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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우리나라 의료역사를 선도해온 경북대학교병원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진정한 글로벌병원으로 거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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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북대학교 UI 시스템 활용하여 경북대학교의 역사성과 교육정신을 포함하며,
지역 최고의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이라는 올
바른 정보와 이미지 전달을 통하여 신뢰감을 줍니다. 사각형 라운딩 박스는 새로운
영역, 독립된 영역의 바운더리를 의미하며, 학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이미지를 전달
하고, 다양한 모듈 시스템에 의해 플랙시블한 디자인 확장성을 더해줍니다.

| VISION 21 |
사명
사랑과 인술로 고객을 감동시키고 새천년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병원

비전
· 사랑과 정성이 담긴 고객 만족형 진료
· 창의적 교육과 연구로 첨단 의학발전 주도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경영혁신
· 자율적 참여로 자기발전과 자아실현
· 지식정보시스템의 선진화

경영원칙
· 봉사와 친절로 신뢰받는 진료체제 구축
· 교육과 연구를 위한 최상의 환경조성
·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신경영
· 자율과 책임의식을 갖춘 전문인 양성
· 생산성 극대화와 직원 복리후생 증진

사명

경영원칙

비전

행동원칙

행동원칙
인간 존중의 원칙 · 사회 공헌의 원칙 · 직업 윤리의 원칙 · 자기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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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 history

최고의 의료진과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최고병원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1981.05.21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2007.04.02

2007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2011.08.17

보건복지부 국가공인인증의료기관 선정

2013.11.06

제12회 대한민국안전대상 - 안전행정부장관상 전국 병원 중 유일 수상

2013.12.13

영남권 유일 급성심근경색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4.12.23

2014년도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5.10.05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2016.04.01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2016.12.15

공공보건의료평가 국립대학교병원 1위 선정

2017.02.25

건강증진센터 JCI(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 국제인증 획득

2017.11.1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공헌 인증 획득

2018.03.28

경북대병원 20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 S등급' 선정

1910

1910.09.07
한국통감부 고시 제208호에
의거 ‘관립자혜의원’개칭

1912
1907.02.10
‘대구동인의원’개원

우리나라 의료역사와 전통을 이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세계와 미래를 향해 성장해온 경북대학교병원의 아름다운 발자취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1945.10.01
8.15광복과 함께 대구의학 전문학교를
대구의과대학으로 개편하여 도립대구
의원을 동 대학 부속병원으로 이관

1945

1988

1952
1912.05.11
‘경상북도립 대구의원’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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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 역사를 선도해 온
경북대학교병원

| 수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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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3.0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경북대학교병원’ 개칭

1952.04.01
경북대학교 창설에 따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개칭

1993.03.25
법인 경북대학교병원 설립

1993

2013

2011

2013.03.26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선정

2011.01.0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개원

2013

2015

2015.04.22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기공식

2013.09.26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 개원

2017

2016

2017.03.13
경북대학교 경북권역
재활병원 기공식

2016.06.01
법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출범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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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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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각과 소개 |

국내 정상의 의료진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 외과를 비롯한 34개 진료과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전문진료센터 및 클리닉 국내 정상의 의료진이
미래의 핵심진료영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의술이 뛰어난 의료진
경북대학교병원은 고난도 암 수술을 비롯한 다양하고 풍부한 수술경험과 수술 진료량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치료
결과를 검증받았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 진료과
가정의학과, 내분비대사내과, 대장항문소아외과, 류마티스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모발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장내과, 안과, 알레르기감염내과, 영상의학과,
외과, 유방갑상선외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이식혈관외과, 임상약리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경북대학교병원 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국제의료사업센터, 건강증진센터, 장기이식센터

진료협력센터 (T.053-200-5023~4)
경북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주관 진료의뢰 회송 수가적용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1,2차 의료기관과의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긴밀한 협진체계,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료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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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료센터
가정의학과, 간암센터, 감염내과, 내분비대사센터, 뇌·신경센터, 담도·췌장암센터, 대장암센터,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류마티스센터,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센터, 부인암센터, 비뇨기암센터,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이뤄가는
환자중심의 병원

순환기센터, 신장센터, 안·이비인후센터, 위암센터, 유방암센터, 재활의학센터, 정신건강센터,
정형외과, 호흡기센터, 종양·혈액암센터, 치과

진료지원센터
병리센터, 수술센터, 영상의학센터, 응급의료센터, 진단검사센터, 핵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클리닉
두통 및 어지럼 클리닉, 전립선 클리닉, 항암제 피부특이반응 클리닉, 담석증 클리닉, 태아심장
클리닉, 비만대사 클리닉, 호스피스 완화의료 클리닉

|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 |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의술!
해맑은 미소까지 지켜갑니다.
지역의 어린이들, 특히 중증, 난치성질환자들의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한 전문 클리닉, 특수병상 및 시설 운영, 전문 인력 교
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지역 협력병원 지정 및 진료 협력 체
계를 구축하며,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의료사업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강화하여 국제적 수준의 어린이병원으로 도약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외래센터
소아청소년과, 산과,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성형외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피부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안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응급의학과, 소아영상의학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산모·태아 치료부(분만실), 신생아 치료부(NICU)

| 대구 · 경북지역암센터 |

세계적 수준의
첨단 진료시스템!
암치료의 새 역사를
만듭니다.

| 노인보건의료센터 |
대구 · 경북지역암센터는
국가지정 종합형 지역암
센터로서 암에 대한 연
구, 진료, 예방 및 암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며, 암
예방홍보 및 교육, 암조
기검진 사업, 호스피스
및 재가암관리사업 등 지
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
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노인의료서비스!
공공의료정책의 가치를
키웁니다.

전국 최초로 노인보건의료
센터로 지정되어 증가하는
지역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포괄적인
국가노인병관리 체계 구축
을 위해 건립되어 운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노화 및
노인질환의 예방·치료·간
호·보호방법을 연구하고
노인의학 교육 및 노인전
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
고 있습니다.

Research

| 연구중심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원
탄탄한 연구인력과 생명연장의 꿈 실현!
적극적인 연구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병원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보유한 임상자원과 잠재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가치
를 창출하고자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완성』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3년 단위로 연구중심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2013년 4월 10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경북대학
교병원은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되었고 3년 후인 2016년에 재지정을 받
아 4대 중점연구로 심뇌혈관질환, 대사성질환, 암 진단 및 치료, 생체조직ㆍ장기재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연구중심병원은 “지속가능한 연구거버넌스 강화”,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 고도화”, “글로
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산업화 성과 창출”을 추진전략으로 지난 5년간 연구중심병원에 필요
한 조직 정비, 연구인력 및 실적 확보,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연구자원
과 인프라를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고 이를 개방함으로써 산·학·연·병이 협력하는 연구개발(R&D)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병원 내 “4개 연구지원 플랫폼”(의학연구협력센터, 유효성평가센
터, 코어랩, 사이트랩)을 구축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3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
었는데 연구과제 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
폼 구축』입니다. 본 연구과제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매년 44억(국비 25억 원, 대구광역시 3억 원, 경
북대학교병원 10억 원, 기업체 6억 원)으로 2023년까지 8년 6개월간 총 예산 약 378억 원 규모입
니다. 앞으로 경북대학교병원은 연구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임상으로 연결되
도록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연구역량을 세계화하고 산업화 성과가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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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과제
연구과제명

발주기관

연구중심병원 육성R&D사업
심뇌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필랫폼 구축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보건복지부

선도형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연구사업단

보건복지부

ICT 임상시험 시스템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모발센터역량강화사업

대구광역시

ICT기반의 의료용 3D프린팅 응용SW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건강임상연구(한국인 말기신부전 환자 전향적 코호트 구축을
통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비용효과연구)

보건복지부

인체자원단위은행지원사업

질병관리본부

대사적 상호 작용 조절로 대사성 간질환을 제어하는 핵수용체의 기능 연구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골절 및 변형 교정을 위한 초정밀 모듈형 복원 시스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삼익THK)

병원체자원전문은행(세균)

질병관리본부(전북대학교병원)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구축 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산업통상자원부)

환자맞춤형 고정밀 인공고관절 제작을 위한 제조 기반 공정융합형 금속적층 복합가공기술 개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인스텍)

항생제 내성 감시 통합기반시스템의 구축 후 중소병원 확대 방안 연구

보건산업진흥원(삼성서울병원)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한 다중센서 및 혼합현실 기반 차세대 수술항법 솔루션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대구시(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건강증진센터 |

건강 100세 시대!
건강증진의 동반자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인력으로
최상의 종합검진 환경을 조성!
안전과 지속적인 질 향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확장 이전>
20주년을 맞아 2017년 경북대학교병원 외래동 10층에 1,299㎡
(393평) 넓이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인력을 도입하여 최상의 종합검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제 의료기관 JCI 인증 획득>
검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인정한
‘국제 의료기관 평가기구(JCI)’에서 국내 대학병원 브랜드의 단일
센터로는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최신 신규 의료 장비 도입>
컴퓨터 단층촬영 (CT) | 간 섬유화 검사 | 동맥경화도 검사 | 체지방검사(체성분 검사), 골밀도 검사, 청력 검사 | 심장 초음파, 초음파
(복부, 갑상선, 유방, 경동맥, 전립선 등) | 그 외 (PET/CT, MRI, 위/대장 내시경, 스트레스 검사, 자궁경부촬영검사 등)
● 경북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T 053.200.6060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T 053.200.3000

Future KN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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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의료사업 |

세계로 나아가는
GLOBAL KNUH
임상시험센터 조감도

경북대학교 경북권역 재활병원 조감도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북대학교 경북권역 재활병원

의술의 선진화를 이끄는
임상시험센터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인력으로
최상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임상시험센터 병원 건립

영남권역 재활의료 병상수 및 지역 재활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해
소로 인하여 고령화 · 만성질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적
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
며 2019년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뇌졸중·뇌손상 재활 클리
닉, 척수손상재활센터, 근골격계재활센터, 장애인보장구센터, 소
아재활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북대학교 경북권역 재활병
원 운영을 위한 대도시(대구광역시) 연접지역(경산시 평산동 산
1번지) 최적지로서 장애인 편의성 향상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
며, 안전과 지속적인 질 향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상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약개발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등과 함께 임상
시험센터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병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
방 유일의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
유하여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경북대병원 Site lab(현지랩)
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진에서는 임상시험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병원의 축적된 임상연구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구시와 협조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임상시험센터와 이
를 지원하는 병원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개척하며 세계최고로 우뚝 섭니다.
2015년 12월, 경북대학교병원은 중국 칭다오 국제경제협력구와 「경북대학교병원 칭다오 국제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
(MOU)」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요청으로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첫 국립대병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은 2018년 3월, 대통령 경
제사절단 단원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의료협력 MOU를 체결한 베트남 하노이 108 국방부중앙병원, 하노이 벡마이병원과 함께 베
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국제진료센터는 1996년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설립된 모발이식
센터를 주축으로 시범운영 후 시장수요에 맞춰 미용성형상담센터 등으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칭
다오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점진적으로 중국 의료시장을 선점하고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북대병원의 국제의료 협력기관

중국

러시아

미래 전문의료
인력의 산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연구 및 봉사를 통하여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며 인류애 실현

의료교육병원으로서 경북대학교병원은 21세기 한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주력하며 최신 의학지식의 교육과 조기 임상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을 접목시킨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지성과 윤리관을 겸비한 참된 의료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는 일차 진료능력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있으며
윤리적이며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적 의사상, 최선의 의학지식, 수기, 태도로 전인적 진료능력을 갖춘 의사, 사회적 책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평가와 개발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길림대학 중일 연의병원
하남성 인민병원
칭다오 국제경제협력구
호남성 종양병원
이르쿠츠크 어린이병원
이르쿠츠크 철도의과대학

알마티 소아심장병원
아스타나 국립암센터
세메이의과대학교
카자흐스탄 교육연구센터
카자흐스탄 공중보건대학교
카르간다 주립의과대학교
아스타나 대통령병원

몽골

몽골 국립 제3병원

일본

나카무라 기념병원

베트남

108 국방부 중앙병원 MOU체결(2018.03.22)

108 국방부 중앙병원
하노이 벡마이병원
하노이 국립안센터
하노이 홍녹병원
하노이 의과대학
다낭 종합병원
다낭 패밀리병원
베트남 하노이 백마이병원 MOU 체결(2017. 09.06)

Advanced Medical Facilities

의술의 선진화를 이끄는
첨단의료장비!
경북대학교병원은 의료장비의 첨단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단의 정확도와 치료의 성공률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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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첨단 의료장비 도입으로
디지털병원을 실현합니다.
의료장비의 첨단화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과학과 접목하여 국내
의료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은 환자의 불편과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진단의 정
확도와 치료의 성공률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최첨단 암추적 치료
장비 베로, 로봇외과 수술장비 다빈치, 감마나이프, 감마카메라, MRI, PET-CT, 혈관촬영기 등
고가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사선 암 치료장비(VERO)

CT(SOMATOM FORCE CT)

양면 혈관 촬영기(Artis Q Biplane)

CT(EVO)

감마나이프(Perfexion)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3.0Tesla Discovery MR750w)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
X-선조합촬영장치
(spect ct 감마카메라)

Discovery NM/CT670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Philips Briliance CT Big
Bore

수술용 현미경

OPMI Pentero 900

daVinciXiSurgicalSystem
(DualConsole)

IS 4000

자기공명영상시스템

MR750W 3.0T

Da vinci Si Refurbished
System(Single console)

IS3000

전산화단층 모의치료장치

Brilliance Big-Bore

투시 X-Ray 촬영장비

Sonialvision Safire 17

Revolution Evo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
엑스선조합촬영장치

Discovery NM/CT 670

전산화단층촬영장치

4세대 로봇수술기(da Vinci. Xi)

18

정위적 체부 방사선 치료기

Vero Gmbh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Discovery CT750 HD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

Acuity-iX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LightSpeed VCT XTe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CLINAC iX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
촬영장치

Discovery PET/CT 600

선형가속기

Clinac iX with RapidArc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

Discovery MR3T 750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Discovery 690

혈관조영촬영장치

Innova 4100IQ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Somatom Definition
AS+(100KW)
EOS 3D 전신 X-R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