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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관(분야별)

지정 분야 주요 진료 질환 및 수술 4기 전문병원 명단

질환

관절
(20개)

◦무릎, 어깨 등의 관절부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
된 수술
- 슬관절치환술, 십자인대성
형술, 고관절치환술,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등

◽(서울) 서울성심병원, 씨엠병원, 부민
병원, 바로선병원, 연세사랑병원

◽(경기) 의료법인 이춘택병원, 바른세상
병원, 예손병원, 좋은아침병원

◽(부산) 의료법인 부민병원, 의료법인
해운대부민병원, 의료법인 부산
고려병원, 부산본병원, 의료
법인 부산센텀병원

◽(인천) 의료법인 부평힘찬병원, 국제
바로병원

◽(충북) 의료법인 마이크로병원
◽(전남) 순천하나병원
◽(대구) 더블유병원
◽(경남) 진주세란병원

뇌혈관
(4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등 뇌혈관 관련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개두술, 감압술, 혈전제거술,
혈관색전술 등

◽(서울) 명지성모병원
◽(충북) 의료법인 효성병원
◽(경북) 에스포항병원
◽(대구) 굿모닝병원

대장항문
(5개)

◦직장, 결장 등 대장항문 부
위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
된 수술
- 치열수술, 치루수술, 치핵수술,
직장수술, 결장절제술, 용종
절제술 등

◽(서울) 서울송도병원, 한솔병원,
대항병원

◽(부산) 의료법인 부산항운병원
◽(대구) 의료법인 구병원

수지접합
(4개)

◦손가락 및 손부위의 절단(손상)
등 수지부위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사지접합술, 혈관성형술, 혈관
결찰술 등

◽(부산) 의료법인 서부산센텀병원
◽(인천) 의료법인 뉴 성민병원
◽(경기) 예손병원
◽(대구) 더블유병원

심장
(1개)

◦부정맥, 심근경색 등 심장부위
관련 질환 진료와 이와 관련
된 수술

◽(경기) 의료법인 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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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분야 주요 진료 질환 및 수술 4기 전문병원 명단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관상
동맥우회술, 부정맥고주파
절제술 등

알코올
(9개)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알코올 관련 질환 진료 등

◽(경기) 아주편한병원, 진병원, 더블유
진병원, 다사랑중앙병원

◽(부산) 온사랑병원
◽(충북) 예사랑병원, 주사랑병원
◽(광주) 다사랑병원
◽(경남) 한사랑병원

유방
(1개)

◦유방의 양성종양 등 유방부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에 관련
된 수술
-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유방
절제술 등

◽(부산) 사단법인 세계로병원

척추
(16개)

◦목, 허리 등 척추부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후궁
절제술 등

◽(서울) 우리들병원(강남), 나누리병원(강남),
서울척병원

◽(부산) 부산우리들병원
◽(인천) 21세기병원, 의료법인 나누리병원
◽(경기) 나누리수원병원, 의료법인 윌스

기념병원, 의료법인 안양윌스
기념병원, 안산21세기병원

◽(대전) 대전우리병원
◽(광주) 광주새우리병원, 우리들병원
◽(대구) 보광병원, 참조은병원, 우리들

병원

화상
(5개)

◦열, 접촉, 전기, 화학화상 등
신체 부위의 화상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처치·수술
- 화상처치, 가피절제술, 피부
이식술 등

◽(서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재단법인 베스티안서울병원

◽(부산) 재단법인 베스티안부산병원
◽(충북) 재단법인 베스티안병원
◽(대구) 푸른병원

주산기(모자)
(1개)

◦임신·출산 및 1세 이하의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이와 관련된
수술
- 자연분만, 제왕절개술 등

◽(전남) 의료법인 현대여성아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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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목

산부인과

(10개)

◦임신·출산 및 부인과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이와 관련된
수술
- 자연분만, 제왕절개술, 자궁
적출술, 자궁기부속수술 등

◽(서울)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 인정병원

◽(경기) 그레이스병원, 시온여성병원,
허유재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
분당제일여성병원

◽(인천) 의료법인 서울여성병원
◽(대구) 의료법인 효성병원

소아청소년과

(2개)

◦소아, 청소년 등 18세 이하
환자에 대한 진료
- 상기도 감염, 후두염(크룹),
세기관지염, 폐렴, 위장염
및 결장염 등

◽(서울) 의료법인 우리아이들병원,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신경과

( - )

◦파킨슨, 메니에르, 두통, 뇌
졸중 후유증, 치매 등 신경
과 관련 질환 진료

◽4기 지정기관 없음

안과

(10개)

◦백내장, 녹내장, 사시 등 안과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
된 수술
-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유리체
절제술, 섬유주절제술(녹내장),
사시수술 등

◽(서울) 실로암안과병원,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누네안과병원,
공안과병원

◽(부산) 의료법인 성모안과병원
◽(인천) 의료법인 한길안과병원
◽(경기) 의료법인 새빛안과병원
◽(광주) 밝은안과21병원
◽(대구) 제일안과병원, 누네안과병원

외과

(2개)

◦소화기(탈장, 급성 맹장염,
담낭염), 갑상선, 유방 등 외과
수술 및 이에 대한 진료
- 서혜부허니아수술(탈장), 충수
절제술(맹장), 치핵근치술(치질),
담낭절제술, 갑상선수술, 유방
절제술 등

◽(부산) 새항운병원
◽(경기) 의료법인 한사랑병원

이비인후과

(2개)

◦부비동염, 중이염, 편도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서울)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인천) 다인이비인후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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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동(상악동, 전두동 등)
비내수술, 중이내튜브유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등

한방

한방중풍

(1개)

◦뇌경색증, 뇌내출혈, 편마비,
뇌내출혈, 뇌경색의 후유증,
뇌졸중 등 중풍 질환의 한방
진료

◽(전북)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척추

(8개)

◦목, 허리 등 척추부위 질환에
대한 한방 진료
- 추간판장애, 척추 염좌 및
긴장 등 척추 질환

◽(서울) 자생한방병원
◽(부산) 재단법인 해운대자생한방병원
◽(경기) 재단법인 부천자생한방병원
◽(인천) 재단법인 인천자생한방병원
◽(대전) 재단법인 대전자생한방병원
◽(대구) 대구자생한방병원
◽(경남) 재단법인 창원자생한방병원
◽(울산) 재단법인 울산자생한방병원

한방부인과

( - )

◦월경병, 임신병, 산후병, 자
궁근종, 만성골반통 등 부인
과 질환의 한방 진료

◽4기 지정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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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관(지역별)

시․도 지정분야 기관 명칭 세부 지역 비고

서울

관절

서울성심병원 서울 동대문구

씨엠병원 서울 영등포구

부민병원 서울 강서구
바로선병원 서울 도봉구 신규

연세사랑병원 서울 서초구

뇌혈관 명지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대장항문
서울송도병원 서울 중구
한솔병원 서울 송파구 신규

대항병원 서울 서초구

척추

우리들병원 서울 강남구

나누리병원 서울 강남구
서울척병원 서울 성북구

화상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베스티안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산부인과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서울 강남구

미즈메디병원 서울 강서구

인정병원 서울 은평구

소아청소년과
의료법인 우리아이들병원 서울 구로구 신규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서울 성북구 신규

안과

실로암안과병원 서울 강서구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서울 영등포구

누네안과병원 서울 강남구

공안과병원 서울 강동구 신규

이비인후과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서울 강남구

한방척추 자생한방병원 서울 강남구

부산

관절

의료법인 부민병원 부산 북구

의료법인 해운대부민병원 부산 해운대구

의료법인 부산고려병원 부산 남구
부산본병원 부산 사하구

의료법인 부산센텀병원 부산 수영구

대장항문 의료법인 부산항운병원 부산 동래구

수지접합 의료법인 서부산센텀병원 부산 사상구

알코올 온사랑병원 부산 금정구

유방 사단법인 세계로병원 부산 동래구

척추 부산우리들병원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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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재단법인 베스티안부산병원 부산 북구

안과 의료법인 성모안과병원 부산 해운대구

외과 새항운병원 부산 연제구

한방척추 재단법인 해운대자생한방병원 부산 해운대구

대구

관절 더블유병원 대구 달서구

뇌혈관 굿모닝병원 대구 남구

대장항문 의료법인 구병원 대구 달서구

수지접합 더블유병원 대구 달서구

척추

보광병원 대구 달서구
참조은병원 대구 달서구

우리들병원 대구 중구

화상 푸른병원 대구 중구

산부인과 의료법인 효성병원 대구 수성구

안과
제일안과병원 대구 동구

누네안과병원 대구 중구

한방척추 대구자생한방병원 대구 중구

인천

관절
의료법인 부평힘찬병원 인천 부평구

국제바로병원 인천 미추홀구

수지접합 의료법인 뉴 성민병원 인천 서구

척추
21세기병원 인천 남동구
의료법인 나누리병원 인천 부평구

산부인과 의료법인 서울여성병원 인천 미추홀구

안과 의료법인 한길안과병원 인천 부평구

이비인후과 다인이비인후과병원 인천 부평구
한방척추 재단법인 인천자생한방병원 인천 남동구 신규

광주

알코올 다사랑병원 광주 서구

척추
광주새우리병원 광주 서구

우리들병원 광주 서구 신규
안과 밝은안과21병원 광주 서구

대전
척추 대전우리병원 대전 서구

한방척추 재단법인 대전자생한방병원 대전 서구

울산 한방척추 재단법인 울산자생한방병원 울산 남구

경기
관절

의료법인 이춘택병원 경기 수원시

바른세상병원 경기 성남시

예손병원 경기 부천시

좋은아침병원 경기 구리시 신규
수지접합 예손병원 경기 부천시



- 7 -

시․도 지정분야 기관 명칭 세부 지역 비고

심장 의료법인 세종병원 경기 부천시

알코올

아주편한병원 경기 수원시

진병원 경기 부천시
더블유진병원 경기 부천시

다사랑중앙병원 경기 의왕시

척추

나누리수원병원 경기 수원시

의료법인 윌스기념병원 경기 수원시

의료법인 안양윌스기념병원 경기 안양시

안산21세기병원 경기 안산시 신규

산부인과

그레이스병원 경기 고양시

시온여성병원 경기 수원시

허유재병원 경기 고양시

서울여성병원 경기 부천시
분당제일여성병원 경기 성남시

안과 의료법인 새빛안과병원 경기 고양시

외과 의료법인 한사랑병원 경기 안산시

한방척추 재단법인 부천자생한방병원 경기 부천시

충북

관절 의료법인 마이크로병원 충북 청주시 신규
뇌혈관 의료법인 효성병원 충북 청주시 신규

알코올
예사랑병원 충북 청주시

주사랑병원 충북 청주시

화상 재단법인 베스티안병원 충북 청주시 신규
전북 한방중풍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전북 익산시 신규

전남
관절 순천하나병원 전남 순천시

주산기(모자) 의료법인 현대여성아동병원 전남 순천시

경북 뇌혈관 에스포항병원 경북 포항시

경남

관절 진주세란병원 경남 진주시

알코올 한사랑병원 경남 김해시

한방척추 재단법인 창원자생한방병원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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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지정기준 내 용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제외)

- (기준) 전체 입원 연환자 중 주요 진단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진료실적

○ 한방병원

- (기준)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실적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제외)

- (기준)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진료실적

○ 한방병원

-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실적

3. 필수 진료과목 ○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과목∼3과목

4. 의료인력 ○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명∼8명

5. 병상 ○ 분야별 해당 병상 수 30병상∼80병상

6. 의료 질 ○ 70점 이상

7.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기관 인증
- 제출기한 :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