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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벌마크

한(翰)·림(林)은 뛰어난 선비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한(翰)은 

뭇새들의 위를 날면서 넓게 세상을 보는 상상의 새로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한림대의 건학정신을 상징합니다. 한비정신(翰飛精神)이 

곧 한림대의 정신이며, 이 심볼마크는 한비정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이니셜 HL은 한림의 뛰어난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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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의미합니다. 새가 날아가는 유려한 모습은 세계와 미래를 

지향하는 한림대의 진취적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한림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림대학교의료원의 심볼마크는 성실과 따뜻한 

사랑을 상징하는 색상인 Pink와 정확한 과학적 진단을 상징하는 

색상인 Gray로 참된 봉사와 성실한 진료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런 

각각의 의미들은 날아가는 새의 단일한 형상으로 표현되어 더 높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림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한림대학교의료원의 슬로건은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 

한림대학교의료원의 비전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전 

교직원이 슬로건의 의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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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翰飛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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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gan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s slogan is “Start Your Healthy 

and Happy Life with Us.” Our slogan is to share HUMC’s vision of “Growing 

to a World-class Medical Institution” with the community. HUMC plans to 

continuously conduct campaigns so that the entire staff can put the slogan 

into action.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Start Your Healthy and Happy Life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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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Activities

한림과 함께하는 복지관 

HUMC Welfare Centers

한림대학교의료원 기관별 소개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s Six Hospitals

한림대학교성심병원·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강동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2015년 주요 현황 통계 그래프  

Statistics in 2015

인원현황·직군별인원

Number of Personnel, Number of Personnel by Job Group

연구현황·해외연수 및 학회현황

Number of Research Projects, Number of Overseas Training & International Conference

평균 병상 수·병상 가동률

Number of Patient-beds, Bed Occupancy Rate

외래환자 수·입원환자 수

Total Number of Outpatients and Inpatients

연도별 외래환자 수·연도별 입원환자 수

Total Number of Outpatients and Inpatients from 2010 and 2015

수술환자 통계

Number of Surgeries
   

한림대학교의료원·학교법인 일송학원 현황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Ilsong Education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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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특성화를 이루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나아갑니다

2015년 우리 의료원은 마이티한림 혁신운동 제 3기인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의 완성을 목표로 차별적 수월성을 제고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교수의 연구력 정예화를 위하여 승진 기준 강화를 포함한 인사제도를 개혁하였고, 각 산하병원에 연구시설을 건립하여 

교수들의 연구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5월에는 평촌에 국제적 수준의 ‘한림중개의학연구소’를 개소하였고, 한림-UCLA, 한림-

웁살라, 한림-나고야 국제심포지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 공시열람사이트인 ‘대학알리미’ 공표 국내 7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최첨단 의료장비인 제 4세대 로봇 ‘다빈치 Xi’를 도입하여 의료원 산하 전 병원에 로봇수술센터를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한림대성심병원은 국내 최단기간 내 200례 달성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5월말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낸 초유의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의료원의 전 구성원들은 헌신적으로 이 사태를 극복해냄으로써, 오히려 의료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고, 아울러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감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은 약진하여 경영적으로도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한강성심병원은 본관 

재건축으로 혈관중심병원을 개설하여 화상과 양대축을 이루는 전문종합병원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 중이고, 강남은 제2병원 신축을 

통하여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한림대성심병원과 춘천성심병원은 각각 경기서남부권과 강원춘천권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새로이 지정을 받게 되어 명실공히 높은 중증도를 통한 내실화를 이루고 권역의 대표병원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림의 발전은 항상 우리를 믿고 지지하는 고객들의 성원이 있어 가능하기에, 의료원은 ‘한림의료헌장 및 한림표준서비스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농촌의료지원을 지속하고 KOICA의 협력 파트너로서 

해외원조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 한 해였습니다.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의 성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오신 한림대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Mighty Hallym! 

한림대학교의료원장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strives to become a world-class 
medical institution through specialization 

In the year of 2015,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UMC) has made every endeavor to bring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to completion. 

By achieving the next level of excellence, HUMC has taken one step closer to becoming a global medical institution with competitive edge.

Our first priority was to develop research competencies of professors, so we conducted reforms of personnel system, strengthened promotion 

standards, and established research facilities at each of our hospitals. In May, we opened Hallym Institute for Translational Medicine, and held 

international symposiums with UCLA Health, Uppsala University and Nagoya City University. 

As for the medical service, HUMC established robotic surgery centers in all of its hospitals and introduced da Vinci Xi, the state of the art robotic 

system. Moreover,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made a remarkable record by performing 200 robotic surgeries with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in the nation.

An outbreak of MERS occurred in May was the unprecedented disaster, which brought serious damages and exposed various problems in the 

medical system of Korea. However, we successfully overcame the incident with the dedication that every member of HUMC has brought. By 

coping with difficulties, Hallym contributed to boosting morale of medical professionals as well as restoring public trust, and eventually turned 

the crisis into opportunity to enhance infection control.

In spite of MERS, Hallym made great advances in management as well. A new hospital building specialized for vascular diseases is under 

construction at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which is already famous for its burn center.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is also on its way to 

expand through building the second hospital.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and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have been newly 

designated as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and are providing patients in each region with better care.

In return for our customers' constant support, we at Hallym established the 'Charter of Hallym Healthcare & Hallym Code of Conduct' to  

continuously provide the best service. By supporting rural area with medical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s 

well as participating in ODA project with KOICA as a collaborative partner, we have filled 2015 with contribution to human health and happiness.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all Hallym members for their devotion to realizing the vision of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and leading it to success. Mighty Hallym!

Hae-Ran Lee, MD, PhD

President,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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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Goals for 
2015

국민 보건의료의 주춧돌
To Lay the Foundation of Public Health Care

사랑과 평등의 의료 실천
To Provide Medical Service with Love and Equality

세계 인류의 행복 추구
To Dedicate to the Welfare of Humankind

경쟁력 : 특성화, 세계화
Competitiveness : Specialization, Globalization

혁신 : 근면, 도전
Innovation : Diligence, Challenge

신뢰 : 공유, 긍정
Trust : Sharing, Positive Attitude 

2015.1.1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보건복지부 화상전문병원 지정

Hallym Universit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was designated as specialized hospital in burn care by MOHW

2015.3.13 한림대학교성심병원·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4세대 로봇수술 다빈치 Xi 도입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and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introduced ‘da Vinci Xi’, 
the fourth generation of the da Vinci surgical robot

2015.4.18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중개의학연구소 개소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opened Hallym Institute for Translational Medicine

2015.4.22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4세대 로봇수술 다빈치 Xi 도입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introduced ‘da Vinci Xi’, the fourth generation of the da Vinci surgical 
robot

2015.5.16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림중개의학연구소 개소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opened Hallym Institute for Translational Medicine

2015.6.16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국제의료지원(몽골, 울란바토르)

Hallym Universit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offered medical aid to patients in Ulan Bator, Mongolia

2015.6.29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메르스 관련 병원 및 의료진 유공자 표창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received an award in recognition of the fight against MERS

2015.7.30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인공신장실 확장 리뉴얼 오픈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opened its renewed Hemodialysis Unit

2015.8.25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다빈치 로봇수술 최단 100례 달성 기념식 개최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held a ceremony marking the 100th robotic surgery using da Vinci 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2015.9.14 의료원-UCLA 협약 체결, 제1회 한림-UCLA 국제학술 심포지엄(보건의료환경 개선의 핵심전략)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signed an MOU with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The 1st HUMC-UCLA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Strategic Initiatives in Healthcare)

2015.9.16 한림의료헌장 및 한림표준서비스행동지침 제정·공포,

Charter of Hallym Healthcare & Hallym Code of Conduct were established

2015.9.16 의료원 환자경험관리 Value Up Program 시행

HUMC implemented ‘Value Up Program’ as a patient experience management program

2015.10.17 농업진흥청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의료지원(충청북도 충주시 내포마을)

HUMC offered medical aid to patients in Chungju by operating a mobile clinic in cooperation with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5.10.20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종양면역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

The 7th Hallym-Uppsala International Symposium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of Immunotherapy for 
Malignant Diseases)

2015.12.12 2015 Best Practice 경진대회

2015 Best Practice Contest

2015.12.14 한림-나고야 국제학술 심포지엄(제6회 기초-임상 중개연구 Workshop)

The Hallym-Nagoya City University International Symposium (The 6th Basic and Clinical Translational Research Workshop)

2015.12.23 Smart RefoMax 리뉴얼 오픈

HUMC implemented the renewed Smart RefoMax system

2015.12.24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서남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춘천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was designated as a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 south-west of 
Gyeonggi-do Provinc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was designated as a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 
Gangwon-Chunche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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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은 9월 14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제1회 한림-UCLA 공동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UCLA 

메디컬센터와 함께하는 최초의 컨퍼런스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료와 병원 운영체계 대해 의견을 나누고 벤치마킹하는 의미있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종양면역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

前) 웁살라의대 학장이자 유럽 신경내분비종양네트워크 설립자인 내분비종양학과 쉘 오베리(Kjell Oberg) 교수가 방한하는 등 

분야별 최신지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대학병원과 함께 개최한 제6회 기초-임상 중개연구 워크숍은 

임상중개연구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다양한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eld the 1st HUMC-UCLA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ptember 14, 2015 at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The conference was especially meaningful since it was the first collaborative event with UCLA Health, 

and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share advanced management know-how and expertise of UCLA Health. 

The 7th Hallym-Uppsala International Symposium was hosted in Korea as well under the theme of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of Immunotherapy for Malignant Diseases.’ Professor Kjell Oberg of Endocrine Oncology, who was the former dean of the Faculty of 

Medicine at Uppsala University, paid a visit to Korea and participated in the symposium. 

The Hallym-Nagoya City University International Symposium was filled with various specialists and researchers in the field of clinical 

translational research, and an active discussion was conducted.

한림대학교의료원 국제학술 심포지엄

HUMC Hosts International Symposiums

 2015.09.14
•제1회 한림-UCLA 공동 국제컨퍼런스

보건의료환경 개선의 핵심전략 : 진료와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경험 극대화

•The 1st HUMC-UCLA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Strategic Initiatives in Healthcare:Maximizing the Patient Experience through Clinic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2015.10.20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종양면역치료의 최신 동향 및 전망

•The 7th Hallym-Uppsala Symposium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of Immunotherapy for Malignant Diseases

 2015.12.14
•한림-나고야 국제학술 심포지엄 

(제6회 기초-임상 중개연구 Workshop)

• The Hallym-Nagoya City University International Symposium
(The 6th Basic and Clinical Translational Research Workshop)



11

2015 ANNUAL REPORT
HALLYM

 UNIVERSITY M
EDICAL CENTER

10

연
간

활
동

Annual Activities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각각 ‘한림중개의학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이는 진료과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질병 중심의 임상중개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중개의학연구소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Water Purification System' 외 20여 종 첨단연구장비와 Specific Pathogene Free급 

동물 연구실을 포함해 중동물 및 대동물을 이용한 수술 술기실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한림중개의학연구소는 공동기기실, 세포배양실, 멸균실 및 인체유래물은행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HUMC opened Hallym Institute for Translational Medicine at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and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stitutes is to establish the research network between clinical departments 

and facilitate the translational research.

The institute at Hallym has 7 stories and a basement, and there are advanced research 

equipments and facilities including water purification system and a laboratory with 

SPF environments. The institute at Dongtan is also equipped with various facilities, 

such as incubator for cell culture, sterilization room and biobank.

한림대학교성심병원·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림중개의학연구소’ 개소

Hallym Institutes for Translational Medicine are opened at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and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한림대학교의료원, ‘첨단 로봇수술의 메카’로 발돋움하다

HUMC turns itself into the mecca of robotic surgery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최신형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해 

로봇수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다빈치 Xi를 도입한 이후 국내 최단기간에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빈치 Xi는 기존 모델인 다빈치 Si보다 기능과 편의성이 강화돼 더 복잡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로봇수술기입니다. 의료원은 최신장비 도입뿐 아니라 국내·외 대학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로봇수술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HUMC is focusing on enhancing surgical capability by using da Vinci Xi, the state of the art surgical robot.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made a remarkable record by performing 100 robotic surgeries with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in the nation. The ‘da Vinci Xi’, which 

is an upgrade model of ‘da Vinci Si’, is a surgery robot that can perform complicated medical surgeries. HUMC will continuously lead the way 

in robotic surgery by collaborating with other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introducing the la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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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지난 7월 25일 대강당에서 ‘Restart & Jump up'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6월 한 달여 동안 계속된 

메르스의 확산 방지 노력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성시도 행사에 함께 참여해 메르스 발생 이후 초기 

지역사회에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건 인술을 펼쳐 준 것에 대해 병원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원무팀 김영재 팀장, 

외과중환자실 김현아 책임간호사, 외과중환자실 심호연 간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내 환자에게 메르스가 오지 못하게 

끝까지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편지로 전 국민을 감동시켰던 김현아 간호사는 중앙일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held ‘Restart & Jump up’ event on July 25 in the auditorium. The event was to encourage 

people to prevent the spread of MERS and to seek a fresh start on medical activities. Hwaseong City officials joined the event and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to the hospital for minimizing the damage and delivering medical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y upon the staffs’ lives. 

In particular, Charge Nurse Hyun-Ah Kim, received a plaque of appreciation from JoongAng Ilbo for her remarkable service and dedication to 

patient care.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세계적인 기업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업체인 클릭뷰의 파트너사 미소정보기술과 계약을 체결하고 'Smart 

CDW(Clinical Data Warehouse)'를 도입했습니다. Smart CDW는 분산된 수많은 환자정보를 통합해 분석하고 EMR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과 정형 데이터 통합 분석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연구목적의 의료데이터를 매우 빠르고 쉽게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개선과제를 발굴해 세계 수준의 IT 솔루션을 갖춘 병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HUMC launched ‘Smart CDW(Clinical Data Warehouse)’ system, making a contract with Miso Infotech Inc., which is in partnership with QlikView, 

the leading big data company in the world. Smart CDW is a solution that provides analysis on text data from EMR and structured data by 

integrating distributed patient data. In addition, the quick and easy analysis of medical data for research purpose help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By making unceasing efforts to improve, Hallym is expected to become the hospital with the leading IT solution system.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메르스 극복, 화성시와 중앙일보로부터 감사패 수여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receives a plaque of appreciation from Hwaseong City and  
JoongAng Ilbo for successfully handling MERS outbreak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Smart CDW 도입

Smart CDW implemented as a big data analysi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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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은 2015년 12월 12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마음홀에서 '2015년 Best Practice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Best 

Practice 경진대회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산하병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각 병원별로 특징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1년 동안 추진한 과정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ECMO팀은 ECMO 센터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의 Value Up Kangnam팀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중증의 합병증 감별을 위해 일상적인 처방을 표준화하고 

환자에게 검사결과 설명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의 가치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의 중증질환대응TFT팀은 효과적인 

중증환자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중증외상진료 활성화팀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료규정을 만들고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초기 진료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HUMC hosted the “2015 Best Practice Contest” at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on December 12, 2015. This annual contest is designed to share best practices of 

each hospital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hospital development.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s ECMO team presented on how to accelerate the ECMO Center’s 

development.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s Value Up Team talked 

about their contribution to customer value enhancement through making quick and 

precise diagnosis, providing standardized order sets, and offering specific and thorough 

explanation on test results.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s Severe 

Disease Response Task Force Team shared about how they built up a mobile application system and operated effectively.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s Severe Trauma Patient Management Team was highly rated for creat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severe 

trauma patients and saving time for patients by setting up a hotline.

2015 Best Practice 경진대회

2015 Best Practice Contest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55 4층 / Tel : 02) 2639-5767

Hallym Burn Foundation
4Fl Beodeunaru-ro, Yeongdeungpo-gu, Seoul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82 / Tel : 02) 2068-5326

Yeongdeungpo Silver Welfare Center
482, Dorim-ro, Yeongdeungpo-gu, Seoul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 Tel : 02) 2038-8846

Yeongdeungpo Senior Welfare Center
HaeGwang Bld., 36, 22 Doyeong-ro, Yeongdeungpo-gu, Seoul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110  / Tel : 02) 851-1767

Sillim Welfare Center
110, Nangok-ro, Gwanak-gu, Seoul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128 2층 / Tel : 02) 851-2834

Gwanak Child Care Center
2Fl 128, Ssukgogae-ro, Gwanak-gu, Seoul

✽안양시동안구노인보건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45번길 32 호계1동 복지회관 

Tel : 031) 459-1496

Dongan Senior Healthcare Center
Welfare Center, 32, 145, Heunga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안양시정신보건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안양시보건소 만안보건과 5층 

Tel : 031) 469-2989

Anyang Mental Health Center
5Fl 48, Munye-ro, Manan-gu, Anyang-si, Gyeonggi-do

✽군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221 / Tel : 031) 461-1771

Gunpo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221, Gunpo-ro, Gunpo-si, Gyeonggi-do

✽강동구치매지원센터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45 / Tel : 02) 489-1130

Gangdong Dementia Center
45, Seongnae-ro, Gangdong-gu, Seoul

✽하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 Tel : 031) 790-6558

Hanam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10, Daecheong-ro, Hanam-si, Gyeonggi-do

✽가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5 / Tel : 031) 581-8881

Gapyeong Mental Health Center
155-15, Gahwa-ro, Gapyeong-eup, Gapyeong-gun, Gyeonggi-do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4 수인빌딩 3층 / Tel : 033) 255-3482

Chuncheon Alcohol Councel Center
3Fl Suln Bld., 84, Sakju-ro, Chuncheon-si, Gangwon-do

✽한림청소년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제2별관 3층 

Tel : 033) 256-6214

Chuncheon Hallym Youth Welfare Center
3Fl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Annex II, 
77, Sakju-ro, Chuncheon-si, Gangwon-do

한림과 함께하는 복지관 
HUMC Welf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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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
C’s Six Hospitals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우수한 의료진, 첨단 장비와 시설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림대학교의료원의 플래그십 병원입니다. 

1999년 안양시 평촌동에 개원해 서울 서남권과 경기도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870여 병상과 함께 뇌신경센터, 

로봇수술센터, 에크모센터 등의 특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센터는 최신형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해 4개월 

만에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며 로봇수술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송생명과학연구소, 한림유전체응용연구소 

등의 교육·연구시설과 한림중개의학연구소를 운영하여 질병 중심의 

임상중개 연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을뿐만 아니라, 119구조대가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후송할 때 지체 없이 검사와 처치가 가능하도록 

브레인세이버 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1999 in Anyang,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is a flagship hospital of HUMC. As a university hospital, it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healthcare for the local residents in the southern 

part of Seoul and Gyeonggi-do. The 870-bed hospital operates various  

specialized centers including Neuroscience Center, Robotic Surgery 

Center, and ECMO Center. It is leading the development of robotic surgery 

field by successfully completing the 100th robotic surgery in just four 

months using ‘da Vinci Xi,’ the fourth generation robotic surgical system. 

The hospital is also pioneering in the field of translational medicine by 

operating medical institutions for education and research such as the 

Ilsong Institute of Life Science, Hallym Institute of Translational Genomics 

& Bioinformatics, and Hallym Institutes for Translational Medicine. The  

hospital has developed a ‘Brain-saver system,’ the nation’s first information 

transferring system for acute stroke patients and uses it together with 

119 rescue workers to immediately examine and treat patients on arrival.

2015.01.28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검찰-경찰-의료기관) 협약식

2015.02.06  일본 동해대학교병원 연수단 본원 견학

2015.04.20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관계자 본원 견학

2015.04.20  안산시새마을회 우수협력병원 감사패 수상

2015.04.18  한림임상중개의학연구소 개소식

2015.06.09  경기도 메르스치료 민관 네트워크 출범식

2015.08.05   2015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상위 1등급 획득 및 혈액투석  

2000례 달성 기념식

2015.08.25  다빈치Xi 로봇수술 최단시간 100례 달성 기념식

2015.09.14  제1회 한림-UCLA 국제 컨퍼런스

2015.09.19  감염관리 심포지엄

2015.10.17  농촌진흥청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의료지원(충북 충주시)

2015.10.20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5.11.30  제3차 Mortality Conference

한림대학교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1980년에 개원해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서울 서남부 권역을 대표 대학병원입니다. 현재는 600여 병상, 10개의 

특성화 센터, 30개의 진료과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한 

로봇수술센터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암, 부인암 등 정교한 수술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족 건강 챙김 프로그램 지원과 국내외 의료 사각지역에 

의료지원단 파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Opened in 1980,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is one 

of the main general hospitals in southwestern Seoul. The 600-bed hospital 

is providing the highest-quality medical service to local residents through 

its 10 specialized centers and 30 clinical departments. The hospital’s 

robotic surgery center which has adopted the fourth generation robotic 

surgical system ‘da Vinci Xi,’ is famous for the surgical accuracy in prostate 

cancer, bladder cancer, colorectal cancer, and gynecological cancer. As 

a leading hospital for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care, the hospital works on philanthropic activities such as 

care servic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before and after giving birth, 

medical check-up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free medical service for 

underdeveloped area in Korea and abroad. 

2015.01.09 개원 35주년 기념식

2015.01.15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의료진 파견(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2015.02.10   '사랑의 쌀 나누기' 기부품 전달(~2/11, 대림, 신길, 시흥동 8개동)

2015.03.13  제4세대 다빈치 로봇 Xi 도입

2015.04.01  심평원, 혈액투석 진료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2015.05.0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 상위 40% 병원 선정(4년 연속)

2015.08.01  심평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진료적정성평가 1등급(5년 연속)

2015.10.17   농업진흥청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의료지원 

(충북 충주시 내포마을) 

2015.10.19  본관 8병동 리모델링 완료

2015.11.01  심기뇌졸중 진료적정평원, 급성성평가 1등급(2년 연속)

2015.11.01  심평원,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진료적정성평가 1등급(3년 연속)

2015.11.10  영등포구 제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한마당 행사 참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1984년에 개원해 30년 넘게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강원도 대표 종합병원입니다. 500병상 규모에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 PET-CT, MRI 등 첨단 의료장비를 갖췄으며, 

전국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은 소화기센터 외 심장혈관센터, 암센터, 

뇌졸중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1년 연속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상위기관으로 

선정되었을뿐 아니라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의술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활발합니다.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국제의료사업을 위해 러시아 RTK 방송사 및 

연변조선족자치주기업연합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Since its inception in 1984,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has been dedicating itself to caring for health of the residents 

in Gangwon-do. The 500-bed hospital is equipped with state-of-the-art 

facilities including the da Vinci robotic surgical system, PET-CT, and MRI, 

and operates the Digestive Disease Center, Cardiovascular Center, Cancer 

Center, and Stroke Center. The hospital’s emergency medical center 

has been ranked top-class for 11 consecutive years in the emergency 

centers evaluation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t has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nation’s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this year. The hospital is also actively working on organizing global 

medical network. It held a workshop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elemedicine network in remote villages and made partnership on global 

medical projects with the RTK, a Russian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Federation of Industry i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2015.01.01  제16대 병원장(정형외과 이상수) 취임

2015.02.05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RTK 방송사와 업무 협약

2015.02.23  고객만족위원회, CS워크숍 개최

2015.03.24  국군춘천병원 업무 협약

2015.04.01  다빈치 로봇수술 도입

2015.04.06  연변조선족자치주기업연합회 업무 협약

2015.06.09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2015.07.09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업무 협약

2015.09.15  재난과 응급의료 워크숍 개최

2015.09.25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지원 업무대행 협약식

2015.12.10  개원 31주년 기념식 개최

2015.12.24  보건복지부, 강원도 춘천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1971년 개원한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의 모체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와 화상전문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화상특성화병원입니다. 생체공학을 이용한 

인공피부 및 인공장기 개발과 가피절제술과 같은 술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여 국내 화상치료 발전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등 화상전문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중이며, 2017년에는 화상과 중증질환을 다루는 400

병상 규모의 특성화된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Opened in 1971, Hallym Universit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the 

parent hospital of HUMC,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providing health care 

for the people. As the nation’s unique specialized burn hospital, it operates 

the Burn Specialized Emergency Center which wa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hospital has been leading the 

advancement of burn care by developing artificial dermis and artificial 

organs using bioengineering, and performing escharotomy. As a world 

renowned burn care institution with global competitiveness, it has been 

supporting burn patients who have financial difficulties and offering 

free medical service to burn victims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hospital is currently under remodeling construction, and is expected 

to evolve into a modern general hospital with 400 patient-beds, which 

will care patients with burn injuries and other severe diseases after its  

completion in 2017.

2015.01.01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 획득(지정기간:15.01.01~18.01.01)

2015.04.13  현대제철과 화상의료지원 협약 체결

2015.04.23~25 서울시 주관,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화상부문에 참여

2015.06.16~20 국제 의료 지원 (화상치료, 몽골 울란바토르)

2015.08.05~7 화상점프캠프

2015.09.08  가천대길병원과 협력병원 진료협약

2015.10.13  제13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

2015.10.16  화재 및 재난 대비 소방대피 영등포 소방서 합동 훈련

2015.10.22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관으로 선정

2015.11.16  몸짱 소방관과 함께 하는 화상환자돕기 희망나눔 행사

2015.12.11  송년 환자위안의 밤 행사 실시

2015.12.11  제7회 개원기념 및 대한화상학회 심포지엄 공동개최

2015.12.18  제44회 개원기념행사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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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3년 개원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1,000여 병상,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에 IT시스템과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첨단 의료과학 

병원입니다. 로봇수술센터, 심장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등 10개 특성화 

전문센터와 30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 PET-CT, MRI, CT 등의 최신장비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으로는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처치를 돕는 어플리케이션 브레인세이버(Brain Saver)와 하트세이버

(Heart Saver)를 도입해 화성소방서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회 한림-UCLA 국제컨퍼런스,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제6회 기초-임상 중개연구 워크숍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에서 진행했습니다. 

Established in 2013,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is a digitalized hospital with advanced IT system and cutting-edge  

medical equipment. The 1,000-bed hospital which has 14 floors above 

the ground and 3 floors underground is equipped with advanced medical 

system such as the fourth generation robotic surgical system ‘da Vinci 

Xi,’ PET-CT, MRI and CT. The hospital operates 10 specialized centers 

including Robotic Surgery Center, Cardiovascular Center, and Digestive 

Disease Center, and 30 clinical departments. It also uses ‘Brain Saver’ 

and ‘Heart Saver’ as its mobile platform with Hwaseong Fire Station 

to help patients with acute stroke,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to get prompt treatment. Many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1st HUMC-UCLA joint conference, the 7th Hallym-Uppsala joint  

symposium, and the 6th workshop on basic, clinical and translational 

research were held at the hospital.

2015.04.10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2015.04.22  최첨단 4세대 로봇수술 다빈치Xi도입

2015.05.10  한림중개의학연구소 개소식

2015.06.29  메르스 관련 병원 및 의료진 유공자 표창 수여

2015.08.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1등급 획득

2015.08.21  한국장기기증원(KODA) 업무협약식

2015.09.14  제1회 한림-UCLA 공동국제컨퍼런스 개최

2015.10.08   화성소방서·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Brain Saver 시범사업 

업무협약

2015.10.20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5.11.09  재활의학과 소아낮병동 개소식

2015.11.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진료적정성평가 1등급 

의료기관 선정

2015.11.17   용인/화성 소방서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교육

2015.12.14   제6회 기초-임상 중개연구 Workshop (한림-나고야 심포지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1986년 개원한 강동성심병원은 환자 중심의 친환경 도심병원,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최첨단 시설을 갖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송 두경부-갑상선암 병원을 비롯해 소화기병센터와 

심장혈관센터, 장기이식센터, 청소년웰빙센터, 하이브리드수술센터 

등을 통해 질환 중심의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경부암, 뇌·심장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분야 등 중증 질환 치료 

분야에 대한 탁월한 진료로 대한민국 진료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ince its opening in 1986,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has been  

providing the highest-quality medical service to patients as a patient- 

oriented, eco-friendly urban hospital and a highly advanced medical town 

with multidisciplinary treatment. The hospital operates Ilsong Head-and-

Neck Cancer Center, Digestive Disease Center, Cardiovascular Center, 

Transplantation Center, Youth Wellbeing Center and Hybrid Intervention 

Center to give disease-specific care. The hospital is widely known for 

its excellent medical service on severe diseases such as head and neck 

cancer,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nd digestive  

diseases. 

2015.03.31  신성장동력TFT 발대식

2015.04.04  교수연찬회

2015.04.13  의료기관인증발대식

2015.04.27  현대백화점 자선바자회

2015.04.30  강동구 진로멘토단

2015.06.07  메르스 극복

2015.08.03  메르스 극복 서울시향 힐링 콘서트

2015.09.06  소아청소년과 무료검진

2015.09.25  규정선포식

2015.10.22  개원 29주년

2015.11.01  신근만 병원장 취임

2015.11.10  서울동부지검 범죄지원센터 협약

2015.11.23  국내인증 2주기 평가

2015.12.09  생명사랑위기대응 심포지엄

강동성심병원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2015년 
주요 현황 통계 그래프

Statistics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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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2012년 10월 29일부터 진료개시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Opens on Oct. 29, 2012 ※ 한림대학교의료원 암등록 연례보고서는 CD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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