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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Message

축 사
지난 30년간의 거듭된 성장과 발전을 밑거름 삼아
더욱 빛나는 30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세종병원의 도전과 열정 30년!
세종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3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드
립니다. 올해로 서른 살 청년이 된 세종병원의 현재 모습은 ‘심장병 전문병원’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서른 살 세종병원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만들고 싶다던 1981년 박영관 회장님의 당시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
을 해 봅니다.
40대 초반의 박영관 회장은 당시 서울대학교 병원연구소를 이끌고 있던 제게 찾
아와 심장수술을 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
하여 연구소 연구원들은 박영관 회장님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1년도 당시 대학병원도 아닌 개인

세종병원 30년사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불가능하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설립을 향한 박영관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심장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비해 환자는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본인은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국내외에서 다수의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어 수술하는 것에 있어 자신
감이 넘쳤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어 병원을 찾는 환자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영관 회장은 확신에 찬 논리와 근거를 들어가며 저와 병원연구소의 모두를 설득시켰고, 개인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심장병 전문병원이라는 독특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소 연구진들은 새 병원 건립 타
당성 조사, 병원 설계자문, 단계적 개원 계획, 각급 직원들의 개원 준비 훈련에 이르기까지 힘자라는 만큼 열심히 도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중심에는 패기 찬 40대 초반 박영관 병원장이 있었습니다.
세종병원은 개원하자마자 놀랄만한 성과와 업적들을 이루어내며 국내 심장병 치료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 실력과 능력은 해외까지 널리 인정받아 카자흐스탄에 병원 브랜드를 수출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세종병
원은 30년간의 거듭된 발전을 통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세종병원을 설립하는 데에 함께 할 수 있었고, 세종병원의 발전을 지켜보며 응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행운이요, 크나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나는 지난 3년 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37개국 18억 인구의 건강관리 총괄하는 사무처장 직책을 맡으면서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수술로써 완치 될 수 있는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어린이들을 봅니다. 심장병으
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나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병원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날 세종병원의 발전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추진했던 박영관 회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목표와 비전을 향해 정진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병원은 지금껏 걸어왔던 30년보다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를 지향하는 세종병원 30주년 기념 엠블렘은 도전과 열정으
로 가득 찬 젊은 세종병원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숫자 ‘30’을 캘리그라피를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세종병원 RED 컬러를 사용하여 병원의 아이덴티티를 이어
가고자 하였습니다.

더욱 빛나는 3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세종병원의 앞날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30년간 국내 심장병 치료 역사를 만들어 오신 세종병원 박영관 회장님과 노영무 병원장님께 축하와 경하의
말씀을 드리며, 세종병원 가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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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이 걸어온 30년을 축하하며
앞날에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직원과 가족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세종병원의 3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심장수술이 아직 미미하였던 30년 전, 국내 심장병 어린이들을

하바롭스크시(市)의 명예시민이자 세종병원의 설립자이신 박영관 회장님께

위해 복숭아꽃 만발한 소사에 심장병 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이 우뚝 섰습니다.
1985년 세종병원과 한국심장재단이 함께 손잡고 심장병 환자들을 도와 온지

세종병원의 개원 30주년을 하바롭스크의 모든 시민들과 행정부 임직원들이

도 2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심장재단 사업에 동참해주시고 도와주신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세종병원 임직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과 유능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세종병원은

특히 세종병원의 설립자이신 박영관 회장께서는 1987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심장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심장재단의 이사로서 재단 발전에 헌신해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병원은 25,000례가 넘는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1,000명 이상의 해외 심장병 어린이를 무료로
개원 당시부터 세종병원은 찾아오는 환자만을 치료하는 수동적인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소외지역을 구석구

수술하는 성과를 이루면서 아시아 최고의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석까지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정보도 구할 수 없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지내던 심장병 환자들이 수술 받

세종병원은 하바롭스크시와 10년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바롭스크시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41명에게

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이 발 벗고 나서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던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세종병원의 이 같은 지원과 도움에 하바롭스크시의 모든 시민들과 행정부 임직원들

환자와 부모들이 생명을 구해준 세종병원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어린이 무료수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심장병 어린이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 해에는 무료수술 1,000명 달성 기념행

온 것은 오늘날 세종병원의 성공을 이루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치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저는 이전에 국내 심장병 환자들이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멀리 외국에 가서 수술
받던 일이 불과 30여년 전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심장 수술 분야에 몸 담았던 의사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종병원의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세종병원의 모든 직원과 가족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지난 30년간 세종병원은 심장수술 전문병원으로써 대학병원 못지않은 높은 의료기술로 환자들을 치료해 왔으

세종병원이 임상 및 연구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

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여 개발도상국의 많은 심장병 환자들을 도와 왔습니다. 또한 세종병원의 체계적인 진

시기 바랍니다.

료 시스템은 심장분야의 많은 전문인들을 양성하여 현재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심장분야 권위자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늠름한 청년이 된 세종병원은 이제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도전
정신으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 환자들을 찾아 나선 정신으로 임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아시아에서 우뚝 선 세종병원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심장재단 이사장

조범구

하바롭스크 시장

소콜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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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30년사는 지난 날의 도전과 발전의 기록이자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세계 어느 병원과 경쟁해도 앞서가는
자랑스러운 세종병원이 되겠습니다.

세종병원이 역사적인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세종병원이 그 동안 걸어온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담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종병원 30년사’는 우리 세종병원

병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 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듯 30주년을

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고 이를 거울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기념하는 책을 발간하고 보니 새삼 세월의 흐름이 화살과 같음을 느끼게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됩니다. 지난 30년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 보노라면 수 많은 기억들이 주마등
처럼 뇌리를 스쳐갑니다.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심장병 전문병원을 향한 박영관 회장님의
선견지명과 확고한 의지, 그리고 세종병원과 함께 했던 훌륭한 의료진과

세종병원의 30년은 ‘심장치료를 향한 도전과 열정의 30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병원으로 심장병

임직원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들에 놀라움과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병원은 지난 날의 역사를

전문병원을 개원한다는 것은 당시 의료상황에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한 도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종병원은

자양분 삼아 오늘날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긴 역사와 전통, 그리고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들 사이에서도 ‘심장질환’ 하면 ‘세종병원’이

30년의 눈부신 역사를 되새기며 어제의 성과를 자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라는 이름이 떠 오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2011년 11월에는 JCI 국제인증을 획득하면서 해외 환자의 심장을 치료하는 글로벌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

행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니다.
공자는 ‘삼십이립(三十而立)’ 이라 하여 “사람은 나이 서른이 되면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매진해야 한다”고 하
30년 동안 세종병원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 데에는 본원을 거쳐간 유능한 의료진들과 임직원들의

였습니다. 서른의 나이에 접어든 세종병원도 과거의 영광과 작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땀과 열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본원과 고락을 함께 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어 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오랜 기간 회의와 토론으로 ‘2020년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라는 비전을 세웠습

서도 세종병원을 성원하고 지원해주신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니다. 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낸 세종가족 모두의 비전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종병원은 비전 실현을 통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병원, 어느 병원과 경쟁을 하더라도 앞서가는
세종병원의 30년 역사를 담은 이 병원사는 세종병원의 지난 날의 도전과 발전의 기록이자 50년, 100년을 향해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30년의 성과가 찬란했던 역사로 끝나지 않고 50년, 100년 동안 이어질 수

나아가겠다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종병원은 지금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라는 비전을 세우고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종병원의 역사와 함께 했고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과 세종병원을 사랑하고 후원해 주

세종병원이 국내외 의학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그 날을

시는 모든 분들과 세종병원 30년사 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병원 회장

박영관

세종병원 병원장

노영무

Commemoration Message

Encouragement Message

기 념 사

격 려 사

대한민국 대표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
2020년 세종병원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될 것입니다.

심장혈관 치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뇌혈관분야를 발전시켜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세종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는 것은 적잖은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서야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종병원 30년사는 개원 당시 초심을 기억하게 하고 비전

세종병원은 30년 전, 의료취약지구였던 부천에 심장병 전문병원으로 첫 발을

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모두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가 되

내딛고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비약적인 발전

리라 생각합니다. 세종병원은 심장혈관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으로 24

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병원, 누구나 시도할 수 없었던

시간 전문의가 상주하여 언제든 수술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병원입니다. 심장

병원을 만들어 대한민국 심장치료 발전에 크나 큰 기여를 하신 회장님께 경하

혈관질환 치료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치료 노하우, 그리고 응급치료시스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어떤 병원보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세종병원은 개원 30주년을 기점으로 심장혈관질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뇌혈관질
환 치료분야를 발전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 ‘2020년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 도약

강산이 세 번 변한다는 30년 동안 세종병원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병원의 지난 30년이 대한민국 심장치료에 역사를 만들어 왔듯이, 세종병원의 내일은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국내유일의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이라고 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병원’이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인들의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기여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고 불리기도 하고, 둘째 세종병원 출신의 심장명의가 많다고 하여 ‘심장사관학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셋째

세종병원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개인병원이지만 심장치료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고 하여 ‘작지만 강한 심장전문병원’이라는 수식어도 있

감사합니다.

세종병원 진료부원장

조태구

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심장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환자들이 세종병원을 찾고 있으며, 1,000명이 넘는 해외
어린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줌으로써 국위선양은 물론 민간외교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어 ‘의술과 인술
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병원을 수식하는 많은 이름들은 대
한민국 심장치료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세종병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세종병원은 지난날의 발전과 영광에 안

시련과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하는 세종병원!
세종병원과 함께한 30년이 자랑스럽습니다.

주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병원의 다음 수식어는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의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늘날 세종병원을 만들어 온 모든 구성원들의 저력과 열정, 협력과 협동정신은 반드시 이 수식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종병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종병원의 30주년은 개원 멤버인 저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30년 동안 눈부
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의 세종병원이 있기까지 제 개인도 병원과 함께 성

세종병원 30년사는 세종병원의 어제의 저력과 내일의 비전을 이어주는 충실한 다리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심
뇌혈관 전문 종합병원’,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종병원 30년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세종가족 여러분들과 여러 사회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여러
분, 그리고 세종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했음에 더 없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세종에서의 모든 순간은 저를 키우는 가르
침의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이나 조직 역사의 성패가 좋은 시기보다는 어려
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종병원은 시련
과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한 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
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종병원은 30년 역사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

고맙습니다.

과 냉철한 현실 인식,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계획과 실행 능력,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열정이 지금 우리에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종병원이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세종의 미션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세종병원 이사장

정란희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세종의 조직문화(영혼)가 살아 움직이는 병원으로 영구히 존속, 발전할 것을 기원합니다.

세종병원 행정부원장

문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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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안전에 기반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세종병원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위해
최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최초
● 숙련된

365일 24시간 전문의 상주 시스템 도입

의료진과 간호인력의 24시간 환자 밀착관리

● 국제의료기준에
●총

맞춘 최첨단 수술실

병상대비 중환자실비율 국내 최대규모

● 전문센터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우수한 의료진의 상호협력은 치료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Collaboration
수평적 소통과 역할존중을 통한 협력

세종병원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진으로 최상의 치료결과 제공

● 부서별

진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닝 컨퍼런스

● 시술과

수술이 한 자리에서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심장치료의 30년 노하우를 교육하고
더 나은 치료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온 세종병원은
최고의 의술을 나눔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최고의

전문 의료진 양성을 위한 의료진 교육 (국내외 의료기관 연수, 임상연구 등)

● 전문간호사
● 국내외

Commitment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한 사회적 헌신

시험제도를 통한 우수간호사 양성

우수 의료기관과 최신의술 공유

● 선천성심장질환
● 심혈관질환의

분야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3-Day Seminar on CHD 개최

최신지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세종 심혈관 심포지엄 개최

● 심혈관질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의, 구급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마련

● 국내

의료취약지역 심장병 무료검진 및 무료수술 활동

● 해외

선천성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의료나눔활동

Challenge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정신

세종병원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멈추지 않는 도전은
국내외 의료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국내의료기관
● JCI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최초 국제의료전용병동 오픈

국제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의료기관 인정

● 국내

최초 카자흐스탄에 병원 플랜트 수출 성공 (세종 유라시아 병원)

● 해외

병원진출을 통한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로의 도약 준비

Ⅰ

세종병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1.	세종병원 소개

▒ 세종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입니다
세종병원은 1982년 8월 20일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해’ 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최
초로 설립된 심장병 전문병원이다. 심장수술을 위해 설계에서부터 장비와 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
고 개원한 세종병원은 개인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
구하고 심장수술에서 놀랄만한 실적과 성공률을 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심장병 전문병원으로 성장하
1982년 8월 20일, 개원당시 세종병원의 전경

였다. 198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대한민국 유일한 심장전문병원이며, 2011
년 11월에는 미국 JCI(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가 제시한 1,221가지 안전기준을 통과하여 글로벌 병원
으로 거듭난 세종병원!
세종병원은 심장과 더불어 뇌혈관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개

원 : 1982년 8월 20일

■부

지 : 7,894.5㎡

■ 연 면 적 : 21,162.478㎡
■본

관 : 지하2층~지상7층

■별

관 : 지하3층~지상6층

■ 진료부서 : 26개
성인심장 - 심장내과, 흉부외과
2012년 7월, 세종병원 전경

소아심장 - 소아청소년과,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
1981년, 기초공사 작업 중인 병원 모습

내 과 부 -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외 과 부 -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재활의학부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임상지원부 -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 병 상 수 : 327병상
■위

1982년 12월 6일, 세종병원 입간판을 세우는 모습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28 (소사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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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원 수 : 685명 (의사: 95명, 간호사: 3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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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이념 및 비전

조직도

2012. 05.18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해

회장
고문

이사장

이사회

세종병원은 1982년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심장병 없는
세상이란 비단 심장병이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모든 심장병 환자가 적
기에 치료를 받아 심장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을 의미한다. 심장병은 당뇨, 고혈압, 고지

병원장

세종의학연구소

전략기획본부장
국제의료센터

혈증, 만성콩팥병 등 성인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심장병을 가진 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는 타 질환 치료를 받을 때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세종병원은 심장
치료의 Total Care Service를 제공하고자 26개의 전문 진료과의 유기적인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병원은 심장질환은 물론 뇌혈관질환도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도약

QI
팀

QI실
임
상
시
험
센
터

임
상
의
학
연
구
실

연
구

운영위원회

전 브
랜
드
산
마
케
팀 팅

분과위원회

지
원
실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수련부

Vision

영역비전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병원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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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센
터

고객비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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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팀

진료부원장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설립이념을 기본으로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Mission

대외협력센터

기획실

감염관리실

임상시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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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본부장
간호본부장

간호1,2,3부 교육행정부

간호1부 _ 외래U, 특수검사
U, 중앙공급U, 응급U
간호2부 _ 심장혈관중환자
U1, 심장혈관중환자U3,
내외과중환자U, 수술U1,
수술U2, 마취U, 인공신장U,
분만U, 신생아U
간호3부 _ 3A병동U,
3B병동U, 5A병동U,
5B병동U, 6F병동U,
7F병동U, 뇌졸중 집중치료U

관리부

원무부

총 재 구 시 영 약 원 보 건
강
무 무 매 설 양 제 무 험 증
진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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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팀

진료지원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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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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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상
의
학
팀

진
단
검
사
의
학
팀

물
리
치
료
팀

교육부

심 심
혈
폐 관
기 촬
영
팀 팀

분과위원회
진료위원회, 수련위원회, 의무기록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응급처치위원회, 도서위원회, 약사위원회,
수혈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영양위원회, QPS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인사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환자실운영위원회, 시설장비도입심의위원회, 홍보위원회, 마취진정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교육위원회, 현장검사위원회, 폭력방지위원회, 뇌사판정위원회 (이상 24개)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

성장비전

직원비전

항상 도전하고
도약하는
세계인의 병원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병원

세종병원 HI(Hospital Identity) 소개
세종병원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HI는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세종의 역사성 정립 등의 개념과 정서를 반영해 친인간적인 휴머니즘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주색

26

Care - 환자에게 안전에 기반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5대 행동규범

1. 업무 시작 전 IPSG를 제창한다

역할 존중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

2. 대화는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시작한다

Commitment - 사회에 교육, 연구, 봉사를

3. 서로 존칭(직함)과 경어를 사용한다

통해 헌신한다

4. 약속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한다

고 있다.

우리 세종인은 5대 행동규범을
모든 업무에서 적극 실천한다

Collaboration - 동료간에 수평적 소통과

Challenge - 도전정신을 통해 개인과

인 RED는 따스함과 친근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세계무대를 향한 세종병원의 도전의지를 부각시키

(회의, 진료, 회진)
5.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제1부 • 1 세종병원 소개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핵심가치(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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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 일본 해외협력자금을 이용해 건축비와 의료장비 구입비용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2.세종병원 30년 발자취

운영해 병원건립을 장려하고 있었다.
시기적, 제도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박영관 회장은 병원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병원부지를 물색해 나갔다. 당시 의료취약지구로 지정된 여러 곳 중 박영관 회장은 서울
과 인천에 인접해 있는 부천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부지로 확정했다.
그 때, 새로운 병원이 많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새롭게 조직된 서울대학교병원 부설 병원연구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박 회장은 이 곳에서 개원과 관련한 모든 것을 자문 받기로 계약했다.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신영수 교수가 어떤 병원을 짓고 싶느냐는 질문을 해 왔다. 이에 박 회장은 서
슴지 않고 심장병 전문병원을 만들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모든 관계자들이 놀라며
“심장병 전문병원을요? 대학병원에서도 못하는 개심수술을 개인병원에서 하겠다고요?” 하고 반문했

가슴이 뜨거웠던 흉부외과 의사, 심장병 전문병원을 꿈꾸다

1958~1981

다. 심장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박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
다. 심장병 전문병원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박 회장은 자신이 있었다.
당시 열악한 상황이긴 했지만 의료보험 덕분에 심장병으로 병원을 찾게 될 환자는 얼마든지 많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던 선천성심장병환자가 약 2만 명 정도였다.
2~30년 뒤에는 선천성심장병 환자들이 모두 해소되고, 그 이후에는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관상

의사를 꿈꾸던 소년! 심장을 만나다
박영관 회장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의사’ 였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아버지의 삶을 존
경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의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5. 16 군사혁명 정권 아래서 서울대학교

동맥질환이 늘어나 심장병 환자는 오히려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자도 있고, 환자의 의료비 지불 부담이 줄었으니 심장 수술하는 기술을 가진 병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박 회장은 그런 병원을 만들 자신이 있었다. 독일에서 2년간 팀워크로 수술하는 훈련을 받

를 졸업하고 인턴을 거친 박영관 회장은 흉부외과를 전공하게 된다. 박 회장이 흉부외과(심장외과
학)를 선택한 것은 순전히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였다. 당시 흉부외과라고 하는 학문이

1971년 2월, 박영관 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위) 1969년, 군의관 시절의 박영관 회장
(아래) 1976년, 독일 유학시절 Dr. Steiger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서울대학병원 이찬범 교수와 이영균 교수가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국
내로 돌아와 폐, 식도, 심장수술까지 하면서 흉부외과라는 학문이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 되고 있었다.
흉부외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박영관 회장은 1969년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군에
입대하여 화곡동 국군수도통합병원 초대 흉부외과 과장을 거쳐 제대를 한다. 그 후 1년간 인제대학교
백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있다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박 회장은 교편을 잡은 지 3년 만에 흉부외과 분야의 선진의학을 배우고자 독일로 유학을 결심한다.
그리하여 심장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뒤셸돌프대학에서 1975년부터 1977년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까지 2년간 연수를 받았으며. 다시 귀국하여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로의 삶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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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보장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 심장병 전문병원을 꿈꾸다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로 보장된 삶을 살고 있던 박영관 회장은 1980년 의료기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병원을 설립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77년도에 의료보험이 도입되자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반면, 병상은 한참 모자
라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더 많은 병상확보를 위해 의료취약지구에 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땅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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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이었다. 박 회장은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연구소 관계자들을 설득했고, 결국 ‘한번 해 보자’
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박영관 회장은 진단, 수술, 수술 후 처치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팀워크가 잘 갖추어진 심장병전문병
원을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다.

부천에 ‘생명의 박동’이 뛰다

1982~1984

1982년 8월 20일, 병원 수술실을 소개하고 있는 박영관 회장

1984년, 당시 첨단 인공호흡기였던
앵스트럼 도입

의료취약지구 부천에 최첨단 심장병 전문병원이 들어서다

대학병원에서도 갖추기 힘든 최첨단 장비와 시설들이 의료취약지구였던 부천에 갖춰지기 시작했다.

박영관 회장은 개심수술이 가능한 심장병 전문병원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병원을 설계해

1982년 8월 20일, 개인병원으로는 최초로 심장수술이 가능한 대한민국 유일의 심장병 전문병원인

나갔다. 박 회장은 목표한 날짜에 병원 문을 열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개원준비를 해 나갔다.

세종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었다. 연건평 1,500평, 5개의 수술실, 20병상의 중환자실, 100개의 일반

심장수술을 위한 시설이 설계되고, 장비들을 하나씩 구입했다. 방사선 실에 1초에 6장까지 촬영할

병실을 갖춘 종합병원이었다.

수 있는 양면 동시 촬영기와 2차원 초음파기기, 심폐기가 마련되었다. 수술 후 환자처치가 이루어지
는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5대, 환자 감시장치 10대, 약물 자동 주입기 20대 등도 구입하였다. 당시

첫 번째 심장수술을 위해 마네킹으로 5번의 수술 예행연습을…
개원한 지 6개월 만인 1983년 1월, 첫 개심수술을 요하는 승모판막협착증 환자가 세종병원을
찾았다. 수술 한 달 전부터 내과, 소아과, 흉부외과, 방사선과, 마취과의 전문의 10여 명과 수술실
간호사 3명, 심폐기 기사 1명, 중환자실 간호사 5명, 시설과 직원 4명 등 24명이 모여 수술 전 예행

1982년 8월, 개원을 앞둔 병원전경

연습을 했다.
마네킹을 실제 환자처럼 침대에 눕혀서 수술 전 처치를 하고, 실제 수술에 필요한 약제가 모두 준비
된 수술실로 이동하여 마네킹에 주사하는 연습을 했다. 마취 후 실제 집도의가 수술복을 갈아입고 피
부절개, 흉골절제, 심폐기 가동, 개심수술, 개심수술 완료, 심장제세동, 심장박동, 전체 수술 완료,
중환자실 이동, 이틀간의 중환자실에서의 처치 등을 생생히 재현했다.
첫 예행 연습 후 미흡한 부분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다음 예행 연습에 개선한 부분을 적용해 나갔다.
박 회장을 포함한 수술팀은 총 5번의 예행연습을 한 뒤, 1983년 1월 26일 실제 첫 수술을 위해 수술
대 앞에 섰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영균 교수와 서경필 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모판막 치환수술을 성공적으로

을 보인 환자는 병실로 옮겨졌다. 세종병원에서 이루어 진 첫 심장수술의 성공은 TV와 일간지 등에
크게 소개되었고, 이를 접한 심장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렸다. 83년 개심술만 47례를 기록했고, 이듬
해 84년에는 그 전해의 3배가 넘는 185례의 개심술 실적을 올리며 심장병 전문병원으로 이름을 알
리기 시작했다.

제1부 • 2 세종병원 30년 발자취

마쳤다. 수술 후 박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3일 밤을 지내며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이내 상태에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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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다해 심장을 연구하다

1985~1987

1987년 10월, 인공심장을 이식한 송아지의 모습

심장질환 연구를 위해 뺨 맞을 각오를 하다
개심수술 실력에 탄력이 붙으면서 수술실적도 눈
에 띄게 증가했다. 83년 47례, 84년 184례, 85년 439
례, 86년 622례, 87년 713례를 기록하며 대학병원보
다 수술건수가 많고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개심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수술 성공건수

1986년 7월 25일, 개심술 1,000례 달성 기념행사

1986년, 동물실험을 통한 인공심장 이식수술 장면

1986년, 비수술적 판막성형술 성공 후 (이흥재 소아과장 외)

도 크게 증가했지만, 그 만큼 사망환자도 증가했다. 수술건수가 많으면 사망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심장에 관한 연구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완전형 인공심장을 국내 최초로 송아지에 이식하였으며, 인공심장

치료를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졌다. 박영관 회장은 심장질환에 대한 근원적인 연구가

을 이식 받은 송아지가 46일 동안 생존하는 연구실적을 올렸다. 그 이후에도 각종 실험동물을 이용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박 회장은 세종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1984년부터

심장 및 신장이식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런 노력으로 1990년에는 국내 최초로 소아용 보조

‘부검’을 통해 심장병의 진단, 수술, 수술 후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연구하기 시작

인공심장 개발에 성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했다. 연구를 위해 사망한 심장병환자의 심장을 얻는 일은 그야말로 맞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전에는 환자의 시신을 부검을 한다는 것이 보호자들에게 쉽게 용납될 수 있
는 일이 아니었다.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부검 얘기를 꺼내면 뺨을 맞기 일쑤였다. 환자의 죽음으로
슬픔 가득한 가족에게 부검얘기를 꺼내야만 하는 의사에게도 곤욕스러운 일이었다.
그래도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의 보호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처음에는 부검을 완강

세종의 이름으로 심장치료의 역사를 쓰다

1988~1999

히 거부하던 보호자들도 심장질환을 연구해서 사망하는 환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하는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열혈의사들의 의지에 마음이 움직여 동의를 해 주었다. 그렇게 어렵사리 모은 부검 심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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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의료진들과 당시 선천성심장병 치료를 주도하고 있던 대학병원 교수들이 한데 모여 연구

심장병 치료분야의 ‘국내 최초’를 휩쓸다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부검 심장을 통해 진단과정, 수술과정, 수술 후 과정을 재현해 봄으로써 사

세종병원 의료진들의 연구성과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

인을 밝히고 이를 상세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환자 보호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은 심장병을 정복

이 바로 1988년부터다. 1988년 5월 국내 최초 폐동맥 및 판막동종이식수술

하고야 말겠다는 세종병원 의료진의 연구의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세종병원은 이 같은 노력으로

성공, 1994년 4월 민간병원 최초로 심장이식수술 성공, 1994년 4월 민간병

심장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수술 실력을 키워나갔다.

원 최초로 원거리 환자의 심장을 헬리콥터로 공수하여 심장이식 수술 등을
연이어 성공하면서 심장이식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1992년 10

세종의학연구소 설립으로 다양한 연구활동 시행

월 국내 최초로 부검심장(선천성심장병) 연구결과를 정리한 책 (Congenital

세종병원은 1987년 3월 민간병원 최초로 동물실험실을 개설한 데 이어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

Heart Disease : Clinicopathologic Correlation) 을 발간해 국내 선천성

은 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자 같은 해 9월 세종의학연구소를 설립했다. 세종의학연구소는 8개 산하

심장병 치료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에 기여하였다. 부검심장 연구가 체계적

기관(심장병연구소, 체외수정연구부, 동물실험실, 장기이식연구부, 장기은행연구부, 뇌사연구회,

으로 정리되자 이를 더 많은 의료진들과 공유하고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공학 연구실, 행정실)을 둔 비영리 부설학술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세종병원은 1987년 세종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에 의료진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시작된 것

1992년 10월 5일, 국내최초로
선천성심장병 부검례를 정리한 서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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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Day Seminar on CHD(Congenital Heart Disease Pathology)이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

게 되었다. 당시 부원장이었던 김충환 박사는 열악한 집안형편으로 치

되는 이 세미나는 부검심장을 통해 정상심장과 선천성심장병 심장의 비정상 구조를 직접 눈으로 비교

료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아이의 상황을 전했다. 박영관 회장은 아이

함으로써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3-day seminar on CHD는 국내 선천

의 수술을 위해 아이와 할아버지를 세종병원으로 초청하였다. 1989년

성심장병의 진단과 치료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국제심장학연합회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

12월 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병원에 온 5세 여자아이는 선천성심

을 정도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다.

장병 중에서도 팔로 4징증을 가지고 있었다. 입술과 뺨이 파랗게 질려

1989년, 중국 연변에서 온 선천성심장병 소아환자
(5세 여아, 해외 환자 첫 번째 사례)

있었고 숨 쉬는 것이 힘겨웠던 아이의 소원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

수술비 없어 세상을 등진 소녀,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사업의 계기가 되다

어 놀고 싶다는 것이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파랗던 입술

‘폐동맥고혈압(아이젠멩거 증후군) 예방사업’

과 뺨이 빨개지고 신나게 뛰어다니던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박영관 회장이 1975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할 무렵, 심실중격결손을 가진 한 소녀

않았다. 1989년 중국 연변에서 온 5세 여자아이를 시작으로 중국, 몽

와 아버지가 당시 심장외과 의사였던 박 회장에게 찾아왔다. 한번의 수술이면 완쾌할 수 있는 병이었

골,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라크 등의 저개발 국가 심장병 어

지만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부녀는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그 후 박 회장이 세종병원을

린이들을 발굴하여 치료해 주는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개원하고 매스컴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을 무렵, 그 때 그 부녀가 수술비를 들고 다시 박 회장을 찾

세종병원의 의료나눔 활동은 2011년 10월 ‘해외 선천성심장병 어린이

아왔다. 10년이 지난 후 찾아온 소녀의 상태는 아이젠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이라는

무료수술 1,000례 달성’ 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냈다. 민간병원에서 해

불치의 병으로 진행된 상태였다. 박 회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영국의 심장명의 야콥 박사에게까지 의뢰

외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국내 의

해 소녀를 수술 받게 도왔지만 수술 적기를 놓친 소녀는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박영관 회장은 이

료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기록이

일을 계기로 국내 선천성심장병 어린이가 제때에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박

다. 세종병원의 이 같은 성과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여러 사회복지

회장은 세종병원을 개원하고 이듬해인 1983년부터 국내 선천성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을 전개하

단체, 그리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세종병

기 시작했다. 무료수술 사업은 국내 사회단체들의 지원과 여러 독지가들의 후원금, 그리고 세종병원

원은 많은 후원기관과 독지가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넘어 민간외교 역할까

의 의술이 모여 진행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매년 300~400명씩 총 10,000여명 이상의 국내 심장병

지 담당하고 있다.

1989년 10월, 심장수술을 받은 중국 조선족 어린이가
중국에 있는 부모와 화상전화 하는 모습

어린이들이 세종병원에서 새 삶을 찾게 되었다. 박영관 회장의 헌신적인 활동과 의료보험 혜택의 확
대, 출산율의 감소, 초음파 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내 선천성심장병 어린이 환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대한민국 유일의 심장병 전문병원! 해외에서도 통하다
연변에서 온 파란입술의 아이, 1,000명의 해외 심장병어린이를 살리다
국내 적체된 선천성심장병 환자 수가 해소되어 갈 무렵, 박 회장은 저개발국 가난한 심장병어린
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7년 8월, 박영관 회장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조선민족병원과 의료

2000~2012

협력을 다지고자 현지병원을 방문하였고, 우연히 선천성심장병을 가진 5세 여자아이의 사연을 접하

세종의 또 다른 이름, ‘심장사관학교’
1994년 4월 6일, 민간병원 최초로 심장이식수술 하는 장면 (수술 성공)

1994년 4월 14일, 원거리 심장이식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헬기로 심장을 공수 하는 장면 (수술 성공)

‘심장사관학교’, 바로 세종병원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심장센터부터 각 지역
의 대표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세종병원 출신 의료진들이 심장치료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
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학교병원, 건국대병원 등 국내 내로라하는 100

세종병원의 심장전문의 수련분야에서 높은 위상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각종연구
와 교육에 대한 거침없는 투자에 있다. 세종의학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타 병원과 차별화되는 ‘심장치료 시스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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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이상의 심장 전문의가 세종병원 출신이다.

35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심혈관질환은 의료진의 협진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치료의 결과가 크게 좌우한다.

국내 선천성심장질환 치료의 대가들이 후학 양성을 위해 강의를 자처하고 나서 수준 높은 교육이 이

심혈관질환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흉부외과, 심장내과 간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

루어 지고 있으며, 2012년까지 총 683여명의 의료진이 이 세미나에서 교육을 받았다. 본 세미나는

이 많아 의료진간의 협진이 특히 중요하다. 세종병원은 개원부터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천성심장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세종병원의 노하우를 국내 많은 의료진과 공유하는 자리로 명성

국내 심장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유기적인 협진의 토대를 마련한 것

을 떨치고 있다.

이 바로 ‘모닝 컨퍼런스’이다. 개원부터 매일 오전 ‘모닝 컨퍼런스’를 열고 6개 진료부서 의료진이 전
날 진료한 환자들의 진단내용을 발표하고 각 진료과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심혈관질환의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세종 심혈관 심포지엄>

진단부서(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와 치료부서(흉부외과, 심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의료

(Sejong Cardiovascular Symposium)

진이 한데 모여 각자의 진료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부서가 심장질환 진단에 있어서 우수한 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종 심혈관 심포지엄(Sejong Cardio-

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모닝 컨퍼런스’를 통해 의료진들이 매일 마주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진료과별

vascular Symposium)은 국내 심혈관질환 전문의를 대상으로 심혈관질

협진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하다.

환과 관련한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발전하고 있다. 2010

또한 심장전문의들로 구성된 ‘응급심장팀’을 365일 24시간 원내에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세종병원만

년, 2011년에는 TAVI(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시

의 응급 심장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콜과 동시에 심장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술을 비롯해 Hybrid를 포함한 다양한 시술기법을 시연(Live Demon-

심혈관팀의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원내 상주하고 있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

stration)하고 토론하였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말초혈관질환의 중재

한 경우에도 시간 지체 없이 곧바로 수술이 가능하다.

적 치료기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진으로부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과 응급심장팀 24시간 원내상주 시스템은 1982년 이 병원이 개원한 당시부터

터 큰 찬사를 받았다. 세종 심혈관 심포지엄은 민간병원이 주최하는 심포

고수해 온 것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것은 물론 국내 심장질환 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지엄 중 국내 최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학회로 확대할 계획을 가

고 평가 받고 있다.

지고 있다.

2010년 12월 4일, 제 1회 세종 심혈관 심포지엄 개최

세종병원의 심장치료 시스템은 개인병원이지만 대학병원과 견주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만큼의
수술실적을 만들어냈다. 61개 병원 중 심장수술 성공률 1위 (한국심장재단 발표, 2001~2004년 실적

<해외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운영>

중 성공률 97.8% 기록), 77개 병원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이 낮은 병원’ Top 3 병원 (2005년 심평

세종병원의 치료노하우와 의료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 의료진

원 발표), ‘관상동맥우회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 (2011년 심평원 발표) 등으로 선정되어 응급심장치료

을 위해 1998년부터 해외 의료진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를 잘하는 병원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의 ‘심장전

세종병원에서 습득한 의료기술을 현지 환자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문병원’에 재선정 되면서 작지만 강한 ‘심장사관학교’의 위용을 과시하게 된다.

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해외 의료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세종병

2010년 9월, 세종병원에서 연수 중인 러시아 의료진들

원은 해외 의료진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세종병원의 의술과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알리

활발한 의료 교류로 심장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세종병원

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심장질환 진단과 치료의 노하우를 더 많은 의료진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
련하고자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원의를 위한 심혈관 연수강좌, 응급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심포지엄 등을 매년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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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심장병 진단과 치료과정을 교육하는 3-Day Seminar on CHD>

세종병원은 1995년부터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1995년 2월 6일, 제 1회 3-Day Seminar on CHD 개최

연구회, 서울대학교 심장연구소와 함께 선천성심장

해외 환자들, ‘세종병원에서 심장수술 받고 싶어요’

병 진단과 치료과정을 교육하는 세미나를 매년 개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세종병원이 심장치료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CIS(독립국가연

하고 있다. 3일간 진행되는 이 세미나의 특징은 실제

합. 구 소련연방의 후신) 국가에서 세종병원은 잘 알려진 병원을 넘어서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싶은

부검심장을 보며 교육하는 전세계 유일의 교육현장

병원’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2009년 세종병원을 찾은 해외 환자(치료 및 검진을 위해 해외에서

이라는 점이다.

국내로 방문한 유료환자)는 9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324명, 2011년에는 71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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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심혈관질환자를 가장 먼저 진료하는 개원의사와 응급구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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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되는 모든 분야를 심사해 안전하고 진료수준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국제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14개 분야 1221개 항목 중 97% 이상을 충족하여 JCI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안전한 환경
에서 국제표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심장내과, 흉부외과 외에도 내과,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산부
인과 등 전 진료영역에서 평가를 받아 전문병원이 아닌 국제적인 종합병원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
였다는 점이다.
세종병원의 JCI인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바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다. 국내환자들은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이나 메이요클리닉과 같은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심장치
2009년 5월 29일, 하바롭스크 명예시민 훈장을 받은 후
박영관 회장의 모습

2009년 5월 28일, 하바롭스크 명예시민
박영관 회장을 소개한 러시아 신문 1면

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해외환자들에게도 안심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병원은 JCI인증을 계기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미국 환자 유치에 더

크게 증가했다. 성형이나 치과, 에스테틱과 같은 미용 목적이 아닌 심장질환이나 건강검진을 위해 병

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원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꽤 높은 수치다. 이 중 CIS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이다.
세종병원이 CIS 국가에서 이 같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 병원 플랜트 수출한 대한민국 1호 병원!

첫째, 의료나눔 사업으로 병원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은 것이 그 이유이다. 세종병원의 의료나눔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심뇌혈관센터로 도약 기대

사업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국가의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자국의 병원도 하지 못

무료수술을 통한 활발한 의료나눔활동으로 해외에서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온 세종병원은 2011년

한 일을 해주는 ‘고마운 병원’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박영관 회장은 의료나눔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

8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화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게 되었다.

아 2009년 5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151년 역사상 외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명예시민에 추대되는 영

세종병원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국내외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일체의 비용투자 없이 의료

광을 누리게 되었다. 박영관 회장의 명예시민 추대는 러시아와 그 주변국가에 대한민국의 세종병원

기술과 브랜드만으로 카자흐스탄 진출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 1호 병원이기 때문이다.

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

세종병원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2010년 10월 카자흐스탄의 한 법인회사가 합작병원을 제안해 오면서

둘째, 현지 병원설명회를 통해 해외 의료진 및 에이전시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2008년

부터 시작되었다. 세종병원과 똑같은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을 카자흐스탄에도 만들고 싶다는 것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단독 병원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병원설명회로 특히 CIS국가의 의료진, 에이전시 관계자 등과 돈독한 관
계를 쌓으며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었다.
셋째, 국제적 수준의 의료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그 이유이다. 세종병원은 2010년 10월 국내 의료기
관 최초로 국제의료전용병동을 오픈했다. VVIP룸, VIP룸, 1인실 등 총 15병상으로 구성된 이 병동의
모든 병실에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해외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위성TV, 보호자와 간병
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탕비실 등이 공통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 병동 오픈 후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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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것 중 하나가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지낼 수 있어 별도의 호텔을 따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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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세종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CIS국가라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인 출신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으며, 환자식을 각 나라의 전통음식으로 준비
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병원, 글로벌 병원으로 인정받다
세종병원은 해외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11월 12
일 JCI(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 인증을 획득했다. JCI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까지

(위) 2011년 11월 11일, JCI 최종 인증심사를 마친 후 전 직원 모습
(아래) 2011년 11월 11일, JCI 최종 인증심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2010년 10월 오픈 한 국제의료전용병동
복도(위)와 VVIP룸(아래)

핵심이다.
세종병원은 VISION 2020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병원에 걸맞은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
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의 전 영역에서 JCI의 국제표준 의료지침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
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뇌졸중 집중 치료실을 운영하고 응급 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진료체계 구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12년 5월 22일, 세종 유라시아 병원 기공행사 후
추춧돌 앞에서 기념촬영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2012년 5월 22일, 세종 유라시아 병원 기공행사에서
축사하는 노영무 병원장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세종병원은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Total Care Center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진료부서의 진료수준
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이유였다. 그 후 양 기관의 관계자들은 합작병원 설립을 논의하고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가며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약 10개월 간의 논의 끝에 2011년 8월 30일 ‘세종 유라시아 병원’을 설립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세종병원은 ‘세종 유라시아 병원’의 신축공사에서부터 의
료진 양성 및 교육, EMR시스템, 병원운영 등 병원 설립과 관련한 모든 컨설팅을 맡았으며, 병원 설
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카자흐스탄 알란 앤 넷 시스템즈(Arlan & Net Systems)사에서 담당키로
했다. ‘세종 유라시아 병원’ 설립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자 세종병원과 현지 투자 법인회사인 알란 앤
넷 시스템즈, 그리고 세종 유라시아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2년 5월 22일 카자흐스탄 알마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 거점병원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2012년 5월 중앙아시아 거점 심장센터의 초석이 되는 세종 유라시아 병원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2
년에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외래형병원을 오픈 할 예정이며,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에 한국형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982년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심장병 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심장혈관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라는 명성을 이어온 세종병원! 30년간 대한민국 심장치료 발전에 이바지 한 세종병원이 이제 대한
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티 시 퍼보마이스키에서 ‘세종 유라시아 병원’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 병원 건립을 위해 현재 약 30,000평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며, 이 부지 위에 2015년 5월까
지 지상 5층, 건축면적 2,400여 평(8,000㎡), 100병상 규모의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심장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내과, 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총 16
개 진료과를 갖추고 2015년 8월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종 유라시아 병원은 2020
년까지 카자흐스탄 최고의 응급심장센터 및 심장혈관 연구센터를 완공하여 명실상부 CIS거점 심장센
터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병원은 ‘세종 유라시아 병원’을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심뇌혈
관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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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를 향해!

2012~2020
세종병원은 2009년 9월 1일 진료부를 중심으로 세종병원 전 직원 모두가 함께 만든 VISION
2020을 발표했다. ‘2020년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 가 바로 그것이다.

<2020년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 세종병원의 모습>
■ 부지 : 15,000평 (50,000m²)
■ 병상 : 1,000병상

의료서비스의 전 영역에서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의 수준을 갖추고, 아시아 국가에

■ 전체 의료진 수 : 300명

심장센터를 설립하여 세종병원이 아시아 거점 심뇌혈관센터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VISION 2020의

■ 전체 직원 수 : 2,000명
■ 연간 외래 내원 환자수 : 1,000,000명
■ 수술건수(성인심장/소아심장/뇌혈관) : 6,000례
■ 중재시술건수(성인심장/소아심장/뇌혈관) : 4,400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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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부하고 연구한 부검 예는 “선천성 심장병, 임상과 병리해부학의 상관관계 (CONGENI-

3.	기초의학에 근거를 두고 발전한
세종병원

TAL HEART DISEASE, Clinicopathologic Correlation, 1992년 여문각 출판)” 라는 책으로 출판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진단부서인 소아과와 영상의학과, 치료부서인 심장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해
부병리학 등 5개 부서의 10여명의 의료진이 2년에 가까운 기간을 함께 모여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귀
한 책입니다.

기초의학을 근거로 발전해 온 세종병원은 1994년 서정욱 교수와 유시준 교수가 미국에서 열
린 제 1회 국제 6-Day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심포지엄을 국내에 도입하면 심
장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정욱 교수, 유시준
교수, 이흥재 교수, 박표원 교수, 김양민 부장 등과 의논하여 1995년 2월, 첫 3-Day Seminar on
CHD(Congenital Heart Disease Pathology)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2012년까지 총
17차까지 이어져왔으며, 참석했던 각 대학의 젊은 교수들과 강사진을 합하면 대략 1,000여명 정도가

① 선천성 심장병, 임상과 해부병리학의 상관관계

됩니다. 3-Day Seminar가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국내 심장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본 세미나의 처음 기획자로서 매우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3-Day Seminar가 계속적으로

세종병원 회장 박영관

발전하여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로까지 뻗어나가 세종병원의 미션인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
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1982년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만 해도 돈이 없어서 또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는 국내 선천성
심장병어린이가 약 20,000명 가량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바람은 세종병원을 심장수술 잘
하는 병원으로 만들어서 많은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해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천성심장병으로 사망한 이들을 부검하여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다른 방법으로 수술해서 살릴 수는 없었는지’ 를 끊임없이 반문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노력, 즉 기
초의학에 근거를 두고 연구하는 병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병원에서는 사망 환아의 보호자에게 시신을 기증받아 부검을 하여 심장병 연구를 시작하였습니
다. 시신을 기증받는 일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병원 의료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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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했고, 어렵게 기증받은 시신을 부검하면서 심장병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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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기관 평균 부검률이 0.1% 이하였는데 세종병원의 부검률은 10%를 상회했으니 심장병 치료를
위한 세종병원 의료진들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 부검 예를 통해 심장병의 진단과정, 수술과정, 수술 후 과정을 철저하게 재검 하였고, 이는
실제 수술상황에서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수술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해 주
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종병원 심장수술 성공률은 전국 최고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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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종병원 3-Day Seminar on CHD
대한민국 선천성심장병 전문가 배출의 산실이 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서정욱 교수
세종병원 영상의학과 김양민 부장
1. 3-Day Seminar 소개
3-Day Seminar(3-Day Seminar on Congenital Heart Disease Pathology)는 세종병원이
주최하고 대한순환기학회 심장병리연구회가 주관하며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심장연구소가 후원하
는 선천성심장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본 세미나는 선천성심장병의 해부학, 진단, 영상, 수술적 치료방법을 총망라하는 강의로 구성되
어 있으며, 참석자들간의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여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 강

1995년 11월, 2차 세미나 기념사진. 동서증권연수원에서 13명의 강사와 22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였다

의에 특별한 요소는 바로 부검심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상심장과 선천성심
장병 심장의 구조를 비교할 수 있어 질환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며, 선천성심장병의 차세대 전문
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세미나는 선천성심장병을 전공하는 전공의, 전임의와 젊은 교수들 및 관련분야 의료진(간호
사, 심폐기사, 초음파 및 방사선과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본 세미
나는 2012년 제 17차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그 동안 참가한 연인원은 강사 262명, 참가자 683명에
이른다. 이는 연 평균 15명의 강사와 40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셈이다. 국내 선천성심장병을 진료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거쳤다고 평가 받는다. 2012년부터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서 한국으로
연수 온 해외 의료진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여 국제적인 세미나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나. 성장기
1995년 2월 6일 세종병원이 주관하여 3-Day Seminar on Congenital
Heart Disease Pathology를 개최하게 되었다. 첫 번째 세미나에는 7명의 강
사와 26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열기가 대단했다. 2차와 3차
세미나에는 Robert M. Freedom과 S.Yen Ho가 외국인 강사로 참가하였으
며,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으로 선천성심장병 의료진이 꼭 참가해야 하는 프로
그램으로 성장해 나갔다.

다. 발전기
(제 3회 국제 6-Day Symposium on Congenital Heart Disease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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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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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 1회 International 6-Day Symposium on Congenital Heart Disease Pathology
가 미국 Minneapolis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 현재 캐나다 터론토 대학의 유시준 교수와 대한심
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인 서정욱 교수가 참가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유시준 교수와 서정욱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에도 이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종병원이 주관하여 3-Day Seminar on Congenital Heart Disease Pahology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다.

유시준 교수와 서정욱 교수의 적극적인 역할로 제 3회 International
6-Day Symposium on Congenital Heart Disease Pathology의 한국 개
최권을 얻게 되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하는 본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
하기 이흥재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삼성병원 소아과), 유시준 교
수(Hospital for Sick Children, Toronto), 서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
학 병리학교실), 김성호 과장(세종병원 소아과), 김양민 과장(세종병원 방사선
과), 오미혜 과장(세종병원 해부병리과)이 행사를 맡아 준비하였다.
6-Day Symposium은 세계심장학회 연합회(World Heart Fedeartion)과 대한순환기학회가 주최하고 세종병원과 삼성 심혈관센터가 주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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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로 1999년 6월13일부터 18일까지 용인 삼성국제경영연구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 참가자 (66명)

총 95명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 외국인이 48명이었다. 준비 과정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 행사 운영 예

Country

Pediatricians

산의 원화 환산 금액은 113,912,926원이었다. 세종병원이 총 예산의 25.3%를 부담하여 가장 큰 비

Australia(1)

1

중을 차지하였고, World Heart Federation가 21.8%, 대한순환기학회가 18.4%, 참가자의 참가비가

Canada(5)

4

Hong Kong (1)

1

Indonesia (1)

1

Japan (5)

3

2

Korea (11)

4

6

Malaysia (1)

1

New Zealand (1)

1

Philippines (6)

4

2

Taiwan (4)

3

1

Thailand (1)

1

15.7%, 한국과학재단이 9.6%, 기타(삼성의료원, 한국심장재단) 1.4%를 부담하였다.

<1999년 6-Day Symposium on Congenital Heart Disease 참가자 현황>

1) 강사 (29명)
강사명

분야

국가

강사명

분야

국가

Robert H. Anderson

Pathology

U.K

Eun jung Bae

Pediatrics

Korea

Anton E. Becker

Pathology

Netherland

Yeon Hyeon Choe

Radiology

Korea

Robert M. Freedom

Pediatrics

Canada

Jung Yun Choi

Pediatrics

Korea

Cardiac surgeons

Radiologists

Anesthesiologist

1

1

U.S.A. (2)

2

Venezuela (2)

1

1

10

3

1

24

6

1

Richard A. Jonas

Surgery

U.S.A

Jung Sun Kim

Pathology

Korea

정규참가자 Korea (22)

8

Maurice P. Leung

Pediatrics

Hong Kong

Seong Ho Kim

Pediatrics

Korea

비정규참가자 Japan (2)

2

비정규참가자 Germany (1)

1

Roger Mee

Surgery

U.S.A

Yang Min Kim

Radiology

Korea

총 합계

35

Kazuo Momma

Pediatrics

Japan

Yong-Jin Kim

Surgery

Korea

Andrew N Redington

Pediatrics

U.K

Heung Jae Lee

Pediatrics

Korea

Milan Samanek

Pediatrics

Czech

Jeong-Ryul Lee

Surgery

Korea

Stephen P. Sanders

Pediatrics

U.S.A

Yong Hee Lee

Pathology

Korea

이하면서 선천성 심장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를 듣고 150여 개의 정상 심장과 선천성 심장병

Scott D. Flamm

Radiology

U.S.A

Young-Tak Lee

Surgery

Korea

2012년 2월 18일, 17차 세미나 기념사진. 역대 최대인 23명의 강사가 참여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Gengi Satomi

Pediatrics

Japan

Mee-Hye Oh

Pathology

Korea

Shunji Sano

Surgery

Japan

In-Sook Park

Pediatrics

Korea

Hideki Uemura

Surgery

Japan

Jeong-Wook Seo

Pathology

Korea

Shi-Joon Yoo

Radiology

Canada

46

외국강사 15명

한국강사 14명

총 강사인원

29명

이후 11차에 걸쳐서 3-Day 세미나가 진행되어 왔으며, 매년 강사와 참가자가 3일간 숙식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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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심장을 직접 관찰하면서 선천성 심장병의 해부와 수술 방법들을 배웠다. 해마다 강사와 참가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2012년 17차 세미나에는 역대 최대인 23명의 강사가 52명의 참가자에 대해 교육
을 하여 강사 1인당 2.3명의 참가자를 담당하였다.

③ 송아지 인공심장 이식부터
국내 최초 소아용 보조인공심장을 개발하기까지

삼성서울병원 의공학과 권혁남 부장

3. 기타
<3-Day Seminar on Congenital Heart Disease Pathology 참가자 현황>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와 강사로 후학양성에 전념하던 중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의공

기간

장소

강사

참가자

1차

1995. 02. 06 ~ 02. 09

동서증권연수원

7

26

2차

1995. 11

동서증권연수원

13

22

3차

1996. 02. 08 ~02. 10

동서증권연수원

13

26

4차

1997. 07. 20 ~ 07. 22

동서증권연수원

12

26

5차

1998. 02. 13 ~ 02. 15

동서증권연수원

16

30

6차

1998. 11. 20 ~ 11. 22

삼성국제경영연구소

15

26

7차

2000. 02. 17 ~ 02. 19

서울의대분관

17

34

8차

2001. 02

서울의대분관

17

34

9차

2002. 02. 21 ~ 02. 23

동서증권연수원

16

46

10차

2003. 02. 20 ~ 02. 22

동서증권연수원

16

46

11차

2004. 02. 19 ~ 02. 21

동서증권연수원

16

47

12차

2005. 02. 17 ~ 02. 19

동서증권연수원

14

51

13차

2006. 02. 23 ~ 02. 25

동서증권연수원

15

54

14차

2009. 02. 19 ~ 02. 25

세종병원

17

58

15차

2010. 02. 25 ~ 02. 27

대교HRD센터

16

62

16차

2011. 02. 17 ~ 02. 19

세종병원/대교HRD센터

19

43

17차

2012. 02. 16 ~ 02. 18

세종병원/대교HRD센터

23

52

전체 참여인원

262

683

평균 참여인원

15

40

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공학에 대한 관심은 어느새 학문에 대한 열정으
로 바뀌었고 보다 깊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5
월 귀국과 동시에 취직자리를 물색하던 중 부천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의공학을 전공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하자마자 114 교환원을 통해 세종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바로 세종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세종병원과 이토록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 후 며칠 뒤, 저는 세종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관리과장이었던 이식만 과장에게 간
단히 면접을 보고 곧바로 2층 수술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막 심장수술을 끝내고 나오
시는 박영관 회장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고 약간의 지친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부리부리하고 총기 있는 눈에서 강직하고 의지가 대단한 박 회장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의료기기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함께 일할 의향
이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탠딩으로 진행된 짧은 미팅이었지만 몇 마디 안 되는 대화 속에서
저는 박회장님께서 얼마나 의료기기와 병원 의공학에 관심이 많고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신지 느끼게
되었고 세종병원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얼마 동안은 연구보다 병원 임상용 의료기기의 정상적인 기술지원 업무가 중점적으로 주
어졌습니다. 그렇게 병원생활과 업무에 익숙해 갈 무렵, 박영관 회장님께서는 저를 불러 선진 심장수
술 기법의 실현을 위하여 동물실험실을 활성화 할 것이며,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역임하셨던 이영균
박사님을 연구소장님으로 영입할 것을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연구소가 활성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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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동물실험과 필요한 연구에 힘을 보태주라는 당부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새롭게 이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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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께서 연구소장님으로 부임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일생일대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만한 업

이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매년 1월경에 세종병원 홈페이지나 https://3day.sejongh.co.kr로

무가 주어졌습니다. 일본 쿄토대학, 토마스기술연구소와 연계하여 인공심장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새로 시작하는 젊은 의사에게 선천성 심장병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며, 수술은 의료진이 맡을 테니 인공심장과 제어장치는 제게 기술을 습득하도록 업무 분담을 해 주신

서 소액(10만원)의 참가비 만을 받고 2박 3일의 숙식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와 제반 서비스를 세종병

것입니다. 이후 쿄토대학 13연구실 Dr. Ban교수의 인공심장 이식전문가인 Dr. Fukumasu(쿄토 타

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3-Day 세미나 홈페이지(https://3day.sejongh.co.kr)에는 이전에 진행된

케다병원 혈관외과과장)와 토마스 기술연구소의 Yuasa Sadao소장이 세종병원을 방문하면서

다수의 세미나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 되어 있어 원하는 이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지를 통해 세종병원과 인공심장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병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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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종

원에서는 신생아부터 소아에 이르는 환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10cc

의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세종병원은 당시 의료계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크기의 소형 보조인공심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조인공심장을 만
들기 위해 설계와 모형제작, 금형제작 등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수소문을 통해 발품을 팔아가며 진

인공심장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자마자 연구팀이 신속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영균 박

행해 나갔습니다. 한 달이 걸려 만든 금형에 문제가 발견되어 금형을 수정하고 제작하기를 수차례 반

사님을 중심으로 당시 심장수술분야에서 무섭게 실력을 키워온 송명근 박사, 박표원 박사, 서동만 박

복하였습니다. 소아용 보조인공심장이 완성되기까지 지루하고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

사, 문언수 박사가 참여하였고, 의료기기 파트는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심장의 동물이

한 각고의 노력 끝에 1990년 3월 세종 보조인공심장(SeJong Ventricular Assist Device), 이름하

식실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수 차례 실패 속에서 마침내 1987년 10월 흉

여 SJV프로젝트의 결과물인 SJV-001을 완성하였

부외과 박표원 박사의 집도아래 송아지에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실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인공심장 이

으며, 수 차례 제품의 성능개량을 통해 몇 달간의 장

식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식수술을 받은 후 얼마 안되어 송아지가 깨어나고 일어서는데 성공

기적인 시험에서도 처음과 같은 성능이 유지되는 보

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송아지는 의료진의 24시간 각별한 관리를 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인공심장(SJV)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교대근무를 하면서 송아지 상태를 감시하는 일로 집에 가지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모
든 팀원들의 정성 속에서 송아지는 공압식 인공심장 이식 후 46일간의 생존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병원 인공심장 프로젝트팀은 인공심장 동물이식수술 성공 후 인공심장보다는 임상에 좀 더
가깝고 활용 가능한 토마스형 보조인공심장(VAD)의 동물실험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세
종병원에서는 소아용 보조인공심장 개발이라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병

완성된 SJV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
석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1992년 일
본에서 열린 세계인공심장학회(AH’90

Artificial

1990년 3월, 세종 보조인공심장인 SJV-001 완성

Heart, The Development of Biomation in the
21st Century, P222~231)에 발표 및 등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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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인공심장 이식수술을 받은 송아지를 돌보는 권혁남 연구실장

General Hospital

대한의용생체공학회에 논문으로 실려(의공학회지 제
12권 제1호 1991년) 의료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국내외 인공심장 전문가들이
심심치 않게 세종병원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의공학과 부장과 미
래의학연구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의 성능평가
실장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마음 한 켠에는 세종병원

소아용 보조인공심장을 개발중인 권혁남 연구실장

에서 밤을 낮 삼아 열정적으로 노력해 그때가 아직도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접할 때면 자랑스럽고 든든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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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박영관 회장님과 지금은 고인이 되
신 이영균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세종병원의 무한한 영광과 발전을 멀리서도 항상 응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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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만나는 세종병원 연혁
2003년 4월 9일,
건강증진센터 개원

1982년,
서서히 외형을 갖추어가는 세종병원

1991년 5월 23일, MRI실 개설 후
기기를 둘러보고 있는
박영관 이사장

1982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과 자매결연

1981
1981 7. 29	법인 설립허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1982 8. 20	세종병원 진료개시
				 (허가병상수 : 100) 병원장 박영관
		11. 15 서울대학교병원과 자매결연
1983 1. 26	개심술 최초 시행
				 (승모판협착증)
		 5. 19 인턴 수련병원 지정
		 9. 26	허가병상수 변경
				 (100병상에서 200병상)
1984 6. 30 임상의학지『세종의학』발간
		 9. 1 심장병연구소 개설
		11. 15 허가병상수 변경
				 (200병상에서 300병상)
1986 3. 17	감마카메라 도입 및
				 동위원소실 개설
		 7. 23 개심술 1,000례 시행
		 9. 1	일천 이영균박사
				 세종심장병연구소 소장 취임

		12. 16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1986~1988	계태를 이용한 심장발생학 및
심장기형학 연구

1986년 7월 25일,
개심술 1,000례 달성 기념 자축연

1987
1987 3. 6 동물실험실 개설
		 9. 23	세종심장병연구소를
				 세종의학연구소로 확대 개편
				(하부조직 : 심장병연구소,
				 체외수정연구부, 동물실험실,
				 장기이식연구부, 장기은행연구부,
				 뇌사연구회, 행정실)
		10. 26		자체에서 개발한 완전형
				 인공심장 송아지에 이식
		12. 28 개심술 2,000례 시행
1988 5. 25 폐동맥 및 판막동종이식수술 성공
		 8. 11	전신용 전산화 단층촬영기
(Whole Body CT) 도입
		11. 4	심혈관촬영기
				 (Cine Angiography) 도입
1989 4. 1	서울대학교병원과 모자병원
협약 체결
		 7. 1	심장병 특수진료기관으로 지정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7. 6	조선민족의원과 자매결연

1997년 1월 7일,
경인여대와 산학협동조인식 체결

2000년 5월 25일, 하얼빈시 의과대학부설
제일의원 및 하얼빈시 제일의원 3개월
연수 기념

2004년 7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체결

1996년 7월 6일,
일본Nikko병원과자매결연

1992
		 7. 26	연변의학원 부속의원과
				 자매결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1992 8. 20 세종병원 10년사 편찬
		 9. 28 개심술 5,000례 돌파
1993 5. 10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 인준 (대한의학협회)
1994 4. 6	민간병원 최초로
				 심장이식수술 성공
		 4. 14 헬기를 이용한 심장이식수술 성공
		 5. 17 허가병상수 변경
				 (300병상에서 420병상)
		 9. 7	홍승록 박사 2대 세종의학연구소
소장 취임
1995 2. 6 소아심장세미나 개최
				 (ISFC 인정)
		 9. 22 심근성형술 워크샵 개최
				 (러시아•Chekanov교수 초빙)
1996 4. 1 종합검진실 개설
		 7. 6	일본 Nikko 기념병원과 자매
결연 (일본 북해도 무로란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1990 12. 1 이상희 박사 법인 고문 취임

1996 12. 31	국내 최다 심장수술 시행

1991 2. 21 개심술 4,000례 시행
		 5. 23 자기공명진단장치 (MRI) 도입

				 심장수술 10,764례 시행 (개심술
8,263례, 비개심술 2,501례)

				 (’93, ’94, ’95, ’96년 연속)

1997
1997 1. 7 경인여자대학과 신학협동조인식
		 1. 28 삼성의료원과 협력병원 체결
		 3. 5	심장수술 10,000례 돌파 기념
자축연

		 4. 17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병원 체결
		10. 25 	아주대학교 병원과
				 모자병원 협약 체결
		11. 14 본관 증축 (준공)
1998 1. 10 응급의료센터지정 (보건복지부)
1998 7. 1 인공신장실 개설
1998 9. 7	김종환 박사 3대 세종의학연구소
소장 취임
		10. 1 진료의뢰센터 개설
		10. 15	중국 연변의학원 부속의원
				 1차 연수팀 내원 (3개월간)
		10. 27	경희대학교 병원과
				 모자병원 체결
1999 2. 1 수술실 확장

		 3. 2 중환자실 확장
		 4. 30	박영관원장 화갑 논제집 및
				 세종병원사 발간
		10. 22	중국 연변의학원 부속의원
				 2차 연수팀 내원 (3개월간)

2000
2000 1. 5	중국 하얼빈시 제일의원과
				 자매결연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1. 20	하얼빈시 제일의원과
				 연수협약서 체결
		 3. 21	하얼빈시 의과대학부속
				 제일의원과 자매결연
		 5. 25	하얼빈시 의과대학부속
				 제일의원 및 하얼빈시
				 제일의원 연수팀 연수(3개월 간)
		 9. 1 심혈관센터 확장
		 9. 22	중국 연변의학원 부속의원
				 3차 연수 (3개월간)
		12. 5	박영관 원장 3대 이사장으로 취임
2001 2. 9 무혈센터 확장
		 9. 1 한광수 부원장, 병원장 취임
		10. 10 PACS(화상전송장치) 개통
2002 2. 1 정란희 여사, 재단 상임이사 취임
		 5. 15	심도자검사 및 치료
				 20,000례 돌파
		 5. 30	중국 하얼빈시 아동의원 및
				 심양시 홍십자의원 심장팀 연수
				 (1개월 간)
		 8. 20 개원 20주년

2003

		 8. 27 하얼빈시 아동의원과 자매결연
2003 4. 9 건강증진센터 개원
		12. 2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과 협력병원체결
		12. 31	부평 성모자애병원과
				 협력병원체결
2004 1. 20 심장수술 20,000례 달성
		 2. 5 심장수술 20,000례 달성 기념식
		 7. 7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7. 1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과 모자병원체결
		11. 10	해외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200명 달성
2005 1. 22	우리들병원(김포공항)과
				 협력병원체결
		 2. 18	중국 대련대학 부속 중산병원과
자매결연 체결
		 7. 1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장질환
전문병원 시범병원으로 지정

		12. 1	이태현 진료부장, 병원장 취임
2006 7. 13	사단법인 새생명복지회와
				 자매결연 체결
		12. 13	해외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300명 달성

2007년 9월 1일,
개원 25주년 기념식

2007년 2월 6일, 박영관 이사장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최고경영자과정)대상수상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동창회 수여

2011년 6월 11일, 제 1회 개원의를 위한
세종 심혈관 연수강좌 개최

2008년 4월 17일, 심장수술 4,000례
돌파기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감사예배

2007

2009년 1월 8일, 심장병어린이 후원금
전달을 위해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
김광현 선수 세종병원 방문

2009

2009년 5월 29일, 박영관회장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명예시민 추대

2010

2011년 12월 2일, 세종병원,
충청북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소외계층 사랑나눔 업무협약 체결

2012년 5월 17일,
뇌졸중 집중 치료실 오픈

2010년 6월 5일,
종합전산시스템 아우누리 오픈

2011

2011

2007 2. 6 박영관 이사장, AMP

		 7. 4	포천중문의과대학교

		 5. 24	심혈관촬영술 50,000례 돌파

2011 1. 5	미국 시카고 법인 설립

		10. 11	카자흐스탄 국비지원환자

				(Advanced Management
Program, 최고경영자 과정)
				 대상 수상(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동창회 수여)
		 8. 20 개원 25주년
		 8. 29 박영관 이사장, 중국 심장병어린이

				 분당차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11. 3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2009 1. 30	해외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700명 달성
		 2. 12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민간병원 최초, 최단기간 기록)
		 6. 5	첨단의료정보시스템 EMR
				 아우누리 통합전산 오픈
		 9. 13	메디컬코리아 심장센터부문
대상 수상(2년 연속)
		10. 15 세종병원 국제의료전용 병동

				 (법인명 : 세종메디컬
				 (SJ MEDICAL, Inc))
		 4. 1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 지정
		 6. 11	‘제1회 개원의를 위한
				 세종 심혈관 연수강좌’ 개최
		 7. 7	국제 기준에 맞춘

				 송출병원 지정
		10. 20	2011 메디컬코리아 나눔의료상
수상 (박영관 회장)
		10. 22	2011 제 2회 세종 심혈관
				심포지엄(Sejong Cardiovascular Symposium) 개최

초청 및 수술 공로로
				 중국 하얼빈시 감사장 수여
		10. 25	해외 심장병어린이 수술
				 500명 달성
		11. 26	박영관 이사장, 한국선의복지
재단 창립 25주년 기념
				 공로패 수여
		12. 3	박영관 이사장, 중국 계서시

		 2. 25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3. 1 뇌혈관(중풍)센터 오픈
		 3. 19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마케팅
대상 수상
		 5. 29	박영관 회장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명예시민 추대
		 8.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GRAND OPEN
				 (대한민국 의료기관 최초)
		11. 15	미국 드렉셀 의과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 24	해외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900명 달성
		12. 4	제 1회 세종 심혈관 심포지엄
(Sejong Cardiovascular

				 ‘청정무균수술실’ 오픈
		 7. 9	관상동맥우회술,
				 뇌졸중 1등급 병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8. 17 ‘하이브리드 수술실’ 오픈
		 8. 25	‘세종 유라시아 병원’ 설립 계
약체결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
설립 예정)

		 11. 1	보건복지부 심장전문병원 지정
		11. 22	세종병원 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
(JCI) 인증 획득
		12. 2	충청북도•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과 소외계층 사랑나눔
업무협약 체결
		12. 16	개두술 항생제사용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 선정

		 9. 1 노영무 세종병원장 취임
				 비전2020 선포식 개최
		 9. 24	메디컬코리아 심장센터부문
대상 수상
		12. 11	해외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800명 달성
2010 3. 31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마케팅
				 2년 연속 대상 수상

				 Symposium) 개최
				 (국내 세 번째 TAVI시술 성공
				 시연 및 말초혈관질환 6개
				 케이스 시연)
		12. 21	‘심장병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Top 3 병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12. 29	순수 외국인환자 324명 유치

		 9. 1	심원흠 세종의학연구소장 취임
		 9. 15	세종병원-보건복지부, 다문화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12. 21	2011 메디컬코리아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2. 1. 31	글로벌 보험사 시그나
				 인터내셔널과 진료비
				 직불계약 체결

인민병원 감사패 수여

2008 4. 1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4. 28	심장질환 전문병원 시범병원
재선정 (보건복지가족부)
5. 1 중앙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5. 23	한양대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6. 19	건국대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심장병 환아돕기 협약 체결
				 세종병원-보건복지부,
				 ‘행복나눔 N' 캠페인 협약 체결
		10. 7	해외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1,000례 기념 행사 개최

2012
		 2. 1 제 1회 ECHO 연수강좌 개최
		 2. 24	㈜평화이즈와 디지털병원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
		 3. 9	한국구세군과 해외심장병어린이
의료사업 협약 체결
		 4. 17	[메디컬코리아 2012]
				 제 3회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컨퍼런스 참가
		 5. 3	제 1회 응급심뇌혈관질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5. 17 뇌졸중 집중 치료실 개소
		 5. 22	세종 유라시아 병원 기공식
				 개최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

		 6. 9	‘제2회 개원의를 위한
				 세종 심혈관 세미나’ 개최

		 7. 1	‘제7회 부천시의사회
				 합동 학술대회’ 개최
				 (세종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8. 20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

Ⅱ

세종병원 현황 소개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⑥ Congenital Heart Disease Clinicopathologic Correlation : 서정욱, 이흥재, 최영
희, 박표원, 박영관, Ryo Moon Gak, 1992

		

⑦ 죽음의 정의 : 이영균, 고려의학, 1992

2. 장기이식연구소
번호
1

간장이식(잡견)

실험과

횟수

실험기간

각막이식(가토)

안과

2회

88. 4 - 88. 5

신장이식(잡견)

일반외과

3회

87. 7 - 88. 10

간장이식(잡견)

일반외과

1회

87. 11

심장이식(잡견)

흉부외과

3회

87. 6 - 88. 9

심장이식(양)

흉부외과

2회

87. 6 - 88. 9

4

판막부착 대혈관 콘두이트 동종이식(양)

흉부외과

29회

86. 11 - 89. 5

5

보조심장(양)

흉부외과

3회

87. 4 - 87. 5

인공심장대치수술(양)

흉부외과

4회

인공심장대치수술(송아지)

흉부외과

3회

2

3

▒ 세종의학연구소 활동 및 업적

6

87. 5 - 87. 9

세종의학연구소의 설립 후에 이룩한 산하기관별 연구업적과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심장병연구소
1) 학술활동
(1) 모닝컨퍼런스 진행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통
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해부병리학과가 모여 증례토의 및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진행
(2) 매주 수요일 정기 학술활동 진행
		

세미나(주례), 원내외 연사 특강, 해외 심장관계교수 초청강연,

		

국내외 전문 의료인 초청시술, 각 과장 해외연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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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종의학 : 1984년 Vol.1 ~ Vol. 17, 년 2회 발행

		

② Seminar on Sequential Segmental Analysis of Congenital Heart Disease :

		

세종심장병연구소, 1986

		

③ Seminars on Obstructive Lesions of the Left Heart : 세종심장병연구소, 1987

		

④ Angiocardiogram in Congenital Heart Disease : 유시준, 최영희,

		
		

Oxford Medical Publications, 1989
⑤ Congenital Heart Disease, Textbook of Angiocardiography : Robert M. Freedom, John B. Bawson, 유시준, Lela Benson, Futura Publishing Co. Inc., 1997

1)	Cryosystem을 이용하여 면양 판막부착(대동맥 및 폐동맥) 콘두이트를 냉동 처리한 후 동물
실험에 사용
2)	Cryosystem을 이용하여 임상 적용의 예로 동종판막 부착 대혈관 콘두이트를 냉동 처리하여
국내 최초로 3명의 복잡심장기형 환자에게 동종판막콘두이트 수술을 실시하였다.

4. 뇌사연구회
신경외과, 마취과, 내과, 소아과, 정신과 과장으로 연구회를 조직, 1987. 8. 27부터 1988. 6. 19
까지 매주 1회씩의 세미나를 개최, 뇌사에 관한 문헌의 역독을 하였고 또 각국의 ‘죽음의 정의’ ‘뇌사
판정기준’ ‘법적 인정여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계속 뇌사에 관한 정보수집, 논문 혹은 기사발표,
대중매체의 인터뷰 등에 참여한 바 있다.
1)	1988. 3. 17 의사, 변호사, 언론계, 종교계(신구기독교, 불교)등 각계 인사가 발표하고 토의에
참여하는 뇌사세미나를 Lotte Hotel에서 개최하였다.
2)	1988. 7. 14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심포지움을 스위스의 J.A. Van Gennep, M.D.(뇌사
조정 국제자문관)의 특별주제발표 ‘International Overview of Transplantation Cases
Related with Legal Situation’과 서울대학 김수태 교수의 ‘한국 최초의 간장이식’을 주제로
Lotte Hotel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제2부 • 1 세종의학연구소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3) 單行本

3. 장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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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General Hospital

5. 동물실험실

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세종병원이 우위를 점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1986. 11. 15부터 동물실험이 시작되어 안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가 참여하였다.

이런 연구는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임상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각종 동물 이식실험, 인공심장과 보조심장의 동물실험 및 복강경 담낭적출술(돼지 사용)등을 실시하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010년 5월 28일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2010년 5

였다. 사용된 실험동물은 가토(2마리), 잡견(14마리), 양(39마리), 송아지(3마리), 돼지(2마리)등으

월 31일에는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바 있다.

로 다양하다.

2. 기초연구
6. 의공학연구실

인공조직이나 장기의 개발에 관계된 연구의 추진이다. 이런 연구를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권혁남 연구실장이 용량 11cc의 보조심장(Sejong VAD#1)을 개발 제작하여 6세트 in vitro 실험

업적을 축적하고 궁극적으로는 외부의 연구비를 단독으로 획득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을 실시한 후 3명의 환자에서 사용하였다.
TAH, VAD의 자가개발 및 실험을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대병원과 본 연구소만 하였으며, 보조심장의

3. 연구소 산하기관의 관심 연구 분야의 연구를 지원

임상례 적용은 본원이 국내 최초로 알려져 있다.

연구소 산하의 각 기관의 관심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하
는 것이다.

4. 교류의 활성화
1)	국내의 대학과 연계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 이를 통하여 세종병원의 장점을 살리
고 약점을 보완하는 체계를 갖춘다. 세종병원의 임상적 수준은 국내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며
연구수준을 높여 이를 극대화 할 것이다.
2)	국내외의 석학과 학문적 교류 : 국제적인 수준의 국내, 국외의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연구
관련 학술 활동을 수행하며 초청 강연, 심포지엄, 임상시연, 합동 진료 등을 시행할 것이다.
3)	학술교류의 활성화 : 국내외의 학술 대회에 참석과 연수를 통하여 변화하는 연구의 경향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진료와 연구에 임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4)	심장질환의 치료에 대한 우월성을 유지하면서 임상연구를 통하여 임상진료의 질적인 단계를
올림으로써 세계적인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조직 및 구성원 현황
구
1990년 3월, 국내최초 공기구동형 보조인공심장 개발 성공 후 (권혁남 연구실장)

소
소

위

1. 임상연구

심 원 흠

-

장

김 양 민

-

도가 높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 각종 심혈관 질환의 자연경과에 관한 연구, 희귀 심장질환의 진

심원흠

운 영 위 원 회

한윤희
* 당연직

자 문 위 원 회

연구소는 앞으로 임상연구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임상연구는 세종병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이므로 단독 또는 공동연구나 다기관연구를 주도하거나 참여할 것이다. 빈

간 사

장

* 운영위원장

▒ 향후 발전계획

원

김종환, 김성순, 민병구, 이흥재, 유시준
* 위원장

임상시험심의위원회
(IRB)

부소장, 병원장, 임상 각 부장

* 위원

-

이기석
이정림, 이창근, 강재영, 김재현, 정인현, 이숙진
이상윤, 황은주, 오성현, 박한별

한윤희

제2부 • 1 세종의학연구소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부

62

분

63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2. 진료부 _ 성인심장 > 심장내과 | 흉부외과

재시술적 치료가 진료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심장내과

이에 따라 단순 판막질환과 단순 허혈성 심질환 환자들의 진
료 차원을 넘어 만성 폐쇄성 병변, 허혈성 심근병증과 퇴행성 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심장질환을 책임지는 세종병원 심장내과

동맥 질환 및 말초 혈관 질환, 심방세동 및 심실성 부정맥을 포함
하는 각종 부정맥 질환에 대한 중재적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임달수 부장
의의
료 진료

30th Anniversary, 1982~2012

아울러 환자 각 개인의 질병 이해도 향상 및 생활의 질적 개
선과 사회비용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환자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

진
과장 심 원
곽흠 세종의학연구소장
과장
노이
영 무 병원장
임 달 수 부장 홍 석 근 과장 최 영 진 과장 김 진 석 과장 최 락 경 과장
과장 박 진 식 과장
유이
철 웅 과장
이 숙 진 과장 정 인 현 과장 박 재 석 과장 이 현 종 과장 김 제 상 과장 장 호 준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으로 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교육면에서는 병원 자체 선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입원환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자에 대한 Conference 및 주요 내과저널 리뷰와 초독회 및 강의

세종병원 심장내과는 개원 이래 심장질환 중심의 진료

를 시행하여 내과 전공의들의 실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

및 교육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2회 흉부외과, 방사선과가 공동으로 심장 Conference를 시행하

왔으며,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고 있고, 지역 사회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강좌도 시행하

준비하는 시점에서 심장내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홍석근 과장

1982년 개원 이래, 초기 4년 간의 기본적인 진료 업무

연구면에서도 성장세를 지속하여 초기의 증례검토 및 역향적

중심 시기를 거쳐 1986년도부터 분과 별 진료가 가능해졌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임상연구 결과들의 초

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심장질환 환자들의 수요

록과 논문들을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하고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를 충족시키고 연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장내과가 확

게재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IRB 설립 이후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

대 개편되어 중재시술, 심초음파, 부정맥, 심부전 분야로
세분화됨과 동시에 노영무 원장과 심원흠 세종의학연구소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CCT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학회에서 시연

장 이하 여러 의료진들을 영입하여 진료의 질적 개선과 함

중계 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국제 학술
최영진 과장

대회를 매년 주관하고 있다.

진료분야에서는 1989년부터 고해상도를 지니는 Color

또한 다수 의료진들에 장, 단기 해외연수를 제공하여 임상 및

Doppler 심초음파 및 경식도 심초음파와 양면심혈관 영상

기초 연구분야에서 최신지견을 습득하는 노력을 지속하며, 선진

촬영기가 도입되면서 보다 나은 영상과 관동맥 병변 관찰이

국들의 주요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본 역

용이해졌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IT 기술의 발달과 함

량 배양에 주력하고 있다.

께 진보하는 영상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비들의 추가적인 질
적 개선과 함께 양적 성장도 이루어져 초창기에 비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 환자들에 진단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중
심원흠 세종의학연구소장

김진석 과장

제2부 • 2. 진료부 소개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과 함께 다수의 전향적 다기관 연구와 국제 임상 연구에 주요기관

노영무 병원장

께 연구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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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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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대한민국 흉부외과를 이끄는 흉부외과

최락경 과장

유철웅 과장

박진식 과장

의 료 진
박 영 관 회장

오 삼 세 부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김 재 현 과장 이 길 수 과장

나 찬 영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흉부외과는 1983년 첫 개심술을 시행 한 이래, 대한민국 심장수술의 역사 그 자체로
불려진다. 심장수술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이 땅에서 개심술 시작 3년 만인 1986년 1,000례를 달성한
이숙진 과장

정인현 과장

박재석 과장

이래 현재까지 약 30,000례의 개심술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흉부외과를 이끄는 흉부외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4년까지 약 10,000례의 개심술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민간병원 최초의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하였고 이러한 결실은 세종병원만이 가진 노하우로 다시 축적되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역
량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세종병원 흉부외과를 거쳐간 심장외과의들은 현재 국내 굴지의 대학에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역사와 전통은 세종병원 흉부외과를 ‘심장수술 사관학교’라는 애칭

이현종 과장

김제상 과장

장호준 과장

▒ 향후 발전계획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세종병원 심장내과에서는 그간 치료가 어려웠던 고위험 심장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경피적

66

인공판막치환술(TAVI), 하이브리드 수술 등 심혈관계 질환의 최신 치료기법을 대중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해외환자들이 세종병원 심장내과의 높은 의술과 치료시스
템을 접할 수 있도록 해외 의료진 연수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치료서비스
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박영관 회장

오삼세 부장

으로 불리게 하였다.

세종병원 흉부외과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진료와 연구결과에 기인한다.
2000년대 이후 100여 편이 넘는 국제학술지 연구논문들이 발표
되면서 해외 심장외과의들의 방문과 수술견학이 꾸준히 이어지고
이들이 여기서 배운 지식과 술기로 자국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
함으로써 ‘세종병원 흉부외과’라는 브랜드가치의 세계화와 표준

나찬영 과장

화를 유도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
특히 수술 기술 뿐 아니라, 세종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내외
과 협진체계를 통한 환자 진료시스템, 24시간 심장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지키는 진료시스템, 지속적인 feed-back을 통한 최고의
진료상태를 유지하는 교육시스템은 왜 세종병원 흉부외과가 대한
민국 심장의 자존심인지를 알려주는 잣대이다.

▒ 향후 발전계획

김재현 과장

2012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심장내과에 대한민국 최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고의 교수진이 1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가진

68

흉부외과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흉부외과는 조직개
편을 통하여 지난 30년간의 3만례라는 양적 팽창에 만족하지 않
고 심장이식의 활성화, 심실보조장치 삽입,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
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의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기존의
심장수술에 더하여 대동맥과 말초혈관질환의 수술에 있어서도 대
한민국의 표준으로 나아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길수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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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선천성심장병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김성호 부장

장소익 과장

이상윤 과장

백재숙 과장

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장 형성에 관한 연구, 부검 심장의 연구를 통하여 선천성 심장병의 이해와 치
의 료 진
이성호
김
과장
부장
이 과장

심
과장
곽우섭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이 상 윤 과장 백 재 숙 과장

장 소 익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향상이 이루어졌다. 1987년 고재곤 과장의 부임으로 경식도 전극 도자를 이용
한 전기 생리검사를 시행하여 소아 부정맥의 진단과 치료에 큰 발전이 있었다. 소아에서의 중재적 시
술은 1985년 1월부터 이흥재 과장에 의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폐동맥협착 환자에서의 풍선판막성형
술 성공을 시작으로 많이 시행되어 왔으나, 1989년 김성호 과장의 부임 이후 신생아 폐동맥폐쇄 환자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신생아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장, 발달에 대한 상담, 예방접종, 소아
종합건강검진 및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 및 치료하고 있다.

등 고난도의 중재적 시술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1991년에는 동맥관개존의 경피적 폐쇄, 1994년에
는 국내 최초로 심방중격결손에 대한 경피적 폐쇄를 성공시키면서 국내 소아심장 분야의 중재적 시
술을 선도하게 되었다.

특히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세종병원은 소아심장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2005년에는 소아과 내에 청소년 및 성인 선천성 심장병 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국내에서 두 번

최고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과 최첨단 시설

째로 심장내초음파를 도입하여 심방중격결손의 시술을 전신마취 없이 시행함은 물론, 보다 정밀한 시

을 갖춘 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모든 종류의 선천성 심장병, 후천성 심장병(가와사키병, 판막질환,

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5명의 소아 심장병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외래 진료는 소아 심

심근염 등)은 물론 소아부정맥, 실신, 어지럼증, 흉통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장 질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아과 전반적인 질환도 함께 진료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는 1985년 이흥재 과장님이 부임하면서 심장병 진료의 도약기를 맞게 된다. 소아
과, 흉부외과, 마취과, 방사선과, 심장 병리학과 등 심장병 관련 전문의들이 정기적인 심장 병리 집담

▒ 향후 발전계획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선천성 심장병의 발생이 줄어드
는 추세이며 특히 산전심초음파의 잘못된 적용으로 복잡 심
기형을 가진 환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이에 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환자의 수술 뿐 아니라
수술 후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
하는 ‘청소년 및 성인 선천성 심장병 클리닉’ 을 활성화할 계
획이다.
또한 복잡 심기형 수술에 있어서 보다 나은 치료결과를
위해 흉부외과와 긴밀한 협진을 통해 하이브리드 수술을 발
전시킬 예정이다.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해외 심장병 어
린이 치료를 위해 해외 의료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세종병원의 치료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심우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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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흉부외과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

의 료 진
이 창 하 과장

이

철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곽 재 건 과장

이창하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이 철 과장

곽재건 과장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소아 흉부외과에서는 2012년 이창하, 이 철, 곽재건 등 세 사람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또한 가능한 모든 개심술에 무수혈 기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상 경험, 수술 결과를 토대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선천성 심장 기형을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몇 되지 않는 수술팀 중 하나로,

로 한 연구 결과물의 논문 발표, 학회 발표 등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2010년 이후 2년 동안에는 SCI,

서울대병원, 울산 의대, 아산 병원 등 거대 대학 병원 못지 않은 수술 건수와 수술 성적을 보이고 있

SCIE 등재 심혈관계 관련 학술지에 1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1년 가을에는 매년 활발한

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의 협진으로 신생아 복잡 심기형 환자 치료에 집중하여 좋은 성적

학술 활동을 보인 의사에게 수여하는 세종의학연구상 1, 2, 3위를 모두 소아 흉부외과에서 수상하기

을 거두고 있고 소아 환자에 있어서의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의 적용, 팔로 4징증 후에 발생하는 우

도 하였다.

심실 기능 보존 및 폐동맥 판막 역류 등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역시 만족할
만한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초에는 세계적인 심장 관련 학술지인 JACC지에 팔로 4징증 수술 후 폐동맥 판막
치환술의 적절한 도입 시기를 연구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수술의 질과 양적인 면은 물론 선천성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소아심장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 소아 흉부외과는 곧 완성될 소아 심장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세종병원 소아 심장팀을 알려나갈 계획이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의 협진 체제를
더욱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구성하여 환자 진료는 물론 임상 연구 및 학회 참석, 논문 발표 등의 분야
에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치료가 가능한 선천성 심기형을 가진 태아의 적극적인 출산을 유도하고 치료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
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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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아 심초음파를 통한 산전 진단, 산모, 보호자와의 긴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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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는 각종 미생물에 의한 모든 감염병(폐렴, 신

감염내과

김미정 과장

우신염, 임파선염, 뇌수막염, 피부연조직감염, 심내막염,
세균성 관절염, 결핵, 독감, 대상포진, 장티푸스 등), 원인
을 모르는 열병 환자(불명열), 면역저하 환자, 이식환자의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 세종병원 감염내과에서 시작됩니다

감염질환, 에이즈 환자 등을 진료한다. 또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 말
라리아 예방약 안내 및 처치를 담당하고 있다.

의 료 진
김 미 정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그 외에도 감염의 발생을 막는 일차적 예방접종이나
수술 환자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병원의 감염과 오염의 관
리, 전염병 환자의 격리와 대응 대책 수립, 최근 문제되는
다제내성균의 감시와 관리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감염내과는 내과의 전문 분과 중의 하나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감염 질환에 대해 진단과 치료를 하는 임상과이다. 따라서 전신의 특정부위와 상관없이 발열을
보이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본과의 치료와 협진 진료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병원 내

2011년 3월에 개설된 세종병원 감염내과는 안전한 치료로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과로 자리잡
았으며, 2011년 12월 세종병원이 JCI인증을 받는 데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성인 중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질환에

예정이며 항생제 알레르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감염으
로부터 안전한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를 만드는 데
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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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Hospital

장기적으로는 2011년에 획득한 JCI규정이 지속적으

30th Anniversary,
1982~2012

성인예방접종에 대한 교육 및 예방접종 권장활동을 진행할

Sejong

노출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를 위해 감염내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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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환의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심장이 원인이 아닌 비심인성 흉통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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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을 위해 식도내압 검사와 24시간 위식도 산도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세종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내시경실과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내시경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컨퍼런스를 통해 소화기내과 의료진과 내시경실 간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환자에게 보다 나은

최고 수준의 내시경실과 전문화된 소화기질환 진료로 앞서 나가는 소화기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효율적인 내시경실 운영
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의 료 진
김 명 환 과장

김 홍 정 과장

▒ 향후 발전계획

30th Anniversary, 1982~2012

김 수 진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만성 간질환 클리닉,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진료 영역을 세분화, 전문화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과 전공의의 내시경 교육을 체계화하여 수련병원으로써의 위상을 높
이고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도약하는 데에 그 책임을 다 할 것이다.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소화기내과는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담도 및 췌장 등의 소화기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내과의 한 분야이다. 세종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각종 시술, (수면)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등의 진단내시경 뿐 아니라 용종절제술 등을 포함한 각종 치료내시경으로 앞서가는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병원에서는 2004년 문병식 과장이 대장내시경 및 치료내시경을 통해 시술을 시행하였고,
2009년에는 췌담도내시경기기의 도입으로 김명환 과장이 췌담도내시경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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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과장

김홍정 과장

김수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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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10년 3월에는 최신 내시경시스템과 내시경기기가 갖춰진 내시경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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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의 믿을 수 있는 치료 파트너

의 료 진
김 계 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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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1983년 내과에서 호흡기 질환을 다루다가 2000년
대에 호흡기내과로 분리 신설된 세종병원 호흡기내과
는 호흡과 관련된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적 진
료과로 발전하게 되었다.

세종병원 호흡기내과에서는 염증성질환(급성 기
관지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결핵, 경부 림프선염, 진
균증, 폐농양), 기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만
성기관지염, 폐기종 등), 종양(폐암, 양성 폐종양, 종
격동 종양), 늑막질환(늑막염, 농흉, 기흉), 간질성폐질
환(특발성폐섬유화증, 기타 면역질환) 등의 진료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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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호흡기내과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수
술 후 호흡부전이 발생된 환자들에게 인공 호흡기 등
으로 치료하고 있다. 심혈관 및 뇌혈관 수술 환자가 특
히 많은 세종병원은 호흡기내과의 전문적인 치료가 더
해져 수술 전 후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은 환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질환이
기에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병원 호흡기내과는 전문적인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보
호자들을 위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지역주민들
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중환자가 많은 호흡기질환 치료에 선진화된 중환자 치료 시
스템을 적극 도입해 중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움으로써 세종병원이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비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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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Sejong
General Hospital

능검사, 기관지내시경,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도 담

김계수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료를 맡고 있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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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내과

아시아지역 보고에 따르면 2030년에 국내 당
뇨인이 총 722만 명으로 전 인구의 14.4%에 달할

건강하고 활기찬 당뇨인을 위한 희망 메신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내 당뇨병의 유병율
이 적게는 6-7%, 많게는 11.5%정도로 보고되고 있
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0%이상으로 추정되
고 있다. 당뇨병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한

의 료 진
김 종 화 과장

정 수 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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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의 증가를 동반한다. 따라서 당뇨병은 더
이상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국민건강정책의 일부
로써 고려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본원은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심장수술

내분비대사내과는 신체의 호르몬 이상, 대사이상, 내분비계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양 등을 진단하

및 시술을 위해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많고 이들 중

고 치료하는 분과로써 당뇨병, 갑상선종양 및 기능이상질환, 말단비대증, 유루증, 무월경 등이 발생

많은 수가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거나 당뇨병의 대

하는 뇌하수체종양, 쿠싱증후군 등의 부신질환, 이차성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골다공증을 진단하

혈관합병증이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사증후

고 관리한다. 특히 당뇨병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인구의 노령화 및 비만율의 증가와 함께 ‘당뇨대란’

군(또는 내당능장애)환자이다. 따라서 혈당 관리는

으로 표현되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질환이다.

물론 심장혈관과 관련한 당뇨병합병증 검사 및 미
세혈관합병증(망막병증, 콩팥병증, 족부궤양, 신경

김종화 과장

정수진 과장

병증 등)이 포함한 체계적인 당뇨병의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환자중심의 진료를 위해 환자의 모든 검사 및
교육은 당일 시행 당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으며, 신환진료를 위한 외래 개설 및 환자 교육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당뇨병 신환 기본 프로그램
등 진료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당뇨
병 환자를 위해 당뇨병 합병증 특수검사 프로그램,
중식회, 운동실습 프로그램, 당뇨병 집중관리 프로
그램, 당뇨비만관리 프로그램, 교육입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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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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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진행해감에 따라 만성신질환 환자는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환자의 중증도도 증

신장내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질환 환자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이기 때문에 세종병원에서
는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치료를 담당할 것이다. 또한 투
석환자의 동정맥루 합병증 치료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건강한 콩팥으로 백세까지!

의 료 진
강 재 영 과장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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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도 혈압 조
절, 전해질 균형, 조혈 호르몬 생성,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호르몬 분비
등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당뇨
병,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급증하면서 만성신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세종병원 신장내과는 만성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예방하
는 치료를 하고 있으며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한 환자에게는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시행하여 환자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신장내과는 1998년 7월 10병상으로 인공신장실의 문을 연 이후 지속
적으로 환자가 증가하여 2010년 7월에는 혈액 투석실을 20병상으로 증축
하였으며, 복막투석 환자 관리를 위해 복막투석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

강재영 과장

다. 또한 심장수술 환자나 중증질환에서 동반된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중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환자실에서는 지속성 신대체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82

특히 세종병원은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이어서 만성신질환이 동반
된 환자들이 많고 타 병원에 비해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다. 심장질환이
동반된 중증 환자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들이 인공신장실을 관리하여
합병증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장내과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에서는 만성신질환 이외에도 고혈압, 요로감염, 다낭성신질환, 소변 검사
이상, 부종 등에 대한 치료와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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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서는 금연, 비만/식이장애, 항노화, 스트레스, 임상영양, 만성피로, 건
강증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의학과
▒ 향후 발전계획

질환만이 아닌 사람 전체를 치료하는 세종병원 가정의학과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1차 진료로 단순히 질병뿐 아니라 마음속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료
실이 되도록 할 것이며, 질병에 관련된 치료 외의 교육에도 노력할 것이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의 료 진
김 수 연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현대의학에는 여러 전문 과목이 있다. 이러한 의료의 세분화로 놀라운 의학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한편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 진찰하기 보다는
개별 장기, 기관별로 나누어 진료하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증상이라 할지라도 여러 전문과목
의사에게 나누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따라서 의학의 전문화, 세분화의 한편에서 보
다 인간적인 의료, 환자의 다양한 증상을 총괄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진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
문 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가정의학과는 종래의 다른 전문 분야와는 달리 가족전체를 대상
김수연 과장

으로 나이, 성별, 질병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
이며 지속적인 1차진료를 담당하는 전문 의학분야이다.

따라서 가정의학과는 우리나라에 흔한 질병에 대하
여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주치의로서 가족
의 건강 자문 역할을 한다. 아울러 세종병원 가정의학과
는 가정의학과 본연의 역할 외에도 새로운 가정의학과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전문의를 교육하여 배출하는 수련병원으로 고대의료원

84

에 이어 현재 경희의료원과 모자병원을 이루어 매해 2명
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급·만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향후 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증
진 및 유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상담 및 관리를 위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종병원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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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판별을 위한 지능검사, 치매 종합검사, 청소년을 위한 종합심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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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뇌영상을 비롯한 영상의학적 접근 및 일반의학

정신과

적 검사의 적극적 활용을 확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내
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성과 과학이 하나된 심신치료
▒ 향후 발전계획
본원 특성상 공황장애와 공포증,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등의 불안장애
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인지행동치료, 행동수정, 심리교육을 제공하는
의 료 진
정 여 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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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클리닉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지역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 시설들

Sejong General Hospital

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주요 정신질환자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은 1984년 3월 신경정신과를 개설하여 16병상의 입원병동으
로 본격적인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특히 만성정신질환에 관심을 갖고 연
구를 하여 1985년 만성정신질환의 진료 및 관리방안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
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신과는 인간의 심리와 그에 대한 신체의 작용을 전반적으로 다루
는 학문으로써 심리적 원인이나 사회 환경적 원인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생
물학적 원인 등으로 인해 도래되는 정신질환을 다루며 진단, 치료와 더불
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세종병원 정신과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정여진 과장

최근 세종병원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였으며 심장혈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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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종합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느 대학병원 못지 않은 중증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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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비중이 높다. 신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장기화된 투병생활
로 인하여 상당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일부 보호자들 역시 불면, 불안, 우울
감, 신체화 증상 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세종병원 정신과는 그 동안 정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입원

3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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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General Hospital

환자들에 대한 지지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들어 본원에서 임상
심리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병사용)성인종합심리검사,

87

2. 진료부 _ 외과 > 외과 | 정형외과 | 산부인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마취통증의학과 | 응급의학과 | 치과

외 과
정정당당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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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외과는 개원과 동시에 진료를 시작하여 현재 2명의

이기석 부장

3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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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이태현 과장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 외과는 언제나 근거 중심 치료 (Evidence based treatment)의 과학적 판단과 모든 치

전문의 (이태현, 이기석 과장)와 2명의 전문 간호사, 1명의 수련의

료 행위의 유일한 목표는 환자의 건강 회복에 있음을 잊지 않는 인본적 자세로 진료에 임할 것이다.

가 진단과 치료에 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과적 치료의 최신 지견과 표준 진료를 습득하고 제공하며 환우들의 아픔과 불안을 함께
나눔으로 세종병원의 외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바르고 정정 당당한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암, 대장암을 비롯한 소화기암 수술, 유방 및 갑상선 수술,
하지정맥류 수술, 항문질환 수술 및 각종 복강경 수술 등의 외과
적 치료를 왕성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유방 클리닉, 갑상선 클리
닉, 하지정맥류 클리닉, 대장암 클리닉, 항문질환 클리닉 등을 운
영하고 있다.

세종병원 외과는 특히 중증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는 대한
민국의 어느 병원과도 어깨를 겨룰 만한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
이고 있다.

외과 의료진 간의, 그리고 소화기내과, 방사선과 등 유관 임
상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항상 올바른 판단과 최선의 진료
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병원 외과는 대한외과학회지 및 대한대장항문학회지에
총 10건의 논문을 게재하며 학술 및 연구에도 좋은 성과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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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고위험 환자의 안전한 수술을 책임지는 준비된 척추·관절 전문가

조명일 과장

의 료 진
조 명 일 과장

오 원 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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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General Hospital

오원석 과장

따라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심장내과, 흉부외과 등 타과와의 연계로 건강상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와 타 병원에서
수술은 가능하지만 더욱 안전한 수술을 원하는 환자까지 치료하여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정형외과는 팔, 다리 및 척추를 구성하는 모든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 진료를 한다. 팔, 다리,

많은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대형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환경과 전문화된 진료에도 비용은 일반 정형외과 전문병

척추는 기본적으로 피부, 지방 및 섬유조직, 뼈, 근육과 힘줄, 신경,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뼈와 뼈

원과 비교하여도 적정하게 책정되어 지역민 외 환자들

사이의 관절 및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과 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부위에 이상이 있을

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때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세종병원은 정형외과는 인공관절 클리닉, 관절경
세종병원 정형외과는 1982년 세종병원 개원 무렵부터 수 많은 전담 스텝이 부천 지역뿐만 아니

클리닉,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클리닉 등

을 개설

라 전국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염, 변형, 골절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수술을 시행하여 왔다. 또한 세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종병원 정형외과는 고령의 환자군이 많은 특성으로 퇴행성 질환 및 퇴행성 변화에 따른 외상 환자가

학술지에 총 12차례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 정형외과는 고령의 환자군이 많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은 특성으로 퇴행성 질환 및 퇴행성 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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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외상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 뿐 아니라
퇴행성 질환 및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고령의 환자에서 수
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소절개수술, 무수
혈 수술, 관절경 수술 등의 최신 시술로 위험도
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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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공의를 선발하였고 1994년도부터는 전공의를 4년간 자체 선발하였다. 개원초기부터 서울대병
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2002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파견받았고 1998년부터는 경희대병원에서 파

산부인과

견나오고 있다.

1991년부터는 복강경(골반경)에 의한 부인과 수술이 시작되었고, 1993년 9월에는 여호와 증인

건강한 아름다움, 준비된 예비엄마, 세종병원 산부인과가 함께합니다

인 48세 임신부에게 무수혈치료를 성공함으로써 세종병원 산부인과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갔다. 2011
년 3월부터 송민경 과장이 제 2과장으로 부임하여 한광수 과장과 함께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의 료 진
한 광 수 과장

송 민 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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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자궁 속 태아의 모습을 입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4D 입체초음파기기
를 도입하여 한층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병원에서는 현재 태아심초음파
및 태아기형 클리닉, 불임 클리닉, 갱년기 클리닉, 부인암 클리닉, 모자보건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산부인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산부인과는 여성의 일생에 걸친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임상과로 임신 전, 임신 중 모태
건강 관리와 분만 및 산후관리를 담당하는 산과와 부인종양과 내분비 분야를 담당하는 부인과로 구성
된다. 소아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이 산부인과 환자의 대상이 되며 부인과 검진
을 포함한 모든 부인과 질환을 진료한다.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수술 받은 여성환자 중 결혼과 임신 및 부인과 질환 치료를 위해 세
종병원 산부인과를 찾는 비율이 높다. 또 태아선천성 심기형을 가진 임신부의 출산과 신생아 심장수
술을 제공함으로써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로써 막중한 소임을 해왔다. 세종병원 산부인

세종병원 산부인과는 지역주민의 기대 속에 1982년 8월 병원 개원과 함께 진료를 시작했다. 한
광수 과장은 초기 응급 분만환자와 제왕절개 수술환자를 무사히 치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과는 산부인과 고유 영역의 개념을 확대하여 노인의학, 보완통합의학분야를 진료영역에 도입하고 대
사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의 예방과 치료분야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다. 한광수 과장이 개원부터 현재까지 세종병원 산부인과의 제1과장을 맡으며
산부인과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유능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세종병원 산부인

또한 최소침습수술인 부인과 내시경(복강경) 수술의 활성화를

과를 거쳐감으로써 산부인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89년도부터 서울대병원과 모자병원체결

통해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천성 심장병
산모 및 태아의 집중 관리 및 분만을 통해 산모
와 태아가 조기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심뇌혈관계 질환과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당뇨 등 내분비 질환을 앓고있는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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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환자 및 산모들이 안전하게 수술
을 받고 분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송민경 과장

한광수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2. 진료부 _ 외과 > 외과 | 정형외과 | 산부인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마취통증의학과 | 응급의학과 | 치과

이비인후과
세분화 된 진료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극강 이비인후과

의 료 진
김 태 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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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은 이비인후과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자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난청 등 특화된 클리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이비인후과는 이과, 비과, 인후과(두경부외과)의 합성어

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면다원검사 장비 도입, 양압환기 장치의 지속적 상담과 관리가 가능하도

로써 흔히 귀, 코, 목의 질환을 다루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록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난청 클리닉 운영을 위해 독립된 공간, 청력검사장비 및 보청기 조

주요 질환들을 살펴보면 이과학은 난청, 이명, 중이염, 어지러

절 시스템 도입, 전문 청각사 배치문제 등을 구상하고 있다. 2020년 세종병원 이비인후과는 아시아

움, 안면신경마비 등의 질환들을 다루며 비과학의 경우 비염,

최고의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치료받고 싶어 하는 진료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축농증,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등이 주요 질환이며 비중격성
형 및 코 성형 역시 비과학의 핵심적 진료분야라 할 수 있다.

두경부외과는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질환을 다루고 있
으나 가장 덜 알려진 진료 영역으로 신경외과와 흉부외과가
다루지 않는 머리와 목의 모든 염증성 질환과 종양이 주 진료

김태욱 과장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후두질환 및 음성장애, 갑상선질환,
구강 및 인두 질환, 침샘질환, 악안면외상 등을 들 수 있다.

94

파 수술기(coblator)가 도입되어 비염과 코막힘, 코골이 환자
들의 수술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고, 심장 및 대동맥 수술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대마비 치료를 위하여 굴곡형 후두내
시경 및 성대주입물질(RadiesseⓇ)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수
술 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환자유치로 축농증 및
비중격만곡증에 대한 수술 건수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제2부 • 2. 진료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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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비과 영역의 첨단 진료 장비의 하나인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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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의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 따라 최근 배뇨장애로

비뇨기과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노인에서의 배뇨장애는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여
성에서는 골반근육약화가 배뇨장애의 주 원인으로 생각되어 주요 치료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의 연구
경향에서는 이러한 배뇨장애의 원인이 대사성 증후군(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이 동시에

사람의 중심, 의료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세종병원 비뇨기과

수반되는 질병증후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본원은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으로 특히 대사성 증후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고 있
어 향후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이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배뇨장애와 같은 비뇨기과 영역
의 료 진
송 인 호 과장

김 상 철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의 연구, 교육 및 진료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Sejong General Hospital
김상철 과장

송인호 과장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비뇨기과는 소변이 생성 저장되고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에 있는 콩팥, 요관, 방
광, 요도 등 요로계 장기들과 음경, 고환,
정관 및 전립선 등 남성생식과 관련된 장
기를 다루는 진료과로써 이들 장기에 발생
된 질환들을 진단하고 주로 수술적인 방
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외과계의 한 분야
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요로결석, 요실금을 포함한 배뇨장애, 과
민성방광, 신경인성 방광질환, 신장암, 방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광암, 전립선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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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개원과 동시에 진료를 시작
한 세종병원 비뇨기과는 대표적으로 알려
져 있는 남성의 전립선 질환(전립선 비대
증, 만성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 기능 장애, 배뇨장애(빈뇨, 급뇨, 요실금 등)에 대한 상담
과 치료, 소아의 선천성 비뇨기계 기형, 음낭수종의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성기능 장애 클리
닉, 전립선 클리닉, 배뇨장애 클리닉, 요로결석 클리닉, 비뇨생식기 종양 클리닉, 요실금 클리닉 등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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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생명 조정 파일럿 마취통증의학과
성시욱 실장

의 료 진
성 시 욱 과장

김 용 락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이 종 현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김용락 과장

이종현 과장

하고 있어 각종 복잡 심질환 환자에 대한 마취의 경험이 풍부하며 기타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소아
마취, 노인마취 등에도 주력 하고 있다. 그리고 개심술 환자를 위한 각종 감시장치와 자가수혈기,
심박출량 측정기, 뇌산소포화도 측정기, 경식도 초음파 감시뿐만 아니라, 욕창방지용 젤패드, flow
warming set 등의 장비를 두루 갖춰 환자의 안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각 수술 방에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마취의 목적은 수술과 위험이 수반되는 각종 검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에 알맞은
마취를 시행하여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데 있다.

특히 본원은 심장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개심술 마취를 시행

독립적으로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심장수술에 필요한 저체온술을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
으며,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환자를 위한 보온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다.

1982년 8월 개원과 함께 시작한 마취통증의학과는 개원 후 약 4개월에 걸쳐 마취건수 265건(국
소마취 제외)를 기록하였고, 2011년까지 전신 및 부위마취건수는 93,324건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병
원은 1986년 국내 최초로 무수혈 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까지 총 823건의 무수혈 수술을 진행하였으
며, 무수혈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전문적인 마취를 시행했다. 또
한 수술이나 여타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본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자
가통증조절장치를 통해 1999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6,887건의 통증경감주사 치료를 기록하였다.

세종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국내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연수교육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총 3명의 러시아 의사가 세종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에게 연수교육을
받은 바 있다.

▒ 향후 발전계획
우리 마취통증의학과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술과 혈역학적으
로 불안전한 심폐마취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임상연구와 수술장 관
리에 적극 관여하여 수술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있다.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제2부 • 2. 진료부 소개

뿐만 아니라 외국 연수자들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마취통증의학과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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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24시간 박동하는 심장, 깨어있는 응급의학과

의 료 진
이 명 우 과장

송 봉 규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김 종 규 과장

박 송 이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문의 뿐만 아니라, 심장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고 있다.

급성 관상동맥질환자나 급성 대동맥질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응급의학과에서는 신속한 응급
처치와 함께 해당 과와 유기적인 협진으로 치료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심장 질환의 치료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1년 4월 1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되었고, 부천, 시흥,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응급의학과는 응급환자에게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초기 진료를 제공하여 급성질병이나 손상이 빠

부평, 광명, 남서부서울 지역의 응급 심뇌혈관 질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르게 처치되도록 하며 전체 진료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치료하는 진료과다.

24시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 수련의 1명, 간호사 13명이
상시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신의 제세동기, 응급 초음파기기, 저체온 유도 장비, 모니터
링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저체온요법, 중독치료, 응급기도 확보술, 창상
치료, 골절의 폐쇄정복 및 외부고정술, 통증치료 등이 있다.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은 지역 의료기관과 보다 효과적인 진료의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근지역 의료기관에
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고 빠른 이송,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또한 인근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방법 등을 지도 교육함으로써 병
원 전단계 응급의료 질을 향상시키며, 소방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응급의학 심포지엄을

세종병원 응급의학과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심혈관질환자나 뇌혈관질환자의 응급실 이용률이

개최하여 지역 응급의료 체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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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응급환자에게 적기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고자 응급의학과 전

이명우 과장

송봉규 과장

박송이 과장

김종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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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치, 포세린, 인레이, 크라운 & 브릿지), 심미치료, 치아미백, 턱관절 질환, 부정교합, 소아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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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및 교정 등이 있다. 심장혈관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라는 특성상 세종병원 치과에는 심혈

치과

관계 중증환자 및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가진 이들의 이용이 특히 많다.

지난 30년간 심장혈관, 뇌혈관 등의 문제를 가진 고위험군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노

20개의 건강한 치아! 80세까지 건강하게

하우를 갖춘 것이 세종병원 치과가 타 병원 치과와 차별화 되는 점이다.

▒ 향후 발전계획
의 료 진
차 도 신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치과 진료 분야의 특성상 세종병원 치과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시술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건강강좌를 마련하여 치료는 물론 예방교육 사업에도 앞장 설 것이다.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치과는 1982년 김해균 초대과장이 부임하여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1984년 김정수 과
장을 거쳐 1985년 3월부터 차도신 과장이 부임하여 현재까지 계속 진료를 맡고 있다.

세종병원 치과는 고령화, 서구식 식생활 및 간식문화의 발달, 아름다운 치아에 대한 대중적인 욕
구 증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치과진료 수요에 부응하며 지역주민의 구강보건과 심미치료를 위해 기
여해 오고 있다. 주요진료부문으로는 치아 및 잇몸의 고유질환, 치과보철수복(임플란트, 총의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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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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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신경과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치료를 위해 관련 질환별 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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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인의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인 두통에 대한 정확

신경과

한 진단과 적절한 약물 투여를 돕는 두통 클리닉, 어지럼 클리닉,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인 뇌혈관 질환을 집중으로 치료
하는 뇌졸중(중풍) 클리닉, 치매 클리닉, 운동장애(파킨슨/떨림증) 클리닉 등

전문적인 뇌신경질환 치료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을 운영하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의 료 진
이 승 재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심장혈관과 뇌혈관은 질환은 발전됐을 때 결과는 다르지만 발병 원인과
진단장비가 비슷하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신경
과는 2012년 5월에 개소한 ‘뇌졸중집중치료실’을 통해 신경과, 신경외과, 영
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체제를 유지하여 뇌졸중 환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아시아 최

신경과는 뇌와 척수를 포함하는 중추 신경계와 뇌신경, 말초신경, 그리고
근육이 포함되는 말초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고의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뇌혈관
치료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관련 질환은 두통, 어지럼, 뇌졸중(뇌중풍), 치매, 떨림증 및 파킨슨병, 간질,
수면장애, 안면 마비, 말초신경병증 (손발 저림), 근육병 등이다.

신경(내)과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신경학적 진찰을 중요시하며 진찰만으
로도 진단 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화 단층 촬영(CT스캔), 뇌
자기공명 촬영술(MRI 혹은 MRA), 뇌혈류초음파(Transcranial Doppler),
경동맥 초음파, 뇌파 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근전도, 유발전위, 인지기능검
사 등을 시행하여 확실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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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03년까지 6건의 논문 발표하였으며, 국내 대한 신경외과 학회에서 2건(2004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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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미국, 영국, 유럽,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해외학회에서 11건의 포스터 발표(2005년

신경외과

~2010년)를 진행하는 등 학술 및 연구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장애 없는 뇌졸중 및 척추 환자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 신경외과는 뇌에 생긴
여러가지 병변을 수술로 치료하는
최고 수준의 뇌혈관 신경 센터

30th Anniversary, 1982~2012

의 료 진
조 태 구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를 만들 예정이며, 특히 뇌혈
관치료에 있어 뇌를 열지않고
카테터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뇌혈관 중재술을 활성화 할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우리 신체 중에서 신경계는 극도로 세밀하고 복
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신경외과는 다
른 어떤 과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며 최첨단의 장
비가 필수적이다.

세종병원 신경외과는 뇌혈관질환, 뇌종양, 두부
외상 등 뇌질환과 디스크 및 척수손상 등 척수 및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MRI, 3차원 Volume CT,
경두개골 초음파기(TCD), 미세수술 현미경, 그린버
그 뇌견인기 등 첨단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앙
집중 감시장치가 설치된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운영하
고 있다. 대개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 중 척추 질환이
조태구 과장

나, 뇌출혈, 뇌혈관 질환, 뇌종양이 동반되는 경우가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많은데, 다른 병원에서는 뇌척수 수술을 할 수 없는

106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경우에도 본원에서는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과와
의 긴밀한 협진 하에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세종병원 신경외과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증
가하고 있는 뇌혈관질환과 척추 디스크 질환 치료에
서 항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자 적극적인 연구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병원 신경외과 조태구 과장은

예정이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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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을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환자 또는 앞으로 심장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폐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심장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맞추어

재활의학과

무선 심전도 감시 하에 운동을 실시하는 과학적인 맞춤 운동을 통해 최단 기간 내에 가능한 최적의 운
동 능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분야이다.

萬病回春(만병 회춘)은 재활의학과에서!

성인을 위한 오십견 클리닉, 말초신경/ 근전도 클리닉,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발달과 교정을 위
한 척추 측만증 클리닉, 뇌졸중 이후 발생한 연하장애 후유증을 치료하는 연하장애 클리닉, 보조기/
의지(의수, 의족) 클리닉 등 특수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의 료 진
한 재 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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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General Hospital

▒ 향후 발전계획
재활의학과는 심장재활 클리닉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상동맥질환 뿐만 아니라 심장판막질환, 심
부전증, 선천성 심장 질환 환자에게도 적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질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재활의학과는 2003년 4월 신설되어 각종

환 즉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환자에게도 심장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다 건강하
고 활력있는 사회가 되도록 매진을 다할 것이다.

통증환자, 뇌졸중, 척수손상환자의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자의 재활 치료를 시행하여 만
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

재활의학과는 근육 골격계, 심폐기능,
신경계의 질환으로 일상생활동작에 필요한
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신체적, 정신적,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사회적 능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환자를 훈련시킴
으로써 삶이 보다 보람되고, 생산
적이 될 수 있도록 치료, 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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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의 ‘심장재활 클리
닉’에서는 심장질환자를 조기
에 회복시켜 사회적 활동으로
빠른 적응과 복귀, 나아가 심
장병의 이차 재발방지를 목표
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재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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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영상을 기반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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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영상의학과로 개칭하게 되었

영상의학과

다. 최근에는 촬영 및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전
에 영상화 할 수 없었던 미세한 구조물에서부터 매
우 빠르게 움직이는 심장의 영상화, 평면 영상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세종병원 영상의학과

입체영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병
변까지도 조기에 진단하게 되어 건강검진에도 폭넓
게 관여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영상화 할 수 없었던
심장까지 정밀하게 보여줌으로 영상의학의 영역이

의 료 진
김 양 민 부장

이 창 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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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동 재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폭 넓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영상을 기반으로 정
확한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수술
김양민 부장

을 대신하여 조직검사와 배액술 또는 혈관촬영술을
이용한 치료도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영상의학과는 1982년 8월 개원 당시 일반촬영 및 투시촬영이 가능한 촬영장비 2대, 이동형 촬영

▒ 향후 발전 및 계획

장비 1대를 갖추고 4명의 직원으로 개설했다. 영상의학과는 우리 몸에서 얻은 영상을 바탕으로 진단
과 치료를 하는 전문 의료 영역을 말한다. 많은 수의 질병이 특정 부위 또는 전신의 형태적 변화를 초

본 영상의학과에서는 첨단의료 장비의 완벽한

래하거나 잘못 형성되어 유발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이상변화의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

관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양질의

을 진단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서 질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거나 추측할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향후 유능한 영상의학과

수 있는 변화를 제시하기 때문에 진단의 객관적인 증거로써 또 진단의 기준으로

전문의를 증원하여 증가되는 판독업무량을 신속하

활용된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형태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게 처리하고 첨단화된 신 장비의 도입을 적극적으

기능적 이상까지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질병의 진단에 있어

로 검토하여 심장 등 특화된 전문 분야에 새로운 진

영상의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895년 x-ray를

이창근 과장

발견한 이후 시작된 영상의학과는 진단방

단방법 개발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사선사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대한방사선의학
회와 방사선사협회 및 각종기술학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
하게 하고 논문 및 국내외 학회활동을 지원하여 앞
서가는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이라는 미래지향적
병원구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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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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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

의 료 진
함 의 근 과장

Sejong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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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병리과는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외과병리, 세포병리, 그리고 면역조

신체 각 부위에서 채취한 조직검체를 검사하여 병리학적 진단을 수행하는 조직

직화학 검사나 분자병리검사 등의 특수병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단업무 외에도 여러 질환에

병리검사에 아울러 수술 중 암조직의 절제부위 판정 및 향후 환자의 치료방침을 결

대한 기초연구를 시행하여 각종 악성종양 등의 발생기전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하는데 필요한 동결절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궁분비물, 객담, 각종체액의 도
말표본을 비롯하여 및 세침흡인 세포재료를 이용한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질병의 발생, 진행 및 병변의 조직학적 구조,기관의 형태 및 기능
의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임상 각 과에서 의뢰한 생검조직과 세포 검체 등을 병리형태학적으로 관찰하

1982년 초창기 송계용 과장이 67건의 세포병리검사 시작을 필두로 해마다 검사

여 질환의 원인, 경과 예후 치료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여 환자의 진료에

건수가 증가하여, 조직병리 및 세포병리검사가 2000년 총 7,785건, 2011년 10,650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89년 3월 윤동헌 과장이 부임하여 진단검사의학과와 분리
되어 임상 각 과와 활발한 집담회 및 학술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1995년 3월 오미
혜 과장이 부임하여 동물실험 및 심장이식 연구에 크게 기여 하였다. 아울러 2008년
8월 함의근 교수가 새로 과장으로 부임하여 세포전문병리사를 영입하고 독자적 병리
과 운영으로 병리과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향후 발전계획
병원 편재상 명실공히 독립된 병리과를 두고 우수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병리과
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용 부검을 위시하여 조직
제2부 • 2. 진료부 소개

화학적검사 및 면역병리적검사를 병리조직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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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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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신임인증제도에 도입 초기부터 참여하여 검사실 내 각종 품

진단검사의학과

질관리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검
사실로 인증을 받아 왔다. 그 외 의료기관 평가, 수련기관 평가
및 임상시험센터평가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국제 평가인 JCI

근거 중심 의학의 선두 주자

인증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도 적격함을 인증 받았다.

▒ 향후 발전계획
의 료 진
이 정 림 과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진단의학검사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진단의학검사실을 운영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체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즉, 검사의 선택 및 의뢰시점부터 검체 채취 및 취급, 검체 접수부터 분석과정, 해석, 결과 관리 및 이
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검사 과정에 대한 이해와 종합적인 질 관리의 토대 위에서 임상의와 환자에게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가 선택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

현대의료에 있어서 진단이나 치료 등 의학적 결정의

획이다. 또한, 검사소요시간의 체계적 관리에 의한 결과보고 소요시간 단축으로 환자진료에 도움이

약 70%가 진단검사의학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고가

되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있을 만큼 진단검사의학검사는 환자진료에 중요하다. 진
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인체에서 유래하는 각종 검체를 이
용한 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 확진, 치료 효과 판
정 등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 검
사의 목적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감별진단, 질병
중증도 및 경과 판단을 통한 치료방침 결정, 예후 판정,
감염균 치료를 위한 미생물 동정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
안전한 혈액 공급, 건강검진이나 선별검사를 통한 질병
발견 또는 예방 및 치료 효과의 추적관찰을 위한 것이다.

본원의 검사 실적도 1982년 개원 초 30,000여건에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지나지 않던 것이 2011년 현재 2,700,000여건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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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림 과장

하 급수적인 성장을 이루어 준대학병원 규모에 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진단검사의학 검사는 정확성, 신뢰
성 및 적시성이 보장될 수 있는 표준적 품질관리가 필수
적이며 이를 위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종병원 진단검사의학 검사실도 1984
년부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외부정도 관리를 통해 검사의 정확성을 점검 받고 있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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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팀

심혈관촬영실

성공적이고 안전한 심장 수술을 위한 또 하나의 바이탈

2020년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촬영실로의 도약!

의 료 진
심폐기팀장 _ 이 상 근 (진료지원부장)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심혈관촬영실에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부정

폐 장치 그리고 자동체온 조절장치 등의 첨단장비와 기기들을 운영하여 심장수술이 안전하게 시행될

맥 등의 심장질환을 심도자술을 통해 진단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종병원 대

수 있도록 특화된 전문 부서이다. 세종병원 심폐기팀에서는 90년대 후반 자가수혈장치(Cell Saver)

동맥판막치료팀이 2010년 12월 수술하지 않고 카테터를 통해 대동맥판막대치술(TAVI)을 민간병원

를 도입한 이래 매년 500례 이상의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자가수혈장치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정

최초로 성공함으로써 고령자와 신장질환, 폐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수술이 위험한 환자들에게 비수술

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거의 모든 수술분야와 출혈성 치료과정에서 폭 넓게 쓰이며 더 많은

치료시대를 열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치료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세종병원의 의료진들

환자에게 무수혈 수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가수혈 장치 등 최첨단 장비의 도입과

은 국내는 물론 국제 심혈관계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치료노하우를

체외순환기법의 향상으로 수술환자의 수혈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5kg 이

공유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수혈 수술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심장, 간 등의 장기이식 수술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체외 혈관류 시스템을 가동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심폐기팀의 체외순환 실적은 1983년 47례를 시작으로 매년 시행 건수가
증가였으며, 2011년까지 총 20,533례를 기록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눈부신 성과와 발전을 이루
어 냈다. 체외순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초기 1인이었던 체외순환 담당자는 현재 5명으로 늘어났으
며, 연평균 800건 이상의 체외순환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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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팀은 심장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생명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 인공심장 장치와 인공

하의 대혈관전위증(TGA) 환자에게 무수혈 수술을 성공한 이래로 영·소아 체외순환에 있어서도 무

118

의 료 진
심혈관촬영실장 _ 최 락 경 (심장내과장)
심혈관촬영팀장 _ 유 호 수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 심폐기팀은 영·소아, 말기환자, 재수술
환자의 체외순환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해 환자회복 기
간을 단축하는 데 힘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의료기관의 체외순환 팀과의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작지만 강한 심폐기팀이 될 것이다.

최근 수술대신 최소침습적 치료방법들이 트렌드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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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수술실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종병원에서는 2011년 7월 심혈관촬영실
에 하이브리드 룸을 갖추게 되었다. 하이브리드 룸은 개흉/개복 수술과 중재적 시술이라는 서로 다른

수술실

분야의 의료진들이 협진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술실이다. 하이브리드 룸의 주요장비인
Allura Xper FD20은 3D영상 시뮬레이션 기능과 3D네비게이션 기능, 테이블 Pivot, Tilt, Cradle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는 곳

기능 등 촬영범위가 넓어 경피적 대동맥판막대치술, 복부대동맥 및 흉부대동맥 스텐트그라프트 삽입
술 등 어려운 첨단시술에서 요구되는 각도를 모두 지원하는 최첨단 기기로 하이브리드 룸에는 항균헤
파필터를 장착하여 청정 무균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순식간에 14℃~28℃ 사이의 온도를 자유자재로

관 리 자
수술실장 _ 성 시 욱 (마취통증의학과장)
마취 Unit manager _ 김 정 숙 (간호2부)

제어할 수 있다. 시간당 40회 이상의 강제 배기시스템과 양압시스템으로 외부공기를 철저히 차단시
켜 수술 및 시술환자들의 감염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수술 Unit manager _ 김 은 화 (간호2부)

Sejong General Hospital

수술 Unit manager _ 이 은 아 (간호2부)

세종병원 심혈관촬영실은 총 4대의 심혈관촬영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4대의
심혈관촬영기를 보유한 곳은 총 5개 병원으로 4곳이 대학병원 그리고 1곳이 바로 세종병원이다. 세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종병원 심혈관촬영실에서는 연간 관상동맥조영술 3,500례, 관상동맥확장술 1000례, 승모판 및 폐

본원 6개의 수술실에서는 심장수술을 포함하여 각종 수술이 연간 3,000여건 정도가 시행되고 있

동맥판막확장술 20례, 소아심장조영술 300례, 심방중격폐쇄술을 포함한 소아중재시술 200례, 전기

다. 심장 수술은 1일 4~5건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 수술 발생 시 언제든지 시행 할 수 있는 인공 심

생리학적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250례, 인공심박동기삽입술 90례 등의 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

폐기 및 환자 감시 장치 등 타 병원과 차별화 되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각 방 온도를 독립

년 증가 추세에 있다.

적으로 운영 할 수 있어서 15분 이내에 14℃~28℃까지 조절하여 예민한 심장 근육을 완벽히 보호 해
줌으로써 심장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환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의 향상, 진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심혈관 영상진단을 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선진적 의료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해 국제적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진 교류, 임
상연구, 심혈관분야 최신 정보 공유 등 다각적 의료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1년 7월 1일 수술실 리모델링으로 각 수술방은 시간당 40회 이상의 배기 시스템 및 양압 시
스템으로 외부 공기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으며, 멸균 물품 보관실, 세척실 등의 기준을 JCI 규정에
맞게 하여 감염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술실은 응급 환자가 수시로 발생되는 중환자실, 심혈관 촬영실, 분만실, 응급실의 중심에 위
치 함으로써 응급 수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
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각과의 전문 수술팀이 완벽한 팀워크와 오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에 기반한 최상의 수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순간도 긴장감
을 늦출 수 없고 바쁘게 진행되는 수술실의 환경 가운데서도 팀원들은 자신보다 수술 받는 환자와 함
께 일하는 동료들을 먼저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개원 이래 외국 심장병 환자들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의 수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본원을 찾는 해외환자의 증가로 수술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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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속으로 거듭나는 세종병원 수술실이 되
도록 노력하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 수술실은 수술과 관계된 모든 의료진이 지속적 교육과
연구를 통해 수술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
는 수술환자를 위하여 최상의 수술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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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급실

특수검사실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병원경영에 일조하는 중앙공급실

정확, 신속, CS를 아우르는 특수검사실!

관 리 자
중앙공급 Unit manager _ 최 은 영 (간호1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중앙공급실은 환자들의 치료에 요구되는 모든 기구와 위생 재료를 멸균·저장하고 멸

특수검사실에서는 임상 각 과의 진료 및 진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크게 순환

균물품과 린넨류 그 외 환자관련 소모품의 출고 등을 꼼꼼히 관리하여 병원 경영에 손실이 없도록 함

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검사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순환기계 검사실에서는 심전도, 활동심전도/

을 최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멸균기의 성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련업무와 연구도 꾸준히 수

혈압,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심폐운동능력검사, 동맥경화?협착도검사 등을 시행한다. 특히 심초음파

행하고 있다.

장비는 GE, Phillips, Acuson사 등 최첨단 장비로 11대 중 8대가 심초음파실에 상시 비치되어 있어 예약검

중앙공급실은 간호1부 소속으로 수간호사를 포함한 6명의 직원이 환자 진료와 관계된 물품의 멸

사 및 당일검사가 가능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이동식 심초음파장비도 갖추고 있어 심장

균 및 불출 업무와 린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간호사는 병원 감염대책 위원회 위원으로

수술이나 이동이 어려운 중환자의 경우 필요 시 언제든지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운동부하검사 장비와 심

병원의 감염관리 및 감염예방 등의 활

폐운동능력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심장수술을 받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호흡가스대사분석을 통해

동을 하고 있다. 중앙공급실이 보유한

맞춤형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맥

주요 장비로는 미세한 수술기구 및 유

관련 검사로는 활동심전도기와 원격심전도기 등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다. 호흡기계검사실에서는 호흡기

리, 고무제품 등을 멸균하는 가스 멸

질환 환자, 수술 전 환자를 대상으로 폐 기능 검사를 담당하며, 천식 알러지 반응을 포함한 각종 항원(진드

균기(E.O Gas Sterilizer)와 각종 의

기, 꽃가루, 먼지 등)에 의한 알러지의 원인을 규명하는 ‘알러지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소화기계

료 기구 및 의료 소모품을 멸균하는

검사실에서는 각종 내시경검사를 비롯한 식도내압검사, 항문-직장압검사, 24시간 산도검사를 진행하며,

고압 증기 멸균기(Steam Sterilizer),

신경계검사실에서는 신경계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뇌파, 뇌혈류, 근전도 신경전도속도, 뇌유발전위, 자율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척을 위한 자동

신경계, 비디오안진, 인지기능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2대씩 보유 하고 있다.

세종병원 특수검사실에서는 전문적인 Sonographer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급, 중급과정의 Sonographer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심초음파 Conference 시간에는 심초음파 관련 의료진들이 심
초음파와 관련된 주제나 증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여 심초음파의 기본지식 뿐 아니라 최신지

▒ 향후 발전계획

견과 더불어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raphy) 유자격자가 다수 있으며 향후에는 전원이 ARDMS 라이센스를 획득해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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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척건조기(Washer-Disinfec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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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자
특수검사실장 _ 정 인 현 (심장내과장)
특수검사 Unit manager _ 진 재 옥 (간호1부)

센터’의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특수검사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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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모든 기구와 Set의 사용 경로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관리 시스템을 도입
하여 효율적인 물품 운영을 함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CCDS(Case Cart Delivery
System)의 도입으로 수술 관련 모든 세트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향후 발전 계획
JCI 국제인증을 받은 세종병원 특수검사실로써 안전에 기반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것이다. 심장 초음파실에는 현재도 ARDMS(American Registry for Diagnostic Medical Sonog-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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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진료협력팀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내 가족처럼!

최선의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진료협력팀

관 리 자
전담 의료진 _ 강 재 영 (신장내과장)
인공신장 Unit manager _ 김 상 라 (간호2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관 리 자
진료협력팀장 _ 김 보 호 (원무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인공신장실은 만성신부전 환자의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심장

진료협력센터는 외부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주민과의 긴밀한 체계를 통하여 병.의원에서 의뢰된

혈관 전문 종합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본원은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환자가 심부전, 부정맥, 협심

환자 및 지역사회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진료와 결과 회신, 되의뢰, 전화 예약 및 상담 업무를 시행

증, 심내막염, 관상동맥질환 등의 합병증이 발생 할 경우, 심장내과 의료진의 신속한 협진으로 합병

하여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다.

증을 예방하고 전문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진료협력센터는 진료의뢰, 콜 센터, 대외협력 업무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본원 인공신장실은 1998년 7월에 10대의 혈액투석기로 투석을 시작 했으며, 2010년 7월 20병상

는 당일 one stop 진료의뢰, 전화 회신, 입원 및 시술 환자의 방문 등을 포함한 의뢰 서비스의 확대

으로 증설하면서 최신투석기기(FMC5008S) 20대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

와 전문적인 콜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전화예약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공하고 있다. 최첨단 투석관련 운영시스템(TDMS)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환자 치료데이터 관리와 원

는 주요 의뢰 지역인 부천, 시흥, 인천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활동을 통하여 환자 의뢰 비율을 높이고

격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응급환자를 위하여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자 노력하고 있다.

최신형 정수시설로 투석 중 사용되는 정수물의 수질검사와 엔도토톡신검사 및 미생물검사를 체계적
으로 실시하여 감염예방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공신장실은 독립적인 냉, 난방 시스템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환자들이 내 집 같은 편안
한 분위기에서 투석 받을 수 있도록 침대배치, 인체공학적 조명, 침상 별 개인 TV 등 작은 부분까지

1998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진료협력센터는 2011년부터 환자를 의뢰하는 타 병원 의료진들이 더
욱 빠르고 편리하게 환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자의뢰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
과 1999년에는 2,500여건 이었던 진료의뢰 환자수가 2011년에는 7,100여건으로 실적이 크게 향상
되었으며 협력병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1년 JCI 인증 심사 시, 시설부터 서비스까지 환자안전관
리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향후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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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천,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서울 남부지역에서도 환자

세종병원 인공신장실은 철저한 내

의뢰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대외업무 영

부 관리시스템으로 JCI 인증기준 및 적

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료의 중심

정성 평가 1등급을 계속적으로 유지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원 및 핵심 병원들을 중

는 한편, 대내외 교육기회를 통한 최신

점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의뢰 환자가 증가할 수 있

지견 습득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도록 하며, 되의뢰 활성화를 통하여 의뢰병원들과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상생 및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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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주요 의뢰지역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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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진료센터 _ 무수혈센터 | 웰빙의학센터

중환자실

무수혈센터

최고의 전문가에 의한 안전하고 정확한 중환자 간호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 리 자
중환자실장 _ 김 계 수 (호흡기내과장)
심장·혈관 중환자 3Unit manager _ 김 순 옥A (간호2부)

심장·혈관 중환자 1Unit manager _ 박 수 란 (간호2부)
내외과 중환자 Unit manager _ 이 은 경 (간호2부)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관 리 자
무수혈센터장 _ 한 광 수 (산부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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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중환자실은 1982년 8월 개원과 함께 22병상을 시작으로 1999년 3월 41병상으로 확장 이전하였

무수혈 치료란 혈액이나 그 혈액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내·외과적 치료 및 수술을 하는 발전된

으며, 심장수술 증가로 인해 2000년 4월에 흉부외과 중환자실을 5병상을 증설하며 침상 부족현상을

치료법이다. 초기에는 주로 특정 종교인의 치료에 시행되어 왔으나, 혈액 공급이 수요에 모자라고 수

일부 해소했다. 2005년 9월에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규정한 한국중환자실 기준치를 넘어선 면적, 설

혈감염의 위험성 등이 현실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무수혈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

비, 의료장비, 인력을 완벽하게 갖추어 심장·혈관 중환자실 21병상 (흉부외과13, 소아과8), 내·외과
중환자실 22병상 (내과계12, 외과계10) 총 43병상 4개 분야로 거듭났다.
전문적인 최첨단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고난이도 간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중환자실 간호경

세종병원은 1986년부터 무수혈 진료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수혈 수술을 시행해 왔다. 1986년 선천
성심장병을 가진 8세 여아의 무수혈 심장수술(승모판막교정술) 성공하였다.

력 평균 4년 이상의 숙련되고 전문화된 간호사가 환자 2~3명당 1명이 배치되어있다. 감염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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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무수혈 치료에서 한국 의료계에 남을 큰 기록이 있었다.

진의 손이 닿는 곳 어디에나 세면대를 설치하여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침상마다 각종

산부인과와 외과환자가 수술 후 혈색소치가 2.3g/dl, 2.1g/dl까지 떨어졌으나,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혈역학적 모니터와 말초맥박 산소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중환자를 집중관찰 및 치료하고 있

존중하여 수혈 없이 치료하여 기적적으로 소생하였다. 산부인과 환자는 고령임신부로서(48세) 3남 1

다. 이 외에도 인공호흡기 30대, 심박출량 측정기,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 일산화질소흡입기

녀가 있는 경산부였다. 임신 34주로써 임신중독증과 태반조기박리로 응급제왕절개술에 의해 1,900g

(NO delivery system), 혈액가스 분석기(BGA), 제세동기, 대동맥내 풍선펌프(IABP), 자동수액 주

의 여아를 출산하였으나 태반박리로 인한 소모성 출혈로 인해 혈색소치가 수술 전 9.1g/dl에서 수술

입기, 심전도 기록기(Portable EKG Recorder), 일시적 경피정맥 심박동기(Pacemaker), 지속적 신

직후 5.7g/dl, 수술 제 2일째는 2.3g/dl까지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적혈구와 혈액응고인자를 수혈해

대체요법 혈액투석치료기(CRRT), 심장초음파 기계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수술 전·후 심장 기능이

야 하였으나, 종교적인 신념을 존중하여 수

현저히 떨어진 중환자를 위해 체외 순환 보조기(EBS)를 구비하고 있고 또한, 전담의가 24시간 상주

혈 없이 치료 하였다. 대용혈장, 에리스로

하여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포이에틴, 지혈제, 고농도 산소공급, 절대
안정 등의 여러가지 치료기법으로 수술 후

▒ 향후 발전계획

20일째 혈색소 6.5g/dl로 회복하여 안정적

세종병원 중환자실은 인간존중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안전에 기

으로 퇴원 하였다. 외과환자는 십이지장의

반한 원칙과 근거중심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와 보호

악성림프종으로 휘플씨 수술을 받은 59세

자에게 믿음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의료진은 교육

여자 환자였다. 수술 전 8.7g/dl이였던 혈

과 연구를 통한 혁신과 상호 협력하여 최상의 팀워크를 발휘할 것이다.

색소가 수술 2일째 2.1g/dl까지 떨어졌으

무수혈센터 한광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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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적화된 격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정화 시설로 고성능 HEPA필터가 설치 되어 있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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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술한 방법으로 무수혈로 치료한 결과 수술 46일째

5. 전문진료센터 _ 무수혈센터 | 웰빙의학센터

혈색소가 6.4g/dl로 회복하여 퇴원하였다.

1999년 국내 최연소 무수혈 개심수술 성공(생후 2개

웰빙의학센터

월 4.9kg 대혈관 전위 환아 완전교정) 등으로 국내 수혈
대체치료분야의 새 지평을 연 병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오늘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 웰빙의학센터의 다짐입니다

이러한 세종병원의 무수혈 수술의 시도는 심장수술
을 포함한 일반 수술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2001년 무
수혈 센터를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종병원에서는
1986년부터 매년 평균 30례 이상의 무수혈 수술을 시행

관 리 자
물리치료실장 _ 한 재 덕 (재활의학과장)
물리치료팀장 _ 윤 정 호 (진료지원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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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2011년까지 823례의 수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2012년) 세종병원 무수혈 센터는 산부인과 한광수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과장이 무수혈 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9인의 전문의로

2005년에 본관 7층에 개설된 세종병원 웰빙의학센터는 특화된 운동센터로 근골격계 질환, 심장

구성된 무수혈 진료위원(일반외과 이태현 과장, 흉부외과

재활을 포함한 생활습관병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웰빙의학센터에서는 운동능력검사(BMI, 운동

나찬영 과장, 심장내과 임달수 부장, 마취통증학과 이종

부하 심전도 및 가스분석)와 운동기능평가(근관절검사, 균형검사, 자세검사, 척추만곡검사 등) 를 실

현 과장, 신경외과 조태구 과장, 정형외과 조명일 과장,

시하고, 설문을 통해 병력 및 잠재요인을 분석하여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1:1 개인 맞춤 운

진단검사의학과 이정림 과장, 응급의학과 송봉규 과장,

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웰빙의학센

소아청소년과 심우섭 과장), 그리고 전문 코디네이터(간

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Conditioning 프로그램, 생활습관병 및 만성질환 프로그램, 인공

호본부 장동녀 교육행정부장)가 무수혈 팀을 이루고 있어

관절 재활운동 프로그램,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있다.

전문적인 무수혈 치료에 힘쓰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무수혈 치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어 유럽이
나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되어가는 추세
이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국내 최초로 무수혈 진료위원회
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무수혈진료를 해온 본 세종병원
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의 ‘무수혈 치료’
혹은 ‘수혈대체 치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임상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 수술 후 관리를 위한 Improving 프로그램
● 근골격계 재활운동 프로그램

3) 인공관절 재활운동 프로그램
	인공관절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삽입물의 탈골 예방, 기능
적 근력 향상, 인공 관절 주위 근력 강화, 침상으로 인한 위험 부작용(혈전 정맥염, 폐
색전, 욕창, 폐렴 등) 예방, 보조기구를 통한 독립적 이동 및 보행 등의 효과 기대

4) 심장재활 프로그램
2) 생활습관병 및 만성질환 프로그램
● 비만 프로그램
● 관절 강화 프로그램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프로그램

	심장질환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심장병 가능성을 가진 예비환자를 대
상으로 하며 최단기간 내에 최적의 운동능력을 회복 및 유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
로 심장질환의 재발방지 및 체력향상, 혈중지질, 혈당, 고혈압 등 위험인자 개선, 심
장문제(허혈증상, 심근 부담률 등) 개선, 정신적인 안정감 회복 등의 효과 기대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 웰빙의학센터는 수술이나
치료 후에 환자에게 전문적인 운동치료
법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만성질환 등
의 위험인자를 가진 예비환자들에게 적
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예방
치료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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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ditioning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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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고객지원센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재무팀

고객의 불편함이 없는 그날까지! Global Top 세종병원을 위해!

관 리 자
재무팀장 _ 이 동 훈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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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관 리 자
원무부장 _ 김 충 걸 (원무부)
경영관리팀 _ 한 정 우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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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재무팀은 병원의 전반적 자금운영의 계획 및 집행을 하는 핵심부서로 자금업무, 회계업무, 세무

세종병원 고객지원센터는 내원고객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느끼거나 지적한 불편사항 등에 대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자금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도록 하며, 병원의 수입집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서이다. 2012년 현재 고객지원센터는 경영관리팀과 원무팀의 상호협력 하에

계업무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여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매년 변화하는

세종병원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그리고 각 외래 창구, 검사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소리함’ 내용을

조세환경에 맞추어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확인하고, 고객문의에 답변하며 고객의 불편사항과 지적 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개선을 유도함
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내원고객 중 초진환자 내원경로를 파악한

세종병원 재무팀은 1982년 개원 당시 총무과 소속 경리계로 시작하였으며, 1984년 10월 총무과

후 각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초진환자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리계에서 경리과로 분리하여 전문화 및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그 후 2003년에는 경리과에서 경리

있다. 그 밖에 고객민원상담은 원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문의사항에 적극적

팀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9월부터는 현재의 재무팀으로 팀명이 변경되었다. 2011년 6월 아우누리

이고 친절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부터 회계업무가 급속도로 개선되었고, 2012년 1월부터는 더존회계프로그램
(아이큐브)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 향후 발전계획
고객지원센터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관리팀과 원무팀의 협력이 무엇보

▒ 향후 발전계획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병원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병원경영에 부
합하는 회계업무, 예산관리, 원가관리 등 재무와 관련된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이다.

다 중요하며 두 부서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
을 강화하는 한편, 서로의 업무를 적극

132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향후 고객지원센터에 보다 효과
적인 고객응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CS
전문가가 주축이 된 고객지원센터로써
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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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유하여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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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총무팀

아시아 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인 글로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

관 리 자
전산팀장 _ 윤 태 경 (기획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관 리 자
관리부장/총무팀장 _ 신 교 훈 (관리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전산팀은 1985년 7월 비트컴퓨터와 업무전산

총무팀은 인사/서무계, 비서실, 교환실, 차량계, 도서실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

화시스템 공급계약을 맺으며 시작되었으며, 이때 도입시스

관리, 인사노무관리, 직원급여, 제의식 및 행사지원, 진료부 행정지원 및 교육수련, 비상, 서무, 비

템은 ALPHA Micro Computer(CPU Memory 1MB, Hard

서, 교환, 차량운행관리, 사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세종병원 총무팀은 4대 핵심가치(Care, Col-

Disk 70MB)로 그 후 국내외 전산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laboration, Commitment, Challenge)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종병원 전산시스템도 발전을 거듭하여 병원의 모든 업무

한편, 내부고객인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직원비전 달성에

수행에 빠져서는 안 될 업무로 확대되었다. 전산팀에서는 전

기여하고자 한다.

부서의 직원들의 업무들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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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7월 삼보컴퓨터(장비), 비트컴퓨터(프로그램)와
병원전산화시스템 공급계약
-	장비 : ALPHA Micro Computer (Main Memory 1MB,
		 Hard Disk : 70MB)
-	프로그램 : 원무과 진료접수, 입원수속, 진료비계산,
		 진료비청구업무
● 1990년 7월 장비증설 및 프로그램 추가개발 계약(비트컴퓨터)
-	장비 : AM3000-10 (Main Memory 8MB, Hard Disk 840MB)
-	프로그램 : 원무관리, 총무인사관리, 재고관리, 영양관리,
방사선관리, 약국관리, 의무기록관리
● 1995년 11월 AM4000-10으로 Main 장비증설(비트컴퓨터)
●	1998년 8월 (주)코네트 메디컴과 병원전산화시스템
1단계 공급계약
● 1998년 10월 세종병원 홈페이지 자체제작 및 운영
●	1999년 2월 (주)코네트 메디컴과 병원전산화시스템
2단계 공급계약
-	외래 및 병동 OCS시스템, 임상병리 검사장비 Interface,
특수검사실 관리

● 2001년 5월 홈페이지 제작계약 - (주)의약정보통신
●	2001년 7월 방사선과 PACS 시스템 도입계약 - (주)메디페이스
●	2002년 10월 (주)에스에이닷넷과 보험, 보호
EDI 청구 프로그램 개발 계약
● 2003년 11월 중국어 홈페이지 제작계약 - (주)리더스스터디
● 2004년 4월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 - (주)인에이지
- 사내통신, 전자결제, 이메일관리등 운영
● 2006년 5월 (주)유비마케팅과 홈페이지 리뉴얼계약
●	2006년 10월 PACS 시스템 Hard Disk 증설 - 2.8TB(2,900GB)
- PACS 시스템운영 총 Hard Disk 용량 : 5.4TB(5,600GB)
●	2007년 1월 보험, 보호, 산재 EDI 청구 프로그램
(주)아이티오피아와 전산팀 공동개발 계약
●	2010년 6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아우누리) Open
- EMR시스템 운영

▒ 향후 발전 및 계획
전산팀은 세종병원의 심장으로써 “전산팀이 멈추면 세종병원도 멈춘다”는 사명을 가지고 전산장
애를 최소화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글로벌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종병원 전산팀이
아시아 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종병원 총무팀은 합리적인 인사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복리후생을 추진함으로써 내
부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사협의회 활성을 통해 노사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직
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여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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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

경영관리팀

고객과 함께 시작하는 곳, 고객의 행복을 완성하는 곳, 세종병원 원무팀

경영목표 달성을 통한 Grand Vision의 실현

관 리 자
원무부장 _ 김 충 걸 (원무부)
원무팀장 _ 한 성 숙 (원무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경영관리팀은

의 직원이 외래 접수·수납, 입·퇴원수속, 의무기록업무, 진료비심사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05년에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있는

는 팀별 책임운영제의 방침에 따라 현 ‘원무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한성숙 원무팀

팀으로써 병원의 중장기전략

장 이하 총 18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 연계된 경영목표 달성을

리모델링(2012년) 등을 통해 점점 쾌적하고 안락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해외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1,000례’를 돌파하여 ‘후원자의 밤’을 개최하였
으며, 이와 같은 노력 끝에 같은 해 ‘메디컬코리아 외국인환자유치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
는 성과를 올렸다.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 원무팀은 커뮤니케이션 접점 부서로써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것이며, 생명존중과 사회봉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먼저 다가서고, ‘고객과 함께 시작하며

Sejong General Hospital

위하여 과거 재무 성과를 바
탕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영분석을 통해 경영의사 결
정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을 지향한다. 또한 병원
의 Grand Vision 달성을 위
하여 중장기 전략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며 부서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각 부서 역할
이 Grand Vision 달성을 위한 한 방향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병원의 경영목표가 효과
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부서간 업무조정, 규정 및 서식의 제·개정, 원가관리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新사업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한다.

▒ 향후 발전계획
경영관리팀은 경영성과 평가를 위하여 원가에 기반한 효과적인 분석 Tool을 제시하고 이를 통
한 경영분석을 실시하며 각 부서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서 역량이 경영목표 달
성을 위하여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Process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병원의
Vision 및 핵심가치와 부합하는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과 개인의 동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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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만들어가는’ 부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30th Anniversary, 1982~2012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원무팀은 세종병원 개원과 더불어 병원의 행정 및 보험 심사를 관장하는 부서로 시작하여 15명

세종병원 원무팀은 내원객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통합예약실 개설(2011년), 접수수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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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자
경영관리팀장 _ 이 배 우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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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팀

대외협력센터

병원의 질 향상과 최상의 시스템으로 고객 만족 실현!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한다

관 리 자
QI실장 _ 박 진 식 (전략기획본부)
QI팀장 _ 문 혜 선 (QI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QI팀은 병원 전반에 영향을 미
치는 환자안전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관 리 자
대외협력센터장 _ 박 경 서 (기획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대외협력센터는 세종병원과 관련된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기업, 각종 사회단체와 협력관계
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해 2010년에 신설된 부서이다.

사업에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좋은 시스템에
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업무

현재 대외협력센터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의 공공기관과 신뢰를 쌓아
가며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객이 진
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질 지표

대외협력센터는 비전 2020 실현을 위한 최전방 부서로써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관리, 환자안전활동, 교육, 임상 표준화 지침

의 CIS국가와 베트남, 중국, 몽골 등의 아시아 지역의 병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사

개발 및 관리, 각종 외부 평가를 지원하고 부서

업을 구상하고 전개해 나가는 한편, 세종병원이 이들 국가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

별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과 2008년의 두
차례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병원의 위상을 세웠으며, 2011년 11월에는 JCI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환자는 물론 해외 환자의 유치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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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병원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인 협조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대외협력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
외협력센터는 앞으로 여러 유관기관들과 호의적인 관계유지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비전 2020’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향후 발전계획
병원의 질 관리의 전산화를 확립하여 객관적인 Data수집 및 분석 등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의료
의 질을 향상 시키고 2020년 VISION에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모든 의료
및 진료 제공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병원의 제도, 체제, 과정을 개선하여 양질의 진료와 최상의 서
비스를 안전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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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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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마케팅팀

구매팀

고객과의 소통으로 ‘세종’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다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구매팀

관 리 자
브랜드마케팅팀장 _ 박 경 서 (기획실)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세종병원 브랜드마케팅팀은 세종병원에서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관 리 자
구매팀장 _ 원 순 덕 (관리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구매팀은 병원의 임상 각 부서와 그와 관련된 모든 지원 부서에 필요한 의료기기, 진료재료, 검

대외적으로는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의 매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병원과 관

사재료 및 일반 소모품, 피복 등의 물품계획, 수급관리와 의료장비의 구매부터 사후 관리, 고정자산

련된 각종 인쇄물(병원보, 진료과 소식지, 원내 홍보물)과 사인물 등을 제작하고 원내에서 진행하는

의 폐기까지 병원의 모든 물자를 관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의 관리 및 수리, 유지보수,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지원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장비의 기술 검토를 담당함으로써 의료장비의 사용

세종병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비전을 담아내는 세종병원 30년사 편찬 및 홍보동영상 제작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원은

부문에서도 브랜드마케팅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매팀장을 비롯 구매주임 2명, 장비계장 1명, 장비
주임 1명, 물품창고 사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브랜드마케팅팀은 세종병원이 지역사회와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기

적절한 예산 집행, 고정자산 유지 관리와 물품의 재

획하고 실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매월 무료건강강좌를 개최하여 질환에 맞는 올바른 건강 관리법

활용 등을 통하여 예산 지출의 조정을 주요 업무 내

을 교육하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많은 행사에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용으로 하고 있다.

통해 지역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SK스포츠팀 (SK와이번스,
SK나이츠)과 함께 ‘세종 하트데이’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가
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세종병원 구매팀은 물품 필요 시 재고량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정량을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140

고객과 병원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세종병원’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물품보유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장비 활용도를 분석하여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또한 업무에 최적화된 의료기기 구매를 통해 업무능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종병원 브랜드마케팅팀의
목표이자 비전이다. 따라서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고객이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관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고객들과
도 소통할 수 있도록 현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아시아 최고의
심뇌혈관센터’ 비전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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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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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팀

보험팀

전문적 약제서비스와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최적의 악물 사용에 이바지한다

보다 중립적이고 만족스러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창출

관 리 자
약제팀장 _ 황 은 주 (관리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약제팀은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업무와 처방 적절성 검토 및 부작용모니터링 업무를 통한

보험팀은 행정지원본부 원무부에 속해

안전한 약물요법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조제 및 복약상담 업무,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다양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

한 약물정보 제공 업무, 임상 시험약 관리업무와 고영양 수액제(TPN : Total Parenteral Nutrition)

에 진료 내역, 보험기준, 누락된 사항은 없는

및 정맥주사용 항암제를 무균적으로 조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지 등을 검토하는 자체심사업무를 담당하고

2 012년 7월 현재 총 1,300여종의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 내 의약품의 수급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의약품이
사용, 보관되고 있는 병원 내 모든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
여 유효기관과 보관법을 확인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마약류 관리 및 항
균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록 돕고 있다. 이 밖에도 호흡기약물(흡입제) 교육, 심장병 교
실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
상으로 복약상담실에서 약물과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일대일
로 시행하고 있다.

다. 의약품 정보제공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의 약물사용에 관한 문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 약
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온라인 뉴스레터의 발행, 원내
보유 의약품집 발행, 약품식별 회신업무 및 EMR 시스템에 처
방/조제/약물 투여 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약물정보DB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
1998년 처방정보 전달시스템의 도입, 2005년 경구약 자동 약
포장 시스템의 구비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조제시스템의
기초를 세웠고, 2010년부터는 EMR시스템을 통해 관련부서들
과 환자의 약물치료에 대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
자에게 최적의 약물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항응고제(쿠마딘) 교육’은 심뇌혈
관 전문 종합병원으로써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항응고제(
쿠마딘)를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

30th Anniversary Sejong General Hospital

30th Anniversary, 1982~2012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가. 의약품 관리 및 원활한 공급

142

관 리 자
보험팀장 _ 박 희 정 (원무부)

라. 임상약제 업무
비경구적으로 영양지원이 필요한 소아 심장수술 환자나 미숙
아를 위한 고영양수액제(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조제
와 항암제 조제, 임상시험약 관리,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 송신을 하고 있으
며, 심사결정 통보서에 부당한 삭감이 있으면
삭감 분석 후 이의신청하고 약가, 수가, 재료
대 관리, 미수금 관리,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공문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현재는 퇴원 직전 심사를 하고 있으나 앞
으로 재원환자 심사를 하여 진료비청구에 만
전을 기하고, 재원 중 자격관리 및 진료내역
이 보험기준에 적절한지 관리하여 진료비 가

▒ 향후 발전계획
환자 중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임상약제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선진약제시스템을 도
입하여 약제업무의 질적 향상과 의료진 및 환자의 만
족도를 높이고 약물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약물요법에러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약물치료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감지급, 외부기관의 평가 등에도 영향을 미침
으로 재원환자심사의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Sejong General Hospital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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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팀

시설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토대로 한 임상영상서비스 제공

안전한 시설을 통한 최상의 의료환경 구축

관 리 자
영양팀장 _ 박 민 숙 (관리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관 리 자
시설팀장 _ 정 건 진 (관리부)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영양팀은 환자에게 질병에 적합한 양

세종병원 시설팀은 병원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공사 등 관련 업무를

질의 급식 서비스와 함께 임상영양서비스

수행하며 진료환경의 유지와 개선에 따른 제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보안, 소

를 제공하는 부서이다. 양질의 급식 서비스

방안전, 시설안전관리 및 병원의 주요 기기 설비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란 맛있고 위생적이며 환자 개개인의 기호
와 영양을 배려한 식사를 정성을 다하여 제

1982년 8월 17일 준공 이후 2012년 6월 7일 철골주차장 E/L 설치와 본관 앞 승하차장 개수공

공하는 서비스이고 임상영양 서비스란 의

사가 준공되기까지 30여 년간 크고 작은 신 증축과 개수공사를 21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진료 환경을

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식습관, 신체계

개선하고 건축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왔다. 그 결과 세종병원은 현재 본관 (지하2층~지상7층), 별

측, Lab data등을 토대로 환자의 영양 상

관 (지하3층~지상6층), 철골 주차장 (지상4층), 주차타워 2기, 부속건물 3동 등으로 구성되며 대지

태를 평가한 후 영양요법을 시행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7,894.5㎡, 건축면적 3,923.038㎡, 연면적 21,162.478㎡로 건폐율 46.69%, 용적율 210.16% 로 237대
의 주차장 (주차타워 92대포함 )을 갖춘 심장혈관 전문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팀의 팀장을 비롯한 31명의 직원은 급식관리, 임상영양관
리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급식관리는 직원, 환자식의 급식계획, 식재료 수불 및 저장관
리, 배식관리, 위생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임상영양관리는 환자영양불량관리, 개인영양상담, 당
뇨병교실, 심장병교실, 만성신부전교실, 건강뷔페 등의 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 향후 발전계획
안전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친환경적인 시설물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병원의 시설 및 건축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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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진료 받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향후 발전계획
철저한 위생관리를 토대로 급식을 통한 영양관리를 실현하면서 직원 건강과 환자 치료를 지원하
는 영양팀은 고객 만족도 향상, 진료의 질 향상, 경쟁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심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의 차별화 된 급식서비스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병원 외래 및 입원고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며, 다양한 해외 환자식 관리를 통해 글로벌 병원으로의 위상을 확
립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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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런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다. 세종병원 시설팀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시설을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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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계획

7. 해외의료사업 _ 국제의료센터

국제의료센터는 더 많은 해외 환자들이 세종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의료센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우수한 의료 기술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해외 여러 국가에 진
출하여 세종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세계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병원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해외환자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 리 자
국제의료센터장 _ 송 봉 규 (응급의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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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및 주요 활동사항
국제의료센터는 세종병원을 찾는 해외환자들이 세종병원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이다. 해외환자가 현지에서 진료를 의뢰해 오는 순간부터 국제의료센터
의 업무는 시작된다. 환자의 질환과 치료방법, 치료기간 및 비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
의 내원이 확정되면 국제의료 코디네이터를 통해 공항 픽업서비스, 검사 및 진료, 식사, 복약지도까
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치료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지속적인 해피콜을 통해 환자
의 건강상태를 체크함으로써 해외환자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종병원 국제의료센터는 송봉규 센터장을 필두로 국제의료마케팅 총괄 관리자 1인과
중국마케팅 담당자 1인, 외국인 코디네이터 3인(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현지 의료진 출신 각 1인),
CIS국가 담당 한국인 코디네이터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CIS국가의 의료문서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사 2인을 두고 있어 국제의료사업을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세종병원 국제의료센터는 해외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업무 외에도
대외협력센터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업무, 해외 병원 설명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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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병원 해외진출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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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9명에 지나지 않았던 해외환자가 2011년에는 710명으
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외국인 환자가 많이 오는 병원으
로 선정되어 ‘외국인환자유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세종 유라시아 병원’이
2015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다.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Ⅲ

통계자료로 살펴보는
세종병원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30th Anniversary, 1982~2012
Sejong General Hospital

1. 연도별 총 수술 실적(누적)

(1982년 ~ 2011년)

100,000

94,704

3. 연도별 진료실적(입원 / 외래)

(1982년 ~ 2011년)

300,000
입원
외래

253,727

250,000

80,000

229,573
216,610

77,419
192,873

200,000

63,108
60,000

166,298

169,815

150,000

44,714

128,701

127,775

113,930

40,000
100,000

26,852

109,551

104,465

87,709

20,000
5,0000

8,905

20,654

452
0

8,020

0
1982

1985

1990

1995

2000

2. 연도별 심장수술 실적(누적)

2005

2011

(1982년 ~ 2011년)

1982

1985

1990

1995

2000

2005

4. 연도별 특수검사 실적

2011

(1993년 ~ 2011년)

25,000

25,000
개심술
비개심술

20,444

20,000

20,000

심초음파검사
24시간심전도검사
24시간혈압검사
운동부하검사
폐기능검사
내시경검사
신경과검사

19,097
17,691

15,321

14,450

15,000

15,000

19,239

150

10,000

10,000

7,545

5,000

0

16

1982

670

1,198

4,775

8,318

5,000

5,307

3,148
2,108

3,706
898

0

90
1985

8,608

7,043
4,236

3,909

13,867

9,451

1990

1995

2000

2005

2011

1993

1995

2001

2003

2007

2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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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심혈관촬영 실적

(1989년 ~ 2011년)

6. 국내외 심장병환자 지원실적
10,000

2,549

국내 심장병환자 무료수술 지원실적 (누적)

2,500

연도별 심혈관촬영 실적 Ⅰ- CAG

1,919

10,284

8,585

(1983년 ~ 2011년)

8,000

6,679

2,000

6,000

4,722

1,500

4,000

1,111

2,605

1,000

764

2,000

500

3

327

1983

1985

0

173
0
1995

1989

2000

2005

1990

1995

2000

2005

2011

2011

1,017

1,000

1,151

1,161
930

1,000

연도별 심혈관촬영 실적 Ⅱ

내과중재술
General Angio
EP study
Pacemaker
소아과중재술
Cardiac Angio
TFCA

800

578

600

해외 심장병환자 무료수술 지원실적 (누적)

(1989년 ~ 2011년)

800

600

547

400

239
200

400

200

0

4
1993

30,000

1999

2003

2011

2008

29,650

심혈관 촬영 실적
25,000

10,000
6,575
5,000

3,310
1,802

660

557

4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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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0

CAG

내과중재술

1989

1995

77

General Angio

EP study

Pacemaker

소아과중재술

Cardiac Angio

TFCA

2000

2005

2007

2011

500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동말레이시아
러시아
이라크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
스리랑카

160
82
73
71
66

국가별 심장병환자 무료수술 지원실적

17
11
9
5
4
3
2
2
2
2
2
1
1
1
1
1
1
1
0

(1989년 ~ 2011년)

100

200

300

400

5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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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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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환자 이용실적

(2009년 ~ 2011년)

8. 협력병원 현황
국내 협력병원 현황
번호

1,400
이용건수
환자수

1,214
1,200

1,000

800
727

600

116

73

99

70
21

0

154

200

러시아

미국

9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13 6

몽골

6 3

캐나다

4 4

4 2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번호

협 력 병 원

가은병원

51

메디의원

2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52

3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53

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5

번호

협 력 병 원

101

서울정형외과

메디홀스요양병원

102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메디홀스의원

103

성누가정형외과내과의원

54

멘파워비뇨기과

104

성심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55

명소아과의원

105

세광보난자요양병원

6

가톨릭정형외과의원

56

명의한방병원

106

세라병원

7

강남고려병원

57

명지병원

107

센트로 병원

8

강화병원

58

모아가정의학과

108

소사양지정형외과

9

건국대학교병원

59

미래신경과의원

109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10

검단탑종합병원

60

미소들병원

110

시화성모의원

11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61

미즈아이산부인과 소아과

111

시흥21세기병원

12

경기요양병원

62

바른정형외과

112

시흥내과의원

13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63

바오로요양병원

113

시흥삼성정형외과의원

14

계양병원

64

박영규내과의원

114

시흥요양병원

15

고건정형외과병원

65

박지원내과의원

115

시흥한성병원

16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66

베스트내과

116

신동재활의학과의원

17

고려수요양병원

67

베스티안부천병원

117

신천고려재활의학과의원

18

고려수재활병원

68

보람내과의원

118

신천제일요양병원

19

고려한사랑정형외과

69

본외과의원

119

신촌세브란스병원

20

광명병원

70

부천21세기병원

120

씨티병원

21

광명효요양병원

71

부천고려정신과병원

121

아름다운나라 피부과성형외과

22

광진정형외과

72

부천내과의원

122

아이미즈산부인과

23

교보생명부속의원

73

부천메디안재활요양병원

123

아주대학교병원

24

구포성심병원

74

부천방사선과의원

124

안산조은요양병원

25

굿모닝의원

75

부천새생명재활요양병원

125

엠앤비여성병원

26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76

부천성심병원

126

여강재활병원

27

글로리병원

77

부천소아과

127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28

김기숙의원

78

부천우리병원

128

연세비뇨기과의원

29

김선구정형외과

79

부천으뜸마취통증의학과의원

129

연세비전의원

30

김승주소아청소년과

80

부천제일정형외과의원

130

연세사랑병원

31

김포우리병원

81

부천중앙내과의원

131

연세안마취통증의학고의원

32

나은병원

82

부천한병원

132

연세요양병원

33

나종한신경외과

83

부천현대요양병원

133

연세의원 정형외과내과

34

내사랑내과의원

84

부평세림병원

134

연세제일정형외과의원

35

노블휴요양병원

85

부평세연요양병원

135

예손병원

36

누리안 유영길 김태형내과

86

부평중앙병원

136

예은병원

37

뉴고려병원

87

부평힘찬병원

137

예지원요양병원

38

뉴그린병원

88

비타민의원

138

예진요양병원

39

다나은한방병원

89

빅토리아병원

139

오정정형외과의원

40

다솜병원

90

사과나무치과병원

140

우리들병원

41

당진종합병원

91

사랑의병원

141

우리들정형외과

42

대성병원(디에스내과병원)

92

삼성닥터스원비뇨기과

142

우리정형외과

43

더블유진병원

93

삼성서울병원

143

원미삼성의원

44

더필립재활요양병원

94

새생명일반내과의원

144

윌스기념병원(수원)

45

도당삼성의원

95

새소망정형외과의원

145

윌스기념병원(안양)

46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96

생명제일병원

146

유나이티드 중동병원

47

로뎀노인전문병원

97

서산중앙병원

147

유내과의원

48

롯데오킴스피부과의원

98

서울대학교병원

148

이영숙내과

49

루카스병원

99

서울메디칼의원

149

이정길내과의원

50

마학기가정의학과의원

100

서울연합의원

150

이종오신경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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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직의사 및 간부 현황
국내 협력병원 현황
번호

이준피부비뇨기과의원

152

이화소아과의원

153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154

인천노인전문병원

155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56

자생한방병원

157

장광정형외과

158

조규학여성병원

160

조돈현내과

161

좋은내과의원

162

준메디의원

163

중동메디컬의원

164

중동정형외과

165

중앙내과의원

166

중앙대학교병원

168

중앙방사선과의원
중앙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170

진병원

171

참솔메디칼의원

172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173

최병욱성형외과

174

최태진내과

175

큰은성병원

176

탑영상의학과 종합검진센터
편안한 의원

178

편안한산부인과의원

179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180

푸른병원

181

프리모병원

182

피스테라의원

183

하나로의료재단

184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185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86

한빛신경정신과의원

187

가

협

력

병

189

허연무내과의원

190

현대유비스병원

191

현대의원

192

현대정형외과

193

현대정형외과의원

194

혜강원요양병원

195

효사랑요양병원
휴앤유재활병원
JK성형외과

소속

원

1

미

국

Drexe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

일

본

일본 Nikko 기념병원

성명

심장내과

연변의학원 부속의원
중

국

6

하얼빈시 의과대학부속 제일의원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병원장

심원흠

세종의학연구소장

조태구

김양민

진료부원장 겸 신경재활의학부장
세종의학연구소 부소장 겸
임상지원부장

간호2부

중국 대련대학 부속 중산병원
심장내과

7

요성시 제 3인민병원

8

하바롭스크 No10 병원

9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10

심장내과

심장내과

박진식

유철웅

임달수

전략기획본부장 겸 QI실장

수련부장

시

아

11

하바롭스크 국제센터

12

Viveya Hospital

13

하바롭스크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소

14

간호3부
흉부외과

외

과

오삼세

이기석

흉부외과 부장

외과부장 겸 교육부장
간 호 부

소 아 청
소 년 과

김성호

소아청소년부장

한카병원

15

제 6 병원

16

National Medical Holding

17

카자흐스탄 응급의료센터
카자흐스탄

19

심장내과

홍석근

임상시험센터장
관 리 부

호흡기내과

김계수

중환자실장

소화기내과

김명환

내시경실장

Syzganov 국립외과센터
중앙시립병원 12

기 획 실
심장내과

최락경

심혈관촬영실장
병 원 장

20

세종 유라시아 병원

21

카자흐스탄 대통령의료원 중앙클리닉병원

22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제2병원

23

Ministry of health of Republic of Uzbekistan
Republican spcecialized center of surgery
named after academician V.Vakhidov

24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25

정인현

특수검사실장

감염내과

김미정

감염관리실장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
의 학 과

송봉규

이명우

원 무 부

진료협력센터장 겸 국제의료센터장

응급실장
진

성시욱

수술실장

료

지 원 부

ACH Medical Institute
몽

26

온누리 키르기스스탄병원

심장내과

골
Dolphin H

재활의학과

한재덕

성명

물리치료실장
행정부원장

(2012. 6. 25)
직책

송명수

응급 Unit manager

진재옥

특수검사 Unit manager

최은영

중앙공급 Unit manager

권정복

간호1부장

박수란

심장·혈관 1 중환자 Unit manager

이은아

수술 Unit manager

김정숙

마취 Unit manager

김상라

인공신장 Unit manager

김순옥A

심장·혈관 3 중환자 Unit manager

김은화

수술 Unit manager

이은경

내외과 중환자 Unit manager

박두례

간호2부장

김흥선

간호3부장

김순옥B

내과부장

사하 야쿠츠크 제1병원
러

18

소속부

조선민족의원

4
5

노영무

직책

UM 이상 보직자 현황

간호1부
심장내과

3

(2012. 6. 25)

7층VIP병동 Unit manager

조문숙

5B병동 Unit manager

송옥주

3B병동 Unit manager

이혜숙

5A병동 Unit manager

홍주연

3A병동 Unit manager

박찬금

간호본부장

장동녀

교육행정부장

원순덕

구매팀장

정건진

시설팀장

황은주

약제팀장

박민숙

영양팀장

이동훈

재무팀장

신교훈

관리부장

이배우

경영관리팀장

박경서

대외협력센터장/브랜드마케팅팀장

윤태경

전산팀장

문혜선

QI팀장

민길현

건강증진팀장

박희정

보험팀장

한성숙

원무팀장

김충걸

원무부장

백미숙

의료정보팀장

김보호

진료협력팀장

윤정호

물리치료팀장

이상근

진료지원부장

유호수

심혈관촬영팀장

유덕희

영상의학팀장

김계화

진단검사의학팀장

문경원

행정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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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국

의사 보직자 현황

한앤김내과

188

196

번호

중앙산부인과

169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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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암소아과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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