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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 1등급 획득

강북삼성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의료질 평가'에서 전 영역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의료질 평가는 전국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
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료질 평가는 6개 영역, 53개 지표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본원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고 등급
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분비내과 이 은 정 교수 / 기획실 부실장
대한내분비학회 국제학술대회 남곡학술상 수상

내분비내과 이은정 교수는 지난 10월 28-3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내분비학회 국제학술대회 SICEM'에서 "Influence of obesity, metabolic health on vascular
health"란 연구로 남곡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남곡학술상은 대한내분비학회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서 평생 연구업
적 및 학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에게 수여합니다.
이은정 교수는 2013년부터 국제학술지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의 부편집장을 역임하여 학술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
며, 200편 이상의 SCIE논문을 게재한 업적을 높이 평가 받아 올해의 남
곡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진료과 이야기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비만대사수술 인증의
외과 정 경 욱 교수

비만대사수술은 위장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바꾸어 체중감소를 유도
하는 수술이기에 수술의 난이도가 높고, 수술 후 변화된 구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술기에 익숙하고 수술 합병증에 잘 대처
하는 전문가가 집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비만대사외과학회는 비만
대사수술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여, 전문 지식과 수술 경험이
풍부한 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인증의'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은 비만대사수술 인증의인 외과 정경욱 교수를
중심으로 병적비만과 비만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를 위한
비만대사수술 다학제 협진팀(외과,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정
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양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협력을 토대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협력센터 소식

2021년 초 강북삼성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코로나19로 교육 행사가 어려워진 상황에 협력 병의원

선생님들과 활발한 의학적 교류를 위하여 다학제 cancer 웹 심포지엄 11회, 당뇨혈관센터 인공
췌장 웹 심포지엄 1회, 근골격질환센터와 2회 웹 심포지엄을 계획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벌써 마지막 2개의 심포지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방 · 갑상선 암센터, 근골격질환센터와 함께하는 12월 웹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방 · 갑상선 암센터 웹 심포지엄

일시 :  2021년 12월 11일 (토) 13:50~16:00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평점 2점

바로가기

근골격질환센터 웹 심포지엄

일시 : 2021년 12월 14일 (화) 12:55~14:00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평점 1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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