천대부속동인천길병원 [이규례] 그린메디칼의원 [전재형] 김승구내과의원 [김승구] 논현이이주

원 [문치영]

20:30~21:00

내과의원 [이영홍, 봉형근] 다인안과의원 [남세현] 다정한내과 [함정식] 로하스인천요양병원 [천일
영] 모식외과의원 [김영준] 보람정형외과의원 [이상준] 봄날요양병원 [이송] 부평그린마취통증의학

제주특별자치도

과의원 [박정우] 서울정형외과의원 [신영수] 성모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대영] 성모신경외과의원

늘푸른내과의원 [김동규] 서귀포내과의원 [이권호] 서연내과의원 [성재락] 슬로우성형외과의원 [김

[주교성] 신안과의원 [신승완] 알엠병원 [임병국] 예스메디칼의원 [이동근] 예일메디칼의원 [임삼병]

재인] 제주우리병원 [김호진]

특강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이경신] 자혜정형외과의원 [안상묵] 장앤탑내과재활의학과의원 [서정우] 차인종산부인과의원

방지거정형외과의원 [박준영]

26

[차인종] 청구요양병원 [김경호] 청담요양병원 [박건] 최내과의원 [최두홍] 한사랑이비인후과의원

좌장 : 센터장 장재칠
문재인케어, 의료정책과 현실
: 대한의사협회 기획 및 보험이사 박진규

우리가정의원 [이신배] 위편한내과의원 [위준환] 의료법인 정강의료재단 위드미요양병원 [이재혁]
이.이.주내과의원 [주재학, 이종태, 배윤호] 이창수소아청소년과의원 [이창수] 이화웰봄소아청소년과

좌장 : 연구부장 장재영

21:00

맺음말

진료협력센터
Referral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