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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제1호 획득

Obtained Healthcare Organization accreditation No. 1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first for a university hospital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골든브랜드' 인증

Selected as a “Golden Brand” in a Korea Brand Power Index (K-BPI) survey conducted

by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Consultants (KMAC)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1위

Ranked first in a 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NBCI)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보건복지부 선정 ‘연구중심병원’ 지정

Designated as a ‘Research-Centered Hospital’ by Kore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메디컬 코리아 2013’ 대통령 표창 수상

Received ‘2013 Medical Korea’ Award by President of Korea

우리나라 의료 역사를 선도해 온

서울대학교병원

Korea’s Very First and Most Prestigious Hospital

서울대학교병원이 걸어온 그 길은 그대로 대한민국 의료의 맥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는 사명감과 리더십으로 오늘을, 그리고 다시 내일을 만듭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hares historical path with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Having been the cor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SNUH continues to 
lead the Korean medicine today.

1885. 04
한국 최초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 개원

Opened Jejungwon,
Korea’s first national hospital

1899. 04
대한제국 국립병원 광제원 개원

Founded Gwangjewon,
the national hospital of the 
Empire of Korea 

1928. 05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개원

Founded the affiliated hospital of the Department of Medicine 
of Gyeongseon Imperial University 

1928. 11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개원

Founded the affiliated hospital of 
Gyeongseon Medical School

1991. 07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현재 의생명연구원) 설치

Established the SNUH Clinical Research Institute 
(currently the SNUH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2014. 06
아랍에미리트 왕립 전문병원 위탁운

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Won the contract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SKSH)

2011. 03
서울대학교암병원 개원   

Opened SNU Cancer Hospital

2014. 09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개원   

Opened SNU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HRD)

1907. 03
대한의원 개원

Opened Daehan Hospital

1946. 08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출범

Established College of Medicine
and the affiliated hospita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5. 10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개원

Opene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Children’s Hospital

1987. 12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병원

(현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수탁 운영

Began commission-based operation of
Seoul Municipal Yeoungdeungpo Hospital
(curren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NU Boramae Medical Center)

2003. 0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개시 

Opened SNU Bundang Hospital

2003. 10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개원  

Opened SNUH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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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07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발족

Establishe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as a Speci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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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자리를 넘어서,
이제 서울대학교병원은
글로벌 의료 허브로 나아갑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moving
from it’s Korean roots to become a world-
recognized medical institution.

● 미국 국립보건원(NIH) 데이터베이스 등록 임상시험 시행 건수 세계 8위(2009년).

Ranked 8th in the world in number of clinical trials registered
with the 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s (NIH) database (2009)

● 완벽한 디지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최첨단 U-hospital의 모델.

Developed cutting-edge U-hospital model with state-of-the-art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 연간 2000여 편의 SCI 논문 발표.

Published more than 2,000 science citation index-grade research papers 
per year

● 세계 여덟 번째‘프라임 사이트’선정 퀸타일즈 그룹과 임상연구 제휴.

Entered into partnership for clinical research with Quintiles, the only
fully-integrated bio-pharmaceutical services company offering clinical,
commercial, consulting, and capital solutions worldwide, following
designation as its eighth “Prime Site”

● 2008년 LA 사무소 개소.

Opened LA office in the USA (2008)

● 국제진료센터 운영(7개 국어 서비스, 15개 국어 웹사이트 서비스).

Operates SNUH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providing services
in seven languages and operating a website in fifteen

●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에 7백억원 규모 병원정보 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Signed a 70 billion KRW worth of contract for exporting hospital 
information system to Saudi Arabia

● 2014년 아랍에미리트 왕립 전문병원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성공.

Won the contract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SKSH)

Offering world-class
medical care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 혜 경 _ 피아니스트

Hai-Kyung Suh _ Concert pianist

설마 내가 암이랴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미국과 한국
의 유명한 병원은 모두 돌아 다녀보았습니다. 결국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선택했
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저에게 불가사의한 기적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저는 유방
암 수술을 받고도 예전과 다름없이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왕성한 활동을 5년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최고의 의술을 넘어선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학문적 기술적 도전을 넘어선 생
명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After finding out that I had breast cancer, I went to every well-known hospital in Korea and 
US with a desperate hope to be healed from the disease. I chose to receive treat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I have to say that I experienced the most amazing 
miracle at SNUH. Even after surgery, I have been continuously maintaining my career as a 
concert pianist for five years. I think SNUH has gone beyond the boundaries to provide the 
best, quality healthcare service. Aside from being dedicated to continuous research, education,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I could see that SNUH had been true and considered it most 
important to showing respect and love to patients.

INTERVIEW 1

박 인 국 _ 유엔대사(2008~2011)

H. E. Mr. In Kook Park _ Ambassador to the UN (2008-11)

90년대 초 워싱턴 D.C.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목 부위의 커다
란 궤양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조지타운 대학병원을 포
함해 워싱턴 D.C.에 있는 병원에서 두 번이나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적절한 치
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근무가 끝났을 때, 조지타운 병원 이비
인후과 과장님께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비인후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치료
는 놀라웠습니다. 덕분에 거의 10년이나 저를 괴롭히던 만성 궤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만난 뛰어난 의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환자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I suffered from a large scale of ulcer on my neck when I served at the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D.C. in the early 90’s. The pain was so horrible that I had a biopsy twice in the 
District, including at the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where I could find no suitable 
treatment.
Upon completion of my mission in D.C., the Chairman of the ENT department of the Hospital 
confidently advised me to contact the ENT of the SNUH. The treatment was amazing, and I 
was finally able to escape from the nearly 10 year-old chronic ulcer. I am thankful to many 
outstanding SNUH doctors that helped me. Similarly, I am proud to have been their patient.

INTERVIEW 2

샘 윤 _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Dr. Sam Yoon _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urger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Harvard Medical School

저는 LA에 계신 어머니를 위암수술을 위하여 미국 내 병원이 아닌 국제적으로 
위암분야에서 우수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방문 
후, 서울대학교병원의 높은 수준의 위암 전문 분야 의사, 간호사, 직원들의 협
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수술 전 영상기기와 최신식 
복강경과 로봇 장비를 구축한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수
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현재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I chose to take my mother living in LA, USA to SNUH to have surgery for her gastric cancer 
because SNUH is well-known internationally for outstanding gastric cancer care. After having 
visited SNUH, I observed the highest level of multidisciplinary gastric cancer management from 
dedicated physicians, nurses, and staff. SNUH also had state-of-the-art preoperative imaging 
and operating rooms with the latest in laparoscopic and robotic equipment. My mother’s surgery 
went extremely well and she remains healthy.

INTERVIEW 3

GLOBAL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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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진료 시스템과

끝없는 연구로 암 정복에 다가서다

Committed to practicing state-of-the-art cancer medicine 
through cutting-edge systems, technologies, and research

외래전문, 선진국형 단기입원 중심의 서울대학교암병원은 ‘One Stop, Total 

Care’를 지향합니다. 당일 진료와 검사 및 판독으로 24시간 내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 SNU Cancer Hospital provides “one-stop, total care”, with an emphasis 
on outpatient treatment and short-term hospitalization. Our patient-
oriented services include establishing treatment plans within twenty-four 
hours after first visit.

서울대학교암병원

SNU Cancer Hospital

변치 않는 신뢰감과 최상의 의료를

모든 시민에게 전하다

Delivering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ouching the 
heart of every citizen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1955년 영등포시립병원으로 출발해 1987년부터 서울

대학교병원이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예산지

원으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istory of Boramae Medical Center began in 1955 with the establishment of 
Seoul Municipal Yeoungdungpo Hospital, which in 1987 commissioned its 
management. With the full financial support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 seek to serve the citizens of Seoul with the latest medical 
technology.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Providing premium lifetime healthcare services by 
top-notch medical teams using cutting-edge medical 
equipments

건강검진 특화센터인 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의 신

뢰도 높은 진단능력과 정밀 의료장비, 평생 의무기록 통합관리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 고객의 평생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The Gangnam Center provides premium health checkup service through 
precision medical equipment, integrated management of patients, and 
accurate diagnoses.

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

SNUH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HOSPITAL NETWORK

어린이를 위한 전문병원, 독자적이고

체계화된 전문 시스템으로 소아질환

치료의 새 길을 열다

Discovering new treatment of children’s diseases as the 
premier pediatric hospital in Korea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은 1985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문병원입니다. 풍

부하고 우수한 의료진, 세계적인 시설과 첨단 전문장비를 갖추고 소아청소년과 외 16

개 진료분과와 소아암,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별 센터를 운영합니다.

Opened in 1985, SNU Children’s Hospital was Korea’s very first pediatric 
hospital. Boasting world-class medical teams and facilities and cutting-
edge equipment, it includes a pediatrics department, sixteen sub-clinics, 
and a variety of diseased-based treatment centers.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SNU Children’s Hospital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풍부한 의료 인프라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Providing optimal services with the latest in digital 
systems and advanced medical infrastructures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술과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세

계적으로 유례없는 디지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첨단 U-hospital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성인 및 노인성 질환 특화병원으로서 올바른 노

인의료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Bundang Hospital is a state-of-the-art U-facility, equipped with 
world-leading electronic medical record In addition, it is the nation’s only 
hospital specializing in adult and geriatric diseases.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NU Bundang Hospital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선도하는
서울대학교병원
네트워크

A cutting-edge network 
of facilities,
leading the development 
of medicine in Korea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별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enhancing Korea’s
competiveness in the world of medicine
through constant change and innovation.

진정한 글로벌 리딩 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Growing into a Global-leading Medic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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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RESEARCH

세계 의료의 차세대 주인공을
키워가는 의학교육의 메카

A mecca for healthcare education,
fostering the future leaders of world medicine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보건 의료인 교육 지원

해외 연수·학회 의료진 상황

(Number of participants in overseas training and conferences)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Supporting the training of physicians and specialists through differentiated
educational programs

해외연수   Overseas training 84

     해외연수   Overseas training 101

         해외연수   Overseas training 112

             해외연수   Overseas training 125

                  해외연수   Overseas training 131

해외학회 Overseas conferences 736

           해외학회 Overseas conferences 771

                                                 해외학회 Overseas conferences 1,097

                                                                       해외학회 Overseas conferences 1,248

                                                                             해외학회 Overseas conferences 1,68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SCI 논문 실적

Number of SCI-grade papers published by SNU college of Medicine & SNUH

서울대학교병원은 미래의 히포크라테스의 꿈을 키워

가는 의료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SNUH is committed to the training and growth 
of medical students, who will be healthcare 
leaders of the future.

서울대학교병원은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체

계를 구축하고 미래의 첨단 의학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NUH is developing cutting-edge medical 
technologies and efficient and well-organized 
research systems.

미래 의학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끝없는 연구와 도전

Carrying out state-of-the-art R&D activities
to create new paradigms for the future of medicine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병원으로

Evolving into a top world-class, research-oriented medical institution

SCI 논문 실적

2,500

1,500

5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126
1,419 1,472

1,807 1,948
2,205

2,416



우수한 의료진,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SNUH 월드클래스센터 인증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Enhancing our global competitiveness with world-class physicians,
unparalleled service, and the “SNUH World Class Center” certif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ARTIE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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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를 개척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

탁월한 진료로 대한민국 진료의 표준 제시

Offering Koreans gold-standard medical treatments and services
Leading the growth of medicine and healthcare in Korea

병상현황 Hospital Beds 2013. 12

구분

Category

서울대학교병원  SNUH

본원

SNUH
Main

어린이병원

Children's
Hospital

암병원

Cancer
Hospital

소계

Sub
Total

보라매병원

SMG-SNUH
Boramae

분당병원

SNUH
Bundang

강남센터

Gangnam
Center

계

Total

일반병상  General Beds 1,297 245 66 1,608 725 986 - 3,319

특수병상   Special Care Beds 30 6 4 40 13 22 - 53

중환자실  I.C.U. 82 20 - 102 34 58 - 194

신생아중환자실  N.I.C.U. - 42 - 42 14 35 - 91

계   Total 1,409 313 70 1,792 786 1,101 3,657

※ 특수병상 : 무균치료실, 격리치료실, 방사선옥소치료실

Special Care Units: Aseptic Care Units, Isolation Units, Radioactive Iodine Therapy Units

수술 및 검사 실적현황 Surgery and Examination Cases 2013. 12

구분

Category

서울대학교병원  SNUH

본원

SNUH
Main

어린이병원

Children's
Hospital

암병원

Cancer
Hospital

소계

Sub
Total

보라매병원

SMG-SNUH
Boramae

분당병원

SNUH
Bundang

강남센터

Gangnam
Center

계

Total

수술   Surgery 44,673 10,379 - 55,052 18,829 32,556 195 106,632

영상의학 검사   Radiology 1,215,456 196,935 161,058 1,573,449 703,412 866,143 148,856 3,291,860

방사선 치료 Radiation Therapy 93,209 1,173 - 94,382 11,692 37,239 - 143,313

환자수 현황 Number of Patients 2013. 12

구분

Category

서울대학교병원  SNUH

본원

SNUH
Main

어린이병원

Children's
Hospital

암병원

Cancer
Hospital

소계

Sub
Total

보라매병원

SMG-SNUH
Boramae

분당병원

SNUH
Bundang

강남센터

Gangnam
Center

계

Total

외래환자  Outpatients 1,405,578 312,909 449,568 2,168,055 814,072 1,217,482 44,756 4,244,365

입원환자  Inpatients 474,595 107,805 46,227 628,627 260,168 358,265 - 1,247,060

인원 현황 Number of Employees 2013. 12

구분

Category

본원(어린이병원, 암병원, 포함)

SNUH Main
(Incl, Children’s, Cancer Hospital)

보라매병원

SMG-SNUH
Boramae

분당병원

SNUH
Bundang

강남센터

Gangnam
Center

계

Total

의사직  Doctor 1,337 345 696 52 2,430

간호직   Nurses 1,801 710 1,266 99 3,876

약무직  Pharmacists 97 31 55 1 184

보건직  Medical Techicians 589 158 285 59 1091

기타  Others 2,124 377 135 28 2,664

계   Total 5,948 1,621 2,437 239 10,245

※ 비정규직(촉탁,단시간)포함

Including part-time and short-term contract work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