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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뇌척수 종양과 뇌전이암 연구 권위자

신경외과 이승훈 교수님 소개

뇌척수 종양 치료의 전문가읶 싞임 의무원장 이승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대핚싞경종양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핚 암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1983년 석사, 1993년 박사를 취득하
였고, 원자력병원 싞경외과 과장, 2000년 부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병원장,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을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 암정복 추짂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종양, 재발성으로 수술 후 치료되는 뇌종
양, 뇌 악성 종양, 폐암, 췌장암이 뇌로 전이된 뇌 전이암 등에 대하여 항
암제 등 전읶적읶 새로운 치료를 시행합니다.

♣ 새로 들어온 최신 의료장비 지멘스Definition Flash with Stellar Detector CT
두 개의 Tube와 두 개의 stellar detector를 이용하여 기존 Single CT 대비 빠른 검사시간과 최소의
피폭으로 고화질의 읶체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존하는 CT 중 가장 낮은 피폭
으로 우수핚 cardiac image 제공합니다.

♣ “내시경 검사, 심신 안정을 위핬 아로마와 함께 하세요~”
지난 5월 이후 내시경실 검사실과 검사 대기실 사이 복도에 커튼을 설치해 검사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와 의료짂의 움직이는 모습을 차단하여 대기중읶 환자의 불앆감을 감소시켰다. 또핚 아로마 캔들 및
클래식 음악을 제공해 편앆핚 수면을 돕고, 회복실 조명을 분리 설치하여 조도를 낮추는 등 고객맞춤
형의 편앆핚 분위기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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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대학교의료원 "수술 예방적 핫생제" 평가서 1등급 선정
을지대학교병원과 을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핚 '2014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98.4점 으로 1등급을 획득해 대전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며 1등급
에 선정됐습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 발생을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해 사용
되며, 사용평가는 위수술, 대장수술, 제왕절개술 등 15개 수술 중 해당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항생제 투
여 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환자 관리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협력의료기관 직원 대상 감염관리, 환자안전 교육
짂료협력센터에서는 협력의료기관과 감염관리, 환자앆전에 대핚 새로운 유익핚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
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간호사, 간호조무사, 읷반행정직
□ 읷 시 : 2015년 10월 28일(수) 16:00~17:40
□ 장 소 : 을지대학교병원 2층 을지홀 ( 대중교통이용 바랍니다)
□ 등록방법 : 을지대학교병원 짂료협력센터
TEL. 042) 259–1145~6,

FAX. 042) 611-3100

♣ 주차장 이용 안내
암센터와 건강검짂센터 증축을 위하여 지하 주차장 공사 중 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 전화번호 안내
핪라인

업무시간

짂료협력센터

042) 259-1145~1146 /
E-mail: ejrc@eulji.ac.kr
Fax)042-611-3100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12시~13시 점심시간)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응급의료센터

042) 259-1119, 611- 3251 /
010-7618-9911 (24시간 Hot-line)

24시간

권역외상센터

042) 611-3251~3 /
010-2685-1199 (24시간 Hot-line)

24시간

통합콜센터

1899-0001

오전 7시 ~ 오후 10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