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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보험㈜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생명에 대한 고객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화생명은 국내 최초 생명보험사로서의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꿈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고자,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회사 전반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케어북」 요양병원 가이드는 고객님 인생의 따뜻한 동반자이자,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고민하고 만든 작은 결과물이며,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될 요양의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취재하여 정리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의 큐레이션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삶에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경험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간병인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환자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풍성한 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일류 보험사로 나아가는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고객님께 차별화 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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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10가지 기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가?1. 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 진료가 가능한 병원인가? 2.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점은 
병원의 인증 여부와 적정성 평가 등급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의 질환이나 특성에 맞는 종류의 
요양 병원인지, 필요한 진료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수준은 어떠한가?3. 응급상황 시의 대처 능력은 어떠한가?4. 
환자 1인 대비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수는 충분한지, 물리

치료사ㆍ재활 담당 전문 인력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가 충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 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병원 근처 대형ㆍ종합병원

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분 이내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거리와 시스템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인가?5. 병원 내부 시설 수준은 어떠한가?6. 
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게 되므로 환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나 
대비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지, 시설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 손잡이, 응급호출벨 등이 
마련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지와 병원 내부 시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병원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7. 비용은 적절한가?8. 
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낼 환자를 위한 병원 내에 산책로, 
휴식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만남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적절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환자를 위한 별도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9. 가족들의 접근성이 용이한가?(위치, 교통 등)10.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즐겁고 건강한 병원 생활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재활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가족들의 방문 여건을 고려하여 병원과의 거리, 
방문 가능한 교통수단 등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8라이프 케어북 요양병원 가이드



요양병원이란?
의료법에 의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합니다. 

수가는 관계법령에 의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는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제외환자,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기간에 대하여는 행위별수가 적용을 받습니다.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1등급 (2015년도 6차)  + 인증평가원에서 인증받은 병원

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요양병원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천받은 병원

1. 

2. 

1차 후보 병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 2013, 2015 3회 연속평가결과와

인증평가원의 평가결과 활용

2차 후보 병원(128개소) 선정

2015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평가결과 중 필수인력당 환자수, 진료과정,

진료결과 등 활용

3차 후보 병원(50개소) 선정

요양병원전문가(요양병원 경영진, 요양병원 종사자 등)의 자문과 사전설문조사 활용

최종 병원(25개소) 선정

실사단의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및 환자와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세부평가로 최종 25개 병원 선정

라이프 케어북 요양병원 가이드 제작

최종 선정된 25개 병원을 소개하는 라이프 케어북 요양병원 가이드 제작

요양병원 평가방법

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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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TOP 25

우수요양병원 리스트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하방로 39

홈페이지 www.esonhosp.co.kr 전화번호 055-780-1000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31.7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11.8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2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12.9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이손요양병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나길 88-41 (개봉동, 미소들병원)

홈페이지 www.misodle.co.kr 전화번호 02-3666-1114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28.9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6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4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9.9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 미소들의료재단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금곡동, 보바스기념병원)

홈페이지 www.bobath.co.kr 전화번호 1877-5661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23.1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4.6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3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5.2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보바스기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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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부천시 마니로24번길 43-17 (송내동, 가은병원A동)

홈페이지 www.gaeunhospital.com 전화번호 032-667-0114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29.1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5.9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2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35.9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가은병원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454번길 102-10

홈페이지 www.hanseo.or.kr 전화번호 055-346-1222

대표진료분야 -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29.3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13.4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3.8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35.1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한솔의료재단 

한서재활요양병원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7-1 (부곡동)

홈페이지 www.gumihosp.or.kr 전화번호 054-440-1000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33.7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6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4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23.5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2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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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64 B2~7층 (오금동, 송파참병원)

홈페이지 www.chamhospital.co.kr 전화번호 02-409-2114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26.9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5.2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1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8.7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송파참노인전문병원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동로 43 (봉명동)

홈페이지 www.han.or.kr 전화번호 042-611-9000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29.1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8.4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2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5.9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밝은마음의료재단 

유성한가족요양병원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22

홈페이지 www.ilovenoin.com 전화번호 042-280-5000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23.3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8.8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32.7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0 (세곡동,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홈페이지 www.gangnamguhospital.kr 전화번호 02-6053-2114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가정간호실시병원,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의사 25.2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4.2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1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6.5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 2012년 -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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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함백이길 154

홈페이지 www.bokju.co.kr 전화번호 054-851-5000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34.6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8.6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4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13.9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4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인덕의료재단

복주요양병원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서로 21 (동삼동, 영도참편한요양병원)

홈페이지 www.ydchampyonhan.com 전화번호 051-403-9971

대표진료분야 -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24.4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9.6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3.6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27.8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2등급 2012년 -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성원의료재단

영도참편한요양병원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10 (상방동)

홈페이지 www.gssilver.co.kr 전화번호 053-819-0700

대표진료분야 인지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34.9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6.7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5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40.7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2등급 2012년 2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경상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주소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85 지하2층~지상3층 (광석동)

홈페이지 www.gshospital.com 전화번호 031-500-7100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31.6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6.4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3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24.7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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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16 504,505,601~605,701~705호 (상봉동, 이지펠리스빌딩)

홈페이지 www.goodstep.co.kr 전화번호 02-493-9700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32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6.4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5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4.1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한걸음요양병원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77번길 2 (송촌동)

홈페이지 www.wellmc.com 전화번호 042-712-8500

대표진료분야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28.8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7.5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5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6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 2012년 -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대전웰니스요양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35 10층,11층 (논현동, 칼리오페)

홈페이지 www.withme-medi.com 전화번호 032-438-5800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33.9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9.9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3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15.5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 정강의료재단 

위드미요양병원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천3길 10 (구성동, 이라의료재단 천안병원)

홈페이지 www.chyoyang.com 전화번호 041-569-5533

대표진료분야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28.9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10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3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15.9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 2012년 -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천안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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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 25 (반지동)

홈페이지 silver4u.net 전화번호 055-270-2500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31.9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7.5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5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12.1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2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희연의료재단

희연요양병원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길 71 (정릉동)

홈페이지 www.seongbukchamhospital.co.kr 전화번호 02-912-2114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26.6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4.7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3.9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9.3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성북참노인전문병원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1 (초량동)

홈페이지 www.silverslife.com 전화번호 051-466-1004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34.4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10.1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5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25.5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1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의료법인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652 (덕동동)

홈페이지 changwonhospital.co.kr 전화번호 055-230-7777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의사 33.9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11.2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3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25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3등급 2012년 -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창원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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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54 (우면동, 서초참병원)

홈페이지 www.seochochamhospital.co.kr 전화번호 02-6081-2114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 간호사 -

간호인력 - 물리치료사 -

2015년 - 2013년 - 2012년 -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서초참요양병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01-88 (수동면)

홈페이지 www.sudong.co.kr 전화번호 031-594-8007

대표진료분야 암,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30.6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10.3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3.9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212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2등급 2013년 2등급 2012년 1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수동연세요양병원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7길 33 (우아동2가)

홈페이지 evergreensilverhospital.co.kr 전화번호 063-247-0301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

의사 32.6명 (전체평균 30.5명) 간호사 14.5명 (전체평균 11.3명)

간호인력 4.2명 (전체평균 4.3명) 물리치료사 73.9명 (전체평균 84.7명)

2015년 1등급 2013년 4등급 2012년 4등급

기본정보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

2015년도 적정성평가 세부평가점수

적정성 평가 등급

늘푸른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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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TOP 25 우수요양병원

TOP 25 Geriatric Hospitals





이손요양병원
어르신들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손요양병원 주요포인트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2005년 3월 소망요양병원으로 울주군 삼남면에 개원하여 노인의료

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2013년 7월 17일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손요양병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208병상의 전문재활병동을 새로이 신축하여 

총 450병상의 규모로 보다 전문적인 노인병원으로서 도약하게 

되었고, 2015년 본관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께 최고의 

시설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가 시범사업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완화의료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4무 2탈(낙상발생 무, 욕창발생 무, 

신체구속 무, 냄새 무, 탈기저귀화, 탈침대화)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

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경과, 일반외과, 심장·소

화기·내분비내과, 양·한방협진, 전문재활치료 체계 구축 및 치과 

개설을 통해 노인병원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손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하방로 39
055-780-1000
www.esonhosp.co.kr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CT

유방촬영장치 1대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1대

초음파영상 진단기 2대

콘빔 CT 1대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81,709원

입원 1일당
진료비

4무2탈 존엄케어로 

요양병원의 모델 제시

맞춤형 최신시설과

다양한 편의공간

재활중점

병원

어르신들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원과의 거리 20분 (차량 이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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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상
207개

220개

41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주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성인 재활중점 프로그램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물리치료: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 매트 및 이동 훈련, 보행 훈련,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FES)

작업치료: 전문재활 작업치료, 일상생활 활동 훈련(ADL), 삼킴장애 

치료 및 연하재활치료, 인지 치료

언어치료: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고 

잃어버린 언어능력을 회복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치료

기관연계행사: 장수사진촬영, 가훈쓰기, 가족사진촬영, 찾아가는 

공연, 어묵•붕어빵 나눔행사

프로그램: 쿡방day, 뷰티풀day, 영화day, 생신잔치, 웃음치료

요법, 요리치료요법, 레크리에이션•작업활동, 이손노래자랑, 

미술치료요법, 그룹치료요법(인지활동), 산책요법, 음악회 공연 등

영적돌봄: 주일예배, 수요예배, 성경공부 등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458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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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환자와 보호자, 직원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최신 검사 장비와 

최고의 검사실 구비

내 집처럼 

편안한 주변환경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주변환경

450평 규모의 온돌바닥으로

시공된 재활치료센터는 온도와 

습도조절이 탁월하며, 3명의 

재활의학전문의와 60여 명의

재활치료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보유한 건강

검진센터와 어르신의 구강케어를 

위한 치과 및 8개 전문 진료과목

운영으로 준 종합병원 못지 않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

다.  또한 외래 진료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실, 기초검사실, 여성

검사실, 내시경실, 초음파실, 약국 

등의 전문적인 진료를 위한 각종 

검사장비와 검사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을 위한 

징검다리도서관, 넓은 휴게실, 

카페테리아, 경쾌한 물소리가 

넘쳐나는 푸른 산책로, 2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분수대 및 선컨 등 다양한 편의

시설과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병원 내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통도사 신평 버스터미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 통도사IC에서 2분 

거리에 위치) 주변 자연 환경으로

는 통도사, 영남알프스, 작천정이

있으며 통도 환타지아와 언양의 

대표 맛 집인 언양불고기, 

갤러리·카페·한옥체험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스페이스나무가 

근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옥외 산책로 및 

조경에도 많은 신경을 썼으며 

환자, 보호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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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환자 중심 시설의 병실

일반병실

상급병실

병동별 병실을 각기 다른 색깔로 변화를 주어 생동감과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전 병실에 설치된 통유리 창문을 통해 

주위의 멋진 자연 풍경을 사계절 내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공기 질 측정으로 냄새 없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 중이며 

각 병상당 1인용 스마트 TV, 눈부심 방지용 간접조명, 전 병실 비데설치, 온돌바닥과 공간을 구분하여 복잡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화의료병동은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찜질방, 반신욕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비용(일)

3만원

7만원

10만원

병실형태

4인실

2인실

1인실

* 월 별 본인부담금은 철저한 개인별 환자 상태의 상담에 의해 이루어 지며
케어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비와 외주 간병비의 형태로 정해짐

* 진료비, 간병비 (60만원 ~ 120만원 : 단 개인간병비는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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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손 님의 하루

아침식사 점심식사 및 투약 저녁식사 취침

재활운동 및 산책

요일별 치료프로그램

회진/처치 재활치료 개인별 위생점검 및 휴식

7:00 8:00 12:00 13:00 14:00 17:00 18:00 21:00

환자생활정보

식사

이손요양병원에서는 신환영양상담, 식사라운딩, 영양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 개개인의 기호와 의견을 수렴한 1:1 맞춤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영양회의와 위생교육, 다양한 신메뉴 개발, 이벤트식을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영양서비스와 맛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짐이나 갈기반찬보다 본연의 형태를 유지한 소프트식을 제공 중이며 

식사 욕구 및 섭취량 증가를 위해 강된장, 고추장, 자체 개발 양념장 및 물김치, 밥식혜, 양파지 등 다양한 반찬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절기 및 계절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환영양상담, 식사 라운딩, 영양상담 등을 통한 1:1 맞춤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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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삶과 스토리가 

있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4무2탈 존엄성케어를 처음으로 만들어 

인간으로서의 삶을 존중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케어하고 있습니다. 3명

의 재활전문의와 60명의 치료사들로 구성

된 재활치료센터에서는 아급성기 전문

재활 및 만성기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

하고 가정복귀를 위한 노인케어에 집중

하며, 연하재활팀에서는 연하훈련 및 연하

급식, 소프트식이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최초의

치과 개설 및 요양병원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환자의 마지막 죽음도 존엄을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한 분, 한 분 살아온 삶에 대한 기록과 이해

가 질병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삶과 이야기가 있는 Narrative Hospital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케어를 접목하고 가정

과 같은 분위기에서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궁극적인 치료의 

목적인 자립의 유지 및 가정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로서 환자의 

입장이 되어 환자의 시선과 환자의 몸과

마음으로 24시간 동안의 모든 것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진료통합 미팅을 매주 수요일에 시행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진료기록의 철저화 및 공유화를 

위해 기록을 항시 점검하며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많은 시간과 초점

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료 과장들 또한 

야간 당직을 통해 24시간 전문의 케어를 

하고 있으며,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는 

임종실을 두어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요양병원이라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손요양병원

은 인생의 마지막을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익숙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 

삶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손덕현 병원장
내과전문의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현재 많은 병원들이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병원들은 

고객 만족을 실천한다면서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배려한 실천이 아닌 병원 

편의위주의 형식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손병원은 인간의 존엄케어를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 병원장님 이하 

천국 같은 병원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

을 환우분들이나 보호자들이 인정해주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본인의 편의 위주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직원이 

편하기 위해서 신체를 구속하고, 기저귀를 

채우거나 병실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손병원은 그런 오류들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면서 노인환자도 하나의 인격체

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케어를 할 때도 환자가 중심이 되도록 개인

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고 환자마다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케어, 치매나 인지가 

없는 환자에게도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중심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우리 병원이 5월에 인증평가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 환자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 말에 뭉클함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표현한 천국이라는 단어

에 맞게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케어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손은 어르신들이 내 집같이 생각하고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진정성이 어르신들의 마음

에도 녹아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선
간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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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병원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의료장비 CT 1대

유방촬영장치 1대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1대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5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82,47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호스피스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과의 거리 7~10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보바스기념병원은 뇌신경질환과 만성 내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에게 전문재활치료와 질 높은 치료시스템 및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셨던 영국의 보바스 부부의 뜻을 기념하여 

세워진 영국 보바스재단으로부터 병원명 사용을 인증받았으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설립이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뇌신경재활센터, 뇌건강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가정간호/가정호스피스

사업, 의료사회복지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 

기관 및 노인요양병원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바스기념

병원은 그간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인정받아 의료 및 간호, 재활치료, 

노인 정책, 사회복지 및 병원 건축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개인 및 

단체들의 벤치마킹의 장이 되고 있으며, 국내 기관들은 물론 해외 

기관들과도 교육 및 연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이 

동화된 주변환경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직원 Quality control
시스템화된 

진료체계 구축

보바스기념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보바스기념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1877-5661
www.bobath.co.kr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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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다양한 치료기술과 센터 운영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연하장애치료, 수치료,

통증치료, 일상생활동작치료 등의 보바스치료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뇌신경재활센터(뇌졸중, 인지재활, 삼킴장애, 경직, 보장구, 

통증 클리닉) 뇌건강센터, 성인병센터, 말기질환의 통증 및 증상

을 완화시키는 완화의료센터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미술·음악·원예·색감놀이·웃음·

네일아트 등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요법과,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실버체조·레크리에이션·실버퍼즐·실버놀이·아로마

마사지 요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힐링 요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입원환자를 위한 소원 들어주기 이벤트, 영화상영,

실내악 연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상급병상
120개

559개
Total

419개

20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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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주변환경

쾌적하고 분위기 있는 호텔 형 병원

병원을 방문할 때, 긴장감 대신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받도록 

호텔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환자들이 지내는 병실은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통창으로 되어있어 언제나 밝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치료 중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층별 로비, 카페, 테라스, 

옥상정원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21명), 간호사(155명), 재활치료사(165명), 행정직 외 기타

(190명)이 총531명의 직원이 2017년 7월 현재 근무중

광역 교통망으로 빠르고 편리한 접근과 산책로

서울, 성남, 용인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분당, 도시고속화도로·외곽순환도로의 광역 

교통망 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자연

경관을 즐기며 옥외산책이 가능합니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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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구분된 환자 맞춤형 병실

상급병실

요양병동: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병동으로 약물치료, 인지 및 재활치료, 튜브관리, 

상처관리 등 환자 증상 및 질환에 맞는 의학적 치료와 간호가 제공됩니다. 또한 공동 간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 간병으로

인한 부담이 없습니다.

재활병동: 뇌졸중이나 기타 뇌손상 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병동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 훈련,

연하장애치료, 방광 및 배변관리 등 전문 재활치료와 의학적 치료 및 간호가 제공됩니다.

완화병동: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여 임종이 6개월 이내로 예견된 말기환자를 위한 병동으로 통증 및 증상 완화와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총체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비용(월)

월비용 부분은 병실 및 환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개는 
불가하며, 필요시 유선상담을 통해 상세비용 확인이 가능함.
- 상담가능시간: 월-금 오전 8:30~17:30 
- 병원 대표번호(1877-5661) 또는

 고객지원부 담당자(031-786-3067)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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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 님의 하루

아침식사 점심식사

요법 참여(미술 등)

저녁식사 취침운동치료

인지치료

요법 참여(음악 등)

작업치료

운동치료,
전기치료

7:00 8:30 9:10 12:0010:30 14:30 15:00 16:00 17:00 21: 00

보바스기념병원 영양팀은 질병치료에 필요한 식사 처방을 지향하고 있으며 위생, 맛,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입원환자에게 

제공하여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고 치료효과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식의 식단계획에서부터 식재료의 

구입, 조리, 상차림, 배식, 식기세척 및 소독의 일련 과정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시설 및 기기, 위생과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환자식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과 씹고 삼키는 능력에 따라 22여 종의 치료식, 경관유동식, 서양식, 검사식, 보호자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자 만족도, 기호도 조사를 통하여 환자식사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식은 선택 식사를 통해 

환자들이 다양한 식사를 경험하고 맞춤 식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여 종의 치료식 및 환자별 개별조정을 통한 맞춤 식사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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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헌신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중추신경계 전문재활치료인 보바스치료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전국의 전문 인력들

을 교육 및 양성하는 병원입니다. 이외에도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의 뇌신경질환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와 관리, 말기상태까지 

질환의 전 상태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뇌건강센터가 운영되며, 말기 암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센터, 가정간호/가정 호스피스, 의료사회

복지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만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한결 

같으며 강력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의사이

고 싶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최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이전에 

환자 개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진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상의 가치는 일관된 마음으로 인간

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진료입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보바스기념병원은 뇌신경재활센터, 

뇌건강센터, 호스피스 등 병원의 세부 

진료부서들이 세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이러한 각 전문

조직 구성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약물/비약물 치료법 진단법을 어떤 

의료기관보다 빠르게 도입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의료시스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병원 건물에 'OMNIBUS OMNIA'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이라

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로, 헌신(獻身)을 뜻

하는 가톨릭 용어입니다. 병원 전 임직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가족같이 여기고 이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바스기념병원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 이란 미션을 명심하며 

늘 환자와 가족들에게 눈과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해리
보바스기념병원 
뇌건강센터장, 
성남시노인보건센터장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보바스기념병원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가 감동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이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보바스기념병원의 간호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듣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요양재활병원이라는 특성상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시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같은 편안함, 내 집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처음에는 수도권에서의 접근성과 주변 

환경이 좋아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병원생활을 해보니 환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여 문제 상황

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것

을 보시고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도 큰 감동을 받아 다시 입원하고 싶은 

병원이라고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감동을 주는 병원

이수주
보바스기념병원
국제병동 간호1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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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들노인전문병원
선진화된 의료복지 복합병원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주요포인트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미소들병원은 매봉산 자락에 위치하면서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도심 속에서도 숲이 우거진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특화된 재활 및 요양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서가는

병원, 선진화된 의료복지복합체 병원, 환자의 쾌유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사랑이 넘치는 병원으로써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서의학이 조화를 이루는 

양한방협력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노화관리 및

욕창관리를 위해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은 병원 및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의

의료복지복합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나길 88-41
02-3666-1114
www.misodle.co.kr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1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82,72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서남병원

병원과의 거리 5분 (차량 이동 시)

선진화된 의료복지 복합병원

서울시 도심에 위치한

우수한 접근성

병원+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의료복지 복합시스템 운영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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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노인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클리닉 노인 환우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문화 프로그램

뇌졸중 클리닉, 통증 클리닉, 퇴행성 질환 재활 센터(치매 클리닉),

성인병 센터(당뇨/고혈압 클리닉), 노화/욕창 센터(항노화/욕창 

클리닉), 항암 면역 클리닉, 한방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 운동에 좋은 종이공예 프로그램, 천연비누를 직접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비누만들기, 월 1회 영화상영, 연 4회 진행

되는 외부 공연팀의 공연과 환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

대회인 미소들 한마당이 있습니다.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옥내•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상급병상
24개

406개

15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445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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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병원 내부에 

사계절 녹색 쉼터 조성 

한옥 양식의 차별화된 

자연친화적인 내부 환경

소중한 여가시간을 보장하는 

편의·놀이시설  

편리한 대중교통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잣절 생태공원 산책로

미소들 노인전문병원 건물은 

본관(미소관)과 신관(누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료에 지친 

환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한옥 양식의 차별화된 

내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이며, 1층에는 사계절 녹색

쉼터인 ‘미소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내 미소 둘레길에서 

옥내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5층 하늘공원은 환자들의 

산책 및 면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소들병원 앞에 개봉중학교가

위치하여 있고 개봉역에서 

매 10분마다 마을버스가 운행

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합니다. 

도보 1분 거리 내에 위치한 

잣절 공원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병원 근처에는 '도담도담' 등 

다양한 카페와 일식, 한식, 

중식 등 다양한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이며, 건물 3층 갤러리는 

한 층 전체가 환자 및 보호자가

휴식, 면회, 자율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독서실, 

매점, 카페와 탁구장을 설치하여

소중한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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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환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아파트 형 병실

일반병실

상급병실

병실의 창문을 아파트처럼 맞바람 통풍이 되도록 하여 병실에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동 데이룸 마다 자율 운동

기구가 구비되어 있어, 환자들이 자유롭게 개인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침상마다 

개인 냉장고, 사물함이 갖춰져 있어 환자의 편의를  높였으며, 본관 5층에 위치한 로얄 병동은 1인실만 배치하여 사생활과 독립 공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형태

일반병실
(5~8인실)

요양개념

재활개념

비급여
(상급병실료추가)

4인실

2인실

1인실

* 기저귀, 영양제 및 비급여 별도

비용(월)

60~80만원

90~130만원

하루 1만원

5, 10만원

5, 10, 12, 15, 20,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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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생활정보

식사

미소들병원은 환자 입원 시 밀라운딩과 초기 평가를 통하여 환자 상병 및 개인 기호도를 고려한 일반식과 다양한 치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식은 밥과 죽을 기본으로 국, 세 가지의 반찬, 김치가 제공되며, 반찬은 다짐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 상병에 따라 당뇨식, 신부전식, 고단백식, 비타민케이 제한식 등의 치료식이 제공되며, 매일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죽 종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식단을 개선하는 등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기호도와 상태를 고려한 실시간 모니터링 식단 제공

미소들 님의 하루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취침

재활치료

재활치료휴식 및 자율 운동 휴식 및 자율 운동

7:30 8:30 9:00 12:30 13:30 17:30 18:00 2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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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환자 중심의 스마트한 
스마일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서울시 도심공원 지양산 자락에 자리잡은 

자연 친화적 재활전문요양병원이며, 병원 이

름처럼 밝고 따뜻한 미소가 넘치는 병원입니

다. 훌륭한 실력과 마인드를 갖춘 직원

들이 모여 전인적인 치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병원, 노인의료복지 복합체에 걸맞는

프리미엄 브랜드 병원, 가족 같은 분위기,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병원, 환자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신뢰받는 병원으로 

노인간호를 선도하는 재활요양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오랜 병원생활로 지친 환자 및 보호자의 

말을 경청하고 환자의 눈높이에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며 어루만져 주는 정서적 

간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빨리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욕구를 신속 정확

하게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함으로써 환자 우선의 전인적 간호를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밝은 분위기 속에 주변 경관이 뛰어난 병원, 

품격이 느껴지는 병원, 옥상정원과 병동 

데이룸, 갤러리 등 넓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많은 환자 중심의 병원, 자율 운동을 

통하여 가정 복귀를 도와주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장기 입원에 필요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열린 

공간을 통해 환자들 간에 자유로이 교류

하여 회복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겼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원장님이 직접 창상치료를 담당하여 욕창 

예방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주위 환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병원입니다.

박수진
간호사

모두가 
미소 짓게 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미소들병원은 Eco Hospital을 표방한 

환자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

하는 양 •한방협진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들에게 특화된 재활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서가는 병원, 환자 쾌유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5회 연속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된 Premium Brand 병원입니다. 또한 

재활 •요양전문병원, 전문요양시설, 주 •야간

보호센터 등 복합 노인의료복지시스템을 

갖춘 선진국형 의료복지 복합체로서 인정

받아, 현재는 해외 유수 병원들을 비롯하여 

국내 60여 개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국내외 대학의 

간호 및 재활과 학생들에게 실습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병원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미소들’의 의미는 ‘미소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미소들 의료진 모두가 환자는 

물론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로 응대하는 Happy Virus로서, 환자는 

물론 보호자 및 방문객들까지 모두를 

미소들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

의 질병을 이해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야말로 환자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진료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직원 모두가 ‘미소들’이 되어 가정과 같은 

분위기, 가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입니다. “섬기자 가족처럼, 

챙기자 형제처럼”이라는 미소들 구호처럼 

정성을 다해 가족처럼 환자를 보살피면서 

다양한 행사, 단합대회, 동아리 활동 등

으로 직원들 간에 형제처럼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단기 비전

으로는 1. 환자를 내 가족처럼 보살펴 환자

나 보호자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 2. 직원 

모두가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병원 3.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병원입니다. 장기 비전으로

는Premium brand를 가진 Geriatric & 

Rehabilitation Hospital로 도약하여, 

세계 속의 ‘미소들’ 이 되는 것입니다.

윤영복
병원장 /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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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재활요양병원
환우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간병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별도 문의 필요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갑을장유병원

병원과의 거리 15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일상생활의 움직임이 바로 재활이라는 기본 이념으로 환자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도 환자 본인

의 힘으로 드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력강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병원에 있지만

내 집에서 지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환의를 강요하지 않으며, 

자존감을 느낌은 물론 청결한 생활을 위해 신발 착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지마비 환자도 목욕할 수 있도록 고가(高價)의 통목욕

기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병동 전반의 청결유지와 각질 등을 제거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각 병동에 배치된 로봇 청소기 운영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호사의 "말벗 되기"와 촉감의 온기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탁틸케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치료사와의 
1:1 맞춤형 재활치료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요양병원

내 집에서 지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한서재활요양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한서재활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454번길 102-10
055-346-1222
www.hanseo.or.kr

환우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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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자신감과 만족감을 선사하는 문화프로그램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워크메이트를 이용한 보행훈련, 재활치료

기기를 이용한 운동치료, 운동치료사와 함께하는 1:1 보행 훈련, 

매트 및 이동훈련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인지재활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활동, 신체활동, 정서 지원(종교활동, 미술활동, 웃음치료, 

이·미용 서비스, 네일아트) 프로그램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환자의

진료지원 및 연계 사업, 문화 활동 등의 각종 공연 활동이 

있습니다.

299개
Total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286개
13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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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사지마비 환자의 청결을 

생각하는 통목욕기 설치

워크메이트를 갖춘 

재활치료센터와 넓은 공간

자유롭게 미용이 가능한 

무료 헤어라운지 상주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산책로와 잔디공원

워크메이트를 갖춘 재활치료

센터와 개방된 각종 운동기구를 

구비한 운동실이 있습니다. 침상

간격이 넓은 입원실과 베드와 

베드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넓은 복도와 생활 공간이 

특징입니다.

사지마비 환자를 위한 휠체어 

통목욕기(일본 Abilities社 휠체어

전용 욕조)는 목욕의 어려움을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계절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산책로와 잔디공원 

외에도 병원에서 5분 거리에

KTX가 정차하는 진영역, 

진영 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며 10분 거리에 남해고속

도로 진례IC가 있습니다.

전문미용사를 고용하여 환자분

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발, 파마, 염색, 네일 등

을 즐길 수 있는 무료 헤어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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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비용(월)

65만원 ~ (간병비 별도)

병실형태

5인실

청결하고 자연동화적인 5인 병실

일반병실

전 병실이 5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상간 이격거리가 1ｍ 이상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침대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커텐을 설치를 하였으며, 안전하고 즉각적인 케어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병실 내에서 상주합니다. 병실 내 침대 밑 청결 유지를 

위해 로봇청소기가 상시 가동 중이며 전 병실에서 창문을 통해 사계절의 아름다운 전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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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 님의 하루

기상 및 모닝케어 점심식사

저녁식사

취침

전문 재활치료

공연 및 종교활동, 이·미용 등

전문 재활치료아침식사, 진료 라운딩

6:00 8:00 10:00 12:10 14:00 15:30 17:40 21: 00

병실내 침상식사가 아닌 층별 홀에 마련된 원탁 테이블에서 같은 병실 환우 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전 체조를 통한 신체 활동량 증가로 밥맛을 좋게 하고 층별로 마련된 배식대에서 "즉시 배식"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양과 

음식을 따뜻함을 유지한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식 환자분들께는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열량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환자분들 중에 당뇨병 환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물엿과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감미 조리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식 환자분들은 선택식 조사를 통해 특식을 제공합니다.

환자들의 건강과 입맛을 고려한 식사제공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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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우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워크메이트를 이용한 보행치료와 병동 

자체에서의 1일 2회 기립훈련 및 환자분 

스스로 휠체어를 운전하게 하여 근력을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탑승 시 전면으로 

향하게 하여 자존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배식을 통해 원하는 양만큼 

식사를 제공하여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의 움직임, 사고 및 인지 상태, 환자의

질병 및 치료에 대한 과거 병력 등을 중점

적으로 관찰하며, 입원 3일까지 1차적 판단을 

하고, 입원 3일 후에는 주치의사를 비롯한 

병원의 모든 진료과장, 담당 재활치료사 

및 작업 치료사, 간호사가 한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과정에서 주치

의사는 환자에 대한 의료적 상황 설명 및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타 진료과의 진료과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활치료사 및 작업 

치료사와 간호사에게 진료지침을 하달

하는 "통합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진료계획을 

설계하고 환자 개인별 맞춤 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요양병원의 모든 환자는 나이가 많은 

만성기 질환자이자 치매 또는 건망증이 

존재하며, 근력 약화 및 퇴행성 관절 변화로

인해 활동력이 제한되며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노인환자

분들은 더욱 운동 기피 현상을 겪게 되며 

2차적으로 근력 약화와 골다공증, 기억력

상실이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환자

분들의 움직임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 자존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감 회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김상진
정형외과

생활 속의 

재활치료를 

실현하는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내 부모님도 모시고 싶은 병원으로 

치료사와의 1:1 전문재활치료, 병동 내의

기립 운동, 식전 체조 후 동료들과의 공동

식사, 침실이 아닌 침구실에서의 한방

치료, 휠체어를 스스로 운전하게 하는 등

환자분들의 근력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또한 전문 미용사

가 상주하는 미용실에서 무료로 이·미용

및 파마와 염색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각종 공연을 즐길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주관 전국요양병원 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으로 환자분들의

자존감 회복과 체계적인 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는 병원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생활 속의 재활을 실천하기 위해 잔존하고 

있는 능력들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최소한

의 근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곧, 환자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써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체중 

유지 또한 이와 연관되므로 함께 케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집중적인 재활치료와 한방치료, 움직임을 

통해 자유롭게 병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

는 병원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며, 넓은 

병동 공간을 통해 일상 활동이 자유롭고 

편리하며, 4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주변의 

자연경관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또한 

환경이 쾌적하고 직원들이 친절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을 즉각 해결해준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양미선
간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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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환자와 그의 가족들까지 케어하는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1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공립 단독건물 -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79,67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구미차병원

병원과의 거리 15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2등급

2008년 개원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구미대학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치매전문 병동을 포함하여 258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미션은 “사랑(LOVE)으로 마음과 몸이 함께 치유되는 

신뢰받는 요양병원”이며, 임직원 모두가 미션의 뜻을 이어받아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등 노인성 질환에 맞는 

전문의료진을 구성하여 원스톱(One Stop) 협진을 통한 체계적인 

진료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

병원은 2014년, 지역 요양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7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구미·김천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병원 밝고 쾌적한 환경양질의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7-1
054-440-1000
www.gumihosp.or.kr

사랑으로 환자와 그의 가족들까지 케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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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료사의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 문화와 놀이를 접목한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전문재활치료(보바스치료, PNF치료, 심장호흡치료, 우에다치료), 도수

치료, 운동치료, 이학요법치료(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초음파치료, 

간섭파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레이저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

기, 은추전극전기자극기), 작업치료, 인지재활치료, 연하장애재활

치료 등을 시행 중입니다.

건강체조교실, 인지재활 프로그램(미술치료, 원예요법, 음악요법, 

동화책 읽어드리기 등), 놀이프로그램(행운을 잡아라, 윷놀이, 오자미

던지기, 다트게임, 볼링 등)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일일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및 구미대학교와 

연계하여 이·미용 서비스, 종교서비스, 손발마사지, 어르신 생신

잔치, 문화행사, 위문공연 등을 시행 중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상급병상
7개

281개
Total

251개

23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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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편의시설

병원 내 힐링이 가능한 

정원 조성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

작업치료와 재활치료가 

가능한 원예치료 텃밭 조성

최신 재활치료장비와

기구 구비

지역 최대 규모의 현대식 노인

전문병원으로 구미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자연 

속에서 환자분들의 심신 정화 및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병원 내에

다양한 종류의 꽃과 식물이 

마련된 정원이 있습니다.

재활치료센터에는 최신 재활

치료 장비와 기구가 구비되어 

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재활전문치료사가 약 40여 종의 

재활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텃밭이 

아닌 작업치료와 재활치료를 

위한 원예치료용 텃밭이 병원 

외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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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비용(월)

50만원~70만원 (간병비 별도)

80만원~100만원 (간병비 별도)

200~220만원 (간병비 별도)

병실형태

6~7인실

3인실

1인실

국내 병원 최초 라텍스 침구 및 개인 프라이버시 강화

일반병실

상급병실

국내 병원 최초로 라텍스 침구를 완비했고 계절별로 이불과 환자복을 구비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병원생활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침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커튼 설치 및 병실별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채광을 통해 밝고 

쾌적한 병실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55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구미시립 님의 하루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간식 취침회진 프로그램(건강체조) 프로그램(미술, 음악 등)

7:30 9:00 10:00 12:00 14:00 17:30 19:30 20: 30

50℃ 이상 보온을 유지하여 식감을 향상하고 보온 배식카 도입으로 입원 어르신들 250명에게 항상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최상의 안전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HACCP에서 인증된 식재료를 사용하고, 환자별 영양상태평가를 통해 1:1 맞춤별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 및 쌀 품평회를 통해 국내산 최고의 김치와 신선하고 맛있는 햅쌀, 화학조미료가  “ZERO"인 음식을 

제공하며, 영양사가 직접 환자의 식단을 작성하고 환자상태에 따라 일반 병원식(상식, 연식, 유동식), 치료식(당뇨식, 저염식), 격리식, 

경관 유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메뉴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양사는 환자의 기호도와 특이사항(알러지, 제한식품)을 선별하여 환자 개별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선진형 식사제공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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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병원의 미션 비전에 잘 나타나 있듯이 환자

와 가족들이 원하는 가치를 우선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의 가치와 의사의 신념이 

달라서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지만 환자를 중심

에 놓고 가족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환자도 보호자도 

우리 병원과 의료진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의 present illness, chief complain, past 

history, family history, social history, 가족들과

의 유대관계, 환자와 보호자가 인식하고 있는 

병식,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치료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상담하여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적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환자가 

원하는, 보호자가 원하는 기대수준을 최우선의 

가치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부원장 / 재활의학과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병원은 구미지역 유일의 적정성 평가 1등급

을 받은 병원으로 재활과 요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병원이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도심 속에 

있는 것과는 달리 숲으로 둘러싸여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병원입니다. 각 과별 전문의와 

간호사, 한방의, 영양사, 전문재활치료사가 늘 

소통하면서 어르신을 위한 최적의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침상에서 무료하게 

보내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노래교실, 국악

공연, 생신잔치,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한 

존엄케어를 실천하고자 적정진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비록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치매와 노인성 질환

으로 인해 타인에게 일상생활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끝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케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환자 일 수도 

있는 환자의 가족에 대한 케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위한 총체적인 간호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내 집, 내 가족처럼 편안히 마음 둘 수 있는 병원, 

재활치료를 잘하는 병원, 시설이 넓고 깨끗한 

병원,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공기가 깨끗한 병원, 

지루하지 않은 재미있는 병원, 다시 또 찾고 싶은 

병원,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어르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자의 가족까지도 

케어하는 병원

남미현
수간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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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병원
환자부터 보호자까지 모두가 사랑하는 병원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10대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1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개인 단독건물 공동간병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58,16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병원이름 부천성모병원

병원과의 거리 17분 (차량 이동 시)

가은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가은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기도 부천시 마니로24번길 43-17
032-667-0114
www.gaeunhospital.com

환자부터 보호자까지 모두가 사랑하는 병원

"아름다운 생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미소로 아름다운 실력을 나누자"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가은병원은 본관(노인전문병원)과 신관(항암통합치료센터) 두 개의

건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남부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인

가은병원은 도심과의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성주산 기슭에 자리하여 

맑은 공기와 숲, 등 자연을 벗 삼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항암통합치료센터에는 면역치료와

병행하여 다양한 암 재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전문

병동에는 중환자 분들을 모두 케어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매 어르신들의 병동을 따로 

마련하여 보다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도심과의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다양한 암 재활프로그램과 

노인병동 프로그램

성주산 기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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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상급병상
71개

514개
Total

431개
12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환자와 노인분들을 위한 정서 안정 ·문화 프로그램

노인전문병동에서는 어르신들의 기억력 향상을 돕고 소근육을

자극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스트레스 경감, 정신 및 신체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웃음, 미술, 노인체육, 음악, 원예 등의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항암통합치료센터는 

암환자 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지지하기 

위한 여가, 취미, 건강 위주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본관에서는 재활치료 및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집중 케어하는 뇌질환 치료, 그리고 혈액투석을 통한 신장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관(항암통합치료센터동)에서는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고주파 온열치료와 면역치료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개인 맞춤별 통합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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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주변환경

환자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주변환경

경기, 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최고급 시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하는

정서 유대 공간

사통팔달, 천혜 환경, 

산해진미의 중심 가은병원

가은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경기, 인천지역 최고의 시설을

갖춘 협진항암통합치료센터로

3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200병상 규모의 항암통합치료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동은 중증환자병동,

치매전문병동, 재활전문치료병동, 

인공신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암통합치료센터는 

고주파온열암치료실, 전신온열

암치료실, 통증완화치료실, 

운동치료실, 한방과 등 다양한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동 내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상정원과 하늘정원, 

그리고 병원 뒤로는 최소 4시간의 

산책 및 등산코스가 조성되어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넓은 정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깔끔한 

인테리어의 다양한 치료시설, 

자연을 벗 삼은 환경, 쾌적한 

치료 공간이 맞물려 환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가은병원은 부천남부역과 

중동역 1번 출구에서 택시로 

5분 거리, 버스로는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병원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응급상황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병원 주변에는 성주산 등산로 및

놀이터, 체력단련 장소가 

위치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병원 근처에는 한촌, 

호남식당, 인하순대, 오들스 등의 

식당, 카페가 위치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실 외에도 요가,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치료실,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실, 

기도실, 음악실, 효소시설 등이

마련되어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심신 안정과 체력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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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에 따라서 추가 비용 발생되며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병실형태

6인실

4인실

2인실

1인실

비용(월)

140만원 (1:6인간병료 포함) ~

120만원 (상급병실료 포함) ~

300만원 (상급병실료 포함) ~

500만원 (상급병실료 포함) ~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사계절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병실

일반병실

상급병실

병원을 성주산이 둘러싸고 있어, 어느 병실에서나 창문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맑고 상쾌한 공기와 

싱그러운 산 내음을 맡을 수 있는 자연을 벗 삼은 병실 환경 조성으로 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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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 님의 하루(30~60대 초반 거동하고 일상생활 가능 환자)

아침식사

점심식사 탄수화물 위주의 
계절과일 제공 저녁식사1차, 2차 운동 프로그램

암화를 위한 개인별 현미차 제공
공예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

온열치료 3차 운동 프로그램 제공
오전 주치의 회진, 
면역주사 치료 및 비타민 주사 치료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5:00 16:30 17:30

가은병원에는 어르신을 위한 식사와 암환우를 위한 식사를 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질환에 맞는 다양한 치료식,

저작이 힘든 어르신과 삼킴 장애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항암 및 방사선과 같은 많은 치료로 영양섭취가

저하된 암환우들을 위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로 구성된 고단백식, 고단백 고칼로리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력 저하로 

입맛이 없는 암 환우들을 위해 별도의 간식과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샌드위치나 죽, 누룽지, 수프 등을 선택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환우 분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선호 메뉴를 조사하여 식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우별 증상에 따른 맞춤형 식사 제공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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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2012년부터 암 치료와 관리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독일 병원들의 장점들을 도입한 항암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그에 기반한 정확한 처방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환자들은 여러 가지 

성인병 또는 퇴행성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환의 환자라도 

상태가 다양하므로 각 환자에 맞춰 다른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환자와 가족,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여 

환자들을 돌봄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보호자의 짐을 덜어드리며, 좋은 병원에서 

보람 있는 진료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직원들에 의해 다시 양질의 서비스가 

선순환된다고 믿습니다.

최일수
진료부장 / 신경과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가은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중요시 여기며 만성적

이고 복합적인 노인환자의 질병상 실력 있는 

치료를 중시하는 병원입니다. 또한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친절한 간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는 인생의 휴식처가 되고자 

여러 가지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미사, 예배로 

평안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인권과 사랑, 통증 호소 시 긴급한 대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경험 많고 친절하며 실력 있는 다수의 의료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맑은 공기 및 좋은 주위 

환경과 깨끗한 시설, 간병인들의 철저한 교육, 

맛있는 밥과 환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치료식이 

제공되는 병원이라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윤경
간호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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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뛰어난 자연경관의 치매거점 병원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은 항상 밝고 건강한 웃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마다 성심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그분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1노인전문병원의 

최대 장점은 주변의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로 어우러진 쾌적한 

주변환경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요양할 수 있으며 

유능한 의료진 및 전 직원의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언제나 

좋은 기분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봉명동에 

개원한 재활전문병원인 유성한가족병원과 연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소속된 직원 모두를 

위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병원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진

뛰어난

자연경관

치매거점 병원 및 

공공사업 운영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22
042-280-5000
www.ilovenoin.com

뛰어난 자연경관의 치매거점 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공립 단독건물 공동간병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72,156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치매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을지대학교병원

병원과의 거리 10~15분 (차량 이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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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과 한방치료의 병행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사업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인 전문재활치료, 한방치료, 인지재활 프로그램 외에도 정교한 손놀림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 느낌을 표현하는

클레이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분들의 소근육 발달 및 집중력과 관찰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눈과 손의 협응력을 발달 시키는 

종이접기, 어깨 근육을 풀어 주고 경직된 몸을 이완시키는 레크리에이션, 문화적인 정서 공감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는 맷돌체조와

노래교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상급병상
15개

206개
Total

184개

7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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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병원시설 편의시설

보호자와 환자가 함께하는 

자연 테라피

도심 속의 그린벨트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들이 공존하는 즐거운 공간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북대전 IC와 10분 거리로 

타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한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으로 시내버스 301번과 704번

노선이 있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병원 주변에 메타스퀘어

및 공원이 자리하고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환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타 병원에

비해 풍부한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입원실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 

테라스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의 

최대장점인 주변의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로 어우러진 쾌적한 

주변환경에 야외 옥외산책로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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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환자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최우선 환자 시스템

급성기 병원과 달리 장기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치료적인 면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의 치료, 요양, 돌봄의 모든 서비스가 

내 집처럼 편안한 가운데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일반병실

상급병실

비용(월)

140~160만원 (간병비 포함)

160~180만원 (간병비 포함)

180~200만원 (간병비 포함)

220~240만원 (간병비 포함)

병실형태

6인실

4인실

2인실

1인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 치료에 따라서 추가 비용 발생되며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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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님의 하루(치매 및 뇌경색/80세)

아침식사, 
아침 세면세족 
및 양치 실시

전문재활치료 시행

저녁식사 취침주치의 회진 및 환자상태 확인

점심식사

노래교실 및 주치의 오후 회진

전문재활치료 시행

7:30 9:10 10:30 12:00 13:40 15:00 17:30 21: 00

환자 입원 시 영양사 면담을 통하여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를 

식사에 반영합니다. 일상생활의 편익을 더하여 천연양념과 

신선한 야채를 사용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인 식단 및 치료식을 제공합니다. 

간식은 매 식사마다 제공하며 수시로 어르신의 욕구를 조사하여 

취향에 맞는 음식을 따로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연양념과 신선한 야채를 사용한 친환경 식사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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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의

전문가 양성이 

노인의료 발전의 

밑거름 

송명자
진료부장 / 재활의학과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중부권 최초의 치매거점 전문병원으로서 

정신과,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로 나누어, 

보다 전문적인 진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부합니다. 노인진료의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 개개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하면서 적절한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의사의 눈에서 벗어나 맞은편에 있는 환자의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곁에 있는 보호자의 

입장과 심정을 헤아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 분 환자들마다 아픈 부위만 들여다보지 않고

그 증상을 갖고 있는 전인(全人)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평생 헌신하였던 존엄한 어르신으로 

대하려 늘 노력합니다. 급성기병원과 달리 장기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치료적인 면 

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의 치료, 요양, 돌봄의 

모든 서비스가 내 집처럼 편안한 가운데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환자와 가족,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최상의 진료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보호자의 짐을 덜어

드리며, 좋은 병원에서 보람 있는 진료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는 직원들 또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노인의료에 관한 

여러 전문가 양성과정에도 참여하여 교육 및 

실습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인력들이 보다 

전문화된 현장 교육을 받아 우리나라의 노인의료

발전에 미력하게나마 기여하여 공공의 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환자와 가족, 직원이 만족하고 이해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이사장님과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과 감동이 있는 병원' 이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직원들에게 

요양병원의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하는 모습이 좋은 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을 대하는 말씨,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행동, 상태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진료, 가족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아 오신 

삶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여 드리기 위한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자녀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고 

가족같이 대해 주는 곳이어서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자녀분들이 방문했을 때 

병원 직원들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해주어서 고맙다 말씀 하십니다.

서로가 이해하는 

가족 같은 병원

최영재
간호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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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한가족요양병원
재활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16대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2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85,35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병원이름 을지대학교병원

병원과의 거리 10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유성한가족병원은 “재활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병원”

이란 미션 아래 대전 유성온천 특구 내에 있는 재활전문병원으로서

380병상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유성의 중심지인 갑천 변에 자리한 

유성한가족병원은 지하 3층, 지상 9층의 본관과 신관의 건축물로 

지어져 있으며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져 환우 분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를 필두로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한방과 등 재활에 필요한 모든 필수

진료과가 양•한방협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체와 정신장애

원스톱 재활의료서비스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 

재활전문치료사 등 200여 명을 보유한 저희 병원은 수중, 물리, 

작업, 언어, 도수치료실 등의 전문시설 설치 및 대전지역 최초의 

정신재활 도입 치료 활용, 인공신장센터 개설을 통해 만성신부전

환자의 재활을 시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급성기

재활병원 

정신재활치료, 온천수를 
이용한 수중재활치료 등

다학적 치료

신뢰할 수 

있는 진료  

유성한가족요양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유성한가족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동로 43
042-611-9000
www.han.or.kr

재활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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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327개
일반병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성인, 소아) 환자와 함께 상생하는 지원프로그램 

운동치료(중추신경계 발달치료(NDT), MAT, GAIT, FES), 

작업치료(인지치료, 일상생활동작치료(ADL), 연하치료), 

도수치료(특수치료, 스포츠 재활, 수술전 ·후 재활, 측만증, 근막이완

치료), 언어치료와 1:1 수중치료 등이 있습니다.

재원환자 대상으로 메타 인지치료, 꽃꽂이 교실, 노래교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동화구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외부 기관단체 협의)으로 의료사회복지사

협회 치료비 지원 사업, 세이브 더 칠드런(소아재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상급병상
53개

412개
Total

32개

물리
치료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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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산책부터 온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변환경 

국내 최초의 온천수 

수중재활치료시설

환우들의 편의와 정서 안정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시설

모든 대중교통으로 

방문이 가능한 접근성

580평의 재활치료실, 유성온천의

온천수가 공급되는 수중재활

치료실(90평 규모), 중증환자를

위한 집중관리실(18병상), 

준집중관리실(24병상), 재활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위한 인공신장센터(19병상)를 

운영 중입니다.

넓은 고수부지를 형성하고 있는

갑천이 병원 앞에 흐르고 있어 

편안한 산책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무료 이용이 가능한 섭씨

40도의 한방족욕 카페가 있어

유성온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갑천역 

3번 출구, 유성온천역 7번 출구가

있으며, 만년교, 유성 홈플러스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으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환우들의 편의를 위해 1층에 

매점이 있으며, 9층 식당에서는

대전 갑천의 경치를 감상하며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최신식 스파와 목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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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간병과 함께 개인간병을 할 수 있는 병실 운영

일반병실

상급병실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의 입원으로 공동간병과 함께 급성기병원처럼 개인간병을 할 수 있는 병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동은 재활병동과 요양병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병동은 일반실, 집중관리실, 준집중관리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형태

6~7인실
투석, 요양

전문재활

1인실

병실차액 (일)
2인실

3인실

4인실

비용(월)

60~70만원

100~120만원

10/15만원

6만원

3만원

1만5천원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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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한가족 님의 하루(뇌졸중/70대)

아침
식사

점심식사

운동 치료(재활기능치료, 수중치료 등)

저녁식사 취침

재활치료
(전기치료, 특수 작업치료 등) 간호 라운딩진료 라운딩 

및 운동치료
간호 라운딩
(체온, 건강상태 체크)

7:30 8:00 9:40 12:30 13:3013:00 17:30 18:00 21: 00

기호 맞춤 식단, 다양한 형태의 치료식, 치아 보조식 제공

고기국 기피 환자에게는 채소 맑은 국을 제공하고 생선 기피 환자에겐 육류 및 생선, 두부로 대체 제공하며, 자극적 음식(얼큰한 것)

기피 환자에겐 저자극 식사를 제공하는 등 환자별 기호에 맞는 식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입맛 없는 환자를 위해 매주 

화, 토요일에는 빵식, 샐러드, 수프 종류의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식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질환에 따른 치료식사 제공 및 당뇨식,

고칼슘식, 체중조절식, 연하식 등 다양한 형태의 치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작용이 원활치 않은 환자를 위해 죽, 미음, 

식단에 따른 찬을 여러 형태로 다져서 섭취가 쉬운 치아 보조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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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 꿈을 

이루어 내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요양병원이지만 시작은 아급성기 병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시스템이

일반 요양병원보다는 아급성기 병원의 

색깔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평균 30~40대의 젊고 활동적인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활의학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한방과 등의

전문의가 진료하기 때문에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진료가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은 재활에 특화되어 

있고,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물리치료사

와 4인의 재활전문의의 진료로 양질의 

진료와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추질환으로 인한 아급성기 치료 

시에는 환자 상태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후에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여 많이 발생

하는 우울증의 경우 본원에서는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가 가능함으로 재활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나 당뇨 등의 내과계 문제들에 대해

서도 내과와 가정의학과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 환자들은 장기간 돌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되는 일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지켜 

이들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

합니다. 환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는 것과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활은 수일 내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이지 않는

필요, 불편 등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유성한가족병원의 미션인 “재활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병원”그리고,

핵심가치인 “행복, 화합, 배려”를 근간으로

하여 환자, 보호자, 직원, 지역사회를 

위하는 병원이 되는 것이 유성한가족병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유성동
신경과 / 병원장

환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병원은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직원들 모두

가 친절하고 정이 많아서 환자분들을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생각하여 성심 

성의껏 치료하고 간호해드립니다. 간호

영역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면

서 환자분들을 우선시하기에 환자, 보호자분

들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환자를 케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왔는데 도리어 병을 

얻거나 더 안 좋아져 퇴원하게된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는 없을 테니까요.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원칙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환자들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시설, 환경적인 부분에서 타 병원에 비해

좋은 경관과 넓고 깨끗한 시설을 통해

매우 만족스러워하시며, 병원 직원들의 

친절하고 성의를 다하는 모습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서은미
간호부장

인터뷰

81 유성한가족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중풍 재활 노인성질환을 선도하는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1대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2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2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공립 단독건물 개인간병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111,327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가정간호실시병원,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병원이름 삼성서울병원

병원과의 거리 20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 | 2012년 -

행복요양병원은 307병상으로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

의학과, 한방과, 치과 등 16명의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뇌졸중, 뇌손상 재활치료와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의 재활 및 

인지치료, 수술 후 회복기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채광을 끌어들이는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 공간 구성을

통해 친환경 치유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상마다 전동

침대, TV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동 목욕기와 샴푸대가 

설치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편안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병원 생활의 즐거움을 위해 뷰티룸, 찜질방, 카페,

각종 문화공연 및 다양한 편의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IT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환자 지원 솔루션, 모바일 의료 솔루션,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환자케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휴식과 편안함을 주는 

환자 중심 의료환경
IT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환자케어 서비스

체계적인 재활치료시스템을 

도입한 재활프로그램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0
02-6053-2114
www.gangnamguhospital.kr

중풍 재활 노인성질환을 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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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재활프로그램 소통하는 즐거움, 사회복지 프로그램

뇌병변재활치료, 인지재활치료, 연하 및 언어장애 재활치료, 

로봇보조 정형용 운동장치(보행치료), 수치료, 언어치료, 작업

치료, 인지치료 등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재활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수치료실, 로봇재활 등 수준 높은

재활치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일상 속의 재미있는 

경험과 웃음·미소 등의 즐거운 표현들을 이용하는 웃음치료 

프로그램, 청년 봉사단들이 환자분들과 함께 테블릿 pc를 

활용하여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을 훈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패드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284개
일반병상

상급병상
23개

323개
Total

16개

물리
치료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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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주변환경

환자와 재활치료 중심의 

병원시설

병원 내 힐링이 가능한 

공간 조성

환자안전 중심 시설

모든 시설이 환자 및 재활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원전체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복도에 안전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장소에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사방에서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곡동 대모산과 접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카페 등이 밀집되어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으며, 지하철 3호선인 수서역

에서 병원 앞까지 마을버스로 

15분 거리로써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편리합니다.

병원 내 모든 문에 자동개폐

장치가 되어 있어 화재 시 

환자들이 안전에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가 가동되어 직원은 

지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 병원에

비해 굉장히 넓은 복도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5층에 치유정원이 조성되어 

실제 공원과 같은 환경에서 

산책과 운동이 가능합니다. 

2층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쉴 수

있는 찜질방이 있으며, 1층 뷰티

센터에서는 이·미용 서비스 및 

자가 머리손질이 가능합니다.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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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병실공간

일반병실

상급병실

모든 병상에 전동침대와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치유정원, 찜질방 등 환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병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두대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통해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며 개인별 스마트 장비를 설치하여 개인의 침대에서

TV 및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비용(월)

100만원~200만원

160만원~260만원

400만원~500만원

550만원~650만원

병실형태

6인실

4인실

2인실

1인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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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님의 하루(70대)

아침식사 점심식사

오전 재활치료

오후 재활치료 문화공연

저녁식사

취침라운딩진료
(체온 및 건강상태 체크)

7:20 9:00 11:5510:00 14:00 16:00 17:20 21: 00

노인환자분들은 질환으로 인한 연하곤란, 치아 상태의 손상으로 저작운동이 약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입맛이 

없기 때문에 식사량뿐만 아니라 식사 형태, 반찬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환자분들을 위한 식사메뉴로 다양한 처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어려서 먹었던 잣죽, 호박죽, 깨죽 등의 다양한 전통 음식들을 준비하여 환자분들의 입맛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과 상태에 따른 다양한 식사 처방식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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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를 마친, 

뇌손상 환자의 아급성 및 만성기 재활치료

와 수술 후 회복기 재활 및 아급성기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의 

재활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암환자통증

치료, 말기질환의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

하며,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가 동반된 환자군이므로 

개인, 공동간병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며, 특히 노인성 질환은 다양한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한방과, 치과 등 다양한 의료진들 사이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노인환자분들은 최소3-6가지의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나 치아의 

경우에는 모든 환자분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노인성질환에 가장 많은 전문과목(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한의학과 한방

전문의를 두어 협진함으로써 보다 환자분

들에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노인의 특성에 맞춰 치료계획, 영양공급

관리 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약제를 선별하여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식사도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맛있게 많이 드시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의 특성에 맞게 

식사 메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선태
병원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생활 속의 

재활치료를 

실현하는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환자의 질병 치료와 함께 집처럼 

편안함이 같이 결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노인의 특성상 

재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므로 

신체기능의 유지를 최대한 개선하면서 

따뜻한 공감과 함께 집처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노인환자의 

특성상 인지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고 

거동의 제한이 많아 간병인과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떠한 경우든 인간으로써 존중받고 

귀하게 대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데 병상생활이 길어질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족에게 환자 

컨디션을 자주 전달해드리고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머물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오래 머물고 싶은 병원이다. 

그리고 퇴원환자의 95% 이상은 다시 입원

하고 싶은 병원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환자가 행복해지는 병원이라고 말씀

해 주시거나 50%의 환자분들이 집으로 

퇴원해서 그런지 집으로 퇴원하는 병원

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권경은
간호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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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참노인전문병원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13대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104,365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병원이름 아산서울병원

병원과의 거리 15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송파참노인전문병원은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풍,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 노인성만성질환, 혈액투석 등 장기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재활, 사회복귀 및 평안한 노후를 위한 

병원입니다. 송파참노인전문병원은 따뜻함과 섬김의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팀을 구성하여, 뇌졸중 및 근골격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공신장실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와 신장투석 

간호사가 상주 근무하면서 신부전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만성질환, 뇌졸중, 노인 근골격계질환 등에 

양방과 한방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편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자동전동침대, 보호자 없는 병동, 자연친화적 환경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문재활치료 양한방협진 시스템신장투석실 운영

송파참노인전문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송파참노인전문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64 B2~7층

02-409-2114
www.chamhospital.co.kr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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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상급병상
108개

105개

18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체계적인 치료와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치료 프로그램 환자들의 정서 지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뇌졸중재활치료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치료로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퇴행성질환 프로그램, 외래 및 

입원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재정적, 재활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사회사업과의 주관하에 환자분들의 정서 지지를 위한 미술, 웃음,

음악, 푸드, 원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상실의 회복 및 정서적인 안정을 돕고 있으며 이·미용 

서비스 및 초청공연 등의 여러 가지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231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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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공원과 

편리한 대중교통

장애의 최소화를 위한 

전문치료사팀 구성

카페와 하늘정원 등 환자와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마련

뇌졸중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

하시는 분들의 신체적인 불편함

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의학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로 

재활치료팀을 구성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 앞에는 성내천 공원 등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자리하고 

있으며, 5호선 개롱역 및 3호선 

오금역과 근접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까지 

이동이 편리한 3314, 3317번 

버스가 있습니다.

로비 층 출입구에 환자 및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이 있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1층은 송파참병원 카페로

환자,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과

함께 차 한잔의 여유를 나누실 

수 있으며, 하늘정원에서는 

멋진 조경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의 편안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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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80만원 ~ 150만원/월

+ 비급여: 1인실 8-12만원, 4인실 2-6만원 /일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한 전 병실 자동 전동침대와 온돌바닥

일반병실

상급병실

전 병실 213병상 모두 자동 전동침대를 설치하였으며,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온돌바닥으로 

시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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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동원(食藥同源)'의 정신으로 건강을 챙기고 입맛을 돋우는 전통음식을 위생적으로 직접 제조한 웰빙 식단과 양질의 식재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다양한 맞춤 식단을 환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송파참 님의 하루

뇌혈관질환의 환자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에 식사시간 외에 계속적인 재활전문치료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사회사업 프로그램 

및 종교활동을 합니다.

직접 제조한 웰빙 전통식단과 양질의 식재료로 만드는 계절별 다양한 맞춤 식단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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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섬기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급성기 이후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준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에서 우리 요양병원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 뇌출혈 등의 

중풍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전문 재활치료

가 필요한데, 본원의 경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40여 명의 치료사가 구성

되어 많은 치료 스케줄과 전문재활치료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정서지지를 위하여 음악요법, 

미술요법, 웃음요법, 이·미용 서비스 및 

초청공연 등의 여러 가지 행사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의료업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직접

적인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의사 등의 

치료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밝은 모습으로 환자와 소통하며 환자분들

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재활의학과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등의 재활치료팀을 구성하여, 뇌졸중 및 

근골격계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신장실에서는 신장내과전문의와 

신장투석간호사가 상주 근무하면서, 

신부전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만성질환, 뇌졸중, 

노인근골격계질환 등에 양방과 한방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본원 미션과 비전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되겠습니다’이고, 비전은 ‘당신을 위해 

최고가 되겠습니다’입니다. ‘환자를 위한다’

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를 위해 환자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며, 회복과 쾌유를 위한 실력을 갖추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이념을 수행하는 세계 최고의 

노인전문병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나상엽
병원장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참된 병원,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직원이 행복해지는 병원, 개인간병 보호자

에게 국과 반찬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따뜻함이 묻어나는 병원, 그래서 

입소문을 통해 환자가 찾아오게 하는 병원, 

진실된 마음으로 환자를 아끼고 내 집처럼 

편안한 쉼터가 되어 주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환자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눈을 맞추고 

언제나 당신 곁에 우리가 있음을 알려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시설이 밝고 깨끗하며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친절하다고 

하십니다.

마음까지 

치유하는 병원

조맹심
간호과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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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요양병원
환자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경북 최초 재활병원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80,665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안동병원, 성소병원

병원과의 거리 10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4등급

복주요양병원은 경북 북부 최초 재활전문병원 인증(산재인증),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 양-한방 협진을 통해 전문재활치료와 

요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를 목표로 

인간을 존중하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13년 

”존엄케어”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건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민과 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감사나눔경영”을 도입하였으며 작년 12월에는 호텔과 같은 

IT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병동을 오픈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남은 이윤은 지역 내 어려운 환자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프리미엄 병동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환우분들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존엄 케어 실시
365일 전문재활시스템과 

휴일 없는 프로그램

4무2탈(와상無, 냄새無, 낙상
無, 욕창無, 脫기저귀, 脫억제대) 

운동

복주요양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복주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함백이길 154
054-851-5000
www.bokju.co.kr

환자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경북 최초 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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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상
43개

33개

물리
치료병상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365일 환자와 지역민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진행 건강한 생활, 건강한 일상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진행

휴일 없이 진행되는 365일 재활치료와 주말 프로그램 외에도 

뇌질환 및 척수손상 환자들을 위한 재활치료, 치위생사를 통한 

구강관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주말 산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만성질환을 개선하고 사전 예방함으로써 신체는 물론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 운동서비스, 즐거움을 주는 요리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일상생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417개
Total

341개
일반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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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편의시설

가정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치료센터

탈취와 습도 조절에 탁월한 

황토로 꾸며진 시설

쾌적한 휴식, 편안한 면회를 

제공하는 편의시설

IT를 접목한 최첨단 

프리미엄 재활병동

환자분들이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전 병동을 습도 조절에 

용이한 황토벽으로 시공하였

습니다. 380개의 병상으로 

재활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한방과의 전문의들

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40명의 재활치료사로 구성된 

재활치료실은 가정으로의 빠른

복귀를 목표로 주말, 공휴일 

포함 365일 재활치료 및 일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출입문에서 면회 요청을 

하면 환자 침대에 설치된 개인

태블릿PC를 통해 화상으로 

면회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환자 주치의와 

전담 간호사 및 재활치료시간 등

담당의와 치료 일정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프리미엄 

재활병동입니다.

공기정화 및 항균 기능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하늘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설치되어 가족들의 편안한 

면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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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병실 환경을 위한 황토 병실 제공

일반병실

상급병실

황토 벽면으로 꾸며진 병실은 탈취와 습도 조절에 탁월하며, 전 병동 전동침대 배치 및 1~4인실 운영으로 병상 간의 이격 간격이넓습니다. 

풍부한 일조량을 위한 와이드 창호 설치와 자동 공조시스템으로 항상 쾌적한 병실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형태 비용(월) 비고

8인실 60~140만원 간병료 1만2천원 (일당)

7인실 60~140만원 간병료 1만5천원 (일당)

6인실 60~140만원 간병료 2만원 (일당)

4인실 60~140만원 간병료 3만원 (일당)

3인실 60~140만원 간병료 4만5천원 (일당)

2인실 60~140만원 간병료 6만원 (일당)

1인실 60~140만원 개인간병

* 기타 비급여 별도 및 변동 가능성 있음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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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 님의 하루(뇌졸중/70대)

아침식사 
및 개인위생

점심식사

저녁식사 후 양치와 목욕

일상프로그램
(요리, 그리기 프로그램 등)

취침주치의 라운딩
(체온 및 건강상태 체크)

오전 재활치료

간호사 라운딩(환기, 욕창방지 등)

오후 재활치료

7:30 9:00 9:309:10 12:00 13:30 17:0016:00 21: 00

환자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 식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침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 식사를 통한 

식욕증진 및 심리적 고립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즐거운 맞춤 식단 친환경 유기농 채소 제공 (프리미엄 병동)

장안농장에서 배달되는 유기농 야채를 사용하여 환자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식 5찬으로 준비하고, 일주일에 한번 

특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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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환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직원과 환자가 행복한 병원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 복주 요양병원은 4무 2탈 

운동을 기반으로 인간 존엄 케어를 실현

하고 있습니다. 환자 각각의needs를 파악

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및 정서적인

안정까지 보살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

하기까지는 의사, 간호사, 간병사, 물리

치료사 등 병원 전 직원의 관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 직원이 환자의 1:1 맞춤 케어를 

진행하다 보니 업무량은 많지만, 병원 내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급여 1%를 기부

하는 감사 나눔 펀드를 조성하여 나눔의 

행복과 직업의 자긍심까지 높아지면서 

환자와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복주요양병원에는 상태가 좋지 않아 타 

요양병원에서 이송되어온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하지

않고 그저 요양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거나, 개인의 사정들로 인해 수술을

미루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환자

들을 그냥 두고 보는 정도의 안일한 보살핌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과전문의

로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이송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난 후 근본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다시 우리병원으로 재입원하여 요양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중병에 걸린 노인환자이기에 모든 

환자는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외과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들의 존엄성 회복입니다. 그동안은 

병원 중심의 의료였지만 이제는 환자 

중심의 의료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즉 이 시대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존엄성 회복과

감사 나눔 경영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감사, 나눔,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규형 진료부장
외과전문의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대부분의 타 요양병원은 보호자의 경제적 

여유에 중점을 두고 입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본원(복주요양병원)은 존엄 케어와 

4무2탈을 기본으로 하여 본원의 이윤추구

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needs에 맞는 치료에 목적을 두고, 환자 

개개인의 개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감사나눔경영을 통해 

사회취약 계층과 병원 내부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감사와 나눔을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급성기와 다르게 응급적, 즉각적인 치료

보다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

와 관리를 요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병원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가족들도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료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잠재되어있는 

정서적 부분의 지지와 가족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존엄 케어와 4무2탈 운동으로 타 병원과는

차별화된 병원입니다. 젊은 진료진들은 

물론 40여 명의 전문재활치료사 및 

치위생사가 상주하여 보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5일 진행되는

재활치료와 일상 프로그램, 밖에서의 식사

유도로 와상蕪를 실천하는 병원입니다.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 병원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며 직원 한 분, 한 분 웃으면서 

가족처럼 응대하는 모습이 참 좋은 

병원인 거 같습니다.

이선부
12병동 수간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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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참편한요양병원
안전하고 친절한 환자 중심 병원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간병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74,501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해운대 백병원

병원과의 거리 10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2등급 | 2012년 -

본원은 2015년 09월에 신축 이전한 병원으로써 인간 존중의 정신

으로 넓은 복도를 확보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없애고 개인마다 커튼과 

전등, 콜벨을 설치하여 환자 중심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병실 및 

모든 실에는 감염예방을 위한 격리실과 병실별 손 소독제 설치, 환기

시스템을 갖추었고, 원내에 넓은 휴게공간을 다수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로비층 출입구에 운동

시설을 설치하여 환자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실은 통증치료와 운동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실을 구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강당을 설치하여 

환자를 위한 공연 및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예방을 위해 EO가스 멸균기를 설치 운영하며 최첨단 DR장비를

갖춘 방사선실과 우수한 장비를 갖춘 임상병리실 및 재활치료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휴게 

공간 및 쾌적한 환경

우수한 재활치료실

영도참편한요양병원 주요포인트

영도참편한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서로 21 
051-403-9971
ydchampyonhan.com

안전하고 친절한 환자 중심 병원 

병원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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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236개
일반병상

상급병상
25개

269개
Total

8개

물리
치료병상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재활치료 치료를 위한 예술과 놀이의 콜라보레이션

환자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전문물리치료와 각 활동훈련, 일상생활

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 재활치료, 상지 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업무 등의 작업요법적 훈련·치료를 

시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통증물리치료, 재활운동치료, 매트 및 

이동 치료, 보행훈련,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인지지각 치료, 

연하장애치료, 일상생활동작, 온열 및 한냉치료, 전기치료, 

견인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색칠하기 또는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 클레이 공예, 낙엽콜라주 

등의 미술 치료와 그림 찾기, 칠교, 속담 맞추기, 퍼즐, 한글공부 등

의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손 마사지, 미용 팩, 네일 등으로 피부

미용 및 기분전환을 위한 미용프로그램과 오재미 던지기, 투호, 

게이트 볼, 과녁 맞추기, 농구, 볼링, 고리 던지기 등의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치료레크리에이션도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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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

환자 중심의 넓은 복도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다수의 휴게공간

모두에게 개방된 병동별 

야외 휴게 공간

환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로비 출입구 운동시설

넓은 복도로 설계되어 환자가 

거동 시에도 불편함이 없고 

원내의 로비층, 로비층 외부, 

2층, 3층, 6층에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다수의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와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변에 음식점

및 마트 등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내 매점을 

설치하여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로비층 출입구에 환자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내에 병동별 야외 휴게 

공간이 있어 환자분들이 

원내를 벗어나지 않고도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볕을 

느낄 수 있으며 원내를 방문하신

보호자도 환자와 함께 산책할

수 있습니다.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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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 훌륭한 상급병실과 전 병동 전동침대, 개별 전등 및 콘솔박스 설치운영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비용(월)

별도 문의

130~180만원

250~300만원

병실형태

3~7인실

2인실

1인실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일반병실

상급병실

병실은 1인실, 2인실, 4인실과 다인실(6인)로 이루어져 있으며, 1인실과 2인실은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1인실과 2인실이 주인 6층은 바다 전망이 훌륭하며, 다인실은 전체 병실에 화장실이 있어 생활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병실 내 모든 침대는 전동침대를 사용하고 침대별 커튼 설치와 개별 전등 설치를 통해 환자 간 다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센트럴시스템으로 콘솔 박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해 

환기시스템(고효율 전열교환기)을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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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참 님의 하루(편마비/80대)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취침라운딩진료

아침운동 재활치료 간식

사회복지집단프로그램 참여

7:00 9:00 10:00 11:30 12:00 14:00 15:00 17:00 21: 00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을 실시하여 영양불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식, 당뇨식, 고단백식, 경관유동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밥, 죽, 미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이나 치아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저작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다짐찬을 제공하여 소화를 돕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조식 시 빵 급식 신청이 가능하여 

식단의 다양성을 높이고 사시사철 제철 식재료, 신선한 식재료만을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제철 식재료와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식사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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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 

고객중심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공기가 맑고 VIEW가 뛰어나며 환자를 위한 공연

장소로도 이용되는 넓은 강당이 있습니다. 또한 

각 병동마다 넓은 테라스가 있으며 이동통로인 

복도가 아주 넓은 2015년 9월에 신축된 병원

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1등급 인증 병원으로써의 규정을 지키고 준수

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와 처방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그랜드 

콘퍼런스 및 라운드 회진과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 회의를 시행합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환자 중심 및 고객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과 함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병원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강천수
진료원장 / 가정의학과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환자 중심의 진료와 치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진 구성을 통해 

내 주위 가족을 모시고 싶은 병원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나눔과 배려하는 모습이 일할 맛 나는 

직장이며, 전문적 재활을 잘 한다고 소문난 

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 개인의 기본욕구를 파악하여 개별 간호를 

시행하는 동시에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약해져 있으므로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하여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중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

하도록 하여 일상생활동작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의료진과 직원들이 내 가족처럼 잘해주고 

중환자실, 암환자 전문재활치료 등으로 급성기 

병원만큼 의료수준이 높은 병원입니다. 병원 

내외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하며 맑은 공기와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있어 퇴원한 

환자가 주위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에게 

입 소문으로 

유명한 병원

김미희
간호과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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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
경산노인전문병원

새로운 효 문화를 선도하는 병원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2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공립 단독건물 -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74,08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인지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경산중앙병원

병원과의 거리 2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2등급 | 2012년 2등급

2001년 개원하여 현재 299병상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

거점병원입니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로 구성된 양 ·한방 

협진진료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환자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효, 예, 사랑, 은혜병동으로 구분하여 환자의 인지 및 상태에 따라 

입원을 분리하였으며, 전문재활 프로그램, 인지재활 프로그램,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치료회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체계적인 간호, 간병 속에서 내 집, 내 가족과 

함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병원으로써, 전문적인 재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 보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생활권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종합병원인 경산중앙병원과의 협진을 통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신뢰와 믿음

적극적인 치료중심의 

요양병원

전문의로만 구성된 분야별 

우수한 의료진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10
053-819-0700
www.gssilver.co.kr

새로운 효 문화를 선도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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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최신의 다양한 치료 전문기기를 도입한 치료프로그램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인지재활 프로그램

물리치료는 중추신경계 발달치료(NDT),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

훈련, 견인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FES), 일반통증치료(온열

치료, 간섭파치료, 저주파치료, 초음파치료), 슬관절 전동 운동치료기

(Knee CPM)가 있습니다. 작업치료는 상지기능을 위한 치료, 인지

지각치료, 일상생활동작 치료, 연하재활치료(연하장애 전기자극치

료, VITAL StIm) 등이 있습니다.

명상호흡, 동화구연, 클레이, 한지공예, 민요교실원예요법, 웃음

치료, 메타기억교실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매일 운영 중

입니다. 이 외에도 사회사업 상담 및 지원, 어르신 작품전시회, 

어버이날 행사, 각종 공연이 열리는 환자군별 치료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지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군과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312개
일반병상

상급병상
8개

334개
Total

14개

물리
치료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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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가족들과의 면회가 편리한

한솔정 정자  

탁 트인 자연환경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넓은 휴게공간

대구, 경산에서 

접근이 편리한 생활권 위치

주변이 탁 트인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밝은 병실은 면역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치료의 효과를 높여 줍니다. 쾌적한 병실을 유지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며 노인환자를 위한 넓은 복도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넓은 거실 공간과 휴게실이 있습니다.

옥외 휴게공간인 한솔정 정자는 

가족들과의 만남의 장소이자 

여유를 즐기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버스정류장이 바로 부근에 

있으며 월드컵 대로 5분 거리로

대구, 경산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원시설 주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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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개인별 화장실, 세면대 비치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비용(월)

90만원~100만원 (기저귀비용, 전문재활치료별도)

240만원~250만원 (기저귀비용, 전문재활치료별도)

400만원 (기저귀비용, 전문재활치료별도)

병실형태

5~6인실

2인실

1인실

일반병실

상급병실

산소공급장치와 흡인기를 전 병실에 설치하였고, 환자 및 보호자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전 병실에 전동침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병동에는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낮은 침대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세면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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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요양 님의 하루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취침간식

요법

물리치료, 작업치료

간식 자가운동주치의 회진

8:00 9:00 10:00 12:00 14:00 15:00 16:00 17:30 20:00 21: 00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은 최상의 식재료로 환자들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영양식단을 

공급함으로써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환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칼슘,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된 간식

을 하루 2회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식에 지친 환자들에게 주 3회 

이상 스페셜 메뉴를 제공하여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맞춤형 식단 제공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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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노인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비전으로써 노인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 유지하는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병원이 우리 요양병원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질병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급성기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노인환자의 특성상 환자

와 의료인의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는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높으므로 환자의 감정과 환자

의 입장을 더욱 이해해야 하며 치료의 방향도 

협력하여 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환자의 감정과 환자가 처한 상황을 같이 

이해하여 치료의 방향을 정할 때 의학적인 판단과 

함께 환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결정을 환자 및 

보호자와 같이 내리고 결정에 따른 환자의 

순응도 또한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자를 단순히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임을 이해하며 환자의 불편함에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요양병원은 환자가 가진 질환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여 환자와 의료인이 협력하여 함께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원배
가정의학과

어르신이 

행복한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본원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어르신이 행복한 

병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격려와 지지를 통해 존엄성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여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가 인격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며 

환자가 일상생활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의 관계 또한 환자의 돌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집처럼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 버려진 곳이 

아닌 치료와 재활의 장소, 생애 마지막까지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박상숙
간호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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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자연 속의 요양병원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26대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1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간병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84,513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노인성 질환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중풍재활

병원이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병원과의 거리 20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본원은 경기도립 노인전문 병원으로서 노인질환과 성인병에 

대처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친절한 의료진들에 

의한 맞춤형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푸르른 자연을 

등진 넓은 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공간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노인보건

향상에 힘쓰는 병원입니다. 또한 효사랑네트워크 센터를 개설해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문화 공연, 노인의 날 행사, 목욕 이·미용 

서비스와 종교활동 등 다양한 복지를 시행하며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 및 건강의 회복과 재활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식단은 영양상담을 통한 

1:1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회복 시까지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 환경 생명존중의 철학전문적인 의료진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85
031-500-7100
www.gshospital.com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자연 속의 요양병원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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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통한 일상복귀 프로그램 매일 이뤄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있으며, 

물리치료로는 통증치료, 보행 및 매트, 중추신경계, 기구운동이 

있습니다. 작업치료로는 연하장애, 인지치료, 특수작업치료, 

일상생활훈련 장비운동, FES치료가 있습니다.

입원생활 적응과 인지 및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매일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로는 인지자극,

치료레크레이션, 집단작업 및 손기능 향상, 음악활동 등이 있으며,

종교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11개

264개
Total

253개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일반병상

상급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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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치와 편의가 있는 

병원시설

각 병동별 넓은 휴게공간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치유정원

병원 입구 앞 

버스정류장과 자연환경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 병동별로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가족과의 편안한 

만남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넓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 2층의 솔향가든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들이 함께 

4계절의 경치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원내 

편의점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 식당에서 

어르신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입구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주변 

식당이나 카페 등의 편의시설은

없지만 주변이 그린벨트로 

탁 트인 자연환경이 있어 

도보를 통한 옥외 산책이 

가능합니다.

지상 4층에 자리한 치유의 

정원은 어르신들의 옛 회상을 

돕기 위한 치유공간으로 직접 

식물을 가꾸며 원예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텃밭과 가족과의 

편안한 면회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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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생활하는 듯한 넓은 병실 공간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비용(월)

65~70만원

병실형태

4인실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일반병실

상급병실

병실은 1인실, 2인실, 4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넓은 병실 공간을 자랑하는 공동 4인실은 가운데 휴게공간을 두어 병실이 아닌

가정집 거실에서 생활하는 느낌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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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영양상담을 통한 1:1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일반식, 죽식, 연하보조식, 유동식으로 

나눠지며 죽식으로는 당뇨식, 투석죽, 영양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의 입맛을 고려하여 기피음식을 파악하고, 식사량에서부터

다짐까지 가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회복 시까지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식단 제공

시흥 님의 하루(뇌줄중/70대)

각 부서 팀장들이 모여 어르신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팀어프로치회의는 1:1맞춤형 케어 서비스로 매주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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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도심 속 빌딩병원이 아니라 독립된 건물이라는 

점과 설계시부터 공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었기에 

실내에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탁 트인 자연경관이 

우수합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중증도 높은 환자분이 많은 편이어서 상태악화

를 방지하기 위한 의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인병원 특성상 장기입원환자분들이

많아 의사-환자 관계 보다 어르신들을 부모님 

같이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입원 상담시에 보호자와 자세히 면담을 하면서  

어르신 질환에 대한 경과 및 치료과정을 설명 

드리며, 환자 입원 시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하도록 적절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적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환자분들의 

특성상 여러 질병을 함께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타과와의 활발한 협진을 통해 증상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병원의 미션이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인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고향같이 포근한 병원, 이상적인 

노인 병원의 모델, 지역노인 의료복지의 중심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 직원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요환
병원장 / 일반외과

오래 머물고 싶은

편안한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의료의 정석을 지키며,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병

원, 눈높이와 사고를 환자와 가족에 맞추는 병원,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삶에 대한 의지력과 작은 기쁨을 주는 간호, 

잔존하는 운동력,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간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 간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편안하고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은 병원, 쾌적하고 

밝은 병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김정숙
간호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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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웰니스요양병원
안전하고 스마트한 전문재활 및 암재활 특성화 병원



차별화된 1:1 맞춤

재활치료서비스

앞선 재활치료의
아급성기 병원

지속적인 재활치료 

기술 연구 및 개발

대전웰니스요양병원 주요포인트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 | 2012년 -

대전웰니스병원은 2013년 지상 13층·지하 5층·연면적 2만 3,10여㎡에 

특화된 4개의 전문질환센터를 중심으로 420개의 병상 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 최적의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의 고주파온열암치료기, 경두개뇌혈류검사기, 심장복부초음파기,

투시조영기, 위대장 내시경시스템 등의 대학병원 급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클라우드 전자의료차트시스템, 

전자처방전달시스템(OCS), 전자화상전송장치(FullPACS) 등을 통해 

종이 없는 스마트병원을 구현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 최첨단 

의료장비, 전문질환센터, 집중치료시스템 등을 도입해 최적의 

재활치료를 선도하는 재활 전문 병원으로서 재활치료부의 특성화를 

위한 여러 기구 장치(보행훈련 로봇-Erigo PRO, 보행보조장치-G.T.S.,

침상자가운동장치, 3차원 동작인식장치-Leap Motion)를 도입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웰니스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77번길 2
042-712-8500
www.wellmc.com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4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개인 단독건물 공동,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67,528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해독클리닉, 레이저

병원이름 충남대학교병원

병원과의 거리 15분 (차량 이동 시)

안전하고 스마트한 전문재활 및 암재활 특성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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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개
일반병상

21개

물리
치료병상

주요 프로그램

21세기를 선도하는 스마트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환우와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프로그램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중추신경계발달치료, 특수작업치료, 

보행훈련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연하장애재활

치료,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도수

치료, 열전기치료, 암재활치료, IT기기를 이용한 작업치료 등

1:1 맞춤 재활치료와 단계별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미용 봉사 프로그램, 암재활 환자를 위한 통합치유프로그램·

핑크런 마라톤·메이크업유어라이프 등의 프로그램, 장애인 

가구의 주거개선사업, 퇴원환자 사후관리·장애인주거개선사업

(삼성카드), 무료간병사관리, 아름다운재단, 인큐베이팅, 보행기

지원사사업 푸르메재단과 KT&G의료비지원, 쌀 나눔 행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우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463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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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가 환자와 보호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구비

100여 명의 전문 치료팀으로

구성된 재활센터

다양한 질환에 대응하는 

통합센터

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질환별로 전문화된 2,310㎡ 규모

의 재활치료시설과 100여 명의 

전문치료팀이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부의 특성화를 위한 

여러 기구 장치(보행훈련로

봇-Erigo PRO, 보행보조장치-G.T.S., 

침상자가운동장치, 3차원 동작인식

장치-Leap Motion)를 도입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정문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근처에 대전복합터미널과

대전I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춘당 공원이 인접하여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병원

인근에 카페, 편의점, 토스트

가게 등의 다양한 음식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병원 1층에 커피전문점, 

북카페, 상담실 등의 휴게공간이 

있고 층마다 다양하고, 넓은 휴식

공간과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뇌신경질환 치료·전문재활센터, 

통합암센터·고주파온열암치료

센터, 비수술척추관절·통증센터

등으로 전문질환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레이저치료를 

이용한 피부 재활 회복클리닉과 

디톡스를 이용한 해독면역치료

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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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월)

별도 문의 필요 (대표전화 042.712.8500  / 상담전화 010.6750.8282)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와 안전을 생각하는 친환경 병실

일반병실

상급병실

모든 병실에는 전동침대와 비데는 물론 공기 중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유해활성산소 등을 제거하는 최첨단 공기정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세탁실,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135 대전웰니스요양병원



아침식사

신경계치료 및 작업치료

에리고 로봇 치료

전기 자극치료

저녁식사

휴식 및 자율 운동

취침전산화 인지 및 보행

전기 자극치료 신경계치료

점심식사 보행

8:00 9:30 10:35 14:30 15:2011:40 16:0012:30 16:30 17:30 18:30 21: 00

웰니스 님의 하루

환자생활정보

식사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과 열량을 제공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영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급식서비스가 아닌 환자의 영양 상태를 

토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식사요법이 급식을 통해 제공됩니다. 병원 식사는 주치의가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하며 환자식은 

크게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뉩니다. 일반식의 경우 제공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상식(밥)과 연식(죽),  유동식(미음)이 제공되는데 

이는 환자의 질병 상태 및 회복 정도에 맞춰 처방되는 것이며, 치료식의 경우에는 질병에 따라 주치의가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합니다.

환자의 영양상태와 질병에 따른 주치의의 처방식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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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급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 수술 회복기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곳으로 고령자들에게는 

요양을 할 수 있는 곳이자 재활이 필요한 환자

에게는 재활치료를 병행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상태에서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환자에게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과 

병실에서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심신 안정과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환자의 질병에 따라 치료, 간호를 분류하여 

세심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며 최신 치료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환우분들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구하는 서비스에 눈높이를 맞추는 

병원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환자와의 눈높이를 

중시하는 병원

장은주
간호사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전하는 병원

이미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대전 웰니스 요양병원은 무엇보다도 전문재활

병원이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전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병원설립

이념에 따라 성인 및 소아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노인성 질환 환자들의 물리 운동 작업치료 및 

암환자의 재활치료 분야를 특성화해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환자는 끝까지 제 환자라는 생각으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신체적 

능력을 잃은 모든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제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환자분들을 위한 각 질환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

및 치료 시설을 직접 개발하여 체계적인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웰니스 요양병원은 전문재활병원으로써 치료의 

질을 높이고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매주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활치료

팀의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대전 웰니스 요양병원은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진료 수준을 보다 높이 향상 시킬 것이며 

자부심이 되는 병원, 환자에게 가족과 같이 

친근한 의료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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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요양병원
중풍 재활의 희망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설립구분

의료법인 상가건물 공동,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135,00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서울의료원, 서울삼육병원, 
한양대구리병원, 경희의료원

병원과의 거리 10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한걸음요양병원은 뇌졸중(중풍),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후 사지마비

나 편마비, 하지마비 환자 등을 치료하는 재활전문요양병원입니다.

2007년 2월 16일 개원이래 4,200분이 치료 후 퇴원하셨고 현재는

144분의 입원환자를 모시고 의사, 간호사(1등급), 60여 명의 재활

치료팀이 환자의 빠른 재활치료 후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중 95%이상이 뇌졸중(뇌출혈,뇌경색)후 편마비

환자로써 마비된 팔다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1:1 맞춤치료로 

근력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 균형 능력을 촉진하며 돌아눕고 

일어나 앉고서고 옮겨 앉기 등을 통해 일상생활훈련 및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교정 받고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환경의 적응 훈련을 시행하는 우리 병원은 양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침치료와 전기, 뜸 등의 한방을 병행하여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고 뇌의 운동피질을 활성화하여 비환자의 기능회복을 돕습니다.

전문재활 치료 후 

빠른 사회복귀

양한방 협진

재활치료

중풍 후 편마비 환자군을 모시는 

전문재활요양병원

한걸음요양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한걸음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이지펠리스 빌딩)  5~7층

02-493-9700
www.goodstep.co.kr

중풍 재활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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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함께 나누고 화합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나타나는 운동장애의 치료는 보바스치료, 

PNF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FES)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FES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연하치료, 언어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슬 끼우기 등의 작업요법, 생신잔치, 가수초청공연 및 특식제공

(명절, 장애우의 날, 크리스마스)미용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적응과 심리 정서적 지지를 위해 상담을 시행하고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하여 

취약환자를 도와주는 감사펀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상
4개

188개
Total

140개
44개

일반병상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물리
치료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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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상권이 집중된 

편리한 위치성

중추신경계 질환환자를 

고려한 ‘한공간 시스템’

옥상 하늘정원 등의

편안한 시설

진료가 편리한 

병원 중심의 접근성

중추신경계 질환(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등) 환자와 

보호자 분들을 위한 ‘한공간 

시스템’ 병원입니다. 입원해 있는 

층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나 환경(세면 및 샤워시설) 및

휴식(식당 &휴게실)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병원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상봉점이 인접해 있습니다. 

3층에는 대단위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쿠우쿠우’가 입점해 

있고, 건물 후문에는 의료기기

판매점과, 미용실, 1층에 24시 

식당 및 편의점, 커피숍, 

스파게티 전문점, 2층에 

국민은행이 입점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상봉역 2번 출구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상봉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본원에서

4km이내 진료 가능한 상급의료

기관인 서울의료원, 경희의료원,

서울삼육병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내 집 같은 온돌병실, 일과시간 

후 치료실 개방으로 자율적인 

개인활동이 보장되며, 넓은 

복도와 로비,  옥상 하늘정원 등이 

위치하여 편안한 입원생활과 

재활치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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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환기와 채광이 탁월하고 온돌이 설치된 따뜻한 병실

일반병실

상급병실

병실의 사면이 창문으로 되어있어 환기와 채광이 탁월합니다. 천정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흡기배기 시설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침대 높이는 횔체어 사용이 용이하도록 낮은 침대를 사용합니다. 입원실의 바닥은 온돌로 설치되어 보호자는 침대 없이도 따뜻하게 

바닥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형태

일반실
발병일 1년 이내

발병일 1년 이후

2인실

- 차액료: 
   25,000원/일

발병일 1년 이내

발병일 1년 이후

진료비(월)

135만원

125만원

210만원

200만원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 언어,인지치료 필요시 별도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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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언어치료

통증치료, 
주치의 회진,
FES

주치의 회진

운동치료운동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특수작업치료 목욕

FES 취침점심식사

작업치료

개인 운동

7:40 8:30 12:1510:10 11:409:30 14:0012:45 16:30 17:00 20:0017:45 18:00 22: 00

한걸음요양병원은 환자가 입원 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검증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당뇨식, 저염식, 항응고제식, 연하보조식의 치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리 컨설팅과 

식품위생 컨설팅을 통해 환자급식의 질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의 영양사가 매일 병동 밀라운딩을 통해 환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개인별 맞춤 식사가 올바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밀라운딩을 통해 맞춤 식사제공

환자생활정보

식사

한걸음 님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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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보호자, 

환자 모두가 

힐링이 되는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이유로 댁에서 

모시기 힘들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전문

요양병원입니다. 환자 우선의 전문 병원

으로써 체계적인 재활치료 및  가족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간호와 치료를 병행하

여 직원까지도 재활이 되는 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첫째 치료 중 낙상은 개인이나 가족의 고통

이 배가 되는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낙상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 신체적으로 변화된 환우분들

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재활팀원으로써 

역할분담자 역할을 중시합니다. 셋째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들어주고 

느끼면서 감정을 공유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환우분들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휠체어 타고 와서 걸어나갑니다“, “재활

병원의 선두주자예요”, ”건강한 삶을 위해 

나를 변화시킨 병원입니다“, “구전으로 

입원했는데요 와서 보니 퇴원하기 싫어요”, 

“치료사님들 열정이 좋아요”, “한 층에서 

치료나 간병, 생활하기 너무 편리해요”, 

“밥도 보호자들 것까지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챙겨 주셔서 고마워요”, “입원할 

때 퇴원할 때 기분 좋아요”, “직원분들 모두 

밝고 친절해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근영
간호부장

보호자의 마음으로 

진료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한걸음요양병원은 중추신경계 질환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등) 

환자분들 위주의 양한방협진 재활전문요양

병원으로 최고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과전문의, 재활의학과전문의, 

한의사와 38명의 물리치료사, 22명의 작업

치료사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추어 

전문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 

최상의 재활치료 서비스와 함께 육체적 

장애로 인한 마음의 상실감과 우울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진료하며 기능장애

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환자와 관련된 각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언어치료실과 사회사업실

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의 우수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지식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한걸음요양병원의 미션은 ‘중풍재활의 

희망’ 입니다. ‘정성으로 앉게 하고 사랑

으로 일으켜 실력으로 걷게 하자’는 

비전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며, 

‘가족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가족을 치료

하는 열정으로’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전 직원 모두가 보호자의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조길우 

내과전문의

허안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주현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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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요양병원
건강과 사랑이 함께 있는 의료법인 이라의료재단



천안요양병원 주요포인트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 | 2012년 -

천안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천3길 10
041-569-5533
www.chyoyang.com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77,628원

입원 1일당
진료비

건강과 사랑이 함께 있는 의료법인 이라의료재단

환자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의료서비스

도심 속의 

쾌적한 환경

환자가 행복한, 
보호자가 편안한, 직원이 
즐겁게 일하는 병원

의료법인 이라의료재단 천안요양병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도심의 접근이 편리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선의 진료와 서비스로 최고의 병원을 지향한다’라는 미션 아래 

입원환자 및 환자 가족, 직원, 지역사회에 선진국형 요양기관으로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하순부터 약 한 달간 개최하는 

국화분재전시회는 1년~3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국화의 향기로 5층 

야외정원과 각 병동의 휴게실, 병원로비를 가득 채우며, 입원하고 있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요양병원은 

환자가 행복한 병원, 보호자가 편안한 병원, 직원이 즐겁게 일하는 병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이 되고자 의료진들은 인술제세의 마음과 정성, 

사랑을 담은 간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상의 만족감을 드리도록 

모든 직원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대표진료분야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순천향대학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병원과의 거리 15분 (차량 이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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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개
일반병상

6개

물리
치료병상

상급병상
9개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주요 프로그램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 실시 요일별, 월별,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운동치료(중추신경발달치료-NDT, 매트 및 이동 치료, 보행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FES),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연하재활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인지기능치료, 일상생활수행동작

치료), 통증치료 등 전문치료사와 1:1 맞춤형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천안시립합창단, 프라미스예술단,  향토나눔봉사단,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등 여러 단체에서 매월 정기적인 문화예술

나눔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용봉사팀에서는 매월 

환자들을 위해 이·미용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246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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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에 24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으로써 구조와 진료 부분의 

의료 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각 층의 넓은 휴게실에서는 각종

공연이 진행되며, 일반 식사가 

가능한 환자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병동의 간호사와 

재활치료실 직원들이 안내하여

환자들에게 식사 전 운동과 

식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 내 환자의 눈길이 닿는 

곳곳마다 자리한 유명작가의 

그림들은 마치 갤러리에 온 

것처럼 공간을 아름답게 채우며, 

매년 10월 하순부터 약 한달 간

개최하는 국화분재전시회에

서는 1년~3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국화가 5층 야외정원과

각 병동의 휴게실, 병원로비에 

향기를 뽐내며 전시됩니다.

천안삼거리공원이 약 1km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태조산이

 4km의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천안아산역, 천안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에서 천안요양병원까지 내원할

경우에도 10분 이내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삶에 밀착하여 

도움을 주는 의료서비스  

국가가 인증한 

우수평가 병원 

교통의 요충지, 자연의 서식지, 

천안요양병원 

예술의 아름다움과 

꽃의 향기가 가득한 병원

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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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형태

6인실

비용(월)

100~130 만원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병실

환한 햇살과 함께 탁 트인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병실

일반병실

상급병실

2, 3, 4층에 위치한 집중치료실은 정남향으로 배치하여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도 환한 햇살과 함께 탁 트인 자연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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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취침

전문 재활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한방 진료(침, 뜸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문 재활치료

오전 회진 휴식 및 자율 운동

7:20 8:30 9:30 12:00 13:00 14:00 15:00 17:40 18:00 21: 00

천안요양 님의 하루

환자생활정보

식사

영양실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질환별로 환자에게 맞는 치료식(당뇨식, 저염식, 

고단백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영양사의 밀라운딩을 통하여 환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식이 (다진 찬, 갈은 찬,

갈은 죽, 일반 죽)를 진행하고, 환자분들이 ‘맛있게 드신 오늘의 메뉴’와 ‘드시고 싶은 음식’을 파악하여 다음 주 식단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영양사들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메뉴 반영은 각 병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조리사의 정성으로 

지어진 밥과 반찬, 국 등이 식지 않고 환자에게 배식될 수 있도록 자동보온 배식카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타 병원과 구별되는 장점입니다. 

또한 일반 식사가 가능한 환자분들이 벗어나, 넓은 공간의 휴게실에서 입원환자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식탁과 의자, 

휠체어용 식판 받침대 등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기호와 편의를 배려한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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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환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의료진이 각 과별로 전문성을 갖춘 진료를 

하며 원활한 협진을 통하여 환자의 필요 및 

보호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료와 요양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이점으로 상급병원

진료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설에서 환자들이 편안하게 요양하며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상급 병원이나 타 

급성기 병원에서 전원 되어 입원한 경우로

수술, 감염, 뇌졸중 등의 치료 후 잘 회복

되도록 보존적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재활치료

및 영양관리, 욕창관리를 통해 기능회복 

및 전신상태 회복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치매환자들의 경우 인지 기능저하의 악화를 

막기 위한 약물투여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

을 시행하며 낙상이나 2차 감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진료과장들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환자 치료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필요 시 

적극적인 협진을 통하여 환자의 필요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최신 지견을 습득

하고 새로운 의료정보를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장비나 검사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환자들의 호소에 더 

귀 기울여 작은 변화라도 진찰을 통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상태가 악화

되지 않고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와 서비스로 최고의 

병원을 지향한다는 미션 아래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편안하게 잘 회복

되고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박용우
이사장

집보다 

편안한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 

직책별로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간호사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

되어 환자 케어 시 필요한 용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불편사항의 

즉각적인 개선을 통해 간호사 본연의 업무

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동아리(이라산악회, 이라밴드)

지원, 부서별 회식비지원, 직원 가족 입원 시

할인, 장기근속자 포상 외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천안

요양병원간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각종 투약 및 처치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지도감독하며, 낙상

예방을 위해 재활치료 시 후송전담직원 

배치를 통해 병실에서 간병사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욕창방지를 

위해 2시간 마다 음악을 틀어 체위변경과

병실 환기를 진행하며 환자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병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자주

 병실에서 모시고 나와 일광욕을 하시거나 

TV 시청 및 공연관람,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도록 하고, 식사도

침상을 벗어나 넓은 휴게실에 위치한 

식탁에 함께 모여 직원들과 간단한 운동 후에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안전, 치유, 즐거움이 본원 케어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많은 분들이 명품병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직원과 간병사들을 

칭찬하시며 부모님을 여기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가끔 환자분을 모시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경우,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시며

“집보다 병원이 편하다! 빨리 병원에 데려다 

다오”라고 하셔서 서둘러 오셨답니다. 

‘집보다 편안한 곳’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윤화
간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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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미요양병원
다양한 재활치료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갖춘



다양한

재활치료

깔끔한 시설 및 

편리한 교통편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위드미요양병원 주요포인트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

위드미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및 5차, 6차 적정성

평가 1등급 요양병원으로 고객과 환자분의 밝고 편안한 삶, 언제나 

가족 같은 마인드로 건강회복은 물론 환자분의 웃음까지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재활중점진료 및 환자 중심 환경에서 입원과

치료를 통한 쾌유를 빌며, 언제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요양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 7인의 과목별 전문의,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특화

프로그램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위드미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35 10층,11층

032-438-5800
www.withme-medi.com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1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상가건물 공동,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82,12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길병원

병원과의 거리 30분 (차량 이동 시)

다양한 재활치료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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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개
일반병상

1개

물리
치료병상

상급병상
7개

주요 프로그램

21세기를 선도하는 스마트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병원에서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잔존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치료를 진행하는 신경치료운동, 다양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운동, 신체조절능력 증진을 통해 근력 

및 기능적 동작을 향상시키는 매트운동, 신경근 재교육 및 위축과 

경직 예방을 위한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프로그램, 

연하장애치료와 전산화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도 복지관과 같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체기능 및 인지

능력 향상(건강체조, 냅킨아트, 퍼즐, 빙고), 정서지원(아로마테라피,

웃음치료), 사회성 증진(노래교실, 생신잔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362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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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가환자 중심 설계를 통한 최적화 진료시설

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2,800평 규모 361병상의 환자 중심 설계 시설로 폭 2.8m의 이동이

가능한 동선 최적화 복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채광이 용이한 360도 

사면 창 병실 구조, 환기, 온도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과 노약자를 

위한 최상의 환경에서 치료 및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논현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교통편이 편리한 것은 물론,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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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구분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비용(월)

70~140만원

0~20만원

병실

환자들의 생활을 고려한 편리한 병실구조

일반병실

상급병실

채광이 용이한 360도 사면창 병실 구조, 환기, 온도 시스템을 갖춘 병실은1인실부터 6인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침대 간격으로 환자분들이 휠체어나 워커를 통한 이동이 용이합니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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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취침진료과 회진 재활치료
(환자분들마다 상이함)

사회복지프로그램
(오전, 오후 나눠 진행)

휴식 및 자율 운동

7:30 9:00 11:30 13:30 15:00 17:30 18:00 21: 00

위드미 님의 하루

환자생활정보

식사

위드미요양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1:1 맞춤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절기에 맞추어 절기 음식(ex 보름에는 보름나물, 

오곡밥 동지에는 팥죽, 초복·중복·말복에는 삼계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철에 따라 제철 과일(ex수박, 딸기,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영양과 균형을 생각한 싱싱한 맞춤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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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넓은 시설, 다양한 진료과목 및 과목별 의료진의 

양·한방 협진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단순 진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환자가 겪고 있을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매주 팀 평가 회의를 통해 환자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최상의 환경을 구축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위드미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진료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소통하는 병원

이재혁
대표원장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본인의 부모도 모실 수 있는 병원, 어르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리적 지지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내 집같이 편안한 요양병원, 시설이 깨끗하고 

넓어서 답답하지 않고 운동하기가 좋은 요양병원, 

직원들이 친절한 요양병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병원

위민정
간호부장

인터뷰

161 위드미요양병원





창원요양병원
첨단의료설비와 자연 친화적 복합휴양시설



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15대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1대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간병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67,535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병원이름 삼성창원병원

병원과의 거리 30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3등급 | 2012년 -

창원에 위치한 창원요양병원은 합리적인 가격과 훌륭한 시설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남 최고의 요양병원입니다. 

배산임수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병원은 언제나 맑은 

공기와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최고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를 

통해 한층 더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둘레길, 

산림욕장, 찜질방, 반신욕실, 도서관, 텃밭과 같은 자연 친화적

복합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는 5大센터

(암센터, 인지재활센터, 치과진료센터, 인공신장센터, 재활치료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환자의 정서적, 인지적, 치료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교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는 5大센터

창원요양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창원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652
055-230-7777
changwonhospital.co.kr

첨단의료설비와 자연 친화적 복합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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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최신의료장비를 통한 치료프로그램 제공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공

고주파온열치료기, 페인스크램블러, 허리감압치료기 등의 

의료장비를 통한 치료프로그램과 찜질방, 반신욕실, 좌훈실, 

왕뜸실, 림프부종실을 통한 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재활치료, 음악 및 미술치료, 웃음치료, 문화공연행사, 

레크리에이션 등이 일 2회 진행되며 환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410개
일반병상

상급병상
114개

534개
Total

10개

물리
치료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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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버스정류장과 

뛰어난 자연환경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5大센터 운영

환자와 보호자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테리아 보유

자연 친화적 복합휴양시설

전문적인 의료진의 항암식단, 

고주파온열치료, 면역주사요법, 

보완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암재활센터 및 5大센터(암재활, 

전문재활, 인공신장, 치매전문, 

치과)를 갖추고 있어 환자에게 

최적화된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병원 앞에는 9대의 버스가 다니

는 정류장 및 인접해 있는 고속

도로(마창대교)가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주변에는 음식점과 

카페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둘레길, 산림욕장, 

찜질방, 반신욕실, 텃밭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복합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복합휴양시설 

외에도 1층 해피 카페테리아

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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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실마다 갖춰진 화장실 및 샤워실과 바다 풍경

일반병실

상급병실

각 병실마다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어 일상생활에 편의를 더했으며 바다 풍경이 한 눈에 들어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비용(월)

60~120만원

병실형태

7인실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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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재활치료

저녁식사 취침라운딩 사회 복지프로그램아침식사

7:00 9:00 10:00 12:00 14:30 17:00 21: 00

창원요양병원 환자의 식단은 환자가 입원했을 때 임상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를 조절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임상상태에 맞는 식사 제공

창원요양 님의 하루(뇌줄중/70대)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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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최적화된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비좁은 도심을 벗어난 좋은 자연환경과 위치 

그리고 대중교통의 접근성, 최신의료설비와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료는 암센터, 

인지재활센터, 치과진료센터, 인공신장센터, 

재활치료센터로 각각의 전문적인 의료진이 

전담하고 있으며 특별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어 전문적인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합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특성화되어 있는 5大센터의 

운영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최적화되고 

전문적인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일반병원과 달리 통원치료를 하거나 잠시 입원

하는 곳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수개월에서 

몇 년, 혹은 연로한 노인환자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기간 머물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여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의 수준과 장비의 수준을 높이고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맞춰줄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환자 우선 철학, 

의료진의 친절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창현
병원장

환자에게 

적극적인 병원

의료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및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

과 더불어 환자 위주의 개인적 케어를 하고 

있으며, 각 직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환자의 병명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 우선이며, 그것에 맞추어 정서적인 지지 및

 요구사항에 맞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친절한 의료진과 직원들이 있는 쾌적한 환경과 

우수한 첨단 의료설비가 있으며 가족과 같은 

안락한 느낌이 드는 좋은 병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종근
부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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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연요양병원
한국 노인 의료의 메카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20대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1대

초음파영상 진단기 1대

콘빔 CT

희연요양병원 주요포인트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2등급

희연병원은 "모든 이의 삶에 대한 존경“이라는 이념을 바탕에 둔 

한국 노인 의료의 메카이며, 국내 최초로 환자의 신체 구속과 욕창

발생률 0%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 물리 및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간병인까지 한 팀을 이뤄

환자 중심의 풀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활의학 전문의 4명, 전문

치료사 100명을 배치하여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재활치료를 시행

하며, 신경계 손상 환자를 최대한 빠르게 발병 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병원입니다. 1,600평의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넓고 쾌적한 재활센터가 병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활치료 후 6개월 내에 80%의 환자가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보다 세심한 재활서비스를 위한 집중재활병동,

편안한 베드에서 여가를 즐기며 투석이 가능한 인공신장센터, 

유리 꽃병이 놓인 치매병동 등과 환자가 원하는 맞춤형 인테리어 

병실을 통해 환자 중심 병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희연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 25
055-270-2500
www.silver4u.net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상가건물 공동,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80,45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병원이름 창원파티마병원

병원과의 거리 5분 (차량 이동 시)

한국 노인 의료의 메카

365일

재활치료

신체구속 폐지 

욕창발생 제로

유리 꽃병이 놓인 

인지재활(치매)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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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개
일반병상

18개

물리
치료병상

상급병상
88개

주요 프로그램

최첨단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료부터 퇴원까지 환자의 곁을 함께 하는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환자 개별 케어 의사,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 어프로치, 욕창치료법 'OPWT', 365일 재활치료, 

재활로봇과 상지 가상현실치료기기를 이용한 최첨단 재활치료, 

심리안정치료를 위한 '스노즐렌실' 등이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개별 상담과 일상 활력을 위한 취미 및 놀이, 종교

활동 지원, 이·미용, 목욕 등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환자 생신, 퇴원 축하 등의 행사와 퇴원 후

환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옥내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485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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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1,600평의

넓고 트인 공간에 환자들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병실 바로 앞에서 재활 치료를

받거나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TV와 식탁은 병실밖에

배치하여 침대를 벗어나 타인과

 어울리며 보편적인 삶(Normalization)

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며 

환자 맞춤형 내부설계를 통해 

편안함과 아늑함을 제공합니다.

6층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뇌졸중재활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물리치료, 일상생활훈련 등

다양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재활로봇, 상지 가상현실치료

기기 등의 최첨단 재활기기를 

구비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접근성이 매우 좋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5분 거리 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근방에 스포츠 파크, 백화점, 

대형마트, 아트홀 등이 있어 

공연 및 쇼핑 등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

곳곳에 공원과 가로수길이 

있으며, 병원을 중심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 상권이 집결되어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망할 수 

있는 240m 보행훈련 코스와 

산책로는 실내로 설계되어 

전천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 지원과 직원 

복지를 위한 희연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더 나은 환경 제공을 

목표로 지속적인 시설 보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첨단 재활기기를 이용한 

치료 향상

1,600평의 넓은 

환자 맞춤형 공간

환자와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가

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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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비용(월)

월 600,000원 내외 (특성화 병동 별도책정)

병실형태

6인실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병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 쾌적한 병실 운영

일반병실

상급병실

넓은 개인 면적과 수납공간 등이 제공되며 화장실 개별 설치 등 환자 중심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집중재활병동에는 

대당 1,000만원 상당의 인체공학적 침대와 생체리듬에 맞춘 조명, 중앙홀 등 쾌적한 재활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뇌졸중

재활병동에서는 병실 내 TV와 식탁을 비치하지 않아 환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고 활동적인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합니다. 

모든 병실은 개방적인 분위기의 병실 운영을 원칙으로 인간 존엄성 확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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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기상, 혈당 검사 등 저녁식사 취침오전 재활치료 라운딩 진료, 집단 기립 운동

점심식사 오후 재활치료

6:00 7:00 9:00 11:00 12:00 13:30 17:00 21: 00

희연 님의 하루

환자생활정보

식사

5명의 영양사가 상식 3가지, 치료식 18가지, 경관식 11가지 총 32가지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입원환자는 담당 영양사에게 영양 초기 평가 

및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이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 반찬을 일반, 다지기, 곱게 다지기, 갈기 총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호 및 기피 음식을 조사하여 환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한 32가지의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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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환자의 

존엄성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환자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편히 모시는 것

이 아닌 익숙하고 정든 가정으로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포커스도 거기에 맞추고 있으며 

365일 재활치료, 로봇 재활치료와 더불어 

간호적인 측면에서도 재활간호에 대한 

지식과 역량 있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케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희연병원의 

전문재활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평균 60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며 이중 85%가 집으로 

복귀합니다. 환자들이 집으로 퇴원 후 

기능이 나빠져 재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주택 개보수 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재활의학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환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표로 협업

하는 의학분야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직종

도 전문성을 소홀히 하면 이빨 빠진 톱니가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소중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희연병원의 

의료진들은 끊임없이 각자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며 각 병동 마다 이러한 

다양한 직종들이 한 팀을 이루어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연병원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환자의 높은 가정 복귀율

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모든 이의 삶에 대한 존경”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체 구속을 완전히 폐지하였고, 

현재까지 단 한 분의 환자에게도 억제대 

뿐만 아니라 손장갑 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활치료를 중점적으로 시행

하는 병원이 하루에 3시간 남짓인 

재활치료 시간을 제외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시간 동안 

환자의 손발을 침대에 묶는 것이 과연 

재활의학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환자라도 

억제대 없이 충분히 치료와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병원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병원장
재활의학과 전문의

가족 같은, 가정 같은 

친근한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모든 이의 삶에 대한 존경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인간 존엄성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삶에 대한 

존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과 열정

을 가지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와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익숙하고 정든 가정으로의 조기복귀를 

목표로 잔존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개별성 관리와 인간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신체억제 

제로, 욕창발생 제로를 목표로 모든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의사, 간호사, 치료사, 원무과 직원 등 모든 

직원이 항상 친절하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환자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에 맞는 간호와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가정으로 조기 복귀 

하도록 돕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환자분들도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자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영숙
간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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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CT

유방촬영장치 1대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2대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76,735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인지, 재활,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부산대학교병원

병원과의 거리 10분 (차량 이동 시)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쾌적한 진료환경과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의료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의료법인 ’은경의료재단’은 생명의 소중함과 빛나는 인류를 

위해 ‘의료·복지·생명’이란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인창요양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으로서는 단일규모 최대인 580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요양병원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인창요양병원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란 “1:1 개별 

맞춤 전문재활치료, 소아 재활치료, 인창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다양한 전문과목과 양한방 협진, 종합건강증진센터, 디지털 첨단 

의료장비, 영상의학 PASC시스템, 지역친화병원, 4회 연속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인창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로부터 인창요양병원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과목과 

양한방협진

편리한 접근성1:1 개별 맞춤전문재활치료, 

디지털 첨단 의료장비

인창요양병원 주요포인트

병원요약정보

인창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1
051-466-1004
www.silverslife.com

신뢰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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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 •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512개
일반병상

상급병상
63개

592개
Total

12개

물리
치료병상

환자별 1:1 맞춤 재활치료 정서 재활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보바스나 PNF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치료사들이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별 1:1 맞춤 운동 및 치료를 실시합니다. (그 외 프로

그램: 자가 운동 치료, 열전기 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치료, 

연하장애치료-삼킴곤란치료, 인지 운동 치료, 소아물리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인지활동, 미술활동, 미술치료, 

원예활동 등을 실시 중이며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공연, 

웃음치료, 생신잔치, 종교 활동, 특별행사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 상담(재활의학적 상담, 환자 및 보호자

상담 진행,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및 안내 등),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안내 및 연계, 진료비 지원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시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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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 ‘인창홀’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 조성

재활이 가능한 

보행공간 마련

초량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

지역 랜드마크, 도심 속 친환경 

힐링병원으로 세계 최초 

EG-FREE 무독성 친환경 페인트

를 사용하였으며, 환자 중심, 

환자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운영

을 위하여 전 병실에 환자 스스

로 작동 가능한 전동침대와 공기

청정기를 구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인창홀은 국내·외 

작가들의 미술품을 전시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방문객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여유와 휴식을 

드리는 문화공간입니다.

부산광역시 1호선 초량역 7번, 

9번 출구 인접 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대로, 

고관로 인접 시내버스,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광역교통망 KTX 부산역 인접) 

병원 인근에는 락엔웍 중식당, 

차이나타운, 노블리아 뷔페가 

있으며 병원 남서쪽 정발 장군

동상과 병원 북동쪽에 휴식 

공원이 있습니다.

2층, 5층 옥외정원에서 재활

물리치료 전후에 환자가 

언제라도 보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을 위한 보행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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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환자 배려 중심의 병실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비용(월)

90~120만원 (중증정도에 따라 다름)

상급병실료 90만원 추가 (3~6인실 기준)

상급병실료 150만원 추가 (3~6인실 기준)

병실형태

3~6인실

2인실

1인실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일반병실

상급병실

병실은 5인실 다수, 2인실, 1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휠체어나 워커가 드나들 수 있도록 침상 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별 

커튼 설치를 통해 환우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침상당 콜벨을 개별적으로 부착하여 거동이 힘든 환우의 

일상생활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벽 부착용 TV 장착과 병실별 냉장고 구비, 잠금 장치가 있는 상두대를 개별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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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요양 님의 하루(70대)

아침식사

물리치료

점심식사

의료진 라운딩

재활치료 의료진 라운딩

저녁식사 간호사 라운딩

취침간호사 라운딩
(체온 및 건강상태 체크)

7:20 9:00 11:00 12:0010:00 14:00 16:00 17:00 19:00 21: 00

각 환자에게 내려진 식사 처방에 따라 1:1 맞춤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의 종류는 일반식(밥, 죽, 쌀 미음), 고단백식, 당뇨식, 

고염식, 저염식, 경관영양식, 암 치료식,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양 초기 평가와 라운딩을 통해 환자에게 

조금 더 맞는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처방과 라운딩을 통한 1:1 맞춤 식사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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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환자의 

삶까지 생각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환자들의 운동 능력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행이 자유로운 넓고 쾌적한 시설, 

노인성 질환치료를 위한 각 과 전문의료진, 

의료진간의 원활한 협진체계 그리고 노인재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재활치료팀을 본원의 

특별한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된 질병의 정확한 진단, 

치료 및 인지기능과 근력회복을 통한 일상생활의 

독립성 향상을 진료 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환자가 가진 질병과 입원 후 시행될 치료의 내용, 

효과, 예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입원 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입원 중 발생

하는 문의사항에 대해 보호자와의 대면 혹은 

유선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원준비 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간병, 의료서비스에 

대해 안내하여, 퇴원 후 환자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추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시행하고 노인환자에 대한 

존중과 친절을 담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민아 과장
재활의학과

신뢰를 통해 

마음에 안정을 

주는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자택에서 혹은 2차 병원에서 돌보기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을 가진 환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남은 삶을 

함께 해주는 다기능적인 병원입니다. 따라서 

환우에게 질환이 발생했을 때 정서적인 측면에

서도 빠르게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더 이상 

환우의 질환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활이 

고통 받지않고 일상생활을 편안히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이 되면 우울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함께 해주고 아픈 곳을 알아봐 주는 역할이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우의 

정서적인 측면을 먼저 어루만져 줄 때 질환에

대한 치료도 진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던 집과 가족을 두고 떠나와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우울병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우와의 가족 같은 대화와 잦은 면담으로 

같이 극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케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내 집보다 넓은 환경에서 휠체어를 타고 

편안히 보행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평가하며 

직원들이 친절하여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맡길 수 없는 신체의 

일부를 맡겨도 부끄럽지 않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바로 알아봐 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순화
수간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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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참노인전문병원
중풍 재활 노인성질환을 선도하는



환자를 위한

병원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노인요양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은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풍,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 노인성만성질환, 혈액투석, 암요양 등 장기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재활, 사회복귀 및 평안한 노후를 

위한 병원입니다. 또한 233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한방과 등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되어 뇌졸중 등

뇌손상 재활치료와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의 재활 및 인지치료, 

수술 후 회복기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33병상 모두 자동 

전동 침대를 비치하여 환자분들의 편리함에 한층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북악산 자리에 위치한 병원으로 공기가 좋고 대학병원들이

가까이 있어 응급 상황 시 전원이나 외래치료가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식과 편안함을 주는 환자 중심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안정까지 생각하는 병원입니다.

성북참노인전문병원 주요포인트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1등급 | 2012년 1등급

성북참노인전문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길 71
02-912-2114
www.seongbukchamhospital.co.kr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13대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76,973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특수진료가능분야 혈액투석

병원이름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

병원과의 거리 20분 (차량 이동 시)

중풍 재활 노인성질환을 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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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각 분야별 전문 치료사들이 

환자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1:1 치료를 통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환우들의 최대 기능 회복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고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 상담과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미용봉사, 병원 미화 등) 환자를 위한 특별 문화행사 개최

(음악회-매주 금요일 정오 및 토요일) 효잔치(5월), 여름 음악회(8월), 

민속잔치(9월), 송년의 밤(12월) 등 생일 축하 파티(매월 1회) 및 

퇴원 환자 사후 관리와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상급병상
21개

212개

12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245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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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환자와 보호자의 힐링을 생각하는

차별화된 편의시설 마련

편리한 교통, 북악산의 아름다운 전망을

느낄 수 있는 주변환경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은 전 병동온돌바닥으로 이루어진 233병상을 

갖춘 재활전문병원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카페테리아 시설, 

개인 스파시설, 녹주 맥반석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그레이스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유의 정원이 마련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힐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원 바로 앞에서 하차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북악스카이웨이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전망이 북악산의 맑은 숨소리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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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의 병실은 전면의 큰 창을 통해 북악산의 자연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며 병실이 온돌바닥으로 되어 있어 환자분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과 각종 장애물로 인한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외부에서 묻혀서 올 수 있는 오염을

차단하여 감염예방에도 효과적인 환경을 유지합니다. 전 병실 모두 자동 전동침대로 이루어져 환자분들이 자세를 원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환자 간병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을 받은 간병인에 의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실

 24시간 환자 케어 서비스 제공

일반병실

상급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비용(월)

별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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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질환에 따른 다양한 치료식을 제공하며, 연하곤란 정도 

및 치아 상태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끼니별 제철 과일, 유제품, 단호박찜, 고구마, 구운 계란 등을 준비

하여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저조한 환자들이 식후에 드실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효소를 자체 

제조하여 조리 시 사용하거나 주스로 제공하여 환자분들의 기력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부제 및

조미료가 많은 가공식품보다는 병원 내에서 직접 만든 식품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며 장기입원 중인 환자분들을 위해 매일

다른 잡곡밥과 다채로운 죽(녹두죽, 흑임자죽, 야채죽, 전복죽, 홍합죽, 

닭죽, 단호박죽) 등을 제공함으로써, 식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환에 따른 다양한 치료식과 연하곤란 정도 및 치아상태 정도에 따른 단계별 식사 제공

성북참 님의 하루

환자생활정보

식사

아침운동

점심식사

저녁식사 취침

아침식사

한방치료

재활치료

주치의 회진 재활치료 예배

사회사업 프로그램

7:00 7:30 8:30 9:40 10:30 13:40 15:0012:00 13:00 17:30 2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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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인성질환에 

특화된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를 마친, 

뇌졸중 등 뇌손상 환자의 아급성, 만성기 

재활치료와 수술 후 회복기 재활 및 

아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 치매, 파킨슨 병 

같은 퇴행성 노인성질환의 재활 및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환자 통

증치료, 말기질환의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경우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가 동반된 

환자군이므로 개인, 공동 간병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며, 특히 노인성 질환은 다양한 복합질환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한방과, 치과 

등 다양한 의료진들 사이의 협조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노인환자분들은 한가지 질병만 가지고 

있지 않고, 최소3-6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치아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노인성질환에 가장 많은 

전문과목(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배치하였으며 한의학과 

한방전문의를 함께 배치하고 협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분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노인의 특성에 맞추어 치료 계획, 영양공급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약제를 선별하여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사 또한 맛있게 많이 드시는 것

이 병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의 특성에 

맞게 식사 메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무는 것 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좋은 병원시설 및 진료, 간호, 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충분한 전문인력과 개인별 

또는 소수 환자를 간병하도록 한 간병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환자 및 보호

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로 가족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까지 케어함으로써 의학적 치료와 만족을 

함께 제공하는 병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북참병원은 북악산 자락에 있어서 도심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어르신들께 4계절 내내 선사할 수 있습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 및 보호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과, 

다양하고 다른 환자분들 각각의 반응, 

성향 등을 파악하여 케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환자분들

과의 맞춤형 케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환자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 및 보호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상담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성북참노인전문병원은 도시 안에서도 

자연 속에 있는 지리적인 환경의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방문

하는 보호자들도 병원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있음에 만족해 하며 치유를 느끼곤 

합니다. 또한 병원 내 좋은 시설과 모든 

직원들의 친절함을 칭찬하시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영화나 노래교실,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이혜정
수간호사

김선태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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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요양병원
환자에게 제 2의 삶을 선물하는



전문재활 및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병원

2인실, 4인실, 6인실로 
구성된  최적의 병실

전주에 위치하고 있는 늘푸른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한방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활치료를 통해 많은 환우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진료, 업무의 전산화(EMR)방식, 의사 1등급, 

간호인력 1등급, 2016년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 2014년 9월

인증지정병원으로써 믿을 수 있으며,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고려병원, 대자인병원 등과 협진진료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및 우수학생 선발 장학사업, 결손 가족 

돕기, 조손 가족 돕기, 독거노인 돕기 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과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 독일 등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푸른요양병원 주요포인트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 | 2013년 4등급 | 2012년 4등급

늘푸른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7길 33 (우아동2가)
063-247-0301
evergreensilverhospital.co.kr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환자에게 제 2의 삶을 선물하는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공동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73,554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전북대학병원

병원과의 거리 5분 (차량 이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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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개
일반병상

12개

집중
치료병상

주요 프로그램

가정 복귀를 위한 전문재활 프로그램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활전문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모든 환자는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하며 가정으로의 복귀를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종이 접기, 색칠하기, 골판지 만들기, 미용봉사, 노래봉사 등 

스케줄에 따라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신축 중

손잡이

252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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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도심 속 산책로가 있는 병원친환경 한지 도배와 

편백나무를 사용한 쾌적한 시설

전문재활, 물리치료, 

방사선실 등의 다양한 시설

본 병원은 친환경적인 한지로 

도배를 하였으며 복도 병실에는 

편백나무로 구성되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수월하며 주변에 하천 산책로가 

있어 거동이 가능한 환자 또는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보호자와 같이 산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50m 안에 식당 및 

카페가 있습니다.

전문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사회복지실, 영양실, 약제실, 

탕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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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비용(월)

본인부담금+간병비+소모품 등(약 800,000원)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친환경 자재로 2인실, 4인실, 6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병실 내에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상 간 이격 거리는 1m 이상으로 

쾌적한 병실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실

친환경 자재의 넓고 쾌적한 병실

일반병실

일반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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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점심식사오전 재활치료

저녁식사 취침라운딩 진료 및 재활치료 시작 오후 재활치료

7:00 9:00 10:00 12:00 14:30 17:00 21: 00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식단 구성

늘푸른 님의 하루

환자생활정보

식사

환자 개개인 상태에 따라 고단백 식사, 경관유동식, 관급식, 당뇨식 등 매일 영양사가 직접 환자 상태를 확인하여 식단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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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환자의 독립을 

지지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본인들의 증상을 더욱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진단 및 치료 

방침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단기간의 치료효과에 연연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 속에서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생활습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우리병원만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젊은 환자들과 다르게 노인환자들은 

증상 호소를 직접적으로 하시지 못합니다.

식사량이 감소했는지, 잠을 잘 잤는지, 

체위 변경 시 얼굴을 많이 찡그리는지, 

소변의 색깔 횟수는 괜찮은지, 소변볼 때 

표정은 어떠한지 등 세밀한 관찰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간의 

설사, 발열, 구토에도 심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 작은 

변화라도 지나치지 말고 확인 또 확인을 

통한 진료를 해야 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요양병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장 중요

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매월 1회 이상 

담당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의 

콘퍼런스를 통해 환자의 질병과 침범 범위, 

호전 가능성, 호전 상황에 대해 토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인적 능력 향상과 함께 전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통해 다시 집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노령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예전처럼 

회복하지는 못할지라도, 지속적인 치료와 

훈련을 통해 스스로 보행 및 식사를 하고, 

용변을 조절할 수 있는 등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존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요양병원의 

가치입니다.

권태건
재활의학과

환자와 

교감하는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도심에 위치해 있어 보호자들의 방문과 

접근이 용이합니다. 재활치료가 가능하여 

와상환자들의 일상생활 능력이 좋아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직원들 간의 화합이 

잘되어 일하기가 편안합니다. 요양원이

바로 옆에 있어,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을 받은 후에 요양원으로 전원이 

 용이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와의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충실한 기본 간호(체위

변경, 병실 환기, 온도, 습도 조절 등) 및 환자들

의 섭취와 배설이 용이한지에 대해 관찰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환자들이 말씀하시길 “가족같이 편안하게 

대해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침상에 누워만 있다가 재활치료를 받으니 

좋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지속적

으로 진료 및 상태를 돌봐줘서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정영실
수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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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연세요양병원
쉼과 회복이 있는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주요포인트

적정성평가: 2015년 2등급 | 2013년 2등급 | 2012년 1등급

수동연세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01-88 (수동면)
031-594-8007
www.sudong.co.kr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개인 단독건물 -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58,640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암, 노인요양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마석원병원

병원과의 거리 15분 (차량 이동 시)

쉼과 회복이 있는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은 통합의학적 접근으로 영성과 육신의 정서를 

치료하는 전인치유 공동체이며 치료효과가 뛰어난 편백나무 집단

서식지인 축령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잣나무로 

둘러싸인 병원의 좋은 공기와 지하 150m 청정 암반수, 그리고 정성 

어린 식사와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평 

부지의 넓은 병원시설과 요양원, 영적 요양을 담당할 수동기도원, 

남양주시 복지회관, 수려한 삼림 욕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스타힐리조트(구 천마산스키장), 축령산 자연휴양림, 몽골관광촌, 

수동계곡이 위치하여 레저 및 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본 원이 위치

하고 있는 남양주시 수동면은 예로부터 물이 좋아서 수(水)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울창한 산과 깨끗한 공기가 탄성을 자아내는 

곳으로 청정자연환경을 갖추면서도 지하철 마석역에서 셔틀버스, 

시내버스, 택시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청정자연환경 저렴한 입원비용베테랑 의료진과 

친절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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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개
일반병상

2개

물리
치료병상

주요 프로그램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 가능

대표적인 치료프로그램은 암특수치료와 고주파온열암치료가

있습니다. 이 외에 왕뜸, 부황, 침술 등의 한방요법과 주열요법, 

발반사요법, 아로마테라피, 면역영양치료, 호르몬 및 

세포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웃음치료, 미술, 댄스, 체조, 문학, 음악 등의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유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음의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301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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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기도원, 복지회관, 삼림욕장 

등의 다양한 주변시설

한적하고 평안한 휴식을 

취하기 적합한 병원환경

자연 그대로의 삶이 

가능한 주변환경

대중교통과 자가용 모두 

접근하기 쉬운 우수 입지

수동면에서 가장 큰 10층 

건물로써 시니어타운과 같은 

건물 설계를 통해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합니다. 구운천(川)을 사이

로 두고 국도와 떨어져 있어서 

한적하고 평안한 휴식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5만 5천 평 부지에 넓은 병원시

설과 요양원, 영적 요양을 담당

할 수동기도원, 남양주시 복지회

관, 수려한 삼림욕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스타힐

리조트(구 천마산스키장), 

축령산 자연휴양림, 몽골관광촌,

수동계곡이 위치하는 등 레저 및 

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지하철 마석역에서 셔틀버스, 

시내버스, 택시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

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건물을 감싸는 뒷산은 

맑은 공기와 등산로를 제공하며,

병원 앞으로는 구운천(川)을 

따라 3km가량 산책로가 있고,

뒤쪽으로는 산을 따라 

1시간 ~ 3시간 등산로코스가 

있어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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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실마다 넉넉한 여유 공간과 함께 탁 트인 전망과 뒷산의 맑은 공기가 병실로 직접 내려와 답답하지 않고 내 집과 같은 온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시설 기준인 1인 6.3제곱 미터를 훨씬 웃돌게 배치하여, 개인 사용 공간이 넉넉하며, 저렴한 입원비용은 수동연세

병원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병실

개인 사용공간이 넉넉한 훌륭한 전망의 넓은 병실과 저렴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비용(월)

60~70만원

병실형태

4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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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의 영양사가 매일 신선한 재료와 양질의 단백질을 

사용하여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합니다. 고기와 채소, 생선류 

등 일상에서 먹는 식재료를 골고루 사용하여 풍부한 영양의 

식사를 최저비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 비용 최고 품질의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식사

정해진 스케줄 없음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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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환자들에게 

관심과 정성을 

쏟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경험이 많은 베테랑 전문의들이 포진되어 환우들

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브란스, 한림대병원 등의 

대형병원의 병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직접 

진료를 하니, 환자 또한 믿음을 갖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암환우들 개개인의 증상과 호전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환자들의 내면과 외면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생활패턴과 추후 진료계획을 안내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병원이 경기동부권역에서 최초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에서 의료의 질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

으로써, 그 안에는 저희의 노력이 모두 담겨있습

니다. 오진이나 사고가 없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하겠지만, 그 흔한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 간호인력들은 사소한 것까지 모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친절이라는 작은 행동으로 관심과 정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 모든 것

이 치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안섭 
병원장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유한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직원과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환우들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조금 더 잘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반면, 

환우분들도 이곳이 좋고 편안해서 그런지 

의료진들에게 매우 협조적입니다. 그러니 

원내 분위기는 1년 365일 싱글벙글합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간호적 처치를 완벽하게 하면서, 

환우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긍정적인 마인드

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입원생활을 하다 보면 환우분들이 

스스로 빛이 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에너지

를 모든 환우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보조해 

드릴뿐입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환우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많이 노력하고, 

친절한 병원 같습니다”, “시설 면이든 밥이든

작은 것이던, 환우들 편하라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시골에 있는 병원 같아도 일단 

들어서면 깨끗하고 호텔 같더군요”, “저렴하고

맛있는 식사로 삼시 세끼 영양 보충하고, 365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김명숙
간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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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참요양병원
환자 중심을 실천하는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서초참요양병원 주요포인트

서초참요양병원은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 

노인성만성질환,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 암요양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재활, 사회복귀 및 평안한 노후를 위해 

2016년 3월 개원하였습니다. 참예원의료재단의 정신을 계승한 

서초참요양병원은 환자를 생각하는 진정한 의료인의 마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의료법인으로써,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병원은 따뜻함과 섬김의 철학을 

고객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으며, ‘따뜻한 

병원’이라는 고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많은 환우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초참요양병원의 전 직원들은 환자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최고의 환자 중심 병원이 되도록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참요양병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54
02-6081-2114
www.seochochamhospital.co.kr

의료장비

병원요약정보

CT

유방촬영장치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1대

MRI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콘빔 CT 1대

주요진료분야

의료협력병원
(혹은 센터)

설립구분

의료법인 단독건물 개인

간병형태진료비 단독건물여부

92,195원

입원 1일당
진료비

대표진료분야 재활, 인지, 암

특수진료가능분야 -

병원이름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병원과의 거리 10분 (차량 이동 시)

환자 중심을 실천하는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넓은 공간의 병실 및 

고급풍의 인테리어
전 직원의 봉사, 

희생정신 무장

각종 편의시설 

무료제공

의료법인 최초 성실공익법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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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통증,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walk & mat 치료, 로봇 보조 정형용

운동장치(보행치료), 슬링(현수) 재활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복합 특수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연하장애 재활치료, 

인지치료 등의 작업치료 및 실어증 치료, 마비 말 치료, 쎄라복스

(TheraVox) 치료 등의 언어치료가 있습니다.

매일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심리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인지치료, 문학치료, 놀이치료, 비즈공예, 쿠킹클래스, 영화감상,

재능나눔음악회, 가족음악회, 생신잔치, 힐링콘서트, 하늘소리

음악회, 이·미용, 연간 행사 등 1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상수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주변시설

시설목록

주차시설

환자목욕시설

야외•옥외산책로

장애자용 편의시설

구내매점

보호자 휴게실

병원 내 카페테리아

간호사 호출벨

지하철역

병원 근처 식당 혹은 카페

버스정류장

자연환경•병원 근처 공원

환자(침대)전용엘리베이터

비상탈출구

스프링클러

손잡이

상급병상
76개

80개

9개

물리
치료병상

일반병상 165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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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 즐기는 

문화산책

유럽 풍의 

고급스러운 병원 건물

즐거움이 가득한 

환자 전용 편의시설

용이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주변환경

시설소개

병원시설 주변환경 편의시설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서초참

요양병원은 모든 바닥 및 벽 

자재를 고급 대리석과 이탈리아 

풍의 조명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중앙 건물과 넓은 

통유리로 설계된 건물 전층에는

하루 종일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10층에는 예배와 음악치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10층 

그레이스홀과 환자 및 보호자들이

옥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옥상

정원 및 스카이라운지가 

있습니다.

병원 정문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인근 지하철역으로는 4호선 

선바위역과 신분당선인 양재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인근 

선바위역 주변과 양재시민의 숲

부근으로 음식점 등이 즐비하며

병원 1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 

일층에는 미용실, 월풀 목욕실, 

찜질방 및 탁구와 안마를 

즐길 수 있는 VIP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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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도

온도 쾌적함

소음정도

조명상태

환자목욕시설

화장실

휴게실

치료실

내부시설
위생상태

병실
쾌적도

* 자세한 비용은 1:1상담을 통하여 안내

* 간병비용 제외이며 전 병실 모두 개인간병 운영 중이며 환자의 건강보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용(월)

600~700만원

80~120만원

병실형태

1인실

6인실

서초참요양병원은 환우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함과 안전성, 고급스러운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전체 병상의 절반을 약 13평의 

넓은 환경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각 병실마다 테라스가 있어 환기가 용이하고 고추, 미니토마토 등의 화분도 가꿀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병실 발코니가 구비되어있으며 전 병실 침상은 전동침대, 개인 수납장과 금고가 지급됩니다.

병실

환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아파트 형 병실

일반병실

상급병실

본인부담금 내부시설 실사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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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동원(食藥同源)' 의 정신으로 환우들에게 건강과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위생적인 전통음식을 계절별 다양한 맞춤 식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식사 처방을 직접 지시하여 각각의 환자에게 최상의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양상태 개선의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한 32가지의 식사 제공

서초참 님의 하루

활력증후 체크

점심식사

저녁식사 취침

오전 재활치료

오후 재활치료

옥상 산책

프로그램 참석

뷰티센터 이용(이발)

아침식사 로비 산책
(매주 수, 예배)

혈당 체크

7:30 8:00 9:00 12:0011:00 14:00 15:00 16:00 17:30 19:00 20:00 21:30

환자생활정보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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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병원

본 병원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서초참요양병원은 오랜 기간 참예원의료재

단의 노인요양병원 운영 노하우를 바탕

으로 참신함과 오랜 경험의 숙련도가 함께 

잘 조화된 병원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분

께 집과 같은 편암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전 병실 테라스 구성, 온돌난방시스템, 가정

용 커튼, 병실별 화단 제공, 치유정원 등 

여러 부분에서 환자분들의 정서적 안정감

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력 있고 유능한 의료진구성, 최신재활

치료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환자에 대한 존엄감을 바탕으로 환자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전인적인 

치료에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을 처음 만나게 

되면 ‘이분이 30~50세 일 때는 어떤 모습

이셨을지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연

세가 드셔서 노쇠하셨지만, 이분들 또한 

30~50세 때에 얼마나 역동적이고 정열적

으로 인생을 만들고 가족을 이끌어 왔을까 

생각합니다. 모두들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셨던 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젊으셨을 때 받으셨던 

사회적 존엄을 그대로 드리려 노력합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부서 간 단합행사, 

환자체험행사 등을 통해 보다 더 환자 

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와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우수한 의료서비스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본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노쇠하고 병든 환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엄 받아야 할 대상

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초참요양병원의 전 직원은 환자분들이 

존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문주
병원장 / 
내과(혈액종양내과)

환자가 

주인공인 병원

간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서초참요양병원은 인생의 말미에 계신 

노인환자분들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이 머무는 

요양병원입니다.

평소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노인환자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삶의 질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게 신체기능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공감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환자분들이 말하는 본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서초참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 최고의 요양병원에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환자분들은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환자 가족분

들의 방문도 잦으며, 방문하신 환자 가족분

들마다 집처럼 따뜻함이 느껴지는 고품격 

요양병원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김선숙
간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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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 금천수요양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00 
지하1층,4~9층 (독산동)

02-838-5558
geumcheon.koreasu.
com

노원스마트요양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61 3층, 4층 
(상계동, 대감프라자)

02-949-3000 nwsmt.co.kr

동부센트럴요양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8길 8 
(암사동, 동부센트럴요양병원)

02-441-0011 dbcentral.co.kr

드림요양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11 B3-6층
(가락동, 청석빌딩)

02-430-1122 dreamhos.kr

로하스동서울요양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4-194 4,5층 
(신내동, 신아타운)

02-577-9696 lohas-seoul.com

목동연세요양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89 3~4층 (신정동) 02-2601-0052 mokdongysh.com

서울대효요양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가길 33-33 (내발산동) 02-2663-1114 seouldh.co.kr

서울은빛요양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사길 9 (양평동5가) 02-2634-7000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서초참요양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54 
(우면동, 서초참병원)

02-6081-2114
seochochamhospital.
co.kr

의료법인미소들의료재단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나길 88-41 
(개봉동, 미소들병원)

02-3666-1114 misodle.co.kr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성북참노인전문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길 71 (정릉동) 02-912-2114
seongbukchamhospital.
co.kr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송파참노인전문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64 B2~7층 
(오금동, 송파참병원)

02-409-2114 chamhospital.co.kr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0
(세곡동,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02-6053-2114
gangnamguhospital.
kr

참요양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82 (화곡동) 02-2605-2114
gangseochamhospital.
co.kr

포근한요양병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6 
(미아동, 포근한노인전문병원)

02-986-9988 poghospi.com

하나효요양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49 4~9층 (구산동) 02-356-7007 hanahyo.co.kr

한걸음요양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16 504, 505, 601~605, 
701~705호 (상봉동, 이지펠리스빌딩)

02-493-9700 goodstep.co.kr

햇살요양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52 
(장안동, 화성빌딩, 지하1,지상4~10층)

02-2244-5533 hatsalhosp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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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림요양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59-1 (답십리동) 02-962-1123 j-1.kr

효성요양병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04
(미아동, 효성요양병원)

02-988-1991        hshospi.com

경기 가은병원
경기도 부천시 마니로24번길 43-17
(송내동, 가은병원A동)

032-667-0114 gaeunhospital.com

경기도노인전문
남양주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172번길 50 031-590-5000 gngh.or.kr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85 031-500-7100 gshospital.com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상하동, 용인정신병원)

031-288-0400 silvernet.or.kr

부천고려수재활병원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4 (심곡동) 032-347-2300 koreasu.co.kr

고양힐링스요양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67번길 2 (토당동) 031-979-2119     healings.co.kr

로하스광명요양병원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25 (철산동, 청덕빌딩) 02-2619-0075 lohas-gm.com

보바스기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금곡동, 보바스기념병원)

1877-5661 bobath.co.kr

서울대효요양병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518 7,8,9,10층
(소하동, 대교빌딩)

02-899-9114        seouldh.co.kr

서울라이즈요양병원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37 6~10층 
(수택동, 동진스카이빌딩)

031-564-1991 seoulrise.co.kr

청천의료재단 안성성모병원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169 (당왕동) 031-671-7000 stjoseph.co.kr

수동연세요양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01-88 (수동면) 031-594-8007 sudong.co.kr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 (사동) 031-8040-5114 bumomam.or.kr

안산조은재활요양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80 
(고잔동,부원프라자 201호, 207호, 301~309호)

031-403-8312 choeuncare.co.kr

에덴요양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1782번길 160 031-590-7575 edenah.com

일산아르고요양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14
(중산동, 일산 조은프라자,  3층,4층일부,6층,7층)

031-976-1844 argoh.co.kr

일산현대요양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6 지하1~2층, 
1~3층 (풍동)

031-922-7575 hyundaisil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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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림요양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88 
(주엽동, 효림빌딩 201호, 205~6호, 3층, 10층)

031-919-0041 hyorimh.com

효자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874번길 1-30 (상하동)        031-288-0500      hyojahospital.com

인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032-899-4000 rch.or.kr/gyeongin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25 
(구월동, 미추홀요양병원)

032-430-6200 mchhospital.co.kr

의료법인정강의료재단
위드미요양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10층,
11층 (논현동, 칼리오페)

032-438-5800 withme-medi.com

인천제1시립치매요양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2번길  21-1 (심곡동) 032-562-5101      icesh.co.kr

서천재단 은혜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2번길 22 (심곡동) 032-562-5101~7   ehhosp.com

청담재활요양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35 2~5층 (가좌동) 032-546-8255 cdhosp.com

대전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22 042-280-5000 ilovenoin.com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300  (하소동) 042-272-9633
cmisilverdaejeon.
com

대전웰니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77번길 2 (송촌동) 042-712-8500 wellmc.com

대전재활전문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146번길 7-24  (봉명동) 042-717-7575 daejeon-rh.com

의)밝은마음의료재단
유성한가족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동로 43 (봉명동) 042-611-9000 han.or.kr

의료법인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동로 3  (봉명동) 042-824-6900 ymc.kr

의료법인지덕사의료재단
양녕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26 (갈마동) 042-528-0001 양녕요양병원.kr

테크노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7로 31  (용산동) 042-671-5300 tyoyang.com

충북 씨엔씨재활요양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87 043-239-8114 withoutdisability.com

의료법인원광효도마을의료재단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5  (복대동) 043-267-0301      hyodohsp.com

청주아이엠재활요양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40 (모충동) 043-284-0675 imr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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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푸르메요양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위뜸길 25 (태봉동) 041-851-7575 prume.co.kr

금산효사랑요양병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무금로 2145  041-751-2111 gshyosarang.co.kr

백석요양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5길 4 (백석동) 041-555-0400 bsrh.kr

세종프라임요양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길 345-33 041-851-8200 hphosp.co.kr

우리요양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동헌로 15 (석남동) 041-665-1166 jw1166.com

의료법인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계룡산로237번길 38-60 041-730-2800 daejunghospital.com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735 (목천읍) 041-521-1114 cheonangh.co.kr

천안요양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천3길 10 
(구성동, 이라의료재단 천안병원)

041-569-5533 chyoyang.com

광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84-3  (삼거동) 062-949-5250     gcdh.or.kr

서광주청연요양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개금길 61 지하1~4층 
(매월동, 서광주청연요양병원)

062-714-3400
blog.naver.com/
cy7143400

에스웰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182 
(주월동, 에스웰요양병원)

062-602-8000

효인재활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62 (월산동) 062-720-1100 hyo-in.co.kr

전북 늘푸른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7길 33 (우아동2가) 063-247-0301
evergreensilver
hospital.co.kr

벧엘요양병원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왜목로 700 063-230-3000

사회복지법인성바오로

성바오로복지병원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신왕길 65 063-249-3300       spchospital.or.kr

우리노인전문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978 (만성동) 063-210-3600 woorihospital.kr

의료법인원광아리울의료재단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4길 11 (조촌동) 063-450-0700

hyodohosp.com/
Gunsan/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전라북도 남원시 산성길 51-15 (산곡동) 063-630-7777 nwhospital.co.kr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7 (효자동1가) 063-711-1111 jhsar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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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1 061-350-7500 ge.ygmc.co.kr

장성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100 061-395-1170 jsgh.or.kr

즐거운요양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14 (노안면) 061-332-3500 즐거운요양병원.kr

대구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365 (욱수동) 053-812-1212 노인전문병원.kr

대구명성요양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23 (두류동) 053-260-7000 mshp.kr

대현첨단요양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19 (대현동) 053-669-1000 dhsilver.com

의료법인효민의료재단
대구큰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46 (대현동) 053-951-9119 bighospital.co.kr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요양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62 (두류동) 053-620-7300 dggshosp.co.kr

의료법인정목의료재단
한패밀리요양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 (지산동) 053-763-2000 hanfamily.or.kr

이시아요양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6길 16 (지묘동) 053-983-7700 esiacare.com

경북
경상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10  (상방동) 053-819-0700 gssilver.co.kr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신애길 100-10 054-420-7200      silverhp.co.kr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7-1 (부곡동) 054-440-1000 gumihosp.or.kr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90-45  (도남동) 054-530-5300 sjsh.co.kr

시립문경요양병원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 (문경읍) 054-550-7000 mg.dhu.ac.kr

의료법인경진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로 62  (송도동) 054-250-2500 경희요양병원.kr

의료법인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동로 110  (중방동) 053-814-0171 ynsilver.co.kr

의료법인양지의료재단
양지요양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74  (옥산동) 053-815-9100 yjcare.co.kr

의료법인인덕의료재단
경도요양병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원고개길 49 (예천읍) 054-650-7700 kyung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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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인덕의료재단
복주요양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함백이길 154 054-851-5000 bokju.co.kr

의료법인한원의료재단
장성요양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11번길 25-10  (장성동) 054-232-5275

흥해경희요양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15 (흥해읍) 054-260-6000 흥해경희요양병원.kr

부산 세원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46 101동 2층 203호        
(남부민동, 현대타운)

051-250-3000 세원요양병원.kr

연산관자재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128 (연산동) 051-257-9898 kjj9988.co.kr

으뜸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20 (온천동) 051-500-1500 best1500.com

의)은성의료재단
좋은애인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348번길 23 (낙민동) 051-520-7700 aein.or.kr

의료법인동일의료재단
금정나라요양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학송로 143 (부곡동) 051-513-1284 naranetwork.net

의료법인성원의료재단
영도참편한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서로 21 
(동삼동, 영도참편한요양병원)

051-403-9971
ydchampyonhan.
com

의료법인윤재의료재단
금강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32 (온천동) 051-555-5850 kkhospital.co.kr

의료법인강혜의료재단
남천사랑의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56 (남천동) 051-625-1122 insarang.or.kr

의료법인나라의료재단
제일나라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21 (좌천동) 051-646-0505 naranetwork.net

의료법인나라의료재단
중앙나라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9 (중앙동3가) 051-246-0505
bsnara.allthemedi.
com

의료법인백세의료재단
백세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43번길 25 (광안동) 051-753-9595 100sal.co.kr

의료법인성원의료재단
감천참편한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125 (감천동, 우리빌딩) 051-204-9998 champyonhan.com

의료법인영신의료재단
동래유유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64 (온천동) 051-555-7588 yuyusilver.co.kr

의료법인온의료재단
신세계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40 (온천동) 051-554-8811 shinsgh.kr

의료법인윤재의료재단
금정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41 (온천동) 051-581-5757 gjyyhospi.co.kr

의료법인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1 (초량동) 051-466-1004 silvers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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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인당의료재단
부산혜민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24 (범일동) 051-643-8100 hyemin.com

중앙효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65 
(하단동, 호서부산빌딩)

051-208-8601 hyocare.co.kr

울산 이손요양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하방로 39 055-780-1000 esonhosp.co.kr

경남 북면이화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092 (북면) 055-293-3311 bmewha.co.kr

성미카엘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4-11 (사림동) 055-264-6007
saintmichaelhospital.
com

우리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번길 5 (소답동) 055-259-8800 woori-hospital.co.kr

의료법인서원탑의료재단
서원요양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83 2, 3, 4, 5층 (서상동) 055-330-9300 seowonyoyang.co.kr

의료법인수의료재단 
청솔요양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29번길 35 (삼정동) 055-310-1000 청솔요양병원.com

의료법인희연의료재단
희연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 25 
(반지동)

055-270-2500 silver4u.net

창원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652 (덕동동) 055-230-7777
changwonhospital.
co.kr 

한서재활요양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454번길 102-10 
(진영읍)

055-346-1222 hanseo.or.kr

행복한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785 055-259-1111 happy2008.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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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요양병원의 정보를

검색하고 싶다면?

How can you search for a Geriatric
Hospital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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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 

4. 원하는 세부 조건별로 요양병원 검색

2. 좌측 상단 첫 번째 '병원•약국' 카테고리 클릭

3. 첫 번째 '병원•약국찾기' 카테고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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