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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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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의 건학정신을 상징합니다.
한비정신(翰飛情神)이 곧 한림대의 정신이며 이 심볼마크는 한비정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이니셜 HL은 한림대의 뛰어난 인재를 상징합니다.
특히 H는 Humanity (인간성)을, L은 Leadership (지도력)을 각각 의미합니다. 새가
날아가는 유려한 모습은 세계와 미래를 지향하는 한림대의 진취적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한림대학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림대학교의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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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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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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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장 발간사
Publisher's Message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를 제고하여
Mighty Global Player로 나아간다

2010년은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세계 100대 의료원 진입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정립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의료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 부문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10년 3월 6일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주요보직자와 변화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Vision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를
제고하여 Mighty Global Player로 나아간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전 달성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와 결단력을 약속했습니다. 2012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개원과 2015년 중개연구센터 개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우수 진료 연구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의 2010년 경영목표는 고객가치 최고화, 책임경영 강화, 특성화 가속으로 전 교직원이 힘을
모아 ‘Mighty Global Player’로 나아가기 위하여 분야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속적인 세계화 추진으로 미국
컬럼비아 및 코넬 의과대학, 스웨덴의 웁살라대학 및 카롤린스카대학, 핀란드의 오울루대학, 일본의 동해대학,
나가사키대학, 나고야시립대학, 교토부립의과대학 등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의 명문
이탈리아 파도바대학과 2010년 10월 18일 상호 학술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의료원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보건의료지원 프로젝트 관리운영기관(PMC)으로서 라오스 아동병원과 카메룬 국립응급센터
건립사업에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한림대학교의료원의 우수기술을 전파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경영부문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Refomax
mobile-OCS/EMR을 개발, 국내 병원 최초로 의료원 산하 5개병원에 동시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의료원 업무매뉴얼(HPPM) 경진대회를 통해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세계 100대 의료원 진입이라는 한림대학교의료원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Mighty Hallym

한림대학교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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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ghty Global Player
with Unmatched Expertise

The year 2010 was a time that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 charted its vision to be in the group of the
world’s top 100 medical institutions, and drafted overall action plans by mustering all of its competence to realize the
vision.
Attended by more than 700 potential leaders who would initiate change and innovation, we held a vision declaration
ceremony ‘The 3rd-term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on March 6, 2010. We disclosed a new vision, ‘Moving on
to Be a Mighty Global Player with Unmatched Expertise through Medical Excellence,’ and pledged our strong will to act
and determination to materialize our ambitious plan. With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and a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 being established in 2012 and 2015, respectively, we will never slacken our efforts to
become a top-notch clinical and research institution.
Hallym rendered concerted efforts in 2010 to achieve our annual goals - maximization of customer value,
strengthened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acceleration of specialization - to make itself a ‘Mighty Global Player.’ As a
part of our globalization process, we have sustaine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world-class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and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in the U.S., Uppsala
University and the Karolinska Institute in Sweden, the University of Oulu in Finland, and Tokai University Hospital,
Nagasaki University, Nagoya City University and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of Medicine in Japan. Hallym took a step
forward globalization by signing an affiliation agreement to activate academic exchanges with the University of Padova,
Italy, and holding the 1st joint symposium in Korea on October 18, 2010.
As a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PMC) for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ODA) projects, we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a children’s hospital in Laos, and a national emergency center in Cameroon to deliver Hallym’s
advanced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In business management, we have effected innovation through responding actively to the mobile internet era by
starting a ‘RefoMax Mobile-OCS/EMR,’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and enabling all medical staff to obtain medical
records at all of its hospitals. Hallym has also pursued business process improvement and standardization, and
launched customer-friendly operations by holding a contest of Hallym Policies and Procedures Manual(HPPM).
Let me close by expressing my deep gratitude to all Hallym family for their dedication to realizing our vision to
become one of the world-class medical institutions in the future.
“Mighty Hallym!”

Hae-Ran Lee, MD, PhD
President,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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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영방침
Goals for 2010

고객가치 최고화
Maximization of
Customer Value
책임경영 강화
Strengthened Corporate
Responsibility
특성화 가속
Acceleration of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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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for
2010

2010년도 연혁
Chronology in 2010
2010. 1. 13

한림대학교의료원-한국국제협력단 보건의료분야 업무협약 체결

2010. 1. 15

다국어 홈페이지(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오픈

2010. 2. 2

제1회 한림-일본 교토부립의대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0. 3. 6

제3기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Vision 선포식

2010. 4. 1

RefoMax Smart OCS/EMR System(mobile) 의료계 최초 오픈

2010. 5. 4

제3회 한림-스웨덴 웁살라대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0. 5. 8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기공식

2010. 6. 12

한림대학교의료원-농촌진흥청 의료봉사 협약 체결

2010. 6. 24

제12회 일송국제심포지엄, 한림-일본 나고야시립대 공동 개최

2010. 7. 27

의료원 산하병원 명칭 변경

2010. 8. 3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PMC 선정

2010. 9. 17

Smart 진료예약시스템(mobile) 오픈

2010. 9. 19

제19회 일송가족의 날 행사

2010. 10. 9

제8회 한림-컬럼비아-코넬-뉴욕프레스비테리안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0. 10.18

제1회 한림-파도바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0. 11. 5

제2회 한림-일본 교토부립의대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0. 11.10

베트남 화상아동 무료진료

2010. 11.26

카메룬 국립응급센터 건립사업 PMC 선정

2010. 11.29

제3회 한림-일본 나가사키대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0. 12. 1

2010 Best Practice 경진대회

2010. 12.17

한림대학교의료원-WE Start 운동본부 캄보디아 공동 의료지원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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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ㆍ2015 Vision 선포식
The 3rd-term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Declaration Ceremony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를 제고하여 Mighty Global Player로 나아간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최상의 전문화', 'Mighty Global Player'로의 실질적인 발돋움을 위해 제3기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ㆍ
2015 Vision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2012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개원과 2015년 중개연구센터 개원을
앞두고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를 제고하여 Mighty Global Player로 나아간다’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2015년 세계 100대
의료기관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진료부문 6개(연구, 암, 뇌신경과학, 소화기, 최소침습수술,
U-Health) 분야, 진료지원부문 4개(행정, 간호, 의료기사, 기술) 분야 등 총 10개 분야의 세부 비전을 제시했으며, 비전 달성을
위한 강한 실천의지와 결단력을 의료원 전 교직원이 공유하여 ‘최우수 진료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Be a Mighty Global Player with Unmatched Expertise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 held a vision declaration ceremony, ‘The 3rd-term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to become a Mighty Global Player with the top-of-the-line specialties. In this ceremony, its new vision, 'Moving
on to Be a Mighty Global Player with Unmatched Expertise through Medical Excellence,’ and an aim to be in the group of the
world’s top 100 medical institutions by 2015 were made public with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and a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 being established in 2012, and 2015, respectively.
A total of ten sectors including six medical divisions(Research, Cancer, Neuroscience, Gastroenterology, Minimal Invasive
Surgery, U-Health) and four supportive divisions(Administrative Staff, Nurses, Medical Technicians, Other supporting
professionals), disclosed their specific ways to materialize the vision. Hallym pledged itself to realize a great take-off to
become a top-notch clinical and research institution with Hallym’s strong will to act and determination shared by all Hallym
members to put its ambitious plan in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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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Vision
연구 분야

암 분야

진료
부문

뇌신경과학 분야
소화기 분야
최소침습수술 분야
u-Health 분야

진료지원
부문

창의성과 네트워킹으로 의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기관
축척된 진료와 연구 역량을 집약하여 암 치료 패러다임을 향상시키는 국제적
선도자 역할
진료, 학술의 수월성으로 경쟁우위를 갖춘 세계적인 뇌신경센터
지역의료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우수한 소화기센터
최첨단, 최고의 국제화된 최소침습수술센터
u-Health 디지털 병원 구현

행정 분야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Global Player

간호 분야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Best of the Best Nursing 구현

의료기사 분야
기술 분야

S.M.A.R.T 2012•2015(Specialized Management and Respected
Technologist, 특성화·전문화된 역량 갖춘 신뢰 받는 의료기술인)
BEST(Be the Excellent Support Team)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

9

제8회 한림-컬럼비아-코넬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
The 8th Hallym-Columbia-Weill Cornell-NYP Symposium

산업화,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건강 위협 요소로 부각되는 결핵,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최신 진단 및 치료법 등 ‘호흡기질환의 새로운 치료전략’을 주제로 ‘제8회 한림-컬럼비아-코넬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의 저명한 의학자들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첨단 치료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국 의학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he 8th Hallym-Columbia-Weill Cornell-NYP Symposium
was held under the theme of ‘New Strategy to Common
Pulmonary Diseases.’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aging, the pulmonary disease such as tuberculosis, lung
cancer, and th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is emerging as one of risk factors which
threaten the health of people.
Medical professionals shared their thoughts on the most
advanced treatment of the disease in this symposium, which provided an excellent chance to raise the level of Korean
medicine.

10

|

2010 Annual Report

2004. 09. 21

한림대학교의료원- NYPH협약 체결

2004. 09. 21~22 제1회 한림- 컬럼비아 -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한국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2005. 10. 28

제2회 한림 - 컬럼비아 -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비만과 대사 증후군)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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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9. 26

제4회 한림 - 컬럼비아 -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소아과학의 최신 지견)

2006. 10. 21

복강경 비만수술 시연회(Michel Gagner 교수)

2007. 10. 26

제5회 한림 - 컬럼비아 -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퇴행성 신경정신질환의 최신 지견)

2008. 04. 04

제6회 한림 - 컬럼비아 -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인공관절과 척추수술의 최신 지견)

2009. 06. 09

제7회 한림 - 컬럼비아 -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

2010. 10. 09

제8회 한림 - 컬럼비아 - 코넬- 뉴욕프레스비테리안 심포지엄(호흡기질환의 새로운 치료전략)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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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The 3rd Hallym-Uppsala International Symposium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세계 중개의학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스웨덴 웁살라대학과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을
주제로 ‘제3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바이오 인공피부와 인공뼈, 연골 및
치아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국내외 관련 분야의 학자들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양국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he 3rd Hallym-Uppsala International Symposium, organized jointly by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 and Uppsala University of Sweden, the world-renowned European institution, famous for
translational medical research, took place in Korea to deal with ‘Tissue Engineering & Regenerative
Medicine.’ The latest research on biological artificial skin for burns, artificial bone and cartilage, and dental
implant were discussed in-depth by medical professionals from both countri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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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림-파도바 국제학술
심포지엄
The 1st Hallym-Padova International Symposium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철학•법학•천문학•의학 등 800년 역사의 국제적 학문중심지인 이탈리아
파도바대학과 인적교류,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교류협약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퇴행성
신경질환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주제로 ‘제1회 한림-파도바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퇴행성
신경질환의 최신 지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 reached an affiliation agreement with the University of Padova in Italy
for exchanges of human resources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and held the 1st joint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Molecular Mechanisms of Neurodegenerative Diseases.’ With a time-honored history and tradition, the
University of Padova has been enjoying a world-wide reputation in the academic fields of philosophy, law,
astronomy, and medicine.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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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Max mobile-OCS/EMR
System 의료계 최초 오픈
Hallym Opens Nation’s First Mobile-OCS/EMR for Smart Phones

한림대학교의료원은 국내 병원 최초로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처방정보와 검사결과 정보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스마트폰용 Mobile Hospital System인 'RefoMax
mobile-OCS/EMR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어
진료예약시스템 기능을 포함한 모바일 웹사이트(http://m.
hallym.or.kr)를 오픈하여 의료 분야에서도 IT구현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 launched a
‘RefoMax Mobile-OCS/EMR,’ an innovative hospital system
for smart phone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The new
system enables all medical staff to get medical records
while they are moving around including prescriptions and
test results of all patients with just one click. HUMC also
opened a new website(http://m.hallym.or.kr), with a
reservation system, putting Hallym in the medical forefront in terms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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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기공식
Ground-breaking for Hallym’s New Hospital in Dongtan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신축부지(경기도 화성시 석우동)에서 친환경병원, 최첨단
디지털병원으로 거듭날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800병상,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2012년 10월 개원 예정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화성시의 동탄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유비쿼터스 시설을 갖춘 첨단 디지털병원으로서 미래 의료혁신의 꽃이 될 IT
원격진료 시스템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병원으로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중심 역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biomedical science의 최첨단 의료 기술을 탐구하는 생명과학연구소도 갖추어 명실
공히 학문적, 진료적 수월성을 다할 것입니다.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 held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its 6th general hospital,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The new facility is designed as an eco-friendly and most up-todate digital hospital. Opening in October, 2012, the new hospital with 14
floors above and 3 floors underground will have the capacity of 800
patient-beds. The highly digitalized medical facility, equipped with a
ubiquitous system and a cutting-edge IT telemedicine system, will be a
landmark of medical innovation for the future. The hospital will play a vital
role as a local university hospital, dedicated to promoting the quality of
regional healthcare. As a pioneering medical research facility in biomedical
science with its research center for life science, it will strive to garner
excellence in research and treatment.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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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상아동
무료진료
Hallym Experts Save Vietnamese Burn Kids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림화상재단과 함께 국내 화상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및
수술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붕 응급병원에 '아시아 저소득국가 화상아동
무료진료팀'을 파견하여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상치료의 최신지견 및 선진
수술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 and the Hallym
Burn Foundation are aggressively engaged in free
medical services for patients in Korea and abroad.
HUMC dispatched a ‘Medical Support Team for Asian
Burn Kids’ to a local emergency hospital in Vietnam to
treat burn victims and delivered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its medical experts on burn care to local
doctor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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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WE Start 운동본부
캄보디아 공동 의료지원사업
Hallym, WE Start Center Offer Medical Aids in Cambodia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저소득 국가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WE Start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타께오 지역을 방문하여
의료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Global Contributor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림대학교의료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인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The medical aid team of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HUMC) visited Takeo, Cambodia, to offer medical
aids with the Welfare and Education Start(WE Start) Movement. As a global contributor, Hallym has always
been in the forefront of welfare programs all over the world.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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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원별
사회 봉사활동
Hallym Offers Community Services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한림 느린소사회봉사단’ 운영, 2010 기업 사회공헌 릴레이 참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나눔봉사단’ 운영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 ‘봄시내봉사단’ 운영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 ‘한사랑 사회봉사단’ 운영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 ‘클린 봉사단’ 운영
Community services provided by HUMC's affiliate hospitals in 2010 are as follow :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 Neurinso Community Services Team, which
joined a social campaig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Series in 2010.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 Nanum Community Services Team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 Bomsinae Community Services Team
Hallym Universit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 Hansarang Community Services Team
Hallym Universit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 Clean Community Services Team

봉사단 주요 활동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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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major activities include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양로원 등
보호시설 방문
봉사활동

Free medical
examinations
for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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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nnual Report

지역 청소
봉사활동 등

Community
cleaning drive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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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이 운영하는
복지관 현황
Hallym Operates Welfare Centers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665-1 T.02-851-1767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6-2 T.02-2068-5326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부설 한림청소년 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교동153 춘천성심병원 제2별관 3층 T.033-240-5679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80 T.02-2639-5768
●강동구치매지원센터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1-2 T.02-22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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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y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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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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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한림대학교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896, Pyeongchon-dong,

http://hallym.hallym.or.kr

Dongan-gu, Anyang, Gyeonggi-do 431-070

031)380-1500

TEL. 82-31-380-1500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150-95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48-1

948-1, Daerim-1dong,

http://kangnam.hallym.or.kr

Yeongdeungpo-gu, Seoul 150-950

02)829-5114

TEL. 82-2-829-5114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200-704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

153, Gyo-dong, Chuncheon,

http://chuncheon.hallym.or.kr

Gangwon-do 200-704

033)240-5000

TEL. 82-33-240-5000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150-030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

94-200, Yeongdeungpo-dong,

http://hangang.hallym.or.kr

Yeongdeungpo-gu, Seoul 150-030

02)2639-5114

TEL. 82-2-2639-5114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134-701 서울시 강동구 길동 445

445, Gil-dong, Gangdong-gu, Seoul 134-701

http://kangdong.hallym.or.kr

TEL. 82-2-2224-2114

02)2224-2114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

Hallym University Dental Hospital

130-0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2

235-2, Cheongnyangni-dong,

http://hudh.hallym.or.kr

Dongdaemun-gu, Seoul 130-010

02)3299-3400

TEL. 82-2-3299-3400

학교법인 일송학원
Ilsong Educational Foundation

한림대학교

Hallym University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39, Hallymdaehak-gil,

http://hallym.ac.kr

Chuncheon, Gangwon-do 200-702

033)248-1000

TEL. 82-33-248-1000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5-84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7-13

Hallym Institute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http://www.hiais.ac.kr

907-13, Daechi-dong,

02)3453-9333

Gangnam-gu, Seoul 135-841
TEL. 82-2-3453-9333

한림성심대학

Hallym College

200-85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0

790, Janghak-ri, Dong-myon,

http://www.hsc.ac.kr

Chuncheon, Gangwon-do 200-850

033)240-9000

TEL. 82-33-24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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