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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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벌마크는 한비정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이니셜 HL은 한림대의 뛰어난 인재를 상징합니다.
특히 H는 Humanity(인간성)을, L은 Leadership(지도력)을 각각 의미합니다. 새가

한림-오울루 국제학술 심포지엄
10 제2회
The 2nd Hallym-Oulu International Symposium

날아가는 유려한 모습은 세계와 미래를 지향하는 한림대의 진취적 이미지를

한림-파도바 국제학술 심포지엄
11 제2회
The 2nd Hallym-Padova International Symposium

성실과 따뜻한 사람을 상징하는 색상인 Pink와 정확하고 과학적 진단을 상징하는

해외거점연구센터 개소
12 한림-웁살라
Hallym-Uppsala International Co-Research Laboratory at Uppsala

날아가는 새의 단일형상으로 표현되어 더 높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림의 밝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13 한림대학교성심병원
Hallym Receives an Accreditation Mark from MOHW
센터 중심 진료체제 전환
14 다학제적
Hallym Provides Multidisciplinary Care for Patients
첫 간이식 수술 성공
15 한림대학교성심병원
Hallym Successfully Performs the First Liver Transplantation
화상아동 무료진료
16 인도네시아
Hallym Saves Children with Burn Injuries in Indonesia
국립아동병원에서 현지 연수교육
17 라오스
Hallym Trains Doctors at National Children’s Hospital in Laos

표현합니다. 이러한 한림대학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림대학교의료원의 심벌마크는
색상인 Gray로 참된 봉사와 성실한 진료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런 각각의 의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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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봉사활동
18 한림
Hallym Offers Community Services
운영하는 복지관
20 한림대학교의료원이
Hallym Operates Welf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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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Publisher's Message

한림대학교의료원은 2015년 세계 100대 의료원
진입을 약속합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2011년 한 해 동안 지속성장, 핵심역량 구축, Smart Hallym 구현을 목표로 전 교직원이
힘을 모아 ‘Mighty Global Player’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비전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실현의 초석이 될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의 2012년 개원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진료부분에서는 2011년 3월 1일부로 다학제적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진료과 중심의
특성화센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환자의 질환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진료과들의 유기적 협력진료를 통해
환자중심의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세계화 추진으로 미국 컬럼비아 및 코넬 의과대학, 스웨덴의 웁살라대학 및 카롤린스카대학, 핀란드의
오울루대학, 이탈리아 파도바대학, 일본의 동해대학, 나가사키대학, 나고야시립대학, 교토부립의과대학 등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2011년 6월에는 북유럽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웁살라대학
의과대학 루드벡 연구소 내에 ‘한림-웁살라 해외거점연구센터’를 개소함으로써 한림대학교의료원의 연구역량 및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해외 보건의료지원 프로젝트 관리운영(PMC) 기관으로서 라오스
아동병원에서 현지 연수를 진행했으며, 인도네시아에 화상아동 무료진료팀을 파견하는 등 국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사회복지사 역할과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제1회
한림-NYPH 의료사회복지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부분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 분야에서 애써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세계 100대 우수 의료원으로 진입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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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UMC) made considerable strides in 2011 to achieve our annual goals of sustained
growth, building core competencies, and realizing Smart Hallym, and make itself to a ‘Mighty Global Player.’
The year 2011 was an important time in that HUMC was preparing to open the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in 2012, which will play a crucial role in creating a firm foundation to realize our vision,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HUMC began to offer multidisciplinary medical care to patients in March 1, 2011. This new system was designed to
upgrade the existing specialized clinical centers into disease-specific centers which would provide a more customized
medical service for patients.
As part of our globalization program, we have establishe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some of the world’s top-notch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in
the U.S., Uppsala University and the Karolinska Institute in Sweden, the University of Oulu in Finland, University of
Padova in Italy and Tokai University, Nagasaki University, Nagoya City University, and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of
Medicine in Japan. In June, 2011, HUMC established the ‘Hallym-Uppsala International Co-Research Laboratory’ in the
Rudbeck Laboratory at Uppsala University, one of the best research centers in medicine in Northern Europe. The joint
research conducted at the new facility will help enhance our competency in medicine and upgrade our global
competitiveness. As a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 projects, we
delivered our advanced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to local doctors at the children’s hospital in Laos, and dispatched
a medical aid team to treat children suffering from burn injuries in Indonesia. HUMC and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also held the nation’s first international seminar on social work to discuss roles of social workers.
Let me close by expressing my deep gratitude to all of the Hallym family for their dedication to encouraging Hallym to
achieve a vision which will lead us into the group of the world’s top 100 medical institutions in the days to come.
Mighty Hallym!

Mighty Hall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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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ing into the Group of
the World’s Top 100
Medical Institutions in 2015

Hae-Ran Lee, MD, PhD

President,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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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영방침

2011년도 연혁

Goals for 2011

Chronology

Goals for
2011

지속성장
Sustained Growth

핵심역량 구축
Building Core
Competencies
Smart Hallym 구현
Realizing Smart Hall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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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첫 간이식 수술 성공

2011.1.1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개원 31주년

2011.1.28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지역약물감시센터 우수상 수상

2011.3.1

다학제적 센터 중심 진료체제 전환

2011.3.5

한림대학교의료원 임상중개연구 심포지엄

2011.3.6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개원 12주년

2011.3.19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 확장 개소

2011.4.18

한림화상재단 인도네시아 화상아동 무료진료

2011.4.24

한림대학교의료원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현지 연수교육

2011.5.4

제4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1.5.20

제1회 한림-NYPH 의료사회복지 국제학술 세미나

2011.6.16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최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2011.6.20

한림-웁살라 해외거점연구센터 개소

2011.6.21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2011.10.7

제2회 한림-오울루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1.10.17

제2회 한림-파도바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1.10.22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개원 25주년

2011.11.24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상량식

2011.12.10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개원 27주년

2011.12.15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제3회 특성화연구센터 국제심포지엄

2011.12.18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개원 40주년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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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The 4th Hallym-Uppsala International Symposium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세계 중개의학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스웨덴 웁살라대학과 ‘바이오마커 : 기초연구에서 치료까지’를 주제로 스웨덴
현지에서 ‘제4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바이오마커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암, 감염성 질환,
심혈관질환, 부인과질환, 치매 등 각종 난치병 분야에서 바이오마커의 활용과 전망에 대해 국내외 관련 분야의 학자들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양국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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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th Hallym-Uppsala International Symposium, organized jointly by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UMC) and Uppsala
University, the world leader of translational medical research, took place in Uppsala University, Sweden. Under the theme,
‘Biomarkers: From Bench to Clinic,’ professors of both institutions shared their medical knowledge and clinical experiences and
participated in lively discussions on a variety of issues from basic to clinical areas of biomarkers in cancer, infectious diseases,
cardiology, gynecology, and dementia.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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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림-오울루 국제학술 심포지엄

제2회 한림-파도바 국제학술 심포지엄

The 2nd Hallym-Oulu International Symposium

The 2nd Hallym-Padova International Symposium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핀란드 오울루대학과 ‘한국과 핀란드의 주요질환에 대한 분자역학’을 주제로 ‘제2회 한림-오울루 국제학술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철학·법학·천문학·의학 등 800년 역사의 국제적 학문 중심지인 이탈리아 파도바대학과 ‘의학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질환의 역학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발표와 더불어 BT와 IT의 종합기술로 생물체 유전정보를

신경과학의 중개연구 최신 동향’을 주제로 ‘제2회 한림-파도바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퇴행성 신경질환과 암

분석하는 생명정보학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양국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발병원인 및 치료방법, 수술 후 예측 방법 등에 관한 국내외 석학들의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The 2nd Hallym-Oulu International Symposium was held under the theme of ‘Molecular Epidemiology of Major Diseases in Korea and
Finland.’ Medical professionals shared their thoughts and research results on epidemiology for major diseases and bioinformatics in
this symposium, which provided an excellent chance to raise the level of medicine in both countries.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UMC) held the 2nd Hallym-Padova International Symposium in the University of Padova, Italy,
which has been enjoying a world-wide reputation in the academic fields of philosophy, law, astronomy, and medicine. Under the
theme of ‘New Insights in Modern Medicine,’ the latest medical issues on neurodegenerative diseases, causes and treatment for
cancer, and prognostic method after surgery were discussed in-depth by medical experts from both countri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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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웁살라 해외거점연구센터 개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Hallym-Uppsala International Co-Research Laboratory at Uppsala

Hallym Receives an Accreditation Mark from MOHW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의·생명과학분야에서 북유럽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의과대학 루드벡 연구소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경기도 안양지역 최초로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내에 ‘한림-웁살라 해외거점연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와 프리온, 파킨슨병과 같은 단백질 응집 관련 퇴행성 뇌질환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404개의 관련 평가항목에서 최상위 점수를 얻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있어 적정수준을 달성했다는

기술융합적 공동연구 및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등에 대한 협력연구를 진행할 한림대학교와 웁살라대학교 의과대학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서 환자안전, 진료전달 체계, 경영 및 조직 운영, 임상 질 지표 등 병원 전 분야에서 우수 의료기관임을

교수진의 공동연구센터입니다.

입증하였습니다.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UMC) and Uppsala University established a ‘Hallym-Uppsala International Co-Research Laboratory’
in the Rudbeck Laboratory at Uppsala University, Sweden. At the facility, professors of Hallym and Uppsala carry out joint research on
neurodegenerative diseases associated with protein misfolding including Alzheime’s, Prion and Parkinson’s diseases, and the
development of biomarkers for the early detection of diseases.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received an accreditation mark for the first time in Anyang, Gyeong-gi,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The hospital earned top marks in 404 accreditation standards, and was recognized for its achievements
in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 and patient safety. Through this governmental accreditation, the hospital has been assured as a
leading hospital in all aspects including patient safety, patient transfer system,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monitoring clinical indicators.

12

|

2011 Annual Report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

13

다학제적 센터 중심 진료체제 전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첫 간이식 수술 성공

Hallym Provides Multidisciplinary Medical Care for Patients

Hallym Successfully Performs the First Liver Transplantation

한림대학교의료원은 2011년 3월 1일부로 진료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특성화센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질환에 중점을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장기이식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1999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두고 관련 진료과들이 유기적으로 협력 진료하는 ‘다학제적 협진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중증질환 치료에 새로운

간이식 수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간이식 의료기관으로 승인받은 2009년 5월 이래 첫 수술로써,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외과 장기적출팀과 간이식 수술팀의 유기적인 협진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UMC) began to offer multidisciplinary medical care to patients on March 1, 2011. The new system
is designed to upgrade the existing specialized clinical centers into disease-specific centers. Through this service, HUMC suggests a
new paradigm on care for severe diseases and provides customized care for patients.

The first liver transplantation was successfully completed at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since its opening in 1999. As the
first surgery since Hallym was approved as an institution for liver transplantation in May, 2009, it is another historical moment for
Hallym, which was made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teams for organ removal and liver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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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상아동 무료진료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현지 연수교육

Hallym Saves Children with Burn Injuries in Indonesia

Hallym Trains Doctors at National Children’s Hospital in Laos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림화상재단과 함께 국내 화상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및 수술지원 사업을 활발히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라오스 아동병원건립사업’의 사업수행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필리핀, 2010년 베트남에 이어 화산폭발로 화상을 입어 고통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병원 건립계획에서부터 개원에 이르는 종합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라오스 현지에 병원경영 전문가와 임상간호사를

무료진료팀을 파견하여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상치료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파견하여 의료 경영 교육 및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한림대학교의료원의 선진 의술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UMC) and the Hallym Burn Foundation are actively engaged in free medical services for patients
in Korea and abroad. HUMC dispatched a medical aid team to Java Island, Indonesia, to save volcano refugees and delivered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its medical experts on burn care to local doctors. Hallym’s medical aid team provided free medical
treatment to patients in the Philippines in 2009 and in Vietnam in 2010.

Since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HUMC) was designated as a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 of ‘The Establishment of
a Children’s Hospital in Laos’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t has been consulting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ew hospital and planning for supplying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Hallym also dispatched experts to convey
its advanced medical knowledge and management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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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사회 봉사활동
Hallym Offers Community Services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한림 느린소사회봉사단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나눔봉사단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 봄시내봉사단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 한사랑 사회봉사단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 클린 봉사단
Community services provided by HUMC s affiliate hospitals in 2011 are as follow :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 Neurinso Community Service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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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Their major activities include
•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Free medical examinations for local residents
• 양로원 등 보호시설 방문 봉사활동
Volunteer work at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old and the needy
• 지역 청소 봉사활동
Community cleaning drive
• 수해지역 무료진료
Free medical services in flood-afflicted areas
• 농어촌 일손 돕기
Volunteer Work in rural area
• 자연보호활동
Natur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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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이 운영하는 복지관
Hallym Operates Welfare Centers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665-1
Tel. 02-85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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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6-2
Tel. 02-2068-5326

●The Yeongdeungpo Senior Welfare Center
76-2, Mullae-dong 3-ga, Yeongdeungpo-gu, Seoul, Korea
Tel. 82-2-851-1767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부설 한림청소년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교동153 춘천성심병원 제2별관 3층
Tel. 033-240-5679

●The Chuncheon Hallym Youth Welfare Center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Gyo-dong,
Chuncheon-si, Gangwon-do, Korea
Tel. 82-33-240-5679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80
Tel. 02-2639-5768

●The Hallym Burn Foundation
94-180, Yeongdeungpo-dong 7-ga, Yeongdeungpo-gu,
Seoul, Korea
Tel. 82-2-2639-5768

●강동구치매지원센터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1-2
Tel. 02-2224-082

●The Gangdong Dementia Center
541-2, Seongnae-dong, Gangneung-si, Gangwon-do, Korea
Tel. 82-2-222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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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Ilsong Educational Foundation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한림대학교

Hallym University

896, Pyeongchon-dong,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39, Hallymdaehak-gil,

http://hallym.hally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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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llym.ac.kr

Chuncheon, Gangwon-do 200-702

031)380-1500

TEL. 82-31-380-1500

033)248-1000

TEL. 82-33-248-1000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한림대학교성심병원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135-84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7-13

150-95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48-1

948-1, Daerim-1dong,

http://www.hugs.ac.kr

907-13, Daechi-dong,

http://kangnam.hallym.or.kr

Yeongdeungpo-gu, Seoul 150-950

02)3453-9333

Gangnam-gu, Seoul 135-841

1577-5587

TEL. 82-2-1577-5587

TEL. 82-2-3453-9333

한림성심대학교

Hallym Colleg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200-85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0

790, Janghak-ri, Dong-myon,

153, Gyo-dong, Chuncheon,

http://www.hsc.ac.kr

Chuncheon, Gangwon-do 200-850

http://chuncheon.hallym.or.kr

Gangwon-do 200-704

033)240-9000

TEL. 82-33-24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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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5775

TEL. 82-2-1644-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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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200-704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

02)222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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