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나눔 이야기

2012 ~ 2015

C
M

CMC

사회공헌백서

C
사
회
공
헌
백
서

Cure &
Share
치유와 나눔

가톨릭중앙의료원 www.cmc.or.kr T. 02-2258-8020 서울성모병원 www.cmcseoul.or.kr T. 02-2258-5478 여의도성모병원 www.cmcsungmo.or.kr T. 02-3779-1562 의정부성모병원
www.cmcujb.or.kr T. 031-820-3671 부천성모병원 www.cmcbucheon.or.kr T. 032-340-2313 성바오로병원 www.cmcbaoro.or.k T. 02-958-2007 인천성모병원 www.cmcism.or.kr
T. 032-280-6236 성빈센트병원 www.cmcvincent.or.kr T. 031-249-8008 대전성모병원 www.cmcdj.or.kr T. 042-220-9410

치유와 나눔
CONTENTS
04
06

•축 사
• 발간사

Part 1

프롤로그

• CMC 영 성 / 가 치 체 계 10
• CMC 자 선 의 료 의 역 사 12
• CMC 해외의료선교의 역사 14

Part 2

CMC 사회공헌 총괄현황

• CMC 사회공헌활동 분류체계
• 한눈에 보는 CMC의 나눔
•기 부 / 자 선 진 료
• 해외의료봉사/영성구현봉사활동
• 행사활동/교직원자원봉사활동

Cure &
Share

Part 3

기관별 주요 사회공헌 활동

•중 앙 의 료 원 / 성 의 교
•서 울 성 모 병
•여 의 도 성 모 병
•의 정 부 성 모 병
•부 천 성 모 병
•성 바 오 로 병
•인 천 성 모 병
•성 빈 센 트 병
•대 전 성 모 병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일 CMC가 오랫동안 실천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사명입니다

Part 4

<제호(題號) Cure & Share의 의미> 환우의 치료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Cure’에,
자선의료의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가톨릭 기관으로서의 고유성을 ‘Share’에 담아 CMC의 사회공헌활동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정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8
32
38
44
50
56
60
66
72

학교법인 주요 사회공헌 활동

•해 외 의 료 지 원
•해 외 교 육 지 원 사 업
• 해외 아동 결연 후원
•국내 교육 지원사업
지 원
•긴 급 구 호
화
사
업
•특

CMC사회공헌백서 Cure & Share 치유와 나눔

18
19
20
22
24

81
81
82
82
82
83

축사

여러분이 바로 그 협력자들입니다
친애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고을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 나라의 표징으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 주셨습니다.(마태 9,3536; 사도 10,38 참조)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협력자로 삼아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루카 10,37 참조).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루카 9,1-2 ; 마태 10,1.5-14 ; 마르 6,714 참조)고 당부하신 예수님은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늘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생명의 복음 47항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교직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협력자가 되어
치유와 나눔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등불보다는 여러 개의 등불이 모이면
등대처럼 좀 더 밝게 세상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전임 교황 베네딕도 16세가 강조한 대로,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그 “선포 자체가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는’(이사 6,1) 치유의 과정이어야” 합니다(2011년 성유축성미사 강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아픈 이들을 치유해 왔습니다. 또한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교직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협력자
가 되어 치유와 나눔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등불보다는 여러 개의 등불이 모이면 등대처럼
좀 더 밝게 세상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협력자가 되기를 바람에서 사회
공헌활동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치유와 나눔을 통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 당신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손 희 송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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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함께 소중한 아름다운 세상
CMC 사회공헌백서 <Cure & Share: 치유와 나눔>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처음으로 발간하는
사회공헌백서입니다. 이 첫 번째 나눔 이야기를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그동안 수행해온 사회공헌활
동의 땀과 열정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소중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 역사는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가톨릭교회가 박해를 받던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버려진 어린 생명들을 돌보기 위한 구호사업을
펼쳤고, 이후 시약소와 무료진료소 등을 설치하여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선의료를 실천해
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1936년에 성모병원이 세워진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교회의 박애정신에 따라, CMC 사회공헌백서에는 그동안 함께 소중한 아름
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전 교직원들이 노력해 온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겨

CMC 사회공헌백서는 우리의 지난 활동들을 통해 발견한
우리 이웃의 행복한 미소와 봉사를 통해 얻은
기쁨과 나눔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지면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 없어 주요 활동들만을 선별하여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하나, 적어도 그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 쉬는 교직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나눔을 통한 감동의 순간들만큼은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MC 사회공헌백서는 우리의 지난 활동들을 통해 발견한 우리 이웃의 행복한 미소와 봉사를 통해
얻은 기쁨과 나눔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오늘의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있기까지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앞으로도 변함없이 치유와 나눔을 통해 함께
소중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치유와 나눔을 통해 함께 소중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
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강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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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 &
Share
소외된 이들의
아픈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2012
~2015

1

part

프롤로그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

비전, 핵심가치 및 행동규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
우리는 이 영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을 연구·발전시키며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는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끊임없이 기도와 봉사로써
우리 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의 가족도
병을 치유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생명존중과
의료선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봉사 정신으로 의료선교활동을 한다.
●우리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하여 전인치료에 힘쓴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닌
역량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아낌없는 사랑으로 환자를 보살피도록 교육한다.

우리는 질병 퇴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와 예방 및 재활에 힘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해치는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가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이끈다.
또한 죽음을 맞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도록 돕는다.

우리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여,
이 환자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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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우선의
전인치료

윤리에
기초한
창의적인
연구

성숙하고
역량있는
전문인력
양성

상호신뢰와
윤리경영

●우리는 상호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환자와 보호자를 가족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

●우리는 연구와 업무수행에서 CMC 기본윤리를 준수한다.
●우리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선과제를 연구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내면적 성숙과 신뢰받는 인격함양을 추구한다.
●우리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우리는 CMC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인재양성에 힘쓴다.

●우리는 부서 간의 업무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우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기관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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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주요 사회공헌 활동

학교법인 주요 사회공헌 활동

CMC영성 & 가치체계 I CMC자선의료의 역사 I CMC해외의료선교의 역사

CMC 자선의료의 역사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 보건과 의료 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을 본질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 사명의 첫 걸음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박해시대 때부터 펼쳐온 어린이 구호사업과 시약사업이었다. 그 숭고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936년 성모병원 설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자선의료를 끊임없이
펼쳐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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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해시대의 의료활동

성모병원의 설립과 자선진료

성요셉자선병원 개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출범과

자선진료소의 신축과 발전

현재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의 조선교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시 혼란기를 맞았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974년 9월 자선환

1986년 이후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기존

구 설정 이후, 한국 가톨릭교회가 서양

환으로 1936년 중구 명동에 설립된 성

던 성모병원은 전쟁의 와중에도 ‘가톨릭

무료진료소 개설

자들만을 위한 새 병동을 신축 개원하고

자선진료소 중심의 사업 대신, 산하병원

의료에 기반한 최초의 의료 활동을 펼친

모병원은 당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의료봉사단’을 편성하여 전재민(戰災民)

기존 사회의학처 산하의 무료진료소를

에서 일정 병상을 자선환자들에게 배정

때는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

가 운영하던 무료진료소를 영입하여 박

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휴전 후에는 이

‘자선진료소’로 명칭 변경하고 그 기능을

하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이 입국하여 어린이 구호사업을 시작한

해시대부터 이어져 온 자선의료의 전통

들의 건강 돌봄에 더욱 앞장섰다. 이를

독립시켜 모든 자선의료활동을 총괄하게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후 각 병원 사회

1850년대 중반부터이다. 당시 극심한 흉

을 계승하였다. 성모병원의 발전과 함께

위해 서울 중림동 성당 가명초등학교 안

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개원 이래 20

사업팀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가정간호

년으로 고아가 되거나 버려지는 아이들

무료진료소를 찾는 환자들도 늘어나 하

에 성요셉자선병원을 설립하였다. 이 병

년간 활동해온 성요셉자선병원이 폐쇄되

등의 관련부서들과 함께 자선의료가 활

을 구제하고자 한국 가톨릭교회는 1854

루 1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원은 1955년 가톨릭대학 의학부 제2부

고 그 기능도 자선진료소로 통합되었다.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1936년

년 고아원사업을 운영하고, 이 어린이들

해방 직후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병원들

속병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1959년에는

1976년에는 자선진료소 병상수를 50개

설립 당시부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기 위해 시약소

이 모두 철수하자, 성모병원은 서울시로

35개 병실을 갖춘 자선병원으로 발전하

병상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늘림으로써

위해 기울여온 이 같은 노력은 오늘날까

(施藥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부터 자동차를 지원받아 환자들을 직접

였다. 한편, 1954년 설립된 의학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굳건한 전통으

등 활발한 의료 활동을 펼쳤다. 이후 한

찾아가는 무료 이동진료사업을 펼치기

도 1958년부터 무의촌 무료이동진료를

자선의료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로 자리를 잡아 이어져 오고 있다. 2013

국 가톨릭교회의 의료활동은 시약소에서

시작하였고, 동시에 사또병원(현재 평화

시작하면서 이 시기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후 1982년에 성모병원의 여의도 이전

년부터 100억 원을 넘어선 자선진료 실

무료진료소로, 의원으로 점차 그 시설과

방송 자리)을 인수하여 가난한 환자들을

자선의료는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

이 결정되면서 자선진료소 또한 1986년

적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전체 사회공헌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위한 자선의료를 더욱 확장해 나갔다.

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에 폐쇄되었다.

실적 중 거의 90%에 달한다.

1962년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출범과 함
께 더욱 체계적인 자선의료의 관리 필요
성에 따라 1964년 ‘무료진료소’가 개설되
어 의료원 산하기구로 편입되었다. 무료
진료소는 기존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자
선의료 활동을 총괄하였으며, 1964년부
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병원선 ‘바다의
별’을 운영하여 서해 무의도(無醫島) 주
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활동을 펼쳐
나갔다. 1966년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사
회의학처가 신설되고 이를 중심으로 사
회의료에 관계된 모든 사업이 통합되면
서 무료진료소는 자살예방센터, 한센병
연구소 등과 함께 더욱 안정된 체제를
갖추고 활동 폭을 넓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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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영성 & 가치체계 I CMC자선의료의 역사 I CMC해외의료선교의 역사

● 인도네시아 (2005)

CMC 해외의료선교의 역사
1987년 에콰도르 의약품 지원을 계기로 첫걸음을 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해외의료선교사업은 2010년 의료협력본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가톨릭의사협회 및 가톨릭병원협회 등과 협력하여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이라크,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극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됐다. 또 내전이나 지진해일 같은 긴급 재난 발생 지역에 의료지원을 시급히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11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해외의료선교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총괄할 의료협력본부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협력본부 출범

●아이티 의료진 파견
(2010)

의료협력본부 출범의 의미
의료협력본부는 가톨릭 의료선교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산
발적이고 비효율적인 인력 및 자원 활용 등의 문제점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지원 전담 상설기구이다.
또한 의료협력본부는 생명존중, 의료선교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해외의료자원 전문부서로 의료선교 사명선
언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콜롬비아 (2003) ●
가톨릭해외의료선교지원단은 콜
롬비아의 빈민지역 깔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의 선교회>
수녀원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료활동을 펼쳤다.
2003년 첫 해에 내과, 소아과, 외
과, 산부인과 등으로 구성된 재활
센터를 개원하고 현지 수녀들과
의사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다. 5년 동안 총 18
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였으며 진료
환자 수는 4천여 명을 넘었다.

2010년 1월 13일(한국시간)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사망자
15만 명 이상, 부상자 25만 명 이
상, 이재민 150만 명 이상이 발생
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및 대
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의료지원
단을 함께 구성하여 의료진을 파
견하였다.

●에콰도르 (1987)
이 사업은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실장 겸 가톨릭의사협회 지
도신부였던 김중호 신부의 주도로
이뤄졌다. 가톨릭병원협회 소속
기관들(CMC 포함)이 모여 가톨릭
해외의료선교지원단(의료진 10명,
CMC 소속7명/봉사자 포함)을 구
성,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두 차
례에 걸쳐 8,710명에게 사랑의 인
술을 펼쳤다.

해외 의료선교의 미래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활동 확대
그동안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가톨릭대 부속병원, 그리고 관련기관만으로 진행이 되었던 국제보건활동을 이
제는 외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 지난 2014년, 의료협력본
부는 민관협력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협력
강화 및 제3세계 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 병원역량 강화사업, 지역사회 모자보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톨릭국제보건연구소를 신설하였다. 가톨릭국제보건연구소는 가
톨릭사회교리에 근거한 효과적 국제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ODA사업을 전담하며 더 나아가 교황
청의 아시아 의료선교의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네팔 (2009~)

몽골 (1997~) ●
1997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의료
봉사활동은 가톨릭의료협회 및 사
회복지법인 '피스메이커스'를 비롯
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첼르와 바쯤바르 지역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는 토브 지
역의 5개 마을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더욱 활발한 의료 활동을 펼
쳤다. 2004년에는 서울대교구 한
마음한몸운동본부, 가톨릭의료협
회와 협력하여 빈민 환자들을 위
한 외래 진료소 개소를 지원했다.

가나 개안수술 사업 ●
(2012~2014)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년
동안 가나의 중소도시인 엔코코
(NKawKaw)에 위치한 성가정병원
을 방문하여 안과 수술과 의료진
교육을 진행하였다.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에 연간 1회 방문하여 안과수
술과 의료진 교육을 병행하였다.
또 현지 의료진과의 교류 및 교육
을 통해 의료 인력 양성에도 결실
을 맺었다.

●캄보디아 (2008~) ●

2004년 12월 남아시아를 강타한 대형해저지진과 지진해일로 가장 큰 피
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성빈센트병원이 2005년 1월에 의료진 5명을 포함
한 재해구호봉사단 25명을 파견한 데 이어 2월에는 당시 성가병원(現부
천성모병원)과 의료원 및 3개 직할기관 전 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
한 성금 7,000여만 원을 전달하였고 3월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11명
의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케냐 (1992) ●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케냐 체송고치 지역에서 의
료선교사업을 펼쳤다. 이 기간 가
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총 9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환자 3천여 명
을 진료하였으며 동시에 지역주
민들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교육도
실시하였다. 또 중앙아프리카공화
국 보다 지방에서 한국 수녀들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이동진료소에
도 4만 달러의 현금과 현미경 2대
를 지원하였다.

엄홍길휴먼재단과 함께 매년 1~3
회 진행되는 휴먼재단의 휴먼스
쿨을 기반으로 학교보건 강화 및
산간지방 이동진료를 함께 펼치
고 있다. 해당 학교보건강화활동
은 현지에서 아동 및 지역주민들
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내 지
속적인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연 1회 사회복지법인 ‘피
스메이커스’와 협력하여 의료봉사
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경 진도
8.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쓰
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 당시 피
해규모는 사망 및 실종 4만 명으
로 추산되었으며 3월 12일 후쿠시
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
로 4명이 부상당하고 190명이 피
폭을 당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사회복지법인 ‘피스메이커스’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및 한국카리
타스를 통해 성금과 물품을 지원
하였다.

●필리핀 (2010~)
가톨릭의료협회 및 사회복지법인
‘피스메이커스’와 협력하여 필리
핀 말라본시에 위치한 요셉의원을
거점으로 매년 1~2회 진행되는
의료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인 의료봉사에 의료진 파견
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의료진 파견 (2013)

동티모르 (1999) ●

2013년 11월 9일 슈퍼태풍 하이
옌이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을 강
타해 인구 1,500만에 직, 간접 피
해를 주고 5,600명 이상의 사망
자 및 1,761명의 실종자가 발생
하였다. 이에 한국국제보건 의료
재단에서 정부 차원의 긴급구호
(KDRT) 의료팀을 구성하여 의료
인력을 급파하고 성의교정 의료협
력본부 부본부장인 김영훈 교수
(안과)를 파견하였다. 또한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한화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동티모르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발
생한 동티모르 사태는 1999년 유
엔평화유지군이 현지에 파견됨으
로써 진정 국면을 맞았다. 우리나
라도 상록수 부대를 파병하여 치
안유지 및 구호활동을 펼쳤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상록수 부
대의 민간 의료지원 요청에 따라
1999년 12월 17일부터 29일까지
김중호 신부를 단장으로 하는 민
간의료지원단을 파견, 4,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의료봉
사 활동을 펼쳤다.

의료협력본부
출범이전

14

일본 대지진 성금 및
물품지원 (2011) ●

매년 1회 사회복지법인 ‘피스메이
커스’와 협력하여 캄보디아 파일
린 성당에서 진행되는 의료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파일린은 태
국 국경근처지역으로 기본적인 의
료시설이 많지 않은 곳이다. 파일
린성당의 한국 수사님의 요청에
의해 의료선교가 진행되었다.

●동티모르 (2013)

의료협력본부
출범이후

동티모르(Timor-Leste) 리키도이
(Lequidoe) 성당 주임신부인 조형
균 선교 사제의 요청에 의해 단기
의료 선교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
지 주민 13,000여 명에게 진료뿐
만 아니라 의약품까지 제공하며
필수적인 의료적 도움을 전달했
다. 이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직
원들의 정성이 담긴 끝전기부금으
로 시행되었다.

긴급의료지원

봉사+의료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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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 &
Share
진심을 담아
사랑으로
나눕니다

2012
~2015

part

2

CMC사회공헌
총괄현황

CMC 사회공헌활동 분류체계

한눈에 보는 CMC의 나눔 (2012년~2015년)
총 수혜인원 824,427명 / 총 지원실적

기 부

48,666,166,249원
자

해외
의료봉사

•문화행사
(학술, 예술, 스포츠등)

•건강지원행사

CMC
사회공헌
활동체계

행사활동

영성구현
봉사활동

교직원
자원봉사활동

해

기관공식
활동

•현금, 현물 기부
•원내외 자선, 무료이동진료
•장단기 해외의료봉사
•의료봉사, 노력봉사, 응급 / 재난 구호
•문화행사, 건강지원행사

영성

자선진료

기부

주요 활동

653,081명
46,743,313,332 원
수혜인원

•의료봉사
•노력봉사
•응급/재난 및
구호

지원실적

외

•기부
•단체활동

10,000명

100,0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의료봉사, 노력봉사,
응급/재난 및 구호)
(문화•건강지원 행사)

4,491명

688,576,890원

337,679,473원

648,084,399원

699,852,166원

33,558명

32,661명

43,545명

33,500명

8,928,748,000원

10,341,868,000원

10,334,940,000원

10,382,459,000원

14,320명

17,260명

17,678명

14,145명

488,260,997원

559,919,011원

468,860,029원

215,942,163원

구현 봉사

행사

1,000명

3,974명

의료봉

활동

•단기의료선교
•장기의료선교

•원내자선
•원외자선
•무료이동진료

2,639명

선 진료

사

•현금기부
•현물기부

1,942명

121,472명

36,526명

31,270명

20,822명

531,754,128원

243,073,356원

375,559,956원

280,070,830원

활동

43,959명

99,903명

36,209명

43,207명

316,191,308원

255,398,077원

264,939,119원

381,136,430원

기 부

교직원
자원봉사
활동

7,865명

5,127명

2,024명

2,735명

350,178,412원

318,571,780원

146,105,630원

125,345,650원

주요 활동
•기부
•의료봉사, 노력봉사
•응급 / 재난 구호
•문화행사, 건강지원행사

단

171,346명
1,922,852,917원

체 활동

21,751명

61,780명

47,481명

22,583명

336,043,295원

285,366,570원

129,832,295원

231,409,285원

수혜인원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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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인원 : 244,867명

•수혜인원 : 255,896명

•지원실적 : 11,639,753,030원

•지원실적 : 12,341,876,267원 •지원실적 : 12,368,321,428원 •지원실적 : 12,316,215,524원

•수혜인원 : 182,181명

•수혜인원 : 141,4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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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I 자선진료 I 해외의료봉사 I 영성구현봉사활동 I 행사활동 I 교직원 자원봉사

기부
기관 차원의 교직원 성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웃돕기 사랑 실천 사업
기부는 기관 공식 차원에서 교직원 성금 모금을 통하여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의료비, 장학금, 생계비, 재활보조비, 난방비 등의 경제적 지원활동과
재난지역에 의료지원 및 피해복구성금 등과 같은 긴급구호사업 지원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이웃돕기 사랑실천사업입니다.

대분류
Donation

중분류
기부

•자체지원금액

원외

•외부후원금액

무료이동진료

•자체지원금액

•인력지원금액

•단기의료선교
•장기의료선교

•자체지원금액
•외부후원금액

•인력지원금액

영성구현
봉사활동

•의료봉사
•노력봉사
•응급, 재난 및 구호

•자체지원금액
•외부후원금액

•인력지원금액

행사활동

•문화행사 (학술, 예술, 스포츠등) •자체지원금액
•건강지원행사
•외부후원금액

•인력지원금액

Internalization

단체활동

현금

2012년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1,942명
688,576,890원

주요 활동
●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2,639명
337,679,473원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우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원내

해외의료봉사

Volunteerism

간접비용

•자체지원금액

기부
교직원
자원봉사
활동

직접비용

연도별 주요실적 (2012~15년)

2013년

자선진료

현금(현물)

자선진료

기관
공식활동

소분류

자선진료

● 재난지역 의료지원 및 피해복구성금 등 긴급구호사업 지원

2014년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3,974명
648,084,399원

2015년

치유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의료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업
자선진료는 사회사업, 호스피스, 가정간호, 알코올의존치료, 한센병연구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치
유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그들의 다면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자선활동입니다.
이 밖에도 기관 공식 의료봉사단이 의료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무료이동진료 활동과
해외 저소득층 환자를 초청하여 치료하는 의료지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실적 (2012~15년)
2012년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2013년

32,661명
총 지원실적 10,341,868,000원
수혜인원

주요 활동

2014년

● 사회사업, 호스피스, 가정간호, 알코올의존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펼치는 환우 상담 및 의료지원

수혜인원

● 이동진료 차량을 통해 의료소외지역을 방문하는 무료이동진료 사업
●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 해외 저소득층 초청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33,558명
8,928,748,000원

43,545명
총 지원실적 10,334,940,000원
2015년

4,491명
699,852,166원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33,500명
10,382,459,000원

•자체지원금액

•의료봉사
•노력봉사
•자체지원금액
•응급, 재난 및 구호
•외부후원금액
•문화행사 (학술, 예술, 스포츠등)
•건강지원행사

•인력지원금액

불우이웃성금 기탁
(대전성모)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성금 기탁
(여의도성모)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인천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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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 후
주치의 및 환자
(여의도성모)

취약계층 건강검진
(부천성모)

몽골 초청 환자 치료
(서울성모)

한센병연구소
무료이동진료
(성의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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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I 자선진료 I 해외의료봉사 I 영성구현봉사활동 I 행사활동 I 교직원 자원봉사

해외의료봉사
전 세계 의료소외지역에 인력과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업
해외의료봉사는 세계 곳곳에서 빈곤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을 찾아가 이동진료와 수술 지원, 의료진 교육 등을 펼치는 의료봉사활동입니다. 특히, 2010
년 해외의료 전담부서인 성의교정 의료협력본부를 신설하여 극빈층을 위한 상설 자선진료소
운영과 현지 지역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의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해외의료선교사
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성구현봉사활동
연도별 주요실적 (2012~15년)
2012년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14,320명
488,260,997원

2013년

17,260명
559,919,011원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주요 활동
● 단기의료봉사 : 의료취약지역에서 현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수술 지원 활동 및
의료진 교육 사업 실시
● 장기의료봉사 : 의료선교지역 극빈층 자선진료소 운영 및 현지 지역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 사업 실시

2014년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17,678명
468,860,029원

2015년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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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직종의 유관부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의료봉사 및 사회봉사 활동
영성구현봉사활동은 기관 공식 차원에서 다양한 직종의 유관부서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봉사
활동입니다. CMC는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의료 취약지역 및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노력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지역의 긴급구호 활동과 지역사회 내 재난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실적 (2012~15년)
2012년

121,472명
531,754,128원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2013년

36,526명
243,073,356원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주요 활동
●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의료봉사 활동

2014년

●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노력봉사 활동

수혜인원

● 재난지역 의료지원, 피해복구 등 긴급구호 및 재난 예방활동

31,270명
375,559,956원

총 지원실적
2015년

14,145명
215,942,163원

몽골 울란바토르
지목구와 MOU 협약

아프리카 가나 안과
개안수술 사업
(성의교정 의료협력본부)

성모클리닉 필리핀
의료봉사
(의정부성모)

사랑의 원정대 미얀마
의료봉사
(성빈센트)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20,822명
280,070,830원

사랑실천봉사단 지역
의료봉사
(서울성모)

대량 재난 대비
의료지원 훈련
(의정부성모)

가정방문 멘토링
서비스 학습지원
(대전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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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활동

교직원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주민들과 환우들을 위한 질병 예방 및 건강지원 행사

연도별 주요실적 (2012~15년)

행사활동은 기관 공식 차원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환우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질병 예방 및 건
강지원 행사뿐만 아니라, ‘건강, 그 이상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학술, 예술, 스포츠 등의 친교 및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단체 활동입니다.

2012년

주요 활동
● 건강지원행사 및 학술, 예술, 스포츠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43,959명
316,191,308원

연도별 주요실적 (2012~15년)

교직원 자원봉사활동은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직원들이 우리 주변의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자선회, 동아리, 부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펼치는
기부, 의료봉사, 사회봉사, 문화행사 등의 단체 봉사활동입니다.

수혜인원

2013년

2012년

29,616명
686,221,707원

총 지원실적
2013년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99,903명
255,398,077원

주요 활동
●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료봉사 및 노력봉사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36,209명
264,939,119원

2015년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 지역주민들과 환우들을 위한 질병 예방 및 건강지원 행사 개최
● 학술, 예술, 스포츠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2014년

66,907명
603,938,350원

2014년

49,505명
275,937,925원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2015년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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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이 자선회, 동아리, 부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정적, 비재정적 단체활동

43,207명
381,136,430원

건강강좌
(성바오로)

수원교구 생명수호대회
(성빈센트)

2015년 환아 대상 성탄
행사
(서울성모)

일반인 호스피스 교육
(대전성모)

수혜인원
총 지원실적

25,318명
356,754,935원

성모자선회 의료비
지원 환우
(대전성모)

발사랑참모임 봉사활동
(의정부성모)

간호부 아기돌보기
봉사활동
(인천성모)

소아환우 돕기 부천자선
야구인 DAY
(부천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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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각막이식수술 지원사업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을 맞아 “교황 방한 기념 각막이식수술 지원사업”
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5년에도 지속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각막이식수술이 필요하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력을 되찾아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2014년~2015년 대상자 총 10명 중 7명 이식수술 완료(※ 2016년 2월 기준)

중앙의료원/성의교정

성의교정 한센병연구소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성의교정은 1936년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전인치유를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

성의교정 한센병연구소는 1961년 메리놀회의 서 요셉 (Joseph A. Sweeny, M.M.) 신부와 한국 천주
교 구라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설립된 성모병원 내의 Catholic Leprosy Service Laboratory를

한 관심과 봉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센병연구소를 통하여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돕고, 해외의료지원 전문 부서인 의료협

모태로 설립되었습니다.

력본부를 설치하여 세계 곳곳의 의료소외지역에 의료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

이후 50여 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위한 진료실 운영과 이동진료 사업을 통하여 한센병환자의 치료

육과정 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노력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구성원들에게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있으며, 매년 생

및 재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가치 수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2

2013

주요 활동

2014

2015

● 경기도 한강 이북지역에 위치한 7개 나음성자 정착마을과 4개 시 9개 군 보건소 등록 재가 환자를

총합계

천주교 구라회와 공동으로 치료 및 관리하고 있으며 외래진료소 운영과 마을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음.

28

수혜인원

14,311 명

15,661 명

16,598 명

13,937 명

지원실적

1,020,791,919 원

583,981,448 원

527,128,591 원

382,799,775 원

60,507

명

2,514,701,73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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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봉사

영성구현봉사활동

성의교정 의료협력본부 몽골성모진료소 운영

전공의 사랑나눔교육 꽃동네 봉사

참여현황(2012년~2015년)

몽골 성모자선진료소는 가톨릭대 명예교수인 김중호 신부가 지난 2004년 울란바토르 지역에 설립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공의들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사랑나눔교

2012년

한 의료기관으로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꽃동네에서 5박 6일 동안 노력봉사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으로 ‘사랑의 교

참여인원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내부 공사를 통해 재개원 하였으며 내과, 소아과, 진단검사실, 물리치료실,

훈’을 얻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7명

2013년

약국 등으로 구성된 상설 자선진료소 및 현지 지역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 사업을

참여인원

현재까지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20명

2014년

주요 활동

참여인원

● 외래진료 및 이동진료 ● 노숙자 진료 및 가정간호사업 ● 몽골 극빈 환자 초청진료 사업

203명

2015년
참여인원

204명

총합계
참여인원

834명

행사활동
생명존중 합동 콘서트
성의교정 의료협력본부 단기 해외의료봉사

교구 생명수호운동의 차원에서 생명의 가치 수호와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비

의료취약지역에서 현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수술 지원 활동 및 의료진 교육사업을 실시

롯한 교구의 관련 기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평화방송, 가톨릭사회복지회)들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하여 생명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자살 문제의 심
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아프리카 가나 개안 수술 사업 진행(2012 ~ 2014) : 2012년 ~ 2014년 아프리카 가나 개안 수술
(백내장 및 안과질환 수술) 총 3차 사업 진행

주요 활동
● 생명의 숨결, 나눔의 손길” : 2012년 5월 24일 개최 /성의회관 마리아홀

● 몽골 극빈환자 초청 및 수술비 지원(2012 ~ 2016) : Munjktsetseg Damiran(여/21세) 외 15명

● “울지마, 죽지마, 사랑할거야” : 2012년 10월 18일 개최 /성의회관 마리아홀

● 동티모르 단기의료봉사(2013.6)

● “아버지, 사랑합니다!” : 2013년 9월 10일 개최 /성의회관 마리아홀

: 지역주민 1,224명 1차 진료 진행
● 네팔 대지진에 따른 긴급 지원금 전달(2015.6)

● “우리의 바람이 희망의 바람으로” : 2014년 9월 25일 개최 / 성의회관 마리아홀
● “가족,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 : 2015년 11월 5일 /성의회관 마리아홀

● 인도네시아 단기의료봉사 지원(2015.12)
: 지역주민 472명 1차 진료 진행, 위생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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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국내 자선진료
서울성모병원의 자선진료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 각론 제5항, “우리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여 이 환자들도 따뜻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에 근
거하여 전인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다면적 고통을 이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
하고자 병원의 공식적인 자선진료예산을 편성하고 기부금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관공서(보건소),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
관), 성당(가정간호본당)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무료진료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현재는 서초구 관내의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이동진료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1997년 무료 이동진료 시행 (외래진료 및 이동진료, 노숙자 진료 및 가정간호사업, 몽골 극빈 환자
초청진료 사업 등)
● 2009년 “서울성모병원” 개원 이후 자선진료 지원 인원 및 금액 약 2배 증가, 외국인 자선진료 지원
인원 및 금액 약 10배 증가

서울성모병원

국제 나눔의료 사업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국내를 넘어 JCI 3주기 재인증을 획득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환자 중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몽골 성모자선진료소, 페루, 필리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국제 나눔의료 사업은 본원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해외 저소득층 환자를 초청하여 무상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심의 전인치유를 실천하며, 각종 질환 중심의 건강강좌 및 의료봉사활동, 수많은 교직원의 영성구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생명의 봉사자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견된 한국 사제와 수도회, 교구청 등 전 세계 가톨릭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를 발굴하여
6개국(페루,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우간다) 15명에게 나눔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육체적 고통은 물론 그 마음까지 치유한다는 가톨릭 영성을 실천

특히,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 50여 개 본당과 연계한 가정간호 활동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하기 위해 글로벌 ‘나눔’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어린 환우들을 위해 어린이학교를 설립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갈 것입니다.

국내의 소외된 이웃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지속적인 자선진료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그 사랑
주요 활동

을 온 누리에 전하고 있습니다.

2012

● 2011~2015년, 6개국(페루,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우간다) 15명 환자 치료

2013

2014

2015

총합계

수상 이력
● 정부 및 대외기관 수상

수혜인원

67,943 명

48,510 명

30,522 명

26,679 명

173,654 명

- 2013년 메디컬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나눔의료 부문)
- 2014년 메디컬코리아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부문 국무총리상

지원실적

3,493,606,826 원 4,587,128,969 원 4,393,072,629 원 3,854,983,757 원

16,328,792,181 원

- 2015년 메디컬코리아 한국의료 해외진출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 원내 수상
- CMC 핵심가치실천공모전 Action Plan story 수기(2014 우수상) & UCC(2010, 2013 대상)
- 2015년 CMC 영성구현상 우수상(대외협력팀, 정체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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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구현봉사활동

행사활동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

주요 장기 및 질환 별 건강강좌

서울성모병원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를 포함하여 미숙아 지원사업, 불우이웃 주거환경

서울성모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춘 병원답게 주요 장기 및 질환에 따른 중점 육성

개선사업 등 사회 여러 취약 분야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해당 질환 및 장기와 관련된 건강강좌 등 행사를 통해 평
소 짧은 외래 진료 시간에 전달하기 힘들었던 내용을 쉽게 소개하고 환우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

주요 활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 치매 관리사업 : 치매선별검사/인지재활 중재/치매 예방특강/지역사회 치매 센터 연계/치료비 지원 등
● 미숙아관리 지원사업 : 신체계측/육아상담 및 교육/미숙아 부모교육/이유식 교육/발달지연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연계 등

주요 활동
● 암병원 : 지역구 보건소 암예방건강대학 개최 보건 교육 시행(서초구·관악구·과천시 연계 연 1~2회),

●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배 및 장판 교체/싱크대 교체/지붕 개량/보관장 설치 등

암병원 협진센터 건강강좌 및 ‘암 바로알기’ 행사 개최 (연 1회)
● 안센터 : 눈의 날 공개 강좌 개최(연 1회) 및 충주성모학교 시각장애인 학생 진료 (연 1회)
● 심뇌혈관센터 : 이동진료 및 건강강좌(연 4~6회), 의료취약지역 의료봉사, 심장의 날 행사 (연 1회)
● 장기이식센터 : 말기장기부전 및 이식 환우들에게 건강강좌 개최 (2012. 07 ~ 2016. 02, 총 17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어린이 희망의료사업
“서울성모병원”은 2012년부터 현대차 정몽구 재단으로부터 연간 2억 원을 후원받아 BMT 및 선천성
질환 환아를 대상으로 “온드림 어린이 희망의료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온드림 어린이 희망의
료사업은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한 환아 및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
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하게 되었으며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힐링캠프, BMT 완치 환아의 치료 종결
잔치, 소원 들어주기, 성탄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을 통하여 서울성모병원을 이용하는 소아 환아 및

특화
사업

가족들이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치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치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본당 연계 가정간호

● 온드림 힐링캠프 (연 1회)

● 치료 종결 잔치 (연 1회)

● 어린이날 행사 (연 1회)

● 의료비 지원 (상시)

● 성탄 행사 (연 1회)		

본당 연계 가정간호사업은 병원과 본당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노인환자와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재가 암환자 등 만성적인 문제를 가진 이들의 의료적인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찾아 나서는 간호를 통하여

고 김수환 추기경 추모 장기기증 캠페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 2001년 9월, 3개 본당으로 시작하여 현재 50여

서울성모병원과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각막을 기증한 김수환 추기경

개의 성당에서 본당연계 가정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 유지를 살려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하자는 운동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1990년 서울성모병원에서 “앞 못 보는 이에게 빛을 보여 주고 싶다”며 안구기증을
서약했고 실제로 2009년 선종 때 각막을 기증해 두 사람에게 빛을 안겨 주었습니다. 추기경의 각막

주요 활동
● 혈압•혈당 체크, 복약지도, 건강상담
● 지역사회 건강강좌
● 성당 의료봉사
● 자살 예방지킴이 활동

기증은 국내 장기기증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평생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며 하느님을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김수환 추기경의 기일에 맞
추어 서울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2016. 02. 16 선종 7주기 ‘희망의 씨앗 심기 - 생명나눔 제가 하겠습니다 !’
● 2014. 02. 14 선종 5주기 ‘2014 희망의 씨앗 심기 생명나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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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자선회 및 주요 부서/단체 활동 소개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

사랑실천봉사단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 는 우리 주변의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하고 소외된

서울성모병원 사랑실천봉사단은 순수한 교직원 봉사단체로 2005년 7월 15일 발족하였으며 생활 속에

이웃을 돕고자 서울성모병원 및 의료원, 성의교정의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일반인 회원들

체질화된 영성실천문화를 정립하고 교직원들의 자발적 사회봉사 참여기회 제공,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도 동참하고 있는 자선단체로서, 교직원 회원 3,300여 명, 일반회원 약 80명, 연간 약 9,400만 원의 예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3회 의료봉사, 매주 토요일 지역사회복지관 및 시설 등으로

산으로 자선사업을 집행하는 단체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으며 연 1,000명가량의 교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혁

주요 활동

● 1976년 8월 “자선진료소 후원회”란 명칭으로 시작

● 강남종합사회복지관(2006~, 월 1회), 성심의집(2008~, 월 2회), 본원 호스피스센터(2010~, 주 1회),

● 초기에는 의료원 및 성의교정과 서울성모병원(前,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총 5개 기관이 모두 동참하여 운영
● 2012년 3월 기관별 독립운영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로 명칭 변경

성모자애복지관(2014~, 월 1회) 노력봉사 및 의료봉사 (2010~, 연 3회) 실시
● 2009. 12. 15. 대한민국 휴먼대상 시상식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2013.12.11. 강남구 자원봉사대회 “강남구 우수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주요 활동
● 불우환우 및 소외계층 지원
● 가톨릭 의대·간호대생 주말진료 보조금 지원
● 불우가정간호환우 지원
● 지역사회발전 후원사업 : 서초구 장애인가구, 저소득 가구 홈클리닝 서비스 비용 보조

간이식인 환우모임 “동인회”

● 서초구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복 지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2001년에 결성한 봉사모임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 제2의 고향과 같다며 간이식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입원 중인 환우들
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소화기내과 및 간담췌외과 진료가 열리는 동안 이식 후
생활 등을 안내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

주요 활동
● 장기기증자를 위한 추모음악회 개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2009년 6월 개교 이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 입원한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식환우들에게 희망을 전달

어린이학교는 장기입원 혹은 장기 통원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잦은 결석으로 인해 상급학교 및 상급학

● 간이식인 모임에서 후원금을 마련하여 서울성모병원에 전달

년으로의 진급이 어려워 학습 지체,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 유지 어려움 등 건강 이외의 또 다른 문제
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학습 지원 및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도움을 주는 [병원 속의 작은 학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가톨릭간호사회
● 대상 : 소아혈액종양병동, 일반소아병동에 입원 중인 만4세 ~ 중고등학생 환아

1986년 3월 강남성모병원 가톨릭간호사회로 시작된 서울성모병원 가톨릭간호사회는 가톨릭신앙을 가

● 출석인정 : 건강장애아동에 한하여 출석인정 가능

진 간호사들의 모임으로 십자가 안에서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선교를 하며, 가톨릭 신앙을
갖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교리공부를 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병원의 간호사들을 준회원으로
존중하며 서울성모병원의 사목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전교 : 피정참여, 서울가톨릭간호사회 특강, 서울대교구 간호사회 성지순례 등
● 봉사 : 성금(성모의 집, 요셉의원, 불우이웃돕기 등), 아나바다 바자회, 월 1회 전례활동
● 섭외홍보 : 회원관리, 세례, 이념강화(미사 전 SMS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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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성모사랑나눔사업
성모사랑나눔사업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몸소 다가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경제
적으로 어려워 치료가 방치되거나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해주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06년부터 시작한 적극적인 의료생명사업입니다.

주요 활동
● 2006년 개원 70주년을 맞이하여 안과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인 “사랑으로 밝은 세상 만들기”로 시작!
● 2007년 “성모사랑나눔”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대상 질환을 안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두개골조기유합증, 이차성 구순구개열)로 확대
● 2008년 흉부외과, 정형외과를 추가 확대하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협력사업으로 전개
●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2,434명의 환자들에게 약 8.3억 원을 지원
(서울대교구 산하 105개 본당, 타 교구 18개 본당, 기타 23개 기관에서 참여)

여의도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은 한국 가톨릭 최초의 교회의료기관으로서 1936년 개원 이래 치유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사회의 모든 숭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한국의 보건의료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아울러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여
모두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에게 자선진료를 베풀고 의료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이동진료를 펼치는 등 다양한 영성

무료이동진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저소득 극빈층과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무료이동진료사업
은 1945년 해방 직후 서울시 지원 차량을 이용한 서울 변두리 지역을 시작으로 1958년 무의촌 진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1964년 서해 도서지역을 순회했던 병원선 진료 등을 거쳐 이후에는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교회의료기관 본연의 정체성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여의도성모병원은 최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과 함께 가톨릭 산모-

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개원 70주년을 맞아 본당공동체(본당 교우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하여 산모와 태아의 생명존중과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인적인 진료를 펼치며 생명존중의 문화를 선도해

및 인근 지역주민) 중심으로 개편하여 여러 임상과 및 다양한 교직원으로 구성된 이동진료단이 참여
하는 전사적인 형태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이동진료는 CMC최초 본당 중심의 교회공

나가고 있습니다.

동체 모델로서 가톨릭 의료기관의 영성적 기반을 바탕으로 펼쳐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2
수혜인원

25,661 명

2013
28,390 명

2014
29,535 명

2015
10,497 명

총합계

94,083 명

주요 활동
● 1회 이동진료 시 3개(내과계, 외과계, 안과)의 임상과 참여
● 의사 (3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원목자 (1명), 사회사업가 (2명), 교직원자원봉사자 (3~5명) 등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이동진료단의 상호협력 [10년간 2,068명의 교직원 참여]
● 이동진료 시 ‘교직원 자원봉사활동’을 구성하여 10년간 총 442명의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지원실적

541,456,790 원

519,921,048 원

710,985,327 원

485,612,293 원 2,257,975,458 원

참여하여 교직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의 기회 제공
●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을 받아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공단과 협력으로 이동진료 전개
● 10만 번째 진료 (2012년 10월 24일 동대문시장성당)
● 1972년 ~ 2015년까지 총 107,927명 진료,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약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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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사업

행사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의료’라는 병원이 가진 고유한 역량을 지역사회와도 ‘나눔’ 하고자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가톨릭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공행사 진행 시 의료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대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

가톨릭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존중과 권리보호를 위한 전인적인

역주민들의 보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의 교수진 및 간호사, 영양사 등이 직접 지역사회 곳

치료의 실천으로 생명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2015년 9월 15일 개소되었습니다. 고위험 산모

곳을 방문하여 건강강좌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 초·중·고등학

증가와 미숙아 출산율 상승 등 출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교와 응급의료센터 간 Hot-Line 구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해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고 갈 청소

집중치료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적 풍조에 대항하여

년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영성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재창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모 및 신생아와 관련된 가톨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협력

주요 활동

활동을 통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 공공행사 의료지원

있습니다.

- 장애인 합동결혼식 의료지원 (2012. 04. 06 ~ 04. 08)
- 세월호사고 의료지원 (진도실내체육관 2014. 05. 19 ~ 05. 23)
- 여의도 한마음 체육대회 의료지원 (여의도초등학교 2015. 10. 31) 등

주요 활동
연도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건수

7

4

4

3

18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연계하는 전문 분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재활의학과, 간호부, 약제팀, 원목팀, 사회사업팀 등)간 유기적 진료
협력체계 구축
● 저소득층, 미혼모,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와 영적, 재정적 지원

● 지역사회 기관 연계 건강강좌
- 여의도 권역 내 영등포 보건소와 복지관, 보건 분소 및 양천구 보건소 등 여의도 인근 보건소와
서울대교구 성당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주요 거점에서 매년 건강강좌 실시
- 고혈압, 뇌졸중, 심장 및 척추질환, 안질환, 당뇨 등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한 질환 중심으로 시행

연도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건수

25

37

37

40

139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과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의료지원 협약
체결(2015.11.17)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미혼모시설[마음자리] MOU 이후 첫 환자
의뢰 (2015.11.23)

● 심폐소생술 교육
- 지역사회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심으로 실시
- 최근 인근 직장인 대상으로 교육 확대

40

연도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건수

4

6

4

6

2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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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자선회 및 주요 부서/단체 활동 소개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

약제팀

성모자선회는 1976년 8월 자선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자선환자들의 사회복귀 및 재활에 도움

약제팀은 영성구현활동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하고 있습니다.

을 주고자 만들어진 교직원들의 자발적 후원단체로 “자선진료소후원회”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동년

서울시 의사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에 2010년부터 월 1회 2-3명의 직원

9월 2일 “성모자선회”로 개칭하였습니다. 성모자선회는 십시일반 모은 교직원들의 회비로 환자와

이 참여하여 약품의 조제, 투약, 복약 업무에 대하여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생계보조비, 재활보조비, 장례보조비를 지원하며 실의에 빠진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성모자선회는 발족 후 CMC 산하 5개 기관 (의료원, 성의교정, 여의도성모병
원,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이 참여하여 통합운영 되어왔으며, 2012년 3월 각 병원별로 독립되

주요 활동

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활동실적 : 연 12회 , 총 72회 실시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기존 지원분야를 포함하여 최근 취약환자들이 많이 고통 받고 있는 간병비에

●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처방 조제 실시

도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자선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 약품 투약 시 복약상담 진행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성모자선회 지원 대상자 추천 및 생계보조비, 재활보조비, 장례보조비, 간병비 지원
● 성모자선회 회원 관리 [회원 수(2015년 기준) : 479명, 전체 교직원 중 약 60% 참여]
● 1976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3,815명 환자에게 약 3억 원 지원

진단검사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은 영성구현과 동시에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자 직원 개인이 하던 봉사활동을 팀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상담소, 모래치료, 기구정리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고자 2010년 가을부터는 성가복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1회 이상 봉사에 참
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벚꽃 축제기간 중에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주변 청소를 하여 주민들과 함께 기쁨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간호사회

을 나누고 있습니다.

1975년 5월 7일 성모병원이 명동에 소재 당시 100여 명의 가톨릭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발족하여 가톨

주요 활동

릭영성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41년간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1979년

● 성가복지병원 월 1회 (환자 식사 봉사, 병원 청소)

● 옷 기증(분기별)

에 설립된 한국 가톨릭간호사협회의 모체이며, 2016년 현재 본회 회원 297명으로 매주 2회 요셉의원

● 이동진료 자원봉사

● 병원 주변청소

● 동전 모으기

의료봉사 및 매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영등포구 쪽방촌에 위치한 요셉의원에 주 2회 의료봉사를 하여 총 336회 지원
(요셉의원 : 원장 이문주 프란치스코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의료기관)
●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총 8회 개최, 불우이웃돕기 성금 총 1,290만 원 기부

영상의학팀
방사선사, 간호사, 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영상의학팀은 모든 직원이 1인 1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팀은 치과와 함께 2006년부터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등포구 쪽방촌에 위치한 요셉의원
에 진료봉사를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2008년부터는 인천 부평구 신곡동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
(샤미나드의 집)에 방문해 매월 세탁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요셉의원 : 원장 이문주 프란치스코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의료기관
● 샤미나드의 집 : 원장 이석은 수사, 마리아수도회 소속 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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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생명존중사업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생명존중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선
진료 사업 중 하나로 의뢰되는 환자를 지원하는 것에서 탈피, 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생명존중 활동으로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과 함께 사회사업가의
상담까지 제공하는 전인치유적 사업입니다.

주요 활동
● 2010년~2015년까지 무릎인공관절수술, 인공와우수술 등 총 4,460명의 환자 지원

2010년~2015년까지 무릎인공관절수술,
인공와우수술 등 총 4,460명의 환자 지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합계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1957년 설립된 후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기 위해 자선과 의료봉사로 지역
주민들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병원사목을 통하여 환자의 영육을 함께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한 생명존중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며, 보건의료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활동과 재난대비

994명
313명
1,468명
1,047명
289명
331명
4,460명

무료이동진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동진료는 기존의 개별적인 봉사와 교실 차원의 진료활동을 병원 차
원에서 일원화시켜 1995년 본격적으로 이동진료팀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북
부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관공서의 협조하에 해마다 의료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

훈련을 통한 지역 내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여 경기 북부 지역의 유일한 가톨릭 대학병원으로서의 존재가치 및 영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을 점검 후 이동진료대상을 선정하여 진료하였으며, 타 이동진료와 달리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방침이 있었던 2016년 2월 11일까지 적자를 감수한 개성공업지구부속의원 위탁운영을 통하여 남

병원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기

북통일의 염원을 담은 의료사각지대의 의료 지원활동으로 가톨릭 영성구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적인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조기 발견하여 본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그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천주교 의정부교구와
협력하여 성당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의정부교구 신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2012
수혜인원

11,962 명

2013
16,057 명

2014
14,289 명

2015
16,371 명

총합계

58,679 명

주요 활동
●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LH공사 민락 8단지 (연 6회)
● 가평꽃동네, 노아의 집, 생수의 집 (연 6회)

지원실적

1,570,044,244 원

1,465,739,969 원

1,471,587,461 원

1,716,442,066 원

6,223,813,740 원

● 의정부교구 내 성당 7곳 (연 8회)
● 총 634회 무료이동진료 시행. 27,675명 진료.
약제비 281,470,716원 지원. (199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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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해외의료봉사

이주노동자를 위한 성모클리닉

해외의료봉사활동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외국인 무료진료로서

해외의료봉사는 의료시설이 취약하여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2007년부터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월 2회 양주 광적성당, 의정부 녹양동성당에서 성모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이동진료

에 연 1회 본원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 등 다양한 직종)로 무료이동
진료 및 기타 지원 사업 등의 시행을 통하여 질병 치료를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기 위한 생
명존중의 영성을 실천하는 의료선교활동입니다

주요 활동
●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이동진료
● 추후 추적 치료 및 치료 기간이 긴 환자는 의정부성모병원의 임상과로 의뢰하여 지속적 치료 진행

2011년
수혜인원
2012년
수혜인원

633명
503명

주요 활동
● 해외의료취약지구에서 무료진료

해외의료취약지구에서 무료진료

2012년
아프리카

1,300명

2013년
필리핀

1,406명

● 의약품 및 소모품 지원

2013년
수혜인원

346명

2014년
수혜인원

466명

2014년
인도네시아

2,300명

2015년
수혜인원

418명

2015년
필리핀

1,500명

영성구현봉사활동
무료종합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보지 못한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종합건강검진 사업을 2009년도부터

교육 및 재난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 및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의료취약지역 내 보건 의료인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보건의료교육을 시행

재활을 목적으로 의정부교구 내 본당에서 추천한 신자 및 지역주민과 더불어 결혼이주민, 이주노동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재난훈련에 참여하여 예상치 못한 대량 재난 및 재해 발

자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

● 50여만 원 상당의 기본 정밀검사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 2009년부터 연 1회 시행. 총 490명, 164,050,000원 지원

● 지역사회 미군 의무병 교육		

● 대형재난사고 대비 의료지원 긴급구조 훈련

● 검진 시행 후 추가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후속 진료(외래비, 입원비) 혜택

● 소방재난 훈련

46

교육 및 재난훈련 참여인원

2012년

538명

2013년

449명

2014년

422명

2015년

4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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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자선회 및 주요 부서/단체 활동 소개
성모자선회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웃들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설립된 자선단

특화
사업

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 위탁운영

체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요 활동

개성공단 내 남측 주재원의 건강증진 및 선진의료 전수를 통한 남북 교류

● 자선환자 지원 : 자선진료 환자들의 진료 중 간병비 지원 등 진료비 외에도 통합적인 지원활동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외부와 단절된 개성공업

● 지역사회 지원 :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지원하는 성모사랑 나눔행사 및 김장 나누기 행사 지원

지구 내 남측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북측주재원을 위한 지원활동을

● 의료봉사단 지원 : 경기 북부 EXODUS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의료봉사단의 활동 지원

하였고, 2015년 1월부터 개성공업지구 내 부속의원을 위탁운영을 시작

● 국내외의료선교 : 국내외 의료선교 시 필요 물품 지원

하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한 2016. 2. 11일까지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성빈첸시오회
1994년 9월 24일에 병원 사업장에서는 처음으로 빈첸시오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원내회
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정기적인 방문(대화와 관
심)으로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회원 292명).

주요 활동

주요 활동
● 개성공업지구 내 남측주재원을 위한 진료 및 건강강좌, 공중보건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 북측진료소 의료진 인건비 및 차량 수리비/유류비 지원, 유사시 응급환자 대처

●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지원 : 월 5∼10만 원 (130여 가정 지원)
● 극빈자 방문활동 : 연간 131건에 350명 방문 (2015년 기준)
● 기타활동 : 극빈자 무료건강검진, 쌀(10kg) 나눔활동

사랑봉사단
사랑봉사단은 가톨릭 영성구현을 실천하고자 진료지원부서인 재활의학팀, 병리팀, 핵의학팀,
방사선종양학팀 34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2008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매월 1회 지역 내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노력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타 부서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잡초 제거, 청소(화장실, 강당, 성당, 식당 등), 쓰레기 운반, 주변환경 정리 등

나눔샘봉사단
나눔샘봉사단은 진단검사의학팀원 4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11년도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의정부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경기 북부 아동보호소, 지역관광지 및 유원지에서 ‘지역밀착’, ‘가족참
여’의 개념을 도입한 봉사를 시행하여 지역사회에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기여하
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노력봉사 (아기돌봄 및 환경정화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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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지역사회 협력 풀뿌리 자선진료
부천성모병원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풀뿌리 자선진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
회의 욕구를 직접 반영하고 지역주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자선진료를 통해 지
역사회밀착병원, 문턱이 낮은 병원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를 넘어 해외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을 선별·초청하여 가톨릭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선교에 힘쓰는 등 전인적 치료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WITH YOU 당신 곁에’ 소액의료비 지원사업
(2013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진단비 및 응급치료비 지원)
● ‘LOVE ME’ 취약청소년 맞춤형 예방보건사업 (2014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시행)
● 취약계층건강검진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결식아동, 노인, 등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 해외취약계층 환자 초청 치료 (2014년~, 총 4명 초청 치료 시행)

부천성모병원

해외의료봉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1958년 ‘성가의원’으로 설립된 이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LOVE TOGETHER’ 해외취약계층 지원 사업

보살피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천으로 이전한 1983년 이후 설립된 교직원 중심 자선단체 ‘성가자선회’가 중심이 되어 어려운 이웃에

인종과 국적, 이념,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

게 전인적 돌봄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부터 환자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쌀·김장김치를 나누는 성가사랑나눔, 한

해 있는 해외취약계층 대상자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선진 의술의 전달 및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아낌없이 다는 나무’,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등 지역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소액의료비 지원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의약품 및 소모품, 구호 성금 등을 지원하여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위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 등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더불어 2013년부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등 해외취약계층을

생명의 물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등 CMC 영성구현을 통한 의료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중심으로 호스피스 후원회가 설립되어 입원환자 중 취약계층의 환자에게 병원비 지원 및 간병비 지
원을 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남은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병원만의 자랑인

주요 활동
● 필리핀 요셉의원 후원금 전달 (2013~2014년)

알코올의존치료센터는 포괄적이고 특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사회기능 향상과 사회복귀를 위해 환자들과 가족

● 해외 취약 선교지역(캄보디아, 볼리비아 등) 물품 전달 (2013년~2015년)

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수라카르다 의료봉사 (2014년, 총 1,705명 진료)
● 카자흐스탄 알마티 의료봉사 (2015년, 총 3,339명 진료)
● 네팔 지진피해 복구 성금 전달 (2015년)

2012

50

2013

2014

2015

총합계

수혜인원

24,669 명

40,617 명

51,820 명

34,364 명

151,470 명

지원실적

1,317,028,108 원

1,947,092,228 원

2,115,103,404 원

2,130,597,990 원

7,509,821,73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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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구현봉사활동

행사활동

성가의료봉사단

소아환우 돕기 부천자선야구인 DAY

성가의료봉사단은 『소외된 이웃, 전인적 돌봄, 자발적 참여, 사랑의 실천, 영성의 실현』이라는

소아환우돕기 부천자선야구인 DAY는 2011년 6월 제 1회를 시작으로 부천성모병원 Challenger야구단

Mission 아래 1997년 발족된 전사 차원의 의료봉사단체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

이 주관하고 부천시청 Fantasia야구단, MANAS야구단(만화작가 모임), 부천소방서 플레임즈야구단,

주민들의 건강향상과 전인적인 돌봄을 위해 전 교직원이 하나 되어 애정 어린 열정을

부천원미경찰서 힛앤런야구단, 부천 시민 야구협동조합 등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의 동우

기울이며 CMC 의료인의 사랑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 야구팀과 매년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국제 스포츠대회 메달리스트로 구성된 챔피온스야구단과 라
바야구단, 사세꿈야구단도 특별 초청돼 뜻깊은 자리도 마련합니다. 행사가 열리기 전에는 각종 물품
을 기증받아 인터넷 경매 방식으로 성금을 마련하며,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는 야구경기 외에 만화

주요 활동

작가로 구성된 마나스팀 선수들이 나와 캐리커처 그려주기, 부천소방서에서 마련한 심폐소생술 시범,

● 2012년~2015년까지 총 53회, 33,212명의 환자 진료 시행

부천시청팀에서 마련한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성금을 마련합니다. 또한 참여해주시는 선

● 성가의료봉사단 (2013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상 ‘대상’ 수상)

수 및 가족분들을 위하여 경품추첨을 통한 선물증정도 함께 합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부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추천하는 부천시 관내 소아환우 치료비에 전액 사용됩니다.

주요 활동
● 2011년 제1회 ~ 2015년 제5회 소아환우돕기 부천자선야구인 DAY 대회 주관
● 회의 주관, 야구장 섭외, 특별초청팀 섭외 등
● 사회사업팀과 연계하여 소아환우 선정 및 치료비 지원

특화
사업

알코올의존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부천성모병원 알코올의존치료센터는 알코올의존 환자들과 가족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낮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낮 동안 입원하여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인간관계를 맺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출·퇴근형식으로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 나눔행사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사회기능 향상과 사회복귀를 위해 집중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재활치료프로그램

부천성모병원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초월하여 전인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으로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가족 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을

『부천 다문화축제, 복사골 건강한마당, 1사 1촌 행사』 등 의료기관의 특성을 살린 건강행사 외에도 노

연계하여 강의 및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음주 폐해 예방 및 건강 음주 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
● 2014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상 대상 수상
● 알코올의존환자를 위한 중독재활치료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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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봉사, 친교행사를 통해 ‘건강, 그 이상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나눔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복사골 건강한마당 (2009년 ~ 현재, 총 8,695명 진료, 교직원 봉사자 592명 참여)

● 알코올의존자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 1사 1촌 (2009년 ~ 현재, 연 1회 의료봉사 및 노력봉사 시행, 현지 농산물 직거래)
● 부천 다문화 축제 (2014년 ~ 현재, 총 2,395명 진료, 교직원 봉사자 13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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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자선회 및 주요 부서/단체 활동 소개
부천성모병원 성가자선회

챌린져스 야구단

CMC 영성 및 부천성모병원의 설립 목적에 따라 1984년 3월 14일 교직원 중심으로 조직된 자선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Challenger 야구단은 “즐거움이 없다면 행복도 없다”라는 모토로 2010년

단체로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32년

2월에 창단하였으며, 즐거운 야구를 통한 직원들 간의 상호유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천성모병원

동안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소외된 이웃, 전인적 돌봄, 자발적 참여, 사랑의 실천,

홍보 및 소아환우돕기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영성의 실현]이라는 Mission 아래 전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야구단입니다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부천성모장학사업 (since 1987) - 지역사회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업 보조비 등 지원

주요 활동

● 성가사랑나눔 (since 1995) - 지역사회 소외 계층 주·부식 지원 (쌀 & 김장김치)

● 부천자선야구협의회를 발족하고, 4개 대학병원 야구단 및 지역사회 야구 동우인들과 정기적인 친선

● 아낌없이 다는 나무 (since 2010) - 취약계층 난방비, 생계비, 장제비 등 후생 복지비 지원 사업
(단위:천원)

2012

2013

2014

2015

수입금액

227,589

314,465

320,358

305,152

지출금액

222.948

238,228

430,862

310,372

야구대회 추진.
● 소아환우돕기 부천야구인 DAY 행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외부 인사들의 기부금 및 소아병동 환우들을
위한 기증품 증정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유대 및 소통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팀
1995년 경인 지역의 최초의 호스피스병동을 시작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시기의 환자들의 증상 완화, 죽
음 및 사별까지 포괄하여 돌보며, 환자와 보호자가 최대한 자신의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고통 없이 남은

재활의학과
1991년 개설되어 현재 교수 3명, 물리치료사 11명, 작업치료사 7명, 사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전인적 치료를 위하여 삶의 중요한 순간을 의료진들과 다른 환우들
과 함께 축하해 주며, 남은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별 후 가족들
이 겪게 되는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사별 후의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을 실천하고자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영성구현상 원목/자선부문 본상을 수상
● 성가요양원, 요셉의원 재활치료 봉사활동 실시

주요 활동
● 취약계층 환자 진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

● 생신 축하 및 기타 의미 있는 날의 축하식

● 소원 들어주기				

● 사별가족 추모제

● 성가복지병원 기부금 및 해외자선활동 기부금 후원

간호부
간호부장 이하 6개팀 27개의 unit 총 480여 명의 부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매년 각 팀별 액션플랜계획을 수립하여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하였고 요셉의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실시
●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반찬지원봉사 및 건강상담, 장애우시설 및 어린이공부방 도우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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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내부 네트워크의 중심부서로서 모든 내외부 고객에게 양보와 미덕으로 대하며, 서로를 성장시키고 업무
를 수행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정기적인 노력봉사를 시행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도창리 포도농장 노력봉사 시행(연 8회), 바보의 나눔 성금 기부(연 12회)
● 정명여자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연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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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자선진료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여, 이 환자들도 따뜻한 의료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힘쓴다”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에 따라 성바오로병원 사회사업팀에서 경제적 어려
움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우들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
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무릎지킴이 따뜻한 바오로”: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슬관절 수술비 지원
●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 건강지킴이”: 지역사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 “다문화 여성 건강지킴이”: 지역사회 결혼이주 여성 97명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
● 외국인 노동자 및 지역사회 어르신 대상 건강검진 지원
● 지역사회 의료취약환자의 건강을 위해 외래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지역사회 천주교성당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

성바오로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외받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천주교 신자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건강상담을

무료이동진료
가톨릭대학교 부속의료기관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최고의 진료팀이 각종 검사 장비를 준비하여 천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교회 및 주민센터, 복지관, 재래시장 등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거동

또한, 교직원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해 빨래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생명가치

이 불편한 환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하느님 사랑을 전파하고 있

수호와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파하고자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주요 활동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 천주교 서울대교구 7지역 성당 이동진료
● 동대문구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노인종합복지관 이동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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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인원

2,560 명

5,009 명

1,610 명

1,934 명

11,113 명

지원실적

597,577,200 원

523,694,888 원

484,651,355 원

566,553,220 원

2,172,476,663 원

● 전농1동 주민센터, 청량리 청과물시장 이동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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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활동

성바오로병원 자선회 및 부서/단체 소개

건강강좌

성바오로병원 자선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성바로병원 교직원들의 자발적 순수 후원단체입니다.

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실시하

주요 활동

고 있습니다.

● 정기적 후원 : 우리집공동체, 한마음 나눔 공동체, 소년 예수의 집, 성모의 집, 애덕의 집,

주요 활동

성라자로마을, 교정사목위원회, 삼덕원

● 천주교 서울대교구 7지역 본당과 연계한 건강강좌 연 15회 개최

● 비정기적 후원 : 고등학생 6명

● 인근 백화점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질병 예방교육 실시
● 원내 강당으로 지역사회주민을 초청하여 강좌 및 무료검사를 실시
● 지역사회 내 학교를 방문하여 중고등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실시
●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 실시

엄마되어주기 모임
성바오로병원 병동간호팀 팀원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부모와 이별한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
를 유지하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백의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1004 Day

주요 활동
●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우아동 보육기관인 해명보육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4 Day 봉사 활동은 국민들에게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간호사업을 적극 홍
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10월 4일 1004 Day를 전후로 성바오로병원의 간호사
들이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건강 100세를 위한 혈압 관리 1004 Day 포스터를 게시 및 혈압측정과 혈당검사를 실시

빨래봉사 모임

● 병원간호사회에서 제작한 고혈압 및 당뇨 교육 책자를 무료로 배포

1997년부터 20년간 지속적으로 뇌성마비, 중풍환자, 지적장애인을 위한 빨래봉사 및 청소봉사를 통해

● 고혈압과 관련 체성분 분석기인‘IN BODY 570’을 설치하여 개인의 BMI와 체지방률 등을 분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체입니다.

● 검사 종료 후에 차 봉사 실시

주요 활동
● 뇌성마비, 중풍환자, 지적장애인을 위한 빨래봉사 및 청소봉사

지역사회 네트워킹
70년을 한결같이 동대문 지역의 건강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명실공히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오고 있는 성바오로병원은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복지 단체 등

자원봉사자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이나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리스도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돕고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

● 다문화가정 건강지킴이 자매결연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진료협약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약		

●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 및 복지를 위한 협조

●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기증 캠페인

● 경동시장 상인을 위한 건강관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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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 지원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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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후원기관 업무협약 의료비 지원 & 안과 건강검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후원기관 업무협약을 통하여 특정 질환군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
하여 다수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의 안과질환에 관심을 갖고
실명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치매주간보호센터 및 도서 산간 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안과 무료검진과 이동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후원기관 업무협약 의료비 지원>
●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2013년-17명), 인천시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2013년-10명, 2014년-4명),
천주교 인천교구 생명사랑운동본부(2013년-6명), 한국심장재단(2015년-3명)

<안과 건강검진>
● 2013년 부평구 치매주간보호센터(부평 행복의 집, 갈산 행복의 집) 안과 검진 시행(노인 48명 대상)
● 2015년 인천 도서 산간 지역 강화도 안과 검진 시행(고령자 36명 대상)

인천성모병원

기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1955년 6. 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설립되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돌본다는 이념 아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공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
하여 자선진료, 장학사업, 기부, 의료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지체계를 제공하고

장학사업 &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있으며,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건강봉사활동 및 건강강좌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올바른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예방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질병의 치유를 넘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참

차원의 건강관리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된 일꾼을 양성하고자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구청 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저

더불어 지역 중추의료기관으로서 치매, 정신질환, 결핵, 아동청소년·여성 폭력 보호센터 등 지역 내에서 보호 및 치료,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한 국가보
건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국민의 생명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본
원 입사 지원 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설날·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
변에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교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쌀 또는 기부금을 나누는 “사랑의

2012
수혜인원

20,904 명

2013
37,457 명

2014
6,589 명

2015
12,051 명

총합계

77,001 명

쌀 모으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부평구 장학사업 : 2014년 ~ 2015년 부평구 저소득층 고등학생 60명에게 총 9,600만 원 지급

지원실적

795,261,373 원

1,008,155,230 원

943,082,992 원

1,500,865,129 원

4,247,364,724 원

● 나눔실천 장학사업 : 2014년 ~ 2015년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8명에게 7,200만 원 지급
●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 2012년 ~ 2015년 총 9,590명의 교직원이 모금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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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구현봉사활동

행사활동

국가위탁사업 운영

건강나눔 봉사활동 & 찾아가는 건강강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지역 중추의료기관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지역

건강나눔 봉사활동과 찾아가는 건강강좌는 주기적인 건강과 관련된 봉사활동과 강좌를 통해 지역사

내 국가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치매통합관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고령화 사

회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예방과 올바른 건강 상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요

회로 날로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 발굴 및 관리, 주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과

기관과의 협조로 건강 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건강강좌를 진행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남구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주민들에 대하여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 서비스와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주요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건강나눔 봉사활동 : 2012년 ~ 2015년 총 20,495명에게 혈관나이측정 및 건강상담 실시

이외에도 성폭력·가정폭력ㆍ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인천 북부 해바라기센터와 결핵의 조기 퇴치

● 찾아가는 건강강좌 : 2012년 ~ 2015년 총 290회, 20,160명에게 건강강좌 실시

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인천 남구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 : 구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캠페인 실시
(2011년 ~ 현재, 연평균 신규등록자 70명, 상담 1,129건 시행)
● 인천 부평구 치매통합관리센터: 구민 대상 치매선별검사 실시, 치매진단자의 치료비 지원 등
(2010년 ~ 현재, 연평균 신규 등록 473명, 상담 6,313건, 방문간호 1,565건 시행 )
● 인천 부평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부평행복의집·갈산행복의집: 치매노인 돌봄 및 재가서비스 제공
(2013년 ~ 현재, 부평행복의집 7,560명, 갈산행복의집 10,080명 이용/연평균)
● 인천 북부 해바라기센터(2013년 5월 ~ 현재)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상담 및 지원
(2015년 총 지원 건수 : 6,392건)
●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사업(2011년 1월 ~ 현재) : 치료 성공률 88.2% (2015년 기준, 전출 제외)

자원봉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공식지정병원 의료지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가족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돌본다는 이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및 제11회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성

아래 호스피스완화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등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대회를 주관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부터 공식지정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원은 대회 기간 중 선수 및 관람객에게 즉각적인 의료서

호스피스완화 의료봉사는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해 목욕, 머리감기, 발 마사지 등 전반적인 신체적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돌봄과 더불어 말벗, 산책, 보호자 휴식제공의 심리적 돌봄, 기도, 성가, 성서 읽어주기 등 영적 돌봄

이외에도 인천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추 의료기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용 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을 위해 직접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위
한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2013 인천 실내 & 무도 아시아경기대회 의료지원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4. 9. 12.~10. 6 (25일간) 공식지정병원 (총 진료 인원 882명)

주요 활동
● 호스피스완화의료봉사 : 주 6회, 40명 자원봉사자 신체적 돌봄 및 영적 돌봄의 봉사활동 실시

●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2014. 10. 13.~ 10. 26 (14일간) 공식지정병원 (총 진료 인원 97명)
● 2015 인천 국제 여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등 의료지원

● 이·미용 봉사 : 월 4회, 8명 자원봉사자 병실 방문하여 이·미용 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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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자선회 및 주요 부서/단체 활동 소개
인천성모자선회

간호부 봉사활동

인천성모자선회는 질환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1987년 교직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간호부는 치유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질병으로 고통받

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매월 후원금을 통

는 이웃들을 돌보는 돌봄의 주역으로서 과학적 맞춤간호를 통한 간호업무의 효율화와 환자 서비스 향

하여 저소득 환자의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후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

상에 노력하는 최고수준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한 자발적인 기

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와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며 ‘점성간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성간호 :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점(點)처럼 작은 것에 소홀함이 없고, 점(點)처럼

주요 활동

지나치기 쉬운 찰나에도 깨어있는 마음(순간성화)으로 돌봄을 의미

● 사회복지기관 지원(2012) : 노인복지시설 요셉의집, 청소년 쉼터 하늘목장, 인천새터민지원센터 지원
● 장학금 지원(2012~2015) : 지역사회 저소득층 고등학생 13명 장학금 지원

주요 활동

● 생계비 지원(2013~2015) : 환자 퇴원 후 가정방문 및 생계비 26명 지원

● [기부활동] 아나바다 활동을 통한 본원 사회사업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기부,

● 가정간호 지원(2012~2015) : 가정간호 환자 42명 의료비 지원

장기근속자 쌀 기부를 통해 본원 사회사업팀에 쌀 기부

● 별마루 건강검진(2015) : 청소년쉼터 학생 13명 무료 건강검진

● [단체활동] 스텔라의 집(미혼모의 집) 봉사활동, 주 2회 정기적인 단체봉사활동

호스피스 후원회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시설관리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후원회는 2014년 1월 발족되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시설관리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2013년 5월 발족되었으며, “작은

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마음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든다” 라는 취지로 2개월에 한 번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위한 지원과 사회봉사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

상으로 도배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을 기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

●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도배 봉사 진행 (1회/2개월)

●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 진료(시설, 장비, 재활, 후생 복지, 진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및 가족 지원,
요법 프로그램 및 환자가족교육 지원
●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에 관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제반 지원, 사별가족 지원, 후원회 발전을 위한
사업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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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합창단

임상병리팀 자원봉사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합창단은 2004년 6월 발족되었으며, 병원에 입원하신 환우들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임상병리팀 자원봉사팀은 2013년 3월 발족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거주

게 하느님의 메시지와 위안을 전해드리고, 다양한 원내행사에 참여하여 교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

하는 지역의 환경미화 활동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

습니다.

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

● 2012 성탄축하 작은음악회 개최, 개원기념일 기념식 축하공연, 성모의 밤 특송 등

● 매월 1회 지역 주변상가 및 지하철 역사 주변 환경미화 봉사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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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지역사회 무료진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의 지역사회 무료진료 활동은 정남 루이제의 집(여성노인주거시설)으로
의료진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정기진료를 시행해오던 것에서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경기도 내 진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소외지역(안성, 우음도)이나 수해 등 재난지역(인제 덕적리, 광주) 긴급구호활동에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자 하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주요 활동
● 지역주민 무료진료, 투약, 진단검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사회사업가, 수도자, 행정직 등 의료봉사단 파견
● 2005 ~ 2012 누적 봉사자 317명, 누적 수혜인원 2,132명

성빈센트병원

해외환자 초청진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는 해외의료봉사의 일환으로,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추천으로 몽골 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1967년 개원 이래 빈센트 성인의 정신에 따라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명 하에 자선병동을 운영해 오던 것이
사회사업의 근간이 되었고, 1987년부터 사회사업활동을 시작하여, 자선·일반·재활·정신·호스피스 사회사업활동, 병원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
를 해왔습니다. 또한, 해외 의료봉사 지원을 위한 자선 바자회, 저금통 모금활동 등으로 교직원들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

비타트 거주 지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골의 선천가관절증’(희귀질환) 환아 우랑구(여/당시 3세)
의 수술을 위해 한국으로 초청진료를 진행하여 소아정형외과 이한용 교수의 주관으로 5차례에 걸쳐
입원 및 수술(일리자로프 시술, 체외금속고정술, 절골술, 사지골절관헐적정복술, 골편절채술, 족관절
고정술, 가관절수술 등)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는 한편, 국내외 소외계층의 의료혜택을 위해 교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성빈센트 사랑원정대를 조직하여 지역사회 무료 진료, 해외의료봉사
활동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과 외부후원자로 구성된 후원회인 성빈센트병원 자선회를 통해 장학금, 생계비, 간병비

주요 활동
● 2013. 10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환아 추천 및 본원의 초청진료 협의

지원의 의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영세기관 지원, 긴급구호 지원 등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4. 3월 환아 입국 및 본원 입원하여 체외금속 고정술 등 시행 받고 2차례 입퇴원 후, 본국 귀국
● 2015. 6월 재발소견으로 재입국하여 2015.10월, 2016.2월, 6월 3차례 입퇴원 및 수술. 본국 귀국.
● 2013. 10월 ~ 2016. 7월 입원, 외래 진료비 54,794,163원 전액 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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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총합계

수혜인원

61,058 명

28,166 명

19,126 명

14,248 명

122,598 명

지원실적

875,542,851 원

753,492,492 원

854,114,866 원

784,190,102 원

3,258,340,31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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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봉사

행사활동

사랑의 원정대 해외의료봉사 활동

캠페인 및 건강강좌 등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의 해외의료봉사는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가난하여 의료혜택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계 속의 성빈센트’라는 슬로건 하에 모든 치유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치료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한다는 모토로 2007년부터

과정 안에 사랑과 섬김을 실현한 빈센트 성인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

미얀마 바고와 방글라데시 마이멘싱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수도자, 행정직원 등의 교직원

로 성빈센트병원은 무료 건강검진, 건강강좌 등 지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으로 구성된 성빈센트병원 사랑원정대를 파견하여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단기 의료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은 의료서비스와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봉사가 아닌 현지의사 연수, 빈민지역 생계비 지원, 현지 수술비 모금, 현지클리닉 개설준비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지속적인 현지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계 속의 성빈센트병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계 속의 성빈센트 캠페인 (수혜인원 : 576명)

주요 활동

● 폐·위·대장암 및 심·뇌혈관질환 중심 건강강좌 실시 (수혜인원 : 441명)

● 해외현지주민 무료진료, 검사, 투약, 무료수술 지원

● 수원교구 생명수호대회 행사 중 심폐소생술 체험 및 교육 실시 (수혜인원 : 249명)

● 가정의학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사랑원정대 파견 인원 33명
● 충수염, 종괴, 탈장, 난소, 유방제거술 등 수술 건수 194건
● 수혜인원 : 5,974명

해외의료봉사 기금 마련 자선바자회 '성빈센트 은총시장'
자선바자회 ‘성빈센트 은총시장’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전 교직원들의 기부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판매 물품은 교직원과 외래환자의 기증품으로 구성되고, 행사당일 판매 등의 모든
활동은 교직원들의 봉사로 참여가 이루어지며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해외의료봉사기금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성빈센트병원의 주보성인인 성빈센트의 축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에 바자회 시행
● 참여자 : 가톨릭간호사회, 가톨릭 남·여직원회,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 행정직 여직원회 등 289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다
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행사 중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하였으며, 또한
건강검진 및 건강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
역 주민과 친밀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수혜자 : 지역주민 및 해외현지주민

주요 활동
● 응급의료지원, 건강검진 (체성분·골밀도·혈당·혈압 등 검사) 및 결과 상담 (수혜인원 : 5,305명)
● 건강검진 (안과·생체나이측정·체성분·골밀도·혈당·혈압 등 검사) 및 결과 상담 (수혜인원 : 7,928명)

해외의료봉사 기금 마련 저금통 동전모으기

● 6대 암 (폐·위·대장·유방갑산선·부인종양·비뇨기) 및 심·뇌혈관질환 관련 강좌 실시 (수혜인원 : 872명)

저금통 동전모으기는 성빈센트병원 교직원들이 해외의료봉사 기금마련을 위한 교직원들의 동참과
참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교직원 개인과 부서를 대상으로 저금통을 배부하고 동전을 모금함으
로 기부의 문턱을 낮추고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교직원들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하고 간접적으로 해외
의료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성빈센트병원 교직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저금통 배부, 모금
● 외래 수납창구, 안내데스크, 원내 입점업체에 저금통 비치하여 외래고객들의 참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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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센트병원 자선회 및 주요 부서/단체 활동 소개
성빈센트병원 자선회

지역사회 의료봉사단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신 빈센트 성인의 정신에 따라 자선병동으로 시작된 성빈센트병원의

성빈센트병원의 교원 및 교직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으로 모신 빈센트 성인의 영성에 따라

자선 사업을 계승하여 진료비 이외의 지원이 필요한 환자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사회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안산빈센트 의원, 성루카의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999년에 설립된 자선 후원회

무료 진료 및 검사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주요 활동
특성

● 주요 진료 과목 : 순환기, 내분비, 소화기, 종양내과, 흉부외과, 외과, 정형외과 등 17여 개 임상과

● 교직원 기부 활동에 힘입어, 지역으로부터 성금기부 의뢰

● 검사 항목 : 방사선 촬영, 진단병리검사,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후두내시경 검사 등

● 빈민가구가 밀집된 지역기관, 관공서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능동적인 발굴

● 치료 항목 : 주사, 처치, 투약, 물리치료 등

● 개인은 물론, 장애인, 노인, 아동, 노숙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시설 지원

● 수혜인원 : 연간 약 1,500여 명

● 지역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지원을 통한 연계성 구축
● 국내외 재해에 대한 신속한 구호 지원을 동참하고 도모

주요 활동

성빈센트병원 부서 봉사활동

● 유료간병비, 재활보조금, 검사비, 약제비 지원, 해외 및 국내의료봉사 지원의 의료복지사업

성빈센트병원의 약 110여 개 전 부서는 빈센트 성인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영성에

● 생활보조금, 장학금, 지역주민 난방비, 긴급구호, 영세 사회복지기관 지원 등의 이웃돕기사업
● 월 평균 회원 954명(전체 교직원의 약 70% 참여)
● 2012~2015년 688명, 28개 기관, 8개국 지원, 지원액 약 2억 9천만 원

따라 봉사활동을 연간 사업계획의 한 분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원의 교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여러 복지기관 등을 방문하고 연평균 약 7,000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

주요 활동

● 2007. 2. 22. 수원시 팔달구청장 감사패

● 지역사회 행사 봉사활동 참여
● 사강보금자리, 루이제의집, 인애농원, 음성꽃동네, 해뜨는마을 등 복지시설 봉사활동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
평신도들의 형제적 단체로서 회원들은 곤경에 처해있는 자기 이웃 안에서 하느님께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사랑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세계 144개국에 170만 명에 달하는 남녀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조직체이며. 회원들은 매주 여가를 이용하여 남을 도움으로써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고, 교황청의 인가와 교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빈센트병원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 역사 및 주요 활동
●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 특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17명의 직원들이 모여
1987년 3월 20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를 설립하였습니다.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의 자선기금은 자체 후원금과 본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판매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환자, 장애인, 불우한 이웃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회원은 총 12명이고 후원 회원은 280여 명입니다.

주요 활동

가톨릭 간호사회
가톨릭간호사회의 목적은 복음적 사도정신을 기본 이념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회원의 신앙심 함양
과 친목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회원 구성은 수원
교구 내에 거주하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교구유대강화활동 : 부활계란 나누기, 신규직원 입사 시 홍보
● 신앙심 고취 : 매월 첫째 수요일 미사, 정기대의원 총회, 전국 가톨릭 피정, 성지순례
● 교육 : 영성세미나
● 교구행사 의료지원, 월 1회 양로원 노력봉사, 병자의 날 무료찻집, 자선바자회 은총시장,
매월 1·4주 토, 일요일 안산빈센트 의원 의료봉사
● 희망의 집, 요한의 집 기부

● 수원교구 ‘사랑의 집’ 운영 (무료급식소 – 1일 1회 중식 봉사)
● 불우학생, 장애인가족, 독거노인 등에게 생활비 보조
●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봉사, 복지시설방문 및 노력봉사, 원내 입원환자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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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진료
무료진료 지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시력 손상을 입은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2009년 충청남도와 미국
LA올림픽 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인의 의
료재활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민·관 협력복지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층 장애인
21명이 혜택을 받았고, 2014년에는 국내 각막기증을 통해 2명의 저소득 시각장애인이 빛을 보게 되었
습니다. 또한,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뇌성마비 복지관과 민간 관련 업체 그리고 본원이 함께
201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아들을 위해 ‘디스포트’ 주사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막이식
시술 지원 및 ‘디스포트’ 주사 시술 지원 외에도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자선진료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2012년 ~ 2015년 중증뇌성마비환우 및 환아 ‘디스포트’ 시술 지원
● 2012년 ~ 2015년 각막이식 시술 지원
● 2012년 10월 17일 대전·충청지역 저소득층 사시 수술 지원

대전성모병원

해외환우 초청진료 (림 브에나 - 캄보디아)

1969년에 설립한 대전성모병원은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치료’ 라는 사명 아래 2006년 ‘이념구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가톨릭 영성 구현을
위한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펼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모자선회와 사목평의회를 중심으로 장애가정과 독거노
인들의 주거환경 개선활동 및 장학금 전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사회에 밀착한 가정방문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충청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인 의료지원활동을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병을 앓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젊은 캄보디아 청년을 위해 천주교 대전
교구와 본원이 협조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해외환우 초청진료를 통해 본원의 의료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해외의 작은 곳에도 따뜻한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 신장치료, 백내장 수술 지원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 항공료 수속비용 지원
● 추후 생활비 지원

72

수혜인원

15,799 명

36,029 명

12,092 명

11,402 명

75,322 명

지원실적

1,428,443,719 원

952,669,995 원

877,594,803 원

894,171,192 원

4,152,879,70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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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구현봉사활동

영성구현봉사활동

본당 의료봉사

가정방문 멘토링 서비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2004년부터 ‘대전성모병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라는 슬로

2012년부터 사목평의회와 사회사업파트에서는 멘토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방

건 아래 대전지역 성당과 연계하여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900명의 신자들과 지역

문 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은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

주민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전문의 진료상담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질병을 발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의 어려운 점을 발견하고 주택 수리활동과 생필품 지원활동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당 의료봉사를 통해 대전성모병원은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의 참된

또한, 미술관· 음악회 관람을 통해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

● 진료과별 전문의 진료상담

● 주거환경개선 : 집수리, 도배, 가구 지원 ● 진로 지원 : 학습 지원, 장학금 지원

● 혈압 및 혈당 측정

● 정서적 지원 : 말벗서비스, 기도방문

● 문화체험 : 미술관, 음악회 등 활동 지원

● 당뇨상담, 가정간호 상담
● 호스피스 상담, 종합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

당진지역 사랑의 의료봉사

행사활동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위해 2012년 6월 10일 본원과 당진성모병원이 연계하여 의료봉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6개의 진료과와 133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당진지역 사랑의료봉사’는 각종 검
사와 진료과별 전문 진료상담을 실시하였고, 노년층의 주민을 위해 통증클리닉 및 물리치료를 실시
함으로써 기존에 받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진지역 사랑의 의료봉사’
를 통해 치유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본원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활동
● 진료과별 진료 및 상담, 처방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행사 대민 의료지원
대전성모병원은 2015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전·충남지역 행사에 참석하신 기간 동안 교황 및 수
행원을 위한 근접 의료지원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와 충남 솔뫼성지에서 개최된 ‘교황과 아시아
젊은이들과 만남’ 그리고 해미읍성에서 개최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폐막 미사 집전’ 행사에서 본원은
총 109명의 의료진을 각각의 현장 응급의료소에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긴급진료와 인근 병원 후송서비스
를 제공하였습니다.

● 통증클리닉 및 물리치료
● 채혈 및 소변검사

봉사인원

● 선물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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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원

진료인원
전체

긴급진료

휴게소

후송

대전월드컵
경기장

53 명

5만 명

683 명

600 명

73 명

10 명

솔뫼성지

27 명

1만8천 명

296 명

269 명

20 명

7명

해미읍성

29 명

2만5천 명

271 명

256 명

15 명

0명

지원실적

109 명

9만3천 명

1,250 명

1,125 명

108 명

1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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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모병원 자선회 및 주요 부서/단체 활동 소개
성모자선회

간호부 마음간호

대전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본원의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간호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최선의 돌봄으로 고객을

아 설립한 자선단체로서, 1995년에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1,060명의 교직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되

기쁘게 한다.’ 라는 슬로건 아래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2월 16일 마음

어 있습니다. 성모자선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

간호를 선포하고, 매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음간호를 통해 환우들의

까지 416명의 환우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마음과 영(靈)의 아픔까지 치유할 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간호를 실천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의료 나눔을 실시함으로써

있는 전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의료비, 생계비 및 물품 지원

● 자모원/성모의집 기부활동
● 환우들을 위한 수술 전 기도, 투약 전 드리는 기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2012

53 명

37,125,320 원

2013

75 명

42,125,830 원

2014

166 명

84,627,042 원

2015

122 명

56,654,620 원

합계

416 명

220,532,812 원

● 마음간호 작품 전시회

사목평의회
신앙생활 공동체인 사목평의회는 기획·행사, 전례, 선교, 사회복지, 의료 등 5개의 분과 속에 교직원

사회사업파트

43명으로 구성되어 나눔과 사랑의 병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원내·외 봉사활동과 사목활동을

사회사업파트는 전문적인 임상훈련과 자격을 갖춘 사회사업가로 구성되어, 환우와 그 가족들을 대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으로 심리·사회적, 경제적,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 등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 조정하기 위
한 전문적인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우의 효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퇴원 후 사회적응을

주요 활동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 환우의 밤 행사, 영화상영,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성탄 선물 나누기
● 지역사회 시설 자원봉사활동 ‘Outreach’
● 교직원 ‘사랑의 헌혈행사’

영양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영양팀은 환우 및 교직원의 영양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요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팀
호스피스팀은 병원의 이념인 복음적 사랑을 바탕으로 말기 암환자의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고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위한 부서입니다.

주요 활동
● 대전지역 보건소 연계 목상노인대학 학생 대상 건강교육
● 대전지역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대상 교육
● 대전 일반기업 대상 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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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눔이
큰 희망으로
빛납니다

해외장학지원사업

국내장학지원사업

기금
마련
콘서트

2012
~2015

4

사회
복지
시설
지원

해외
지원
사업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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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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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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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지원
피스메이커스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료혜택이 취약한 아시아 빈민지역

주요 활동

을 직접 찾아 매년 활발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매

● 캄보디아 의료봉사 진행 (2008년~현재)

년 네팔, 필리핀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였으며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현지에 진료소를 건립하여

● 캄보디아 의료봉사 진행 (2008년~현재)

누구나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네팔 의료봉사 진행 (2009년~현재)
● 필리핀 의료봉사 진행 (2011년~2015년)
● 네팔 진료소 건립 및 운영 (2017년 3월 완공 예정)
● 캄보디아 진료소 건립 운영 (2016년 11월 진행 중)
● 몽골 성모진료소 운영 지원 (2008년~현재)

피스메이커스 사회공헌

해외 교육 지원 사업

사회복지법인 ‘피스메이커스’는 2008년 7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교육과 의료지원을 통한 사회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설

주요 활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네팔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 지원

립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과 사회의 따뜻함과 건강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 교육 지원은 물론,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의 교육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며, 또한 현지에서

● 필리핀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 지원

다채로운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양질의

● 카자흐스탄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 지원

특히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빈곤과 질병, 소외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 희망의 씨앗이 내리도록 글로벌 장학제도를 운영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가톨릭교회의 소명인 아시아 빈민국 구호·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도
지원실적
연도
지원실적

80

피스메이커스는 네팔, 카자흐스탄 등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빈곤으로 방치된 아동, 청소년들에게

2008
58,058,000 원
2012

2009

2010

2011

989,245,829 원

859,253,722 원

884,745,303 원

2013

2014

2015

656,906,212 원

532,888,961 원

1,014,495,194 원 1,365,076,605 원

● Peacemakers Scholarship 진행 (2016년)

고 있습니다.

총합계

6,360,669,82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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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사업
해외 아동 결연 후원
아동은 한 국가의 미래이자, 우리 지구촌의 미래입니다.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가난과 빈곤으로 인해

주요 활동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과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을 위해 피

● 캄보디아 캄뽕톰 마을 아동 결연 지원
(2009년~현재)

스메이커스는 후원인들을 모집, 빈곤지역의 마을과 결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장학제도> Peacemakers Scholarship
피스메이커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존 장학사업의 연장선으로 2016년부터 Peacemakers

● 네팔 카트만두 아동 결연 지원 (2011년~현재)

Scholarship을 시작하였습니다.
피스메이커스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해외선교지로부터 추천된 실력이 우수하고 봉사 정신이 뛰어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가톨릭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마칠 때까지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지구촌에 기여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가톨릭 정신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선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

국내 교육 지원사업

피스메이커스는 개인과 기업 등 여러 단체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진 못하지만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 저소득층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비 지원

이러한 후원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기부금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기금마
련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 기념 콘서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중음악, 발레,

● 리더십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통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하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콘서

●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트를 통해 모이는 기부금과 수익금 전액은 국내·외 아동청소년들과 해외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피스메이커스의 기금마련콘서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행보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피스메이커스는 국내·외 비영리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지원 사업을 공
모,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
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단체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관련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

긴급구호 지원

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는 4배나 늘었습니다. 피스메이커스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별도의 기금을 준비하여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여 물품 및 구호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아이티 지원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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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5,000 원

2011년
일본 지원

14,725,000 원

2012년
필리핀 지원

22,649,000 원

2013년
잠비아 지원

10,000,000 원

2015년
네팔 지원

10,000,000 원

2016 년
네팔, 에콰도르 지원

57,291,200 원

총합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단체

15개 단체

13개 단체

18개 단체

26개 단체

30개 단체

24개 단체

지원금액 151,000,000 원 100,000,000 원 107,000,000 원 179,000,000 원 171,000,000 원 172,000,000 원

125,670,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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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 &
Share

치유와 나눔

더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CMC는 앞으로도 늘
소외된 이들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

CMC

부천
성모병원

대전
성모병원

CATHOLIC MEDICAL CENTER

성바오로
병원

성빈센트
병원
인천
성모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국내 최대 의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세계적인 첨단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