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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베데스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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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병원 10주년

I

연혁

History
베데스다(Bethesda)는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연못으로 외면받고 가난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병원에 오는 모든 분의 병이 완치되도록 노력하는 병원의 큰마음을 담고 있다.

2009

2010

2011

2012

예성의료재단 베데스다 삼성병원으로 의료기관명 변경

2016

인공신장센터 개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

부산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삼양교회 협약

줄기세포임상센터 개소

양산상공회의소, 동아대학교병원 협약

응급실, 종합건강검진센터 확장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 식품의약품 안전청

1사1촌 의료자원봉사, 제1회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실시

베데스다병원 의료기관명 변경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협약

대한노인회 양산지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산지회 협약

2017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최우수) 획득

허가병상 46실 214병상으로 증설

엄홍길휴먼재단병원(네팔 남체병원) 협약, 양산다문화가족센터 협약

몽골 울란바토르 간호대학생 연수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협약, 양산기독교총연합회 협약

식약처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 기관 지정

스포츠손상센터 개소

(희귀난치성병 – 진행성 핵상마비 – 줄기세포연구자 응급임

2018

대한민국의료건강대상 수상

상시험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장

줄기세포 치료센터 개설

네팔 히말라야 해외 의료봉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가동

양산시축구협회, 양산소상공인협회

종합검진센터 리모델링

응급실, 본관 및 별관 외래 확장 및 리모델링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협약

양산시 최초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

201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협약

양산시 최초 인공신장센터 야간진료 실시

2014

214 → 275병상 증설

양산시 표창 –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

정형외과 전문진료 개시(미세수술, 인공관절, 관절내시경)

2015

2019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물금의용소방대(남성, 여성) 협약

복강경수술 개시

수술실 확장 및 공기정화 설비 설치

수술실 확장

환자안전에 관한 Q.I 경진대회 실시

복강경센터 개설

치유의 숲길 조성

최신형 MRI, CT 교체

개원 10주년 100일 대잔치 실시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협약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3

1. 라정찬 이사장 취임
2. VISION 선포식

3. 중앙대학교병원 협약

4. 인제육성장학금 기증

5. 희망나눔 의료봉사

6. 사랑의 의료봉사

7. 본관 리모델링 착공식

1

2

3

4

5

6

7

www.bd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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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협약

2

6

03. 양산시노인회 협약

04. 사랑더하기 김장 나누기행사

05. 제2차 1사 2촌 의료봉사

06. 친절·혁신 마인드 워크숍

1

4

02. 인제대학교병원 협약

3

5

5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1

2

3

4

01. 네팔 히말라야 해외의료봉사
02. 대한민국건강의료대상 수상
04. 개원 10주년 기념 100일대잔치 발대식

03. 양산최초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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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병원 10주년

I

10주년 축하의 글

베데스다병원의
개원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0년!!
다시 예수님과 영원할 베데스다병원
개원 10주년을 축하합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양산은 겉모습뿐 아니라 그 위상도 굉
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것에 베데스다병원이 한몫했다는
것에 양산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전문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실

베데스다병원은
양산을 돌보는 치료의 우물

천이 지난 10년 베데스다병원의 대명사가 아니었나,
평가해 봅니다.
지나간 10년보다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설계하며

베데스다병원은 성경 속에 나오는 치료의 우물처럼

준비하는 베데스다병원의 임직원들이 되시기를 축복

양산과 주변 지역의 수많은 아픈 환자를 위해 지난 10

하며, 베데스다병원 개원 10번째 생일을 다시 한번 축

년간 약 170만 명의 많은 환자를 돌보며 발전을 해왔

하합니다.

습니다. 이제 베데스다병원은 양산 주민들에게는 몸이

삼양교회 담임목사 정연철

아프면 당연히 찾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종합병원
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데스다병원은 미래 의학의 한 축이 될 줄기세
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의 중심 병원이 되기 위해 그동
안 모든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줄기세포치료 중
심 병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더 큰 발전이 있는
건강지킴이 베데스다병원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양산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개원 10주년을 맞은 베

명실 상부한 종합병원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데스다병원 의료진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많은 환자가 찾는 명성 있고 희망을 나누어주는 아름

드립니다.

다운 병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양산시 축구 동호인들에 대한 응급의

베데스다병원 10주년 개원을 진심으로 아울러 축하드립

료지원 및 진료 우대 서비스에 감사드리며 베데스다

니다.

병원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유명철

양산시 축구협회 회장 박치종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초로 설립된 재생의학
중심의 의료법인

베데스다병원은 지난 2010년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생명존중

베데스다

적용으로 난치병 정복에 기여하며, 그에 따른 수익은 연구개발로 환원하면서 더불어

의 가치를 기초로 설립된 재생의학 중심의 의료법인입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난치병 정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과학적 임상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0년을 달려왔습니다.

난치병 정복을 위한 노력
적응증

의약품 명

기간

1

뇌성마비

아스트로스템

2011년

2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

아스트로스템

2012년

3

다계통 위축증(파킨슨)

아스트로스템

2012년

4

진행성 핵상 안근 마비

아스트로스템

2012년-2013년

5

다계통 위축증(파킨슨)

아스트로스템

2014년-2015년

6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

아스트로스템

2015년

7

버거병

바스코스템

2017년-2018년

8

버거병

바스코스템

2017년-2019년

9

다이아몬드 - 블랙판

아스트로스템

2018년

10

다이아몬드 - 블랙판

아스트로스템

2019년, 진행중

11

파킨슨

아스트로스템

2019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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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patient did not have any adverse reactions during intravenous infusion of

52

autologous hAdMSCs or at post-treatment follow-up. Gross motor function and the motor

53

function of the tongue, jaw, and lip, all showed noticeable improvements. In particular, the

54

motor function of the tongue was markedly increased by hAdMSC administration, leading to

55

enhanced articulation skills post-infusion. The patient also showed improvement in the visual

56

motor integration (VMI) and general visual perception (GVP) categories of the K-DTV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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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her acquired learning skills, as assessed by the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58

Childre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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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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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Systemic infusion of autologous hAdMSCs can be effective therap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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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with
autologous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a case report
Soo Won Choi1, Kwon Byong Park2, Sang Kyu Woo3, Sung Keun Kang3 and Jeong Chan Ra3*
Abstract
Introduction: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is a relentlessly progressive neurodegenerative disorder and is clinically
characterized by parkinsonism.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have recently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treating neurological disorders. Therefore, autologous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transplantation can be an alternative method for treating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Case presentation: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rough the Emergency
Use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A 71-year-old Asian man from South Korea with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was treated with five intravenous infusions (each time 2×108 cells) and four intrathecal infusions (each time 5×107 cells)
with autologous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expanded under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onditions. Clinical examinations were performed immediately before treatment and throughout the six months
of follow-up. The tests included: 1)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Rating Scale; 2) Berg Balance Scale; 3) 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4) Modified Barthel Index; 5) grip strength; 6) Box and Block Test; and 7) Nine-Hole Peg Test.
The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Rating Scale results gradually decreased, and the clinical rating scale scores of the
Berg Balance Scale, 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and Modified Barthel Index gradually increased. Grip
strength was maintained. Performance in the Box and Block Test and Nine-Hole Peg Test improved after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treatment compared to baseline throughout the six months of follow-up.
Except for the intermittent mild fever and transient elevated blood pressure, the treatment of our patient with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with autologous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showed no
significant adverse events, and delayed the progression of neurological deficits by achieving functional improvement
in the follow-up period.
Conclusions: These results are encouraging and hopeful for further studies in patients with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using autologous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as a safe and effective therapy. This case
report is the first known study of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safely delaying the progression
of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with functional improvement during the follow-up period.
Keywords: Autologous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Cell therapy,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Intravenous infusions, Intrathecal infusions

* Correspondence: jcra@k-stemcell.com
3
Stem Cell Research Center, K-STEMCELL, 2–305 IT Castle, Gasan-dong,
Geumcheon-gu, Seoul 153-768, Republic of Korea
Full list of author information is available at the end of the article
© 2014 Choi et al.; licensee BioMed Central Lt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r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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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0

th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35만 양산시민의 가족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베데스다병원 10주년 기념 100일 대잔치
종합검진

35 만원 / 50% 할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원무과 문의

임플란트

58 만원 / 42% 할인

심장초음파

10 만원 / 50% 할인

10만원 / 50% 할인

소아청소년
신장예측검사

2 만원 / 70% 할인

오스템

무통 무좀 레이저치료
실손보험 적용 가능

MRI포함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베데스다병원의 10년,

친절·환경·홍보

먼저 지금까지 믿고 찾아주신 양산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의 편
지 보내기를 시작으로 노인정 및 사업장 방문. 그리고 어르신 효(孝) 섬김 경로잔치
를 개최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 ·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전신 온열기 무료체
험과 치매 자가 검사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좀 더 알리고자 대중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

교통수단과 게시를 통한 홍보와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원보도 제작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친절 활성화를 위해 고객, 환자, 직원에게 교육 시행 전과 개선 활동
후 설문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친절
한 병원이 되기 위해 모든 직원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영화 상영과 환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의 설치, 병원의 환경개선을 위해 치유의 숲길에 대나무를 심고 베데스
다병원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으로 탈
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리 베데스다병원은 지난 10년을 발판으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좀 더 성장하
여 믿고 찾아주시는 양산시민들의 ‘가족 주치의ʼ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는 노력하겠
습니다.

베데스다 병원

9

10

베데스다병원 10주년

I

10주년 기념 100일 대잔치

나는 ..
치매 인가요?
치매, 초기증상으로
골든타임 지키세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게다가 대표적인 노인질환이었던 치매는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무엇이고, 왜 걸리며, 예방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경과 전문의 황선재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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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건망증은 어떤 사실을 기억은 하지만 저장된 기억을 불러내는 과정에 장애
가 있어서 주로 발생합니다. 차근차근 생각을 더듬어보면 결국 잊었던 사실을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에서 보이는 기억 장애는 그런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약속했었는데
어디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더라?” 이렇게 되면 건망증이고,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고 하면 치매에 의한 기
억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금방 휴대폰을 어디에다 뒀더라?”
최근 들어 물건을 어딘가에 두고 찾아 헤매는 일이 많아진
A씨는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치매란?
치매란 단순히 기억력에만 문제가 생기는 병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인지 기능의 장애가 동반되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
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망증의 경우에도 약 20%에서 치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혈관성 치매 vs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매는 뇌세포가 죽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전체 치매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현재까지는 알츠하이머병을 완치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증상
완화를 시키는 약은 나와 있어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여러 번에 걸쳐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한 번이라도 뇌의 특정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저하됨으로써 발생하는 병이고, 다른 치매와 달리
적극적인 건강관리(고혈압 조절, 당뇨 조절, 금연, 금주 등)로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치매 증상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지시사항을 따르지 못 하는 일, 같
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되풀이 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
다. 또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감추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고 비난한다거나, 시간개념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
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음식 만들기, 식사하기, 운전 또는
목욕하기 등 일상적인 일들을 하지 못 하는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 치료가 중요
완치 방법이 없고, 나 자신의 모습을 잃게 되는 병이기에 모두에게 두려운 치매. 하지만 치매 또한 예방이 가능한 병
이고,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된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고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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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 통합치료
베데스다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CT, MRI, 초음파 등 최신 의료기술을 통한 진단 후
증상별 수술적·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구인회 병원장,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주상현 과장,
신경과 전문의 황선재 과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성윤정 과장, 신경외과 전문의 김위현 과장

똑같은 통증치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서울에서 받는 시술이나 치료를 양산에서 받으면,
시간과 비용은 절약하고 집 가까운 병원에 내 주치의를 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플 때 도움이 되는 병원의 의사가 내 주치의입니다.”

급·만성
통증
치료개선

01

02

03

04

약물을

기존의 신경 차단술과

수술적 비 수술적 방법

오랫동안 고생한

주사 바늘을

통증유발점 주사,

등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만성통증, 급 만성,

통해 투여

프롤로 테라피

이용하여 기존의 시술,

척추.관절 통증,

수술 후의 통증개선

수술후에도 지속되는
통증, 급 만성 통증 개선

종합병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원스톱 통증 진료

종합병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협진 시스템으로 통증의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오랜 기간 고통받던 만성통증의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급성·만성통증!
전문의와 상의 하세요.
지금 통증이 있다면 어떤 치료를 받을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은 의사에게 주시고 치료만 받으세요.
통증은 기간에 따라 크게 급성통증과 만성통증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급성통증은 스포츠 활동이나 야외활동, 일상생활을 하다가 외상 등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를
말하고, 만성통증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을 말하며 질환에 따라 몇 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성통증
스포츠활동이나 야외활동,
일상생활을 하다 외상 등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만성통증

통증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을
말하며 질환에 따라 몇 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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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염증성 전신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인구의 약 1%에서 관찰되며 매년
많은 사람이 새로 발병하리라 추정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주상현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15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돌보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인구의 약 1%에서 관찰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률도 암에 못지않게 높습

되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새로 발병하리라 추정됩니다. 류마티

니다.

스 관절염은 관절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의 염
증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활막이
존재하는 모든 관절, 즉 움직일 수 있는 거의 모든 관절을 침범
하는 질환으로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성 질환
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연령층은 30대
전후의 여성이지만 남자에게도 발생하고 소아부터 노인에 이르
는 모든 연령층에 발생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은 주로 문진과 진찰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른 많은 종류의 관절염과 비슷하
고, 또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일시적으로 비슷한 증상이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주 이상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며,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검사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보다 전문의에 의한 문진과 진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

찰 소견이 가장 중요한 진단의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혈액 검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사에 아무리 류마티스 인자가 나온다고 해도 임상 증상이 없으

어느 정도 윤곽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류마티스

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의 소인이 있는 사람이 어떤 외부자극을 받으면 인체 내

관절염으로 진단되면 초기부터 꾸준하게 치료하여 관절의 염증

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몸을 비정상적으로 공격하여 염증이 발

을 억제하고 관절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나쁜 균에 방
어 역할을 해야 하는 인체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신체조직을 공
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약물요법으로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치료약과 인체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류마티스 관절염 자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체를 억제하는 치료약들이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좋은 효과만

초기 증상은 주로 손마디가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큼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고, 대개 장기간 사용하게 되므로

자고 일어난 직후에 심하며 보통 1시간 이상 관절을 움직여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 뻣뻣한 증세가 풀리지만, 심한 경우는 하루 종일 지속하기도

특히 관절 치료약은 위를 상하게 한다는 속설 때문에 많은 환자

합니다. 뻣뻣한 증상과 동반하여 손마디가 붓고 통증이 있어서

분들이 치료에 걱정을 많이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

손을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무릎이나 팔꿈치, 발목, 어깨, 발까

위장 장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속설로

지 침범하는 경우도 흔하고 통증이 있는 마디를 만지면 따뜻한

인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

열감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습니다.

관절 마디가 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활막이 붓고, 그 주

보통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스테로이드 제제와 함께 메토트렉

위에 관절 삼출액이라는 물이 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세이트라는 약을 처음 진단 시에 사용하게 되며 메토트렉세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되면 관절의 연골이나 주위 조직이

트가 비교적 효과적인 치료 결과로 관절 증상 등 전신 염증 반

손상되면서 관절 마디가 휘어지거나 굳어져서 마음대로 쓸 수

응을 조절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는 경

없게 되는 장애가 생깁니다.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개발된 자가 면역 치료제인

초기부터 꾸준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초기 증세는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인한 피로감입니다.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정기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

환자들은 관절이 아파서 행동하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와

요하며, 전문의의 정기적인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동시에 전신의 무력감으로 고생합니다.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전문의와 상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심한 관절의 파괴와

피곤해지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많은 류마티스

운동 제한 및 통증이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겠

관절염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병의 심한 정

습니다.

도도 매우 다양하여 병세가 경미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관절의 통증과 변형으로 자신의 몸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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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은
척추디스크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물건은 오래쓰면 닳아 갑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요통은 허리의 퇴행성
질환에서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 중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신경차단술이 있으며, 이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자율 신경계의
정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위현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17

외래에서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 “이때까지 아픈 적이 없었는데 최
근 들어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화와 함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이 발생
한다고 알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인정하기엔 쉽지 않은 모양입니
다. 통증은 우리 몸이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와 같습니다. 자주 아프
다는 것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이고,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징
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통
요통은 허리의 퇴행성 질환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며, 흔한 퇴행성

허리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적

질환으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입니다. 허리디

인 치료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병

스크가 있는 환자는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고 엉치가 아파서 허리

원을 기피하거나 민간요법을 먼저 찾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

를 굽히거나 펼 때 통증이 심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지

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만, 일어나서 움직이면 덜 아프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

사례를 보시곤 더욱 불안해 합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나 척추관 협

고 잘 펴지지 않는다.”고 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관

착증이라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수술이

협착증이 있는 환자는 “엉치가 너무 아프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아닌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보존적 치

편하다. 걸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따가워서 쪼그리고 앉

료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등 다양한 치료가

아서 쉬었다 간다. 세월이 갈수록 안 쉬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진

있습니다.

다.”고 하며 병원을 찾습니다.
허리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될 때는 컴퓨터단층촬영 또는

보존적 치료 방법 신경차단술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한 검사를 통해서 허리뼈 사이 물렁뼈의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자율 신경

퇴행성 변화 정도와 척추신경의 압박 정도, 척추관 또는 척추신경관

계의 정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영상 장치를 보며 통증

의 협착 정도, 병변의 개수와 위치 등을 확인함으로써 치료 계획을

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합니다. 신경

세울 수 있습니다. 검사 후 비록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차단술도 척추신경의 어느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방

향후 척추 건강관리의 근간이 될 수 있기에, 잦은 요통이 있다면 검

법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며, 시술 소요 시간도 달라집니다. 대게,

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자기공명 영상 검사 장치에서의 병소 위치나 신경
압박 정도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경 주위에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허리 통증

약물을 주입해서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기에 신

허리의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만성 통증으로 한번만의 치료

경차단술이라 일컬어집니다. 신경차단술은 일회성 시술은 아니며,

로는 잘 낫지 않으며, 설령 낫는다 하더라도 다시 아픈 경우가 많기

향후 증상이 재발할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질환이란 특성

에 평소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특히, 나쁜 습관이 있을

을 고려할 때 신경차단술은 만성통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율적인 치

경우엔 증상이 더욱 심해지거나 자주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

료 중 하나입니다.

일을 할 경우 바닥에 앉아 허리를 구부린 채하거나, 의자에 엉덩이
를 반쯤 걸친 채 허리를 숙이고 앉는 것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과도
한 체중도 척추, 뼈와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체중을 5kg 감량 하는
게 진통제 보다 더 효능이 있다 얘기할 만큼 과도한 체중은 요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고 허리 주
변 근육의 근력을 강화한다면 만성 요통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통증이 완치되는 날도 언젠가는 올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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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병원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

1. 숙련된 의료진 및 간호인력 (양산 최초 종합병원)
2. 고령 환자들에 동반된 다양한 질환 협진
- 내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피부과 등 협진 가능함
3.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 지양
(타 병원 MRI 2회 촬영 800,000원), 저렴한 진료비
4. 통합 간병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안영진 과장,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원 과장,
정형외과 전문의 구인회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황승일 과장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인공관절 수술

본인부담금할인

EVENT

인공관절이란?
관절염이나 외상, 골종양 등으로 인하여 관절부의 뼈가 파괴되거나 관절 손상을 입어 관절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관절을 절제하고 관절 위와 거기에 적합한 관절 두를 짝지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만들어 관절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물

01

02

03

04

수술 2주 전

수술 하루 전

수술 당일

수술 후 1~5일 (재활 1기)

· 소변검사, X-ray

· 입원

· 척추마취

검사, 간/신장기능

· 일체 금식

· 인공관절 수술

검사, 심전도검사,

· 수술 부위 소독

· 수술 소요시간

· 인공관절 수술시행 이틀 후
첫 상처치료
· 보행기를 이용하여 바로서기 연습

혈압검사,

한쪽 : 약 1시간~1시간 30분

· 다리 구부리기 연습

당뇨 검사 등

양쪽 : 약 2시간~2시간 30분

· 걷기 연습

· 회복실(입원실) 이동

· CPM(수동 관절굴절운동) 시행

05

06

07

08

수술 후 6~14일
(재활 2기)

수술 후 2주

퇴원 후
2주~1개월

퇴원 후
6개월~1년

· 운동요법 시행(주치의 진단에 따른)

· 수술 실밥 제거

· 통원치료

· 하지를 편 상태로 들어 올리는 운동

· 보행기 없이 혼자

· 수술 후 검사 시행

· 무릎 굽히기 운동(근력강화운동)
· CPM(수동 관절굴절운동) 120도 시행

걷기 연습
· 담당의 최종 면담

· 꾸준한 재활운동
(수영, 걷기 등)

염증 검사

· 체중 실어 걷기 운동

X-ray 검사

· 1년경과 후, 염증이나

· 발목 운동

수술 부위 확인, 인공관절

· 목발 및 보행기를 이용한 걷기 운동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 허벅지 근육 운동

검진 실시

본인부담금 할인비용은 원무과에서 상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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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이제
무릎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인공관절은 평균 15년 정도의 사용
연한으로 최근에는 점차
인공관절 재치환술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내 매년
인공관절 재치환술 건도
1만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원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인공 관절 수술의
증가 추세

21

정형외과 영역에서 인공관절이라는 분야가 시작된 지도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인공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병원들의 증가와 더불어 수술 건수도 많아
져 한해 10만 건을 넘어서는 수술 건수를 보이며, 바야흐로 인공 관절 수술의 증가 추세로 들어서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에 접어들고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대변되는 치매, 고혈압 등의 증

증가

가와 더불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질병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꼽히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
피 주원인은 연골의 손상이 시작되어 무릎의 보호 기능상실과 더불어 연골의 소실에 이은 직접적인 골
마모의 진행으로 관절의 변형과 극심한 동통으로 자칫 인생의 안정기가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베데스다병원의

이러한 관절연골의 진행성 손상에 대해 베데스다병원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다듬는 정도의 내시경 수

다양한 수술 노하우

술이 아니라 관절연골의 부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뼈의 모양을 교정하고 아울러 인류의 꿈인 연골
재생에 이르기 위한 여러 시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관절 치환술도 그 목적과 시기에 있어
크기와 기능이 다양한 수술로 나뉘어 있다.
다양한 시도와 치료 경과의 끝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평균 15년
정도의 사용 연한을 예상하며, 한해 10만 건을 넘어서는 인공관절 수술은 어느덧 첫 사용 시기를 넘어
서며, 인공관절 재치환술이라는 두 번째 선택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인공관절
재치환술이란?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인공관절을 오래 써서 닳아 흔들거리거나, 초기수술 후의 염증과 감염관리의 부
재로 원활한 관절 기능을 유지 못하는 경우, 또는 관절의 수반된 통증과 운동범위의 현격한 감소가 지
속될 경우에 선택될 수 있으며, 인공관절술 이후로 주변부의 지속적인 압통, 걸을 때 휘청거림 등의 이
상보행과 휘어지는 양상, 무릎에서의 소리와 더불어 발열 등이 진행될 때는 면밀한 진찰과 확인이 이루
어져야한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또 한번의 큰 선택으로 다시금 재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처음 수술보다 월등히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고, 회복이 더디고, 실제
관절부의 위험성도 기존에 끼워 넣었던 인공관절을 제거한 후 그 주변의 힘줄, 인대 및 뼈의 상태를 고
려하여 보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인공관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도 고난도 기술을 요하
는 수술이다. 또한 재치환술은 재활치료도 까다로우며, 관절의 주변지대를 형성하는 뼈가 약한 상태로
뼈 이식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일차 인공관절 때와 같이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고정기간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관리가 가능한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한 성공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수술
후기

얼마 전 심장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 (한O자)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하던 투여 약물의 영향으로 초기 수술
이후 시원치 못한 보행과 무릎의 지속적인 부기로 2단계 수술 과정을 거쳐 무사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마치
고, 날씨가 시원해지면 그 동안 못 가본 단풍놀이를 가보겠다고 소박한 희망을 말씀하시는 사춘기 소녀 같은 모
습에 이제 무릎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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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건강검진 EVENT
EVENT

35만원
A코스
기본코스 + MRI 1부위
B코스
기본 코스 + CT 1부위,
대장or심장초음파(택1), 갑상선 초음파
or 경동맥 초음파(택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송유준 과장님

C코스(여성특화검사)
기본코스+ CT 1부위,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이승희 과장님

건강검진 기본 코스
검사항목

검사내용

기초검사

문진, 소변/대변검사, 혈압, 신체계측 및 비만도 측정, 시력측정, 청력정밀검사

심혈관계검사

심전도검사

호흡기계검사

폐기능검사, 흉부X-선 촬영

정밀혈액검사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간기능, 신장기능, 고질혈증, 당뇨, 췌장, 통풍, 전해질, 순환기,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AIDS, 류마티스, 갑상선기능, 암표지자검사 (간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 담도암, 전립선암)

소화기계검사

상복부 초음파검사, 위내시경(수면/비수면 중 선택)

구강검사

치과검진

척추검사

요추 X-선 촬영

부인과검사

유방 X-선 촬영,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검사비용

300,000원

검사소요시간

3~4시간 소요

양산시 지정 유일
국가 폐암검진 실시 중

방사선 노출량이 일반 CT의 1/6 수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선 !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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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병원 치과

EVENT

임플란트
58만원
치과 전문의
김준수 과장님

오스템 임플란트 42% 할인가 ▶58만원

베데스다병원 치과는
진료 과장이
모든 진료 과정을 직접 시술

치과 보철 전문의
보철 치료

보존적 치료 Concept으로
치료계획

치과에서는
어떤 치료가 가능한가요?

임플란트 진단 작업 및
기타 장치 직접 제작

상세한 치료계획 및
검진결과 설명

· 치아우식 치료(레진, 인레이, 신경치료)
· 치주치료(스케일링, 치주소파술, 치조제 성형술)
· 일반 발치 및 사랑니 발치
· 임플란트 치료 / 치과 보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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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발달과
성조숙증

우리 아이
키는 얼마나
자랄까?
사춘기는
언제쯤 올까?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원하는 이유가 아이가 아파서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발달이 궁금하여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아이가 보고 듣는 주변 생활 환경이 예전과는 달라서, 부모님들이
보냈던 어린 시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이전의 경험들로 자녀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양필순

성장발달을 평가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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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일찍부터 단체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며, 부모

본원에서는

님들이 키가 작거나 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우리 아이는 나를 닮

"뷰노메드 본에이지"라는

을지 아닐지 궁금증도 생기고, 커서 직업을 갖거나 결혼을 하게 될

인공지능 기반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관리해주고 싶은 부모님도 계
십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바람을 모든 부모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성장발달에 필요한 검사와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재 뼈나이와 최종 키의
예측 정확도를
높고 있습니다.

성장발달이 관련된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유
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은 부모님의 중간키 등을 계산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정
해진 상태이므로 대부분 바꿀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할 요인들은 환경적인 면입니다. 이에는 균형 있는 영양분의 섭취,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 성장호르몬을 충분히 분비시킬 수 있는
수면습관, 만성질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시면 우선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문진을 하여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과거력을 확

성조숙증의 진단과 치료

인하고, 키와 체중 그리고 필요시에는 두위를 포함한 신체 측정을

성조숙증은 가슴의 통증이나 발달, 고환의 크기 증가, 여드름, 머리

하여 또래 100명 중 아이가 위치한 정도를 알기 위해 백분위수를

냄새, 언행의 변화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내원을 하게 되며, 호르몬

산출하고 체질량지수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신체 진찰을 통하여 호

수치 등 여러 가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성조숙

흡기, 소화기, 갑상선을 포함한 내분비계, 골격계 등 성장에 영향을

증으로 진단되면 부모님과 상담을 한 후 GnRH agonist 라는 약제

줄 수 있는 각각의 기관들이 정상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

로 치료를 하게 되며 사춘기의 진행을 잠시 중단시켰다가 적당한

인 영양 상태를 포함한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혈액검사와 소변검

시기에 치료를 중단하면 사춘기가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약

사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이른 사춘기의 증상이 보이면 성조숙증을

은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기적인 검사를 통

진단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시에 성호르몬 검사를 포함시키며 이 경

하여 혹시 나타날 수도 있을 부작용을 관찰하고 호르몬 양을 조절

우 약 한 시간 정도의 검사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손목 X-선

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는 머리에 있는 중추 내분비기관으로부터

사진을 촬영하여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 골격의 성숙은 어떠한지를

시작하므로 너무 일찍 사춘기가 온 경우는 뇌 병변 유무를 확인하

알기 위해 뼈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 위해 뇌와 뇌하수체 MRI 스캔을 해야 하며, 필요시 골반초음파

본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이중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뼈 나이를 측정하며, 최근에는 뷰노메드 본에이지라는 인공지능 엔

부모님은 주로 나중에 아이의 키가 작을 것을 걱정하시지만 그 외

진을 기반으로 다량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현재

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으로 평소 궁금증이

상황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뼈 나이와 최종 성인 키를 예측해 줄

드신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어 상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키도 자라는 시기가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성장은 영아기에 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맞춤

번, 또 청소년기에 한번 급속하게 일어나므로 그때가 되기 전에 미

성장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앞으로 아이의 몸에 일어날 변화에 충

우선 숨어 있던 질병이 발견되면 그 치료가 우선입니다. 과거에는

분히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은 연속적으로 이

주로 성인에서 진단되던 고지혈증, 제2형 당뇨병, 고요산혈증 등도

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므로 정기적인 측정을 통하여 지속해서 관리

종종 진단됩니다. 만약 부족한 영양소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보충

를 하시면 평소에 꿈꾸시는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실 가능성이 높을

이 필요하고 식습관의 개선에 의한 해결책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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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병원 피부과
진료일 : 월요일 9시~19시(연장진료) / 화-목요일 9시~17시

휴진일 : 금, 토요일

EVENT

시술 할인
손·발톱 무통 무좀 치료

10만원

필러시술(주름/코높임)

10만원

I2PL(레이저)

8만원

실리프팅

6만원

피부과 전문의 박기완 부원장님

베데스다병원 피부과는 2018년 1월부터 오픈하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진료 시간에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와 모발에 생기는 모든 질환부터 보톡스와 필러, 실리프팅, 레이저 시술 등 거의 모든 미용 치료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원 피부과는 가톨릭대학병원 외래 교수와 차앤박피부과 등 개원가에서 쌓은 실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미용 치료 비용의 가성비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손발톱 무좀의 새로운
치료법인 통증이 없는 오니코 레이저의 도입으로 약물복용이 어려운 환자분들에게도 치료의 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양산시민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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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ycho Laser
           

오니코 레이저
무통 손·발톱 무좀 치료기

50 %

20만원 10 만원
50 %

20 %

25%

필러시술

I2PL
레이저

실리프팅

20만원

10만원

8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주름 / 코높임

매주 수요일!
피부관리의 날 실시
(입원환자 대상)

닥터쥬크르
마스크팩 증정

28

베데스다병원 10주년

I

10주년 기념 100일 대잔치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과
같은 접촉 피부염 등과 함께 피부과를
찾아오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 중
하나입니다. 흔히 곰팡이균이라고 불리는
진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일상에서
흔하게 노출되며 타인에게 전염되거나

신발
벗기가 두렵다.
무좀!

피부과 전문의 박기완

자신의 몸 안에서 전염 가능한
감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피부진균증(무좀)
지금까지 알려진 진균은 10만 종에 달하고 이 중 200개 정도가 사
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손발톱,
모발, 구강 점막 등 피부의 모든 부위와 폐와 여성의 질 등 장기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갑진균증
조갑백선은 피부진균증의 일부 질환으로 주로 Trichophyton
rubrum에 의해 발생합니다. 손발 피부에 생긴 무좀을 장기간 치료
하지 않고 방치하면 손톱과 발톱에 감염을 일으킵니다. 전체 백선의
10-15%를 차지하며 대부분 조갑의 원위부와 측면에서 병변이 발
생하며 이후 조갑의 밑이나 표면으로 진행됩니다.
조갑진균증의 치료
바르는 국소치료제가 항진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갑에 침
투되어 균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남아있어야 하는데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항진균제를 먹어야 합니다. 이때 항진균
제는 3-12개월간 투여하여야 합니다.
먹는 항진균제의 단점은 간이나 신장이 나쁜 사람은 약을 먹기 힘들
다는 것이고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 저항균이 있어 치료가 실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니코레이저
손발톱 무좀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레이저가 개발되었습니
다. 레이저의 종류는 핀포인트 레이저와 오니코 레이저가 있습니다.
핀포인트 레이저는 1064nm 단일 파장으로 한 달 간격으로 평균 8
회 시술이 필요하며, 오니코레이저는 405nm와 635nm 듀얼 파장
으로 1주 간격으로 평균 12회 시술이 필요합니다.
핀포인트 레이저는 치료 간격이나 횟수의 장점이 있으나 통증이 극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오니코 레이저는 시술시간은 15-20분이 소요되며 통증이 전혀 없
고 실손보험이 적용되어 경구약의 복용이 힘든 많은 환자가 선호하
는 치료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베데스다병원 피부과에서는 오니코 레이저로 시술중입니다.

손발톱 무좀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레이저가 개발되었고,
그 중 오니코레이저는 통증이 전혀
없으며 실손보험이 적용되어
경구약의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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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병원과
함께한 10년
공형우
영상의학과 주임

저는 2001년 3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첫 직장인 삼성병원

10주년 기념 100일 대잔치 이후에는 우리가 지난 10년보

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약 19년간 이곳에서 몸담고 있습

다는 더욱 발전하고 양산에서 최고의 병원이 되리란 것을

니다.

확신합니다.

이곳은 저의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만난 곳이기도 합니

베데스다병원은 양산시민들의 가족 주치의로서 오늘의 다

다. 그러니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병원이고 저의 다섯 자

짐을 기억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녀를 포함해 일곱 식구를 먹여 살리는 생명수 같은 곳이기
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병원은 저에게 한여름 넓은 그늘로 사람
들에게 시원함과 안락한 휴식을 주는 큰 나무와 같은 존재

베데스다병원 직원의 다짐

여서 그 누구보다도 더 병원을 사랑하고 병원 발전에 노력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병원이 어려
울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위 동료들의 따

첫째,	우리는 베데스다병원을 찾는 양산 시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환자를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잘하

넷째,	우리는 병원을 더욱 사랑하고 병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께 단언합

다섯째,	우리는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짐을 실천하겠습니다.

니다.

양산시민 가족 주치의

분과별
진료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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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분야

정형외과

손발 재접합 수술, 미세 현미경 수술, 소아 질환 수술, 사지 외상/재건
어깨 관절, 각종 스포츠 손상, 인공관절치환술, 고관절, 족부관절, 외상,
무릎관절, 일반 골절

신경외과

비수술 중점 치료, 풍선 신경 성형술, 디스크 성형술 척추체 성형술,
허리·목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만성요통

일반외과

복강경 수술(담낭, 맹장, 탈장 등), 유방 질환 갑상선 질환, 화상치료, 항문질환,
하지정맥류

신경과

신경자가면역질환, 신경유전병, 두통, 치매, 뇌졸중 어지러움, 파킨슨병,
말초신경 질환(손발저림) 등

피부과

여드름, 주름, 보톡스, 필러, 리프팅, 기미, 잡티, 검버섯 아토피피부염, 습진,
화상, 흉터, 문신제거, 무좀 지루피부염, 원형탈모증, 사마귀

치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임플란트, 사랑니발치, 보철, 신경치료, 잇몸성형
소아청소년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성조숙증 성장 및 발달장애,
영양상담 청소년기(사춘기포함) 문제 상담
전신 흡입마취, 정맥마취, 각종 부위마취

영상의학과

진단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

직업환경의학과

근로자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질병상담

내과 (신장)
내과 (류마티스)
내과 (소화기)
응급의학과

혈액 투석,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장관 질환 기타 호흡기 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전신성 류마티스 질환, 전신경화증 강직성 척추염, 베체트병,
혈관염, 근염, 골관절염통풍 루푸스
위·대장내기경, 치료내시경, 소화기질환, 노인병, 당뇨병, 간질환, 고혈압,
호흡기질환 및 내과 질환
응급진료(응급의학과 전문의 365일 24시간 진료)

10

th

진료상담 및 예약문의

건강검진센터

응급실 Hot line

인공신장센터

055-384-9901

055-781-9775

055-781-9911

055-781-9901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396-2) 대표전화 055-384-9901 팩스 055-388-1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