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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의료원이 이끄는
메디컬 한류
汉阳大学医疗院引领
医疗韩流

‘메디컬 코리아’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옛 이름인 ‘한양’이라는 브랜드
아래 1972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립된
한양대학교의료원.
세계 일류로 인정받는 첨단 의술과 실력 있는 의료진,
환자와 질환의 특성에 맞추어 전문화된 의료 네트워크,
감동적인 고객 서비스로 새로운 메디컬 한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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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谓‘医疗韩国’
是指
使用韩国的旧名字‘汉阳’这一品牌在1972年建立
的亚洲最大规模的汉阳大学医疗院。
世界一流的尖端医术和实力超群的医护人员根据
患者和疾病的特点进行治疗的专业的医疗网络，
并通过令人感动的客户服务来形成新的医疗韩流。

전문화·체계화된
의료 네트워크
专业化、系统化的医疗合作网络
汉阳大学医疗院构筑了包括汉阳大学医院、 汉阳大学古力医院、 汉阳大学风
湿性疾病医院、 汉阳大学国际医院、 汉阳大学医科大学在内的多角度的专业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한양대학교국제병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전문화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性的医疗合作网络，凭借这样的成熟效应，汉阳大学医疗院将成为引领未来
的世界超一流的医院。

있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그 시너지를 바탕으로 미래를 견인할 세계 초일류 병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汉阳大学医疗院
의료 선진화를 주도해온
한양대학교병원
主导医疗服务先进化的
汉阳大学医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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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뤄가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引领医疗服务革新的
汉阳大学九里医院

류마티즘 치료의 아시아 허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风湿病治疗的亚洲中心
汉阳大学风湿病医院

외국인 환자를 위한 감동 진료
한양대학교국제병원 & 종합검진센터
针对外国人患者提供感动治疗的
汉阳大学国际医院&综合体检中心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의 요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实践爱情的医疗院的摇篮，
汉阳大学 医科学院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한양대학교의료원
将不可能变为可能的汉阳大学医疗院

1967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1972년 한양대학교병원 개원
1983년 한양대학교병원 ‘백남심장센터’ 개소
1989년 국내 최초로 ‘류마티스센터’ 개소
1995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
1998년 국내 유일 류마티스 전문병원,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개원
2003년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개원

지난 40여 년 간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와 미래를 향해 성장해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아름다운 발자취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拥有40多年历史和传统的汉阳大学医疗院凭借丰富的经验和技术实力，取得不断
发展。向着世界和未来不断发展的汉阳大学医疗院的美丽足迹今后也将继续下去。

2005년 한양대학교병원 ‘어린이학교’ 개교
2008년 한양대학교병원 ‘로봇수술센터’ 개소
2009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개소
한양대학교병원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선정
한양대학교병원 의료기관 평가 결과 전 항목 ‘A’ 등급 획득

2010년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의료관광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2011년 한양대학교국제병원 ‘해외환자유치 우수 의료기관’ 선정
2012년	한양대학교병원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 1등급’ 2년 연속 선정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2012 메디컬 코리아 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위암, 간암, 대장암 등 3대 암 수술 평가 1등급’
한양대학교병원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 선정

2013년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3년 연속 선정
1967年 汉阳大学医科大学成立
1972年 汉阳大学医院开院
1983年 汉阳大学医院‘白南心脏中心’开业
  
1989年 建立韩国首家‘风湿性疾病中心’

1995年 汉阳大学古力医院开业
1998年 韩国唯一一家风湿性疾病专业医院,  汉阳大学风湿性疾病医院开业
2003年 汉阳大学国际医院开业
2005年 汉阳大学医院‘儿童学校’开校
2008年 汉阳大学医院‘机器人手术中心’开业
2009年 汉阳大学风湿性疾病医院 ‘风湿性疾病关节炎临床研究中心’开业
被选为汉阳大学医院‘最优秀救护医疗机构’
  
在汉阳大学医院医疗机构评价中所有项目都获得‘A’等级

2010年 汉阳大学国际医院‘被选为医疗旅游最优秀医疗机构’
2011年 汉阳大学国际医院被选为‘吸引海外患者优秀医疗机构’
2012年 汉阳大学医院获得‘急性心肌梗塞适当性评价第1’2年连续入选
汉阳大学风湿性疾病医院荣获‘2012医疗韩国大奖’  
汉阳大学医院、汉阳大学古力医院‘胃癌、肝癌、大肠癌等3大癌症手术评价为第1等级’
汉阳大学医院被选为‘脑中风适当性评价第1等级医院’

2013年 汉阳大学医院救护医疗中心，3年连续评为‘最优秀紧急医疗机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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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최첨단 대학병원
最尖端 大学医院

대한민국의 의학 기술은 이미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신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 센터와 전문 클리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온 최첨단 대학병원입니다.
韩国的医学技术已经被评为世界一流。汉阳大学医疗院拥有世界最高水准的医护人员和最新设施设备，凭借提供尖
端医疗服务的特殊中心和专业门诊，成为引领韩国医学发展的最尖端大学医院。

의료 선진화를 주도해온
한양대학교병원
主导医疗服务先进化的汉阳大学医院

1972년 동양 최대 규모로 개원한 한양대학교병원은 첨단 의학 연구와 의료 기술 개발을
토대로 의료 세계화 및 선진화에 앞장서왔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현대 난치병 정복을
통해 단순한 생명 연장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汉阳大学医院是1972年开业的东方最大规模的医院，通过尖端医学研究和医疗技
术开发，引领了医疗世界化和先进化。汉阳大学医院目前通过征服难治疾病，超越
简单地延长生命，而是帮助患者提高生活的质量。

암센터 암 환자를 위한 최상의 치료를 목표로 첨단 검사장비와 수술 장비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과 스태
프들이 수술, 치료, 사후관리에 이르는 환자별 맞춤 진료를 실시합니다.

갑상선&두경부종양센터 갑상선암에 대한 로봇 수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갑상선
및 두경부 영역의 각종 종양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인종양센터 자궁 종양, 난소 종양 등 모든 부인종양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더욱 품격 높은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방암&갑상선종양센터 유방에 생기는 양성 질환 및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등의 진단 및 치료
를 실시하며 특히 유방보존술과 유방절제술 후 동시 유방재건술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癌症中心 为给癌症患者提供最佳的治疗，而具备尖端检查设备和手术设备，专业医护人员和工作
人员在手术、治疗、后期管理等整个环节按照患者特点提供个性化的治疗。

甲状腺 & 头颈部肿瘤中心 在使用机器人进行甲状腺癌症手术方面，拥有世界最高水准的技
术实力，对甲状腺和头颈部领域的各种肿瘤进行更为高效和正确的治疗。

妇女肿瘤中心 对子宫肿瘤、卵子肿瘤等所有妇女肿瘤疾病进行专业治疗，尤其是把重点放在预
防上，提供更高档次的健康诊断服务。

乳房癌症&甲状腺肿瘤中心 对乳房上出现的良性疾病和乳房癌症、甲状腺肿瘤、甲状腺癌症
等进行诊断和治疗，尤其是在进行乳房保护术和乳房切割术后还可进行乳房重建手术，并具有国内
最高水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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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심장센터 심장과 관련된 질환에서 수준 높은 진료 및 서비스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진일보된 수술

소화기센터 각종 소화기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며, 해외 명문 병원 의료진과 정기적인 화상회의

기법 개발 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근육 재생 등 활발한 연구활동도 병행합니다.

및 최신 의학정보 공유를 통해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흡기센터 폐암을 비롯하여 폐, 기관지, 흉막, 종격동 등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호흡기계 질환을 진료합

응급의료센터 국내 의료기관 중 최정상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 정확

니다. 진단 즉시 치료 방향을 결정, 치료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한 진단,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센터 우리나라 최초 뇌사자 장기이식 성공(1979년), 세계 최초 교환이식 프로그램 개발 등 국내

여성종합진료센터 고품격 진료환경을 갖추고, 여성 건강을 위한 토털케어 서비스를 목표로 각종 여성

장기이식 분야의 선구자로서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질환에 대하여 맞춤 상담, 검진 및 치료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白南心脏中心 在心脏相关疾病方面，最高水准的治疗和服务而享誉业界，并同时通过进一步开

消化道中心 正确诊断并治疗的消化道中心治疗各种消化道疾病，通过定期和国外名牌医院的医

呼吸道中心 可治疗肺癌等肺、支气管、胸膜、纵隔部位等发生的多种呼吸道系统疾病，在诊断的

救护医疗中心 在韩国医疗机构中拥有最顶级系统，在发生紧急患者时，为迅速处理、正确诊断和

（1979年）
器官移植中心 完成韩国首例脑死器官移植成功
，并最先开发出世界首例交换移植程序，

女性综合治疗中心 拥有高档治疗环境，目标是为女性健康提供整合型的管理服务，并针对各种

发手术方法和使用干细胞实现心脏肌肉再生等研究活动。

同时决定治疗方向，并可迅速完成治疗的全过程。

作为国内器官移植领域的领军者，为患者找回新生命。
12

护人员进行视频会议和最新医学信息共享，提供高层次的医疗服务。

治疗，而派遣专业医护人员24小时随时候诊。

女性疾病，提供个性化咨询、体检和治疗等一步到位的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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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클리닉 국내 최초로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에 성공했으며 일반적인 질병 치료뿐 아니라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 가장 최신의 치료장비를 갖추고 피부질환은 물론, 처진 피부를 리프팅 시켜 동
안으로 유지해주는 울쎄라, 잡티를 제거하는 IPL 등 미용을 위한 각종 시술을 시행합니다.

수면무호흡클리닉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진료합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를 위해 다양한 연구는 물론, 여러 진료과와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脐带血门诊 韩国最先成功进行脐带血造血母细胞移植，除了一般的疾病治疗以外，还为开发难
治疾病患者的治疗方法而开展而全力以赴。

皮肤美容激光门诊 拥有最新治疗设备，还可治疗肌肤疾病，拥有提升下垂肌肤打造童颜的ultra
设备，还可进行去除各种色斑的IPL等美容相关施术。

睡眠无呼吸门诊 打呼噜和睡眠无呼吸症为患者进行系统性治疗。为进行更为正确的诊断和治
疗，进行多种研究和治疗，并构筑了会诊系统。

뇌건강클리닉 노인성 뇌질환을 대표하는 ‘치매’에 대해서 신속한 진단, 치료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
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치매를 위한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건성형클리닉 수술 후 유방 및 수부 등 재건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의료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들
이 자신감을 갖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클리닉 소아작업치료, 특수물리치료, 임파부종치료, 호흡재활치료 등 다양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로봇 재활치료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脑健康门诊 对于老年人的代表性脑疾病“痴呆”进行迅速诊断、治疗，持续管理患者的健康状态。
另外，为了可预防痴呆，进行多种研究。

整容重塑门诊 在手术后乳房和手部重塑领域拥有最高级的医护人员，让患者能够恢复自信，帮

助其恢复正常的日常生活。

康复治疗门诊 提供小儿作业治疗、特殊物理治疗、淋巴浮肿治疗、呼吸康复治疗等多种专业康
复治疗，还使用机器人康复治疗设备等尖端设备进行研究和治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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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뤄가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引领医疗服务革新的汉阳大学九里医院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내실 있고 튼튼한 병원, 친절한 병원, 깨끗하고 편안한 초일류
병원을 지향합니다. 실력 있는 의료진과 첨단 시설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汉阳大学九里医院目标成为名副其实的亲切医院、 干净舒适的超一流医院，基于
富有实力的医护人员和尖端设备，为全世界客户提供高水准的医疗服务。

심혈관센터 최첨단 심장 진단 시스템,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의료진이 함께하는 최적의 협진 시스템, 세
계적 수준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심혈관계 질환에 최적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소화기센터 간, 위, 담도, 췌장 등에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는 물론, 추적 관찰과 사후관리
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척추센터 환자 상태에 따라 경막외내시경유착박리술, 미세침습수술, 컴퓨터시뮬레이션기형교정술 등 다
양한 치료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만족도 향상과 조속한 쾌유를 돕습니다.

외과복강경센터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특수 카메라가 부착된 복강경과 비디오 모니터 등을 통해서 레
이저 특수외과 전기술 등 특수기구를 사용하여 미세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명방지센터 우수한 의료진들이 다양한 안과질환을 진단, 치료하며 당뇨망막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난치성 각막질환 환자들과 실명 위기의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心血管中心 拥有最尖端心脏诊断系统，以及各领域有权威的医护人员一起进行的最佳会诊系统，

以及世界水准的个性化医疗服务提供心血管系统疾病的最佳治疗。

消化道中心 对肝脏、胃、胆管和胰脏等发生的消化道疾病进行诊断和治疗，还在追踪观察和后期
管理方面拥有专业性细分化的治疗系统。

骨髓中心 根据患者状态，复合适用硬膜等内视镜结合剥离术，细微侵袭术、电脑模拟畸形矫正术
等多种治疗方法，提高治疗的满意度，帮助患者迅速恢复。

外科腹腔镜中心 可以不切开腹部，使用安装有特殊照相机的腹腔镜和视频监控，并使用激光特

殊外科电器术等特殊器材进行细微手术。

防止失明中心 优秀的医护人员对多种眼科疾病进行诊断、治疗，为糖尿角膜症、黄斑变性、绿内
障等难治性角膜疾病患者和处于失明危机的患者提供最佳的诊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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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클리닉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 및 수술을 통해 합병증과 후유증을 최소

소아알레르기특수클리닉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소아알레르기질환에 대해 정확한 원인

화하며, 24시간 상주하는 긴급대응팀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을 찾고, 적합한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협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치매클리닉 중년 및 노년기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실시합니다. 끊임없는 교육과

피부레이저클리닉 CO2 레이저와 IPL, 토닝 레이저, 엔디야그 레이저 등 최신 장비를 이용하여 아름답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치매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되찾아 드리기 위한 각종 시술을 실시합니다.

난청클리닉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원인의 난청 환자들을 정확히 진단한 후 수술 치료, 보청

小儿过敏性皮肤特殊门诊 对过敏性肌肤炎、过敏性鼻炎、哮喘等小儿过敏性皮肤疾病正确找

기, 인공와우이식술 등 청력 회복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出病因，并构筑了可提供适当的治疗的会诊系统。

脑中风门诊 通过对急性脑中风患者的迅速系统治疗和手术，将并发症和后遗症的危险降到最低。

肌肤激光门诊 使用CO2激光和IPL、调色激光、Nd:YAG激光等最新设备，为让肌肤恢复美丽健康

24小时常驻的紧急应对小组提供最适当的医疗服务。

而实施各种施术。

痴呆门诊 可对中年和老年痴呆和轻度认知障碍进行专业治疗，并通过不断教育和研究，开发新的
治疗方法，致力于预防痴呆。

耳科门诊 使用尖端医疗器材，对多种原因的听觉障碍患者进行正确诊断后，通过手术治疗、佩戴

助听器、人工蜗牛体移植等为恢复听力而寻找各种最佳解决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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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즘 치료의 아시아 허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风湿病治疗的亚洲中心-汉阳大学风湿病医院

해당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는 전문 의료진들이 불치병으로 여겨져 온 류마티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고 한국인에 맞는 새로운 검사 및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등 류마티즘
정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在相关领域实力获得认证的专业医疗人员通过对被认为是难治病的风湿病进行研

관절염클리닉 임상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소아특발성관절

究和教育，开发出符合韩国人的新检查和治疗方法，向征服风湿病更迈进了一步。

염, 소아류마티스관절염 등 폭넓은 관절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루푸스클리닉 완치가 어려운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 환자들을 위해 염증 조절, 증상 개선,
심각한 합병증 예방 등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통풍클리닉 관절강과 조직의 요산 침착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유병율
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통풍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강직성척추염클리닉 척추를 중심으로 발생한 염증이 눈, 폐, 신장 등 관절 외의 장기까지 침범할 수 있
어 주의를 요하는 강직성 척추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클리닉입니다.

족부클리닉 골절, 탈구는 물론 무지외반증, 족관절염, 발가락 기형, 당뇨병성 족부병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족부 관련 질환들에 대해 폭넓은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슬관절클리닉 외상 및 관절염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무릎 관절 부위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며 관절경, 인공관절치환술 등 각종 수술도 시행합니다.

关节炎门诊 基于临床获得的丰富经验和研究，对骨关节炎、风湿性疾病关节炎、小儿特发性关节
炎、小儿风湿性疾病关节炎等多种关节疾病进行专业诊断和治疗。

狼疮门诊 为难以根治的慢性炎症性自我免疫系统疾病-狼疮患者提供调节炎症、改善症状、预防

严重并发症等方面的治疗，以帮助患者维持最佳状态。

寒痹门诊 最近西方式饮食习惯的影响导致寒痹的发病率激增，就此针对关节腔和组织的尿酸沉

积导致发生的寒痹疾病，进行专业治疗。

僵直性骨髓炎 以门诊骨髓为中心发生的炎症可能侵入眼睛、肺、肾脏等关节以外的器官，为对需
要格外注意的僵直性 骨髓炎进行高效治疗而设立了特殊的门诊。

足部门诊 可对骨折、脱臼、拇指外翻症、足关节炎、脚趾畸形、糖尿病性足部病肿等多种足部相关
疾病进行多种治疗。

膝关节门诊 对容易因外伤和关节炎导致多种疾病的膝盖关节部位进行专业治疗，还可进行关节
炎、人工关节置换术等各种手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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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를 위한 감동 진료
한양대학교국제병원 & 종합검진센터
针对外国人患者提供感动治疗的
汉阳大学国际医院&综合体检中心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을 외국인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병원으로서,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적인 진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是向外国患者提供获得世界认证的韩国医疗技术的国际医院，打破国境和语言的
壁垒，面向全世界患者提供医疗服务。通过完善的设施和最佳的服务，对外国人患
者提供感动治疗。

국제진료센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가 외래는 물론 입원 및 응급환자
에 이르기까지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외국인 의료시설로 명성을 얻고 있습
니다.

종합검진센터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식 건강검진 서비스는 물론, 건강검진 후 질환이 발견될 경우 치
료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미국, 러시아, 몽골
등 해외에서 찾아오는 외국인 고객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国际治疗中心 可顺利进行语言沟通的专责护士和医疗指导人员为住院和救护患者提供24小时
的医疗服务，由此获得了国内最佳外国人医疗设施的美誉。

综合体检中心 构筑了提供多种个性化健康体检服务，并在健康体检后发现疾病时进行治疗的完
美系统。  最近来自中国、美国、俄罗斯、蒙古等海外的外国客户剧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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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검사와 시술을 위한
첨단 의료기기
可正确检查和施术的尖端医疗器械
PET-CT

MRI 3.0T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의료 환경 속에서 진료의 성과는 우수한 의료장비와 장비를
다루는 의료진의 경험 및 숙련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해 진료를 실시합니다.
随着现代社会医疗环境的迅速发展，治疗的成果主要取决于优秀的医疗设备和使
用设备的医护人员的 经验和熟练程度。汉阳大学医疗院拥有临床经验丰富的医护
人员，并使用各种尖端医疗设备实施最佳治疗。

다빈치 S 로봇수술 최첨단 로봇을 이용해 비뇨기암, 갑상선암, 두경부암 등 접근하기 어려운 미세 부위
까지 보다 정밀하고 안전하게 수술함으로써 흉터 및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PET-CT 암의 진단, 병기 설정, 재발 평가, 치료 효과 판정 등에 유용하며 파킨슨병, 치매 등 퇴행성 뇌
신경계 질환의 진단에 정확도가 높은 장비입니다.

MRI 3.0T 해상도가 뛰어난 3차원 입체 영상을 제공하여 뇌신경을 비롯한 인체의 모든 미세구조를 정확
하게 진단할 뿐 아니라 암의 전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다빈치 S 로봇수술 达芬奇S机器人手术

디지털방식 심혈관촬영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에서 심혈관 양면 동시 촬영이 가능한
장비로, 고난도 시술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펜던트 시스템 국내 최초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는 모든 장비를 고정하여, 감염을 방지하는 ‘펜던트
(pendant)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생아 및 미숙아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达芬奇S机器人手术 使用最尖端机器人，对泌尿器癌症、甲状腺癌症、头颈部癌症等难以接近的
细微部位进行更为精密和安全的手术治疗，将伤疤和并发症降低到最低。

PET-CT 有利于癌症的诊断、病例的设定，复发评价、治疗效果评价等，也是对帕金森病、痴呆等退
行性脑神经系统疾病可以正确诊断的设备。

MRI 3.0T 提供清晰度卓越的3维立体视频，可对脑神经等人体的所有细微机构进行正确诊断，还
是可以确认癌症能否转移的尖端设备。

数码方式 心血管拍摄仪是可在治疗对冠心病或者心肌梗塞等冠状动脉疾病时同时拍摄心血管的
两面的设备，让高难易度的手术可以更为正确安全的进行。

pendant 系统 韩国最先在新生儿集中治疗室固定所有设备，并引入防感染的‘(pendant) 系
统，
’大大提高了新生儿和早产儿的生存率。

디지털방식 심혈관촬영기 数码方式

펜던트 시스템 pendant 系统

연구중심 병원
研究中心 医院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광범위한 임상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의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이 한 발 앞선 의술로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汉阳大学医疗院基于广泛的临床研究基础设施，向有难治性疾病的现代人展示了希望的解决方案。
引领医学技术发展的研究中心医院、汉阳大学医疗院以更为先进的医术引领未来发展。

임상술기센터

암 맞춤 의료센터

临床实习中心

癌症个性化医疗中心

난치성 신경계
세포치료센터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难治性神经系统细胞治疗中心

风湿性疾病关节炎临床研究中心

의과대학 임상술기교육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의과대학생의 실기 교육의 질

유전자 변이는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2012년

난치성질환 및 줄기세포 관련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며 선도적 역

류마티스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

을 높이고, 학생 실습 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전공의 및 간호사들에게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암 맞춤 의료센터에서는 한국인의 5대 암에 대한

할을 해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세계적 수준의 임상 연구와 산학 연계를

증성 질환입니다. 불치병으로 여겨져 온 류마티즘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졸업 후에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임상술기센터를 개소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연구를 통해 꿈의 암 치료 시대를 한 발 앞당기

통해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 난치성 신경계질환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는 류마티스

함으로써 보다 진보된 e-Learning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 있습니다.

세포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질환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과 검

为实现和医科大学临床实习教育的有机整合，提高医科大学生的实

遗传因子变异是癌症治疗最为重要的核心关键。2012年韩国最先开

在难治性疾病和干细胞相关研究方面获得众多成果并发挥先导作

사법을 계속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习教育质量，对学生实习进行高效指导和管理，并为专业医师和护士

张的癌症个性化医疗中心通过对韩国人5大癌症遗传因子的突发变

用的汉阳大学医疗院通过世界水准的临床研究和产学衔接，  正在为

风湿性疾病关节炎是以多发性关节炎为主特点且原因不明的慢性

提供毕业后的教育机会，为此而开办了国内最高等级的临床实习中

异进行分析研究，  进一步开启了梦想的癌症治疗时代。

肌肉萎缩症、帕金森病等难治性神经系统疾病患者开发等最佳细胞
治疗方法。

炎症性疾病。为找到一直被视为是难治疾病的肌肉萎缩症疾病的最

心，构筑了更为高端的e-Learning 系统基础。

新解决方法而设立了保健福利部指定的风湿性疾病关节炎临床研
究中心，  通过对风湿性疾病世界最高水准的研究和教育，  不断开发
出新的治疗方法和检查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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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 병원
客户感动 医院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수준 높은 의술,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건강과 행복, 따뜻한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참여를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행복한 에너지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汉阳大学医疗院通过高水准的医术、视客户为上帝的服务，努力为客户送上健康、幸福、温馨的感动。
并通过多种社会贡献活动，实践分享和参与，让世界充满幸福的力量。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고객감동 서비스
让心幸福的客户感动服务

환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신속대응팀 원내 입원 중인 환자 중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스
크를 관리하고, 24시간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情况时，可以24小时快速诊断并进行亲切治疗。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 연중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병원 운영에 적극

满足客户的亲切服务 实施全年亲切教育,将客户满意度调查结果积极反应在医院的运营上。另

반영합니다. 또한 원내 불만 접수 및 상담을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外，为进行院内不满受理和咨询，开设和运营客户支援中心。

언제나 열려 있는 소통 창구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운영함으

随时开放的沟通窗口 为和客户顺利沟通而运营网站、博客、脸谱等， 努力成为全年365天24小

로써 연중 365일 24시간 열려 있는 진정한 고객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时开放的真正客户中心医院。

쾌적한 환경, 편리한 시설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넉넉한 주차공간과 의료기기 매장, 은행 등 각종

舒适的环境、便利的设施 为给客户提供便利而确保了充裕的停车空间和医疗器材卖场、银行

편의시설과 무인수납·처방전발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자동화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2

实现患者中心主义的迅速应对小组 对住院患者中的高危险患者进行事先管理，在发生紧急

等各种便利设施以及无人收款处方药品销售机、无人投诉证明发放机等自动化机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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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행복,
사회공헌 활동
一起进行的幸福、社会贡献活动

의료봉사 및 무료진료 활동 농촌지역의 정기적인 무료 진료, 수해지역에서의 의료봉사는 물론 아프리
카, 몽골, 캄보디아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드리기 위해 파랑새음악회, 음악산책 등
다양한 음악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병원학교 ‘누리봄 교실’ 장기 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병원 내에 작은 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후원(기부) 참여 사회복지기금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비 지원과 지역사
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사고, 재해 또는 뇌질환 등으로 뇌사 상태가 된 환자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웃에
게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원봉사 이동도서 대여 서비스, 호스피스, 음악봉사를 비롯하여 병원 내 업무지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医疗服务和免费治疗活动 为农村地区提供定期免费治疗，为受害地区提供医疗服务，还为非
洲、蒙古、柬埔寨等需要帮助的地区提供上门服务活动。

文化艺术活动 为向来医院的患者和家人带来快乐和安慰，而举办蓝色音乐会、音乐散布等多种音
乐会和文化活动。

医院学校‘分享春天教师’为对因长期住院或者定期来访治疗而导致无法接受学校教育的学
生提供学习机会，并给他们带来希望，为此而在医院内运营小规模学校。

参与社会福利赞助(捐赠) 通过社会福利基金向经济困难的患者提供治疗费支援，并向地区社
会的困难人群提供帮助，开展相关支援活动。

爱心捐赠器官活动 运营了让因事故、灾害或者脑疾病而处于脑死状态的患者向患有慢性疾病
的人赠送新生命的系统性器官捐赠系统。

一起进行的自愿服务 针对移动图书租借服务、护理服务、音乐服务等医院内的业务支援等多种
领域，提供通过自愿服务来分享爱心的机会。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