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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of HUMC

● 한(翰)∙림(林)은 뛰어난 선비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한(翰)은

뭇새들의 위를 날면서 넓게 세상을 보는 상상의 새로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한림 의 건학정신을 상징합니다. 한비정신(翰飛情神)이 곧

한림 의 정신이며 이 심볼마크는 한비정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이니셜 HL은 한림 의 뛰어난 인재를 상징

합니다. 특히 H는 Humanity (인간성)을, L은 Leadership (지도력)을

각각 의미합니다. 새가 날아가는 유려한 모습은 세계와 미래를 지향

하는 한림 의 진취적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한림 학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림 학교의료원의 심볼마크는 성실과 따뜻한 사람을

상징하는 색상인 Pink와 정확하고 과학적 진단을 상징하는 색상인

Gray로 참된 봉사와 성실한 진료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런 각각의

의미들은 날아가는 새의 단일형상으로 표현되어 더 높이 힘차게 날아

오르는 한림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 Hallym (翰林) is defined as a group of best scholars. Han

(翰), an imaginary bird, is able to fly higher than the others, and

get a better and wider view of the world. It is symbolic of the

founding philosophy of Hallym University which pursues elite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Han-Bie Spirit (翰飛情神), or its

excellence in flight, embodies the very spirit of Hallym University.

The image of a bird created by the initials, H and L, symbolizes the

talented individuals at Hallym University. The initials each

represent Humanity and Leadership. The elegant flight of the bird

visualizes the university’s outgoing spirit for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university, the symbol mark of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UMC) expresses integrity and

warm-heartedness of its people in pink, and a will for true

devotion and faithful treatment in gray which symbolizes accurate

and scientific diagn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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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s Note

“한림 학교의료원, 

세계화와 일등기업을 가속화하다”

2008년은 한림 학교의료원에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에 이른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림 학교

의료원은 5개의 종합병원과 1개의 치과병원을 지닌 3,200병상의 국내 최 규모로서 그 동안 각

병원간의 상호 경쟁을 통하여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규모 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8년은 각 병원 나름 로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운 하되 통합된 힘을 모아

3,200병상 규모의 의료원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료원의 2008년 운 목표는 지속성장, 세계적 혁신, 일등기업 가속화로서 전 직원이 힘을

합하여 조직 발전에 필수 조건인 지속 성장에 최선을 다하 으며, 세계적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학들인 스웨덴의 웁살라 학, 캐로린스카 학, 핀란드의 오울루 학과 일본의 동해 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 습니다. 특히 웁살라 학과는 2008년 10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림-

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이어 2009년 5월 7일 2회 심포지엄을 스웨덴 웁살라에서 개최키로

확정함으로써 상호 교류를 정례화하고 확고히 하여 세계화의 무 를 컬럼비아, 코넬 학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에서 유럽으로 넓혀 혁신에 박차를 가하 습니다. 일등기업 가속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아이디어 경진 회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이 프로세스 개선을 생활화하 습니다.

‘차세 경 자 양성과정’을 운 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 으며 아울러 평가제도 개선과 교수 채용과

승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인력의 최고 정예화에 기초를 마련하 습니다. 더욱 의의가 큰 것은 교수

들이‘교수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스스로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을 모은데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 에 응코자 각 병원의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 으며 그 표적인 예로 일송두경

부암센터를 건립한 것은 큰 업적으로 기억되며 향후 의료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림

의료원은 사회 전반에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하여 깊이 고민하며 ECO-Hallym 캠페인을

펼치고 환경보존을 통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 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최고기관이 되려는 한림 학교의료원의 비전 실천을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2008년 일년 동안의 피땀 어린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Mighty Hallym!

한림 학교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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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ym Seeks Globalization, Medical Excellence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 reached a crucial turning-point in its history in

2008. With its 3,200 patient beds in five affiliated hospitals and a dental hospital, which have

competed with each other, HUMC has rapidly grown to be the nation s largest medical

institution.Yet it seems that for its scale and capability, Hallym has not wholly met the

expectations of customers. The expectations and needs of its customers encouraged Hallym to

focus on enhancing its core competence in 2008, capitalizing on the strengths of each hospital

and solidarity of all.

Hallym aimed to sustained growth, world-class reforms, and maintenance of its excellence.

All Hallym members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achieving sustained growth, a must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To reinvent ourselves into becoming a world-class hospital, we

established fresh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world s top-notch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Uppsala University, and the Karolinska Institute in Sweden, and the University of Oulu in

Finland. Following the first Hallym-Uppsala international symposium in Seoul on October 9,

2008, both parties agreed to meet again in Uppsala on May 7, 2009. This mutual friendship

helped further expedite Hallym s globalization by extending its international frontiers from the

U.S. and Japan to Europe.

To stay on with a global excellence in medicine, all staff and employees of Hallym have

been committed to improving their work processes through an annual best practice competition

and an idea competition. A new training program for the next generation has produced a

number of medical experts. The improved evaluation system and raised standards for

recruitment and promotion of faculty members have helped us form a pool of talented faculty

members. Moreover, professors voluntarily organized a workshop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On top of this, Hallym has kept seeking specialization of each hospital to survive in an era of

unbridled competition. The opening of the Ilsong Head and Neck Cancer Center well illustrates

its strategy. The center will doubtlessly contribute to Hallym s growth in the future.

Hallym s love for mankind is not just confined to medicine. It has devoted itself to

environmental protection by launching an ECO-Hallym Movement to take the lead in fulfilling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 am grateful for the sincere efforts of all Hallym members to realize our vision to become

one of the world s best medical facilities in various fields.

Mighty Hallym!

Hae-Ran Lee, MD, PhD

President 



2008.  1.  9 한강성심병원 제5별관 개관

2008.  2. 1 2007년 경 목표달성 자축연

2008.  2. 9~14 스웨덴 웁살라 학 및 카로린스카 연구소 방문

2008.  3.14 한강성심병원 64채널 MD-CT 개소식

2008.  4. 4 제6회 한림-컬럼비아-코넬-뉴욕프레스비테리안심포지엄

“인공관절과 척추수술의 최신 지견”

2008.  5.22 ‘Best Practice 경진 회 및 환경경 선포식’개최

2008.  5.27 한림 의료원 통합이미지 HI(Hospital Identification) 개발∙선포

2008.  8.31 교수경쟁력강화 토론회

2008.10. 9 제1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심포지엄

2008.12. 일송두경부암센터 오픈

2008년도 경 방침
Goals for 2008

2008년도 연혁
Chronology in 2008

지속성장 Sustained Growth

세계적 혁신 Global Reforms

일등기업 가속화 Search for Global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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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학교의료원은 2008년 한 해 동안 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큰 걸음을

계속하 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인공관절과 척추

수술분야에 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최소 침습술의 시행, 항법장치 및

로봇을 이용한 컴퓨터 수술의 도입 등 새로운 치료기법의 임상적용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관절과 척추수술의 최신지견을 주제로‘제6회 한림-컬럼

비아-코넬-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관련분야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습니다.

The year 2008 witnessed Hallym making another big step towards

upgrading global competitiveness.

As the world is facing a super-aging era, a skyrocketing demand for

arthroplasty and spine surgeries has encouraged new treatment skills such

as a minimal invasive surgery, a robotic surgery with a navigation system to

be applied to clinical medicine. To introduce a new paradigm of the field,

Hallym hosted the sixth Hallym-Columbia-Weill Cornell-NYP Symposium in

Seoul, under the theme, 'Current Trends of Arthroplasty and Spine Surgery.' 

6

The 6th Hallym-Columbia-Weill Cornell-NYP

Symposium 

2004. 09. 21 한림 학교의료원- NYPH협약 체결

2004. 09. 21~22 제1회 한림- 컬럼비아-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

(한국 고령화 사회를 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2005. 10. 28 제2회 한림- 컬럼비아-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 (비만과 사 증후군)

2006. 03. 03 제3회 한림- 컬럼비아-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 (최신 의학의 신기술과 전망)

2006. 09. 26 제4회 한림- 컬럼비아-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 (소아과학의 최신지견)

2006. 10. 21 복강경 비만수술 시연회 (Michel Gagner 교수)

2007. 10. 26 제5회 한림- 컬럼비아-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 (퇴행성 신경정신질환의 최신 지견) 

2008.  4.  4 제6회 한림- 컬럼비아-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 (인공관절과 척추수술의 최신 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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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3. 한림 학교성심병원

New Partnership with the University of Oulu, Finland

한림 학교는 북유럽의 명문 오울루 학과 교류협약을 맺어 북유럽과의 학술교류

에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향후 한림 학교는 오울루 의 와 교수,

학생의 교환 및 공동연구, 학술적 정보교환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Hallym University has expanded its global network by signing an affiliation

agreement with the University of Oulu in Finland, one of the leading

educational facilities in the Scandinavian countries. The agreement will

actuate an academic relationship including faculty and student exchanges,

and joint research.

한림 학교의료원은 기초의학분야의 세계적 명문인 스웨덴 웁살라 학과의 교류를

기념해 기초에서 임상까지 의학의 최근 주요 이슈를 주제로‘제1회 한림 - 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만성질환의 역학적 분석과 두경부암, 양성자

암 치료 등 역학 기초연구에서부터 임상적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어 깊이있는 국제

학술정보를 교류하 습니다.

As a result of a new collaborative partnership with Uppsala University, a

world-renowned medical institution in Sweden, the first ‘Hallym-Uppsala

International Symposium’was held in Seoul where the participants shared

medical knowledge and clinical experiences. The meeting covered various

issues from basic to clinic alareas such as cohort studies on chronic diseases,

advances in management of head and neck cancer, 

and proton beam radiotherapy.

1
The 1st Hallym-Uppsala International Symposium 

2008. 10. 9. 잠실 롯데호텔

2008 ANNUAL  REPORT

웁살라 학

스웨덴의 명문 웁살라 학은 1477년에 세워진 53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으로 세계 최초의 해부학교실인 Amespanscher 박물관을 비롯하여

성당 등 스웨덴 수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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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ong Head and Neck Cancer

Center O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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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학교의료원 일송두경부암센터는 두경부암에 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1990년 부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운 되기 시작해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후 2008년 12월‘일송두경

부암센터’를 건립하여 국내 최초로 설암, 구순암, 후두암, 구강암, 인두암, 타액

선암 등 두경부암만을 전문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암센터로 탄생하여 한림

학교의료원 특성화 암센터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was in the forefront of treating head and

neck cancer at home by first operating a center for head and neck surgery in

the 1990s. The center has grown by leaps and bounds with clinical

experiences in almost 100 surgical cases every year. As a result, the Ilsong

Head and Neck Cancer Center, newly open in December, 2008, is exclusively

devoted to diagnosing and treating the head and neck cancer: tongue cancer;

cheilocarcinoma; laryngeal cancer; oral cancer;nasopharyngeal carcinoma;

and salivary gland cancer. The new center is now playing a leading role as

one of the major specialized centers of HUMC.



+ 기후변화와 생태보전운동 전개 참여

+ 사회와 외부관련 기관제휴 협력

+ 에너지 물 물자 전략(아껴쓰고, 다시쓰고, 재활용)

+ Participating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campaig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s

+ Establish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governmental and social institutions

+ Conserving energy, water and materials (Save, Reuse and Recycle)

2008 ANNUAL  REPORT

한림 학교의료원은 지난 한해동안 각 병원별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한 BP 추진과제를 시행해 온 활동과정 및 주요 추진성과를

발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축적, 공유함으로써 세계적 선진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습니다.

HUMC held a best practice contest, an annual event to share successful cases

of each hospital to improve productivity and customer satisfaction(CS). All

participating teams presented their valued achievements and activities so that

their shared knowledge and experiences could help Hallym move one step

closer to join the ranks of the world s best medical institutions.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여 의료와 교육 분야의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한림 학교의료원 전 교직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이로 인한 각종 재난으로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환경경 ’을 선포하 습니다.

Pursuing a sound body, spirit, and society, Hallym has played a key role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ine and education. Hallym launched an Eco-

Hallym campaign last year, a new concept of eco-friendly management,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aggravating environmental issues caused by global

warming and ensuing disasters which put the whole world in jeopa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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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2. 잠실 롯데호텔

BP Raises Productivity, CSHallym Declares Eco-friendly Management

2008. 5. 22. 잠실 롯데호텔



HUSHH Earns Status as Tertiary Medical Institution

2008. 11. 26.

1999년 3월 개원하여 2008년부로 개원 9주년을 맞이한 한림 학교성심

병원이 2008년 11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서비스 수준, 중증

질환전문 진료실적 등을 상 평가한 결과 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으로 승격되었습니다.

Being opened in March, 1999,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HUSHH) was newly designated as one of 44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of Korea on November 26, 2008, by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he promotion came after a hospital

evaluation whose criteria included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e

number of treatments of critical patients.

2008 ANNUAL  REPORT

H
a

ll
ym

 U
n

iv
e

rs
it

y 
M

e
d

ic
a

l 
C

e
n

te
r

1
6

 /
 1

7

한림 학교의료원은 로벌 경기침체 및 과도한 의료산업 경쟁 구도 등 ∙내외적

으로 위협적인 의료환경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림 브랜드 구축과 연구활성화

방안 등 교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교수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하 습니다. 

HUMC held a forum for building up competitiveness of its professors, as it was

faced with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including a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challenges from the other competitors. To cope with them, the

participants agreed to adopt a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which

called for raising a brand recognition with the most advanced medical

services, and enhancing research abilities.

Forum to Beef Up Faculty Competitiveness

2008. 8. 31. 삼성동 코엑스



한림 학교성심병원 -‘한림 느린소사회봉사단’운 , 

2008 기업 사회공헌 릴레이 참여

강동성심병원 -‘클린 봉사단’운

한강성심병원 -‘한사랑 사회봉사단’운

강남성심병원 -‘나눔봉사단’운

춘천성심병원 -‘봄시내봉사단’운

봉사단 주요 활동사항

-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 양로원 등 보호시설 방문 봉사활동

- 지역 청소 봉사활동 등

Hallym Offers Community Services

2008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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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ervices provided by HUMC s affiliate hospitals in 2008 are as follow :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 Neurinso Community Services Team, which

joined a social campaig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Series in 2008.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 Clean Community Services Team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 Hansarang Community Services Team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 Nanum Community Services Team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 Bomsinae Community Services Team

Their major activities include :

1. Free medical examinations for local residents

2. Volunteer work at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old and the needy

3. Community cleaning drives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665-1

02-851-1767

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등포구 문래동 3가 76-2

02-2068-5326

춘천성심병원 부설 한림청소년 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교동153 춘천성심병원 제2별관 3층

033-240-5679

사회복지법인 한림 화상재단

서울시 등포구 등포동 7가 94-180 

02-2639-5768 

강동구치매지원센터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1-2

02-2224-0823

Hallym Operates Welfare Centers

2008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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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llim Welfare Center

655-1, Sillim-7dong, Gwanak-gu, Seoul, Korea
Tel. 82-2-851-1767

The Yeongdeungpo Senior Welfare Center

76-2, Mullae-dong 3-ga, Yeongdeungpo-gu, Seoul, Korea
Tel. 82-2-851-1767 

The Chuncheon Hallym Youth Welfare Center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Gyo-dong,
Chuncheon-si, Gangwon-do, Korea
Tel. 82-33-240-5679

The Hallym Burn Foundation 

94-180, Yeongdeungpo-dong 7-ga, Yeongdeungpo-gu, 
Seoul, Korea
Tel. 82-2-2639-5768

The Gangdong Dementia Center

541-2, Seongnae-dong, Gangneung-si, Gangwon-do, Korea
Tel. 82-2-2224-0823



한림 학교성심병원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http://hallym.hallym.or.kr 

031)380-1500

896, Pyeongchon-dong, 
Dongan-gu, Anyang, Gyeonggi-do 431-070
TEL. 82-31-380-1500

강동성심병원

134-701 서울시 강동구 길동 445

http://kangdong.hallym.or.kr 

02)2224-2114

445, Gil-dong, 
Gangdong-gu, Seoul 134-701
TEL. 82-2-2224-2114

한강성심병원

150-030 서울시 등포구 등포동 94-200

http://hangang.hallym.or.kr 

02)2639-5114

94-200, Yeongdeungpo-dong, 
Yeongdeungpo-gu, Seoul 150-030
TEL. 82-2-2639-5114

강남성심병원

150-950 서울시 등포구 림1동 948-1

http://kangnam.hallym.or.kr 

02)829-5114

948-1, Daerim-1dong, 
Yeongdeungpo-gu, Seoul 150-950
TEL. 82-2-829-5114

춘천성심병원

200-704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

http://chuncheon.hallym.or.kr 

033)240-5000

153, Gyo-dong, 
Chuncheon, Gangwon-do 200-704
TEL. 82-33-240-5000

한림 학교 임상치의학 학원 치과병원

130-010 서울시 동 문구 청량리동 235-2

http://hudh.hallym.or.kr 

02)3299-3400

235-2, Cheongnyangni-dong,
Dongdaemun-gu, Seoul 130-010
TEL. 82-2-3299-3400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Dental Hospital

한림 학교의료원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학교법인 일송학원
Ilsong Education Foundation

한림 학교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 학길 39  

http://hallym.ac.kr 

033)248-1000

39, Hallymdaehak-gil, 
Chuncheon, Gangwon-do 200-702
TEL. 82-33-248-1000

한림국제 학원 학교

135-841 서울시 강남구 치동 907-13  

http://www.hiais.ac.kr 

02)3453-9333

907-13, Daechi-dong, 
Gangnam-gu, Seoul 135-841
TEL. 82-2-3453-9333

한림성심 학

200-85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0  

http://www.hsc.ac.kr 

033)240-9000

790, Janghak-ri, Dong-myon, 
Chuncheon, Gangwon-do 200-850
TEL. 82-33-240-9000

Hallym University

Hallym Institute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Hallym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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