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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꼭! 진료의뢰서로 환자의뢰 부탁드립니다.
▣ 을지대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 ‘첫 삽’
2월 17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사업현장에서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을 위
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 공사는 반환 미군기지에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첫 사례
로, 캠퍼스는 2019년 11월, 부속병원은 2020년 10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박준영 회장은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는 „백세도시‟를 표방하는 의정부시와 동반자가 되어 지역 보건의
료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100세를 설계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기공식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와 부속병원 조감도

▣ 제 10대 이승훈 을지대학교의료원장 취임
2월 28일 을지대학교병원 3층 범석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승훈 을지대학교의료원장은 국내 뇌척수 종양, 뇌전이암 권위자인 이 의료원장
은 198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
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습니다. 이후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과 연구 소장을 거쳤고
보건복지부 암정복 추진 기획단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 심의위원장, 대한
신경종양학회 회장, 대한 암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신임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규모뿐만 아니라 의료 질적인 부분에서도 지
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경쟁력 있는 을지대학교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습니다.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을지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지표인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환자 비율에서 평균점수를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 협력의료기관 원장 초청(가족 포함) 휴일 검진 4월 9일(일) 시행 예정입니다.
검진종류로는 기본검진, 정밀검진, 프리미엄검진, 남성암 ▪ 여성암 특화검진, 심혈관 ▪ 뇌혈관 특화검진 등
이 있습니다.
확장 이전한 건강증진센터에서 고품격 서비스로 진행 예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감 될수있습니다)
진료협력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042-259-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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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료기관 대상 감염· 안전교육 안내
진료협력센터에서는 협력의료기관과 감염관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수액 요법 및 내시경실
감염,안전관리” 교육을 실시 합니다.
□ 대 상 : 간호사, 간호조무사
□ 일 시 : 2017년 03월 30일(목) 15:30~17:20
□ 장 소 : 을지대학교병원 2층 을지홀
참가 신청 여부를 전화, 팩스, e-mail 이용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교수 및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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