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OORI HOSPITAL

Nanoori History & Founder Dr. Jang

다르게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온 10년. 국내최고의 전문병원으로 발돋움!
A decade of exceptional thinking and mutual harmony...
Nanoori Hospital leaps as Korea's top professional hospital!
与众不同的想法，共同经历的10年。一跃成为国内一流的专门医院!

Founder Dr. Jang

이사장 인사말 | Chairman | 理事长致词

반갑습니다. 나누리병원 이사장 장일태입니다.
저희 나누리병원은 지난 2003년 고객감동의 척추관절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수술-비수술 치료 뿐 아니라, 운동치료-특수물리치료 등 환자 개개인
에 맞는 맞춤 치료를 도입해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누리병원은 상급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첨단 의료장비와 일류 의료진으로 유례없는 치료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 의료진과 임직원은 고객만족의 한결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술연구와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의료현장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누리서울병원

나누리인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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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리병원 연혁

나누리강서병원

|

나누리병원 설립
월 평균 수술건수 전국 5위권 진입
미국 스탠포드의대와 의료 협약 체결
외국인 의사 연수프로그램 도입
전임의 제도 시작(척추 전문의 양성제도)
나누리인천병원 개원
나누리강서병원 개원

2003. 9 Establishment of Nanoori Hospital
2003. 10 Ranked 5th nationwide for the average number of monthly surgeries
2005. 10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Medical School of Stanford

2008. 11
2009. 11

University to become the university’s associated medical institute
Introduced training program for foreign doctors
Started a full-time doctor system
(training system for full-time doctors specializing in the spine)
Founded Nanoori Incheon Hospital
Founded Nanoori Gangseo Hospital

2003.
2003.
2005.
2007.
2008.
2008.
2009.

设立纳如意医院
月平均手术台数进入全国前五名
与美国斯坦福医大签订协作医疗机构
引进外籍医生研修制度建立
开始专职制度(培养脊椎专家制度)
纳如意仁川医院开业
纳如意江西医院开业

2007. 12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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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리수원병원

纳如意医院沿革
2010. 11 SK와이번스 야구단과 지정병원 협약
2011. 11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선정
2011. 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통과
2012. 6 의료법인 나누리의료재단 출범
2013. 3 나누리수원병원 개원
2013. 9		 나누리병원 창립 10주년

2010. 11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SK Wyverns
2011. 11
2011. 12
2012.
20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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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Team to become its appointed hospital
Selected as a specialist spine hospital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chieved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for medical
agencies run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Founded Nanoori Medical Foundation
Founded Nanoori Suwon Hospital
10th Anniversary of Nanoori Hospital

2010. 11 与SK Wyverns 棒球队签订指定医院协约
2011. 11 被选为保健福祉部指定脊椎专科医院
2011. 12 通过保健福祉部医疗机构认证评价
2012. 6 出台了医疗法人制度，纳如意医疗财团成立
2013. 3 纳如意水源医院开业
2013. 9		 纳如意医院创立十周年

Welcome! Nanoori Hospital was founded in 2003 to provide a customer-oriented medical
service specialized in joints and the spine. The hospital has grown to become one of
Korea’s top joint and spine hospitals by providing not only excellent surgical and nonsurgical treatments, but also customized exercise and physical therapy, tailored for the
specific needs of each patient. Our remarkable cases of success have raised the level
of Nanoori Hospitals medical equipment and staff, enabling us to enter the top-tier of
university hospitals. The doctors and staff of Nanoori Hospital continue to provide superb
medical service for its patients. The hospital also thrives to conduct academic studies
and improve its medical techniques, just as it has done its best in the actual practice of
medicine. We look forward to providing you with a hospitable and professional service.
Thank you very much. Warmest regards.
大家好！我是 纳如意医院理事长张日泰。 2003年，我们纳如意医院为了实现能使顾客感动的脊椎关节医疗服务，迈出了第一步。 此后，不仅
是手术-非手术治疗，针对每位患者还引进了运动-物理治疗等治疗方式，医院逐步发展成为最高水平的脊椎专科医院。 纳如意医院因拥有不
次于大学医院的顶尖医疗设备和一流医疗团队，取得了史无前例的治疗成果。为了提供顾客满意的医疗服务，全体医疗团队和全体委员及职
员将尽职尽责。我们将努力进行学术研究，提高医疗技术，在医疗环境方面也将坚持不懈地做出努力。希望大家多多鼓励和支持。谢谢！
장 일 태

이사장 |

Jang Il-tae Chairman | 张 日 泰 理事长

전문분야 | Special Areas | 专业领域

학력 및 경력 | Academic Background and Career | 学历ㆍ经历

•퇴행성척추질환, 노인척추질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ㆍ의학박사 학위취득
•1997년 대한민국 최초“골시멘트 시술”시작
•동아일보, 경향신문 선정 척추질환 베스트 닥터 선정

•Degenerative Spinal Diseases
Geriatric Spinal Diseases
•脊柱退变性疾病、老年性脊柱疾病

•B.S. in Medicine from Korea UniversityㆍM.D. from Korea University
•Performed the“bone cement”oper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1997
•Selected as the Best Doctor in spinal diseases by the DongA Ilbo newspaper and Kyunghyang
Shinmun newspaper
•高丽大学医科大学毕业ㆍ高丽大学医学博士
•1997年 国内最早开始“骨水泥施术”
•<东亚日报>选定脊椎疾患最好大夫 / <京乡新闻>选定最好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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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ori Introduction & Service

Nanoori Introduction
나누리병원 안내

|

Service

진료 안내 | 诊疗介绍

纳如意医院介绍

|

원무과 접수 挂号
Reception at the administration office

|

진료 诊疗 Medical examination

|

검사·수술 检查·手术
Checkup · Operation

진료절차

|

치료·회복 治疗·恢复 Treatment & recovery

입원 및 퇴원 절차 안내

초진 (처음 방문)

재진 (첫 진료 후 재방문)

입원절차

퇴원절차

원무과 접수 및 초진 설문지 작성

원무과 접수

외래진료

퇴원결정(주치의)

진료(문진)

담당 주치의 진료

입원결정

퇴원비 수납

검사(MRI 등 필요검사)

치료, 회복

입원수속

퇴원수속

검사결과 설명(처방)

예약 및 귀가

병실입원

귀가

치료, 회복
예약 및 귀가

진료시간 및 진료예약

희망을 주는 병원
마음 따뜻한 병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병원
A hospital that gives hope
A hospital with warm hospitality
A hospital that will care and assist during
difficult times
给予希望的医院、温暖的医院、
在困难时赋予力量的医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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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국내 (국번없이) 1688-9797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해외 82-2-6003-9763

점심 오후 12시 30분~오후 1시 30분

인터넷예약 www.nanoori.co.kr

Reservation

|

门诊预约

Hours for outpatients

Reservation | 门诊预约

Weekdays 9 a.m. ~ 6 p.m.
Saturday 9 a.m. ~ 1 p.m.
Lunch 12:30 p.m. ~ 1:30 p.m.

Domestic (without area code) | 国内(无区号) 1688-9797
Overseas | 国外 82-2-6003-9763
Internet reservation | 网络预约 www.nanoori.co.kr

05

NANOORI HOSPITAL

Spine Center

Spine
Center
척추센터
脊椎中心

“현미경과 레이저로 치료합니다”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수술 (Microscope with discectomy)
약 1.5cm 정도 피부절개 후 현미경과 레이저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합니다. 모든 디스크 탈
출증 치료에 적용되며,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척추뼈를 고정해 정상화시킵니다”
척추유합술 (TLIF and PPF)
약 1.5cm 정도 피부절개 후 현미경을 보며 디스크 제거 후 인공 뼈를 삽입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합니다. 근육 및 피부 절개가 작아 회복이 빠릅니다.

“손상된 척추를 골시멘트로 단단하게”
척추성형술 (PVP)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체 골절에 부러진 척추체 속으로 골시멘트를 넣어 무너진 척추뼈를
지지해줍니다. 수술 후 통증감소와 조기 보행이 가능합니다.

“We use microscopes and lasers in our treatment”Disc surgery using a
microscope and a laser (MLD with discectomy)
After making an incision 1.5cm long, the disc fragment is removed using a microscope
and a laser. This method can be used for any type of herniated disc, and has the benefit of
promoting a quick recovery.

[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인 나누리병원의 척추센터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센터입니다.
주요 언론사 선정 대한민국 베스트 닥터, 대학병원 주임교수 등 국내 최고 의료진이 연간 9,000회 이상의
성공적인 수술치료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MRI, 미세현미경, C-ARM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한 정확한 검사와 수술로 환자들에게 빠른 회복과 재활을
보장합니다. 나누리병원의 9개과 70여명의 전문 의료진이 컨퍼런스, 협진 등을 통해, 척추 환자의 완벽한
토탈케어를 제공합니다.

[

Selected as a spine specialist hospital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Spine Center of Nanoori Hospital is unquestionably the best in
Korea. The medical team of the center has excellent doctors including one who was selected by the press as the Best Doctor in Korea, a head
professor of a university hospital. In total, the team conducts more than 9,000 successful surgeries every year. State-of-the-art equipment
such as MRI, microsurgical devices, the C-arm, etc. are used so that examination and surgical procedures are accurate and ensure the swift
recovery of patients. There are more than 70 medical specialists in nine departments at Nanoori Hospital who hold conferences and work
together to provide perfect all-around care for spine patients.
保健福祉部指定的脊椎专门医院纳如意医院的脊椎中心，是名副其实的大韩民国最佳脊椎专科中心。由主要媒体选定的大韩民国最佳医生、大学医院主
C -ARM等最顶端设备，进行正确的检查和手术，保障患
任教授等国内最佳医疗阵容，积累了每年9000次以上的成功手术治疗业绩。通过MRI、细微显微镜、
纳如意医院拥有九个科室70多名专业医疗人员阵容，
通过会议、协助诊治等，为脊椎患者提供完美的全面护理。
者的快速恢复和康复。另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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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ebrae are cured by fixation”Spinal fusion (Transfor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TLIF and Percutaneous Pedicle screw Fixation, PPF)
After making an incision 1.5cm long, the disc fragment is first removed using a microscope.
An artificial bone is then inserted and fixed using screws. Incisions on the skin and muscle
are minimized to ensure a quick recovery.

“Reinforcing the damaged spine using bone cement”Percutaneous Vertebroplasty (PVP)
When osteoporosis results in the fracture of a vertebrae, bone cement is inserted into the
vertebrae to provide support. This method is used to alleviate the pain after surgery and
speed up patients recovery, promoting a rapid return to mobility.
“利用显微镜和激光进行治疗。”显微镜激光腰椎间盘摘除术
切开约1.5cm左右的皮肤后，利用显微镜和激光去除椎间盘碎块。适用于治疗所有椎间盘突出
症，有恢复迅速的优点。

“固定脊椎骨，恢复正常功能。”脊椎愈合术
切开约1.5cm左右的皮肤后，利用显微镜边查看边除去椎间盘后插入人工骨头，用螺丝固定。肌
肉及皮肤的切开部位小，恢复快。

“利用骨水泥(bone cement)让损伤的脊椎变得结结实实”脊椎成形术
在因骨质疏松症脊椎体骨折的断裂脊椎体里注入骨水泥，支撑散裂的脊椎骨。手术后，疼痛减
少，很快就可以走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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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Center

Spine Center

“인공디스크를 삽입해 근본적인 치료”
목 인공 디스크 치환술 (ADR)
병든 목디스크 대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목 기능이 최대한 보존되어 일
상 생활 복귀가 빠릅니다.

“허리 통증을 약물주사로 간단히 치료”
감압신경성형술 (RACZ / PEN)
주사바늘이 달린 지름 2mm, 길이 40-50cm 의 특수 카테터를 환부에 집어넣어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 흉터 등을 없애는 시술입니다.

“협착증이나 좁아진 신경을 넓힙니다”
미세현미경 척추관 감압술 (UBF / Laminectomy)
미세현미경을 이용,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척추 관절이나, 고리판, 황색인대의 일부를 제거
하여 척추관을 확장하는 수술입니다.

“The insertion of an artificial disc is a fundamental method of offering a cure”
Artificial Disc Replacement (ADR)
In an ADR surgery, damaged cervical discs are replaced with artificial discs. The function of
the cervical vertebrae is preserved to the maximal extent possible to allow patients return
to their normal lives as quickly as possible.

“Curing a backache with a simple injection”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 (PEN)
Pain-inducing inflammation, edema, scar, etc. is reduced by inserting a special catheter
(diameter: 2mm, length: 40-50cm) with a needle into the affected area and injecting
medicine.

“Stenosis or narrowed nerves are widened”Uniportal Bilateral Foraminotomy (UBF)
Using a microscope, abnormally-grown spine joints, lamina, parts of ligament flavum, etc.
are removed to widen a spine which has undergone stenosis.

“插入人工椎间盘，进行根本治疗”颈椎间盘置换术
插入人工椎间盘替代病变的颈椎间盘手术。最大限度保存颈部功能，可迅速恢复日常生活。

“利用注射药物简单地治疗腰痛”减压神经成形术
把带有注射针的直径2mm、长40-50cm的特殊导管放入患部，注入药物，除去引起痛症的炎症
和浮肿、伤疤等。

“扩大狭窄症或变窄的神经。”微细脊椎孔扩大术
是利用细微显微镜去除非正常生长的脊椎关节或椎弓板、黄韧带，扩张脊椎管的手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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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enter

Joint
Center
관절센터
关节中心

“특수카메라로 정밀 치료합니다”
관절내시경
관절내시경은 병증이 의심되는 관절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특수 카메라와 수술 기구가
달린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여, 직접 보며 진단하고 바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진단과 동시에 치료, 수술까지 가능한 섬세한 치료법입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절개 부위가
작아, 감염과 수술 후유증이 적습니다.

관절내시경 수술의 장점
•초소형 카메라로 관절 내부의 정확한 진단과 직접 수술 가능
•CT나 MRI 촬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질환도 정확히 진단
•통증이 적고, 수술 흉터도 눈에 띄지 않음
•합병증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음
•회복 속도 및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름

“Precise treatment is administered using special
cameras”Arthroscopy

[

나누리병원 관절센터는 풍부한 임상경력을 가진 관절 전문의들이 다양한 환자 맞춤형 치료법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절내시경과 MRI를 통한 정확한 검사로 최선의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척추센터와 마찬가지로 신경외과, 내과 전문의들과 긴밀한 협진을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상의
관절치료를 위한 토탈케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합니다. 수술 및 치료 후에는 특수물리치료, 운동치료센터
를 통해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

The joint specialists working at the Joint Center of Nanoori Hospital have extensive clinical experience. These specialists provide
differentiated and customized medical services to a variety of patients. The center administers precise examinations using arthroscopy and
MRI to ensure that they provide the best treatment possible. As does the Spine Center, the Joint Center has also introduced and operates a
total-care system in which it closely collaborates with neurosurgeons and internists. After administering surgery and/or treatment, patients
go through a systematic rehabilitation program that is based on special physical therapy and exercise, so that they can return to their
everyday lives as quickly as possible.
纳如意医院关节中心拥有具备丰富临床经验的关节专家，
可以对不同患者提供有针对性的医疗服务。 通过关节内视镜和MRI进行准确的检查，提示

最佳治疗方法。 如脊椎中心，将通过与神经外科、内科专家医生紧密合作诊治，制定治疗计划等，为进行最佳关节治疗提供全面护理系统。 手术及
治疗后，通过特殊物理治疗、运动治疗中心，开展系统的康复程序，帮助患者迅速恢复日常生活。

Arthroscopy is a delicate method that involves drilling a small
hole in the affected joint and inserting an endoscope with a
special camera and/or surgical tool to directly observe, diagnose
and cure the joint all in one session. The surgery time is reduced
and the incision is smaller, so that infection and the
after effects of surgery are minimized.

Merits of surgery using arthroscopy
•Subminiature camera allows precise diagnosis of the inside of

the joint and can also be used to carry out direct surgery
•Diseases not revealed by CT or MRI can be precisely diagnosed
•Less pain and scarring
•Little or no danger of complications
•Fast recovery and return to everyday life
“利用特殊摄像机进行精密治疗。”关节内视镜
关节内视镜是在疑似有病症的关节部位打开小孔，插入特殊摄像机和带有手术器具的关节内视
镜，边直接看、边诊断、边直接治疗的方法。是诊断的同时，也能治疗、手术的细微治疗方法。此方
法手术时间短，切开部位小，减少了感染和手术后遗症。

关节内视镜手术的优点
•利用超小型摄像机可以准确诊断关节内部并直接进行手术。
•利用CT、MRI摄影，可以准确诊断未掌握的疾病。
•疼痛感少，手术后的伤疤也几乎看不见。
•并发症发生几率极低。
•恢复速度及恢复日常生活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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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enter

“심각한 관절질환에 가장 확실한 치료법”
인공관절술
닳아 없어진 무릎 연골 대신 인체 해가 없는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물
을 넣는 수술법입니다. 통증완화, 관절 기능회복, 운동범위 향상, 변형교정에 가장 확실
한 효과를 보입니다.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보존적 요법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정도로 심한
관절염에 인공관절술을 시행합니다.

나누리병원
인공관절술의 장점
|

수술부위를

최소 절개해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름
무균 수술시스템을 통한 감염위험을 사전
에 차단

|	

Merits of arthroplasty by Nanoori Hospital

“연골을 재생시키는 최신 첨단치료법”
줄기세포치료

|

Incision is minimized to reduce bleeding,

|

The risk of infection is eliminated because

mitigate pain and speed up recovery
an aseptic surgery system is used

관절 연골은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 손상 받거나 퇴행성 변화시 재생이 되지 않는 신체
조직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바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치료법입니다.

纳如意医院人工关节手术的优点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맞춤식 세포치료가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도

|

手术部位切开面积最小，出血和痛症少，恢复快。

|

通过无菌手术系统事先阻止感染的危险。

없고 반복적인 외상이나 퇴행으로 인해 무릎 연골이 닳아 있거나 뼈 관절염을 앓는 환자
에게 효과가 뛰어납니다.

Joint
Center

“The most reliable treatment for serious joint diseases”Arthroplasty
In arthroplasty, the worn-down knee cartilage is replaced by an artificial joint made
of harmless metal or ceramic. Arthroplasty is the most reliable procedure in terms of
mitigating pain, recovering joint function, improving range of motion and orthopraxy.
Arthroplasty is used for serious and untreatable joint diseases accompanied by
overwhelming pain which prevents patients from living a normal life.

“State-of-the-art treatment that restores cartilage”Stem cell treatment
Cartilage does not contain any blood vessels or nerves, and thus cannot be restored once it
has been damaged or degenerated. However, stem cell treatment is a method of restoring
such damaged or degenerated cartilage. Stem cell treatment using cord blood can provide
customized cytotherapy to patients. There is no age limit on receiving stem cell treatment.
Patients with cartilage that has been worn down by repetitive trauma or damage, as well
as patients with degenerative joint disease can benefit from stem cell treatment.
“针对严重关节疾病最确实的治疗方法”人工关节术
替代磨损的膝关节软骨，植入用对人体无害的金属或化工陶瓷制作的人工关节的手术法。 非常
有效缓解疼痛症状、恢复关节功能、提高运动范围、校正关节变形。
对因疼痛影响日常生活，保守治疗也无效的严重关节炎施行人工关节置换术。

“再生软骨的最新尖端治疗法”干细胞治疗
关节软骨无血管和神经，是受损或发生退行性变化时不可再生的身体组织。干细胞治疗就是再生
损伤组织的治疗法。 利用脐带血的干细胞治疗术，可以进行患者针对性细胞治疗。无年龄限制，
对反复的外伤或因退变性膝盖软骨磨损或对患有骨关节炎的患者有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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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linic

Health Clinic

부서 소개 | 部门简介

Internal
Medicine

Rehabilitation
Medicine

내과 | 内科

재활의학과 | 康复医学科

Special Physical
Therapy
Department

Exercise
Therapy
Center

특수 물리치료실 | 特殊物理治疗室

운동치료센터

심장, 내분비, 소화기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료와 처방을 제공하며, 특히
고화질의 첨단 내시경으로 위-대장의 정확한 검사를 합니다.

재활전문의를 통한 척추관절의 체계적인 재활을 시행합니다. 환자 개개인
에 맞는 재활 처방으로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The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provides accurate treatments
and prescriptions for diseases related to the heart, endocrine
system and digestive system. In particular, the use of a
highdefinition endoscope allows the department to carry out
precision examinations on the stomach and colon.

Our specialists in rehabilitation medicine ar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systematic rehabilitation on the spine and joints.
The methods are tailored to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each
patient so that they can return to their everyday lives as quickly as
possible.

对心脏、内分泌、消化系统疾病提供准确的诊疗和处方，尤其是利用高画

通过康复专家医生对脊椎关节进行有体系的康复治疗。针对每位患者进

包括专业脊椎手法治疗专家的特殊物理治疗师，在国内最早导入脊椎关

质尖端内视镜对胃-大肠进行准确的检查。

行康复诊疗处方，帮助迅速恢复日常生活功能。

节治疗ESMA和神经康复节目，帮助康复治疗。

Radiology

도수치료전문가를 비롯한 특수물리치료사들이 국내 최초 척추관절
치료인 에스마(ESMA)와 신경재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활을 돕습
니다.

Including specialists in manual therapy, our special physical
therapists have introduced neuro-revival programs and ESMA, a
new therapy for spine and join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o help
rehabilitate patients.

Health
Examination
Center

영상의학과 | 医学影像科

|

运动治疗中心

척추관절 의료진과 운동처방사들의 전문적인 운동치료시스템을 통해
척추관절환자 뿐 아니라, 일반인, 프로선수의 재활까지 책임집니다.

The spine and joint specialists and sports injuries specialists
work together in a special exercise therapy program to take care
of rehabilitating patients, non-patients and even professional
athletes.
通过脊椎关节医疗阵容和运动处方师们专业的运动治疗系统，负责脊椎
关节患者、普通人、职业选手的康复治疗。

For a general
hospital of the
Nanoori Incheon
Hospital

건강검진센터 | 健康检查中心
나누리인천병원 종합병원화
纳如意仁川医院转型为综合医院

최신 MRI와 초음파를 통해 빈틈없는 진단을 합니다. 특히, 내원 당일에
검사, 진단, 처방까지 환자중심의 원스톱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있습
니다.

첨단 장비와 우수 의료진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빠른 검사를 시행합
니다. 척추관절검진 등 특화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직장인 대상 출장검진 진행 (Tel.1688-9797)

The radiology department makes flawless diagnosis using the
latest MRI and ultrasound devices. Especially, the department
has established a customized one-stop treatment system where
patients can receive an examination, diagnosis and prescription
on the day of their visit.

The examinations carried out at the health promotion center are
accurate and swift, using high-tech equipment and carried out
by excellent medical teams. The center also operates specialized
examination programs.

通过最新MRI和超声波，进行无缝隙诊断。尤其是医院正在建造以患者为

进行脊椎关节检查等特殊治疗。

以尖端设备和优秀医疗阵容为基础进行准确迅速的检查。

나누리인천병원은 앞으로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
를 개설하여, 종합병원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Nanoori Incheon Hospital plans to expanded as a general hospital
by establishing departments such as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Department of Pediatrics,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etc.
纳如意仁川医院未来将设立普通外科，少儿青少年科，妇产科等诊疗科，
预期扩大为综合医院。

中心进行全套服务的诊疗环境，力求患者到医院一天内结束检查、诊断、
下处方、取药、治疗等全过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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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Care

Spine Care

척추치료 | 脊椎治疗

허리 디스크 클리닉 | Lumbar Disc Clinic | 腰椎间盘门诊

척추관 협착증 클리닉 | Spinal Stenosis Clinic

椎管狭窄症门诊

허리디스크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거나 교통사고, 물리적 충격에 의해 디스크가 본래 자리에서 밀려나와

척추관협착증은 특정 원인 보다 오랜 시간동안 조금씩 뼈, 인대, 근육등이 퇴화되면서

신경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리와 하반신(허벅지, 종아리, 발 등) 통증을 동반하며,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주로 40대에 발병이 되며 50대에

신체적 구조 이상보다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생합니다.

|

A herniated lumbar(intervertebral) disk occurs when the lumbar disc pops out of its original position due
to heavy lifting or physical shock, such as a car accident, etc. causing pressure against the spinal nerves.
Generally, it is associated with pain in the waist and lower body(thigh, calf, foot etc.), which is caused by
compressed nerves rather than an abnormal physical structure.

|

초기 初期
Early stage

중기 中期
Intermediate stage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Rather than being caused by one specific incident, spinal stenosis is the result of long
term degeneration of bone, ligament, muscle, etc. Such degeneration narrows the
spinal canal, which eventually compresses the spinal nerve. Spinal stenosis starts to
occur in the patients 40s and spikes in the 50s.

腰椎间盘疾病是因搬抬沉重的东西或因交通事故、物理冲击椎间盘从原位移动，从而压迫神经时发生的疾病。通常

椎管狭窄症不是因特定原因而是因长时间骨头、韧带、肌肉等退化而使椎间管变窄压迫神经时

腰和下半身(大腿、小腿、脚等)的痛症同时存在，因身体构造的异常原因，压迫神经发生疼痛症状的情况多。

发生的疾病。主要在40多岁时发病，50多岁发病率最高。
|

말기 末期
Advanced stage

증상 | Symptoms | 症状

치료 | Treatment | 治疗

•허리, 엉덩이 또는 허벅지, 종아리, 발끝이 저리거나

•안정을 취하고,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 보존적인

아프고 당깁니다.
•하반신 어느 부분에 힘이 없으며, 묵직한 느낌의 요통이

있습니다.
•몸을 숙이거나, 앉아 있을때 때 허리가 뻣뻣하거나 통증

이 옵니다.
•Waist, buttocks, thigh, calf, foot, etc. feel numb, sore

or stretched.
•Parts of the lower body lack strength, or there is a

severe backache.
•Waist becomes stiff or sore when bending the body
or sitting down.

치료를 합니다. 신경마비가 심하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Relaxation is important. The treatments administ-

ered are conservative, such as prescribing antiinflammatory analgesic drugs, muscle relaxants, etc.
In case of serious paralysis or pain, surgery may be
required to remove the disc.
•先采取情绪稳定，再进行消炎镇痛剂、肌肉松弛剂等保守性
治疗。严重的神经麻痹或严重的痛症时，做摘除椎间盘手术。

증상 | Symptoms | 症状
•허리를 펴거나 걸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
•걷다가 앉아있으면 통증이 줄고, 다시 걸으면 다시 통증이

나타난다.
•엉덩이 또는 허벅지, 종아리, 발끝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당긴다.
•Pain occurs when straightening the waist or walking.
•Pain ceases when sitting down, and then reoccurs

when the person walks.
T
• he sacrum, thigh, calf, foot etc feel numb, sore or
stretched.

치료 | Treatment | 治疗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후에도 개선이 전혀 없다면 협착

되는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거나 척추 고정수술
을 해야 합니다.
•If no improvement is shown after physical therapy

and / or drug treatment, the narrowed area may
require surgery or a spinal fusion operation.
•物理治疗或药物治疗后，症状仍无改善时，把变窄的椎间管
部位做切除手术或进行脊椎固定手术。

•伸腰或走路时发生痛症。

•腰、臀或大腿、小腿、脚尖酸痛或发紧。

•走路后坐下休息时疼痛减轻，再次行走又重新出现疼痛
症状。

•下半身某个部位无力，伴有沉重感的腰痛。

•臀部或大腿、小腿、脚尖酸痛或发紧。

•弯腰或坐着的时候，腰僵直而伴有疼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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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 Physical theraphy 特殊物理

|

수술 Operation 手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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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Care & Joint Care

Spine Care

Joint Care

척추치료 | 脊椎治疗

목 디스크 클리닉 | Cervical Disc Clinic | 颈椎间盘门诊

관절치료 | 关节治疗

무릎 클리닉 | Knee Clinic

|

膝关节门诊

목뼈 사이 디스크가 외부 충격이나, 사고, 잘못된 자세로 튀어나와 목, 어깨,

무릎관절 노화로 연골이 마모되면,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서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거동이 힘들어지며,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를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디스크 외에 골각(석회질)이

방치할 경우 관절 변형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라 나와서 신경을 누르기도 합니다.

When the knee joint degenerates and the cartilage wears down, bones bump against each other and cause arthritis.
Patients suffer severe pain and cannot move freely. If neglected, there may also be deformation of the joint.

A herniated cervical(intervertebral) disk occurs when a cervical disc pops
out of its original position due to external shock, an accident, or poor
posture and presses the nerves stretching to the neck, shoulder or arm. In
some cases, corneous tissues(calcareous growth) can grow out of the disk
and press against the nerves.

膝关节老化，软骨磨损，骨头和骨头之间相互摩擦碰撞就容易发生关节炎。带来严重的疼痛感，还影响活动，如果任意处置还会引起关节变形。

증상 | Symptoms | 症状

头颈部之间的椎间盘受外部冲击或因事故、错误姿势导致凸出，压迫通往颈部、肩
膀、胳膊的神经时发生的疾病。有时椎间盘向外长出骨刺(石灰质)压迫神经。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생긴다.
Before

After

•관절이 붓거나, 우두득 소리가 난다.
•통증이 있어 밤에 잠을 깨거나 잠들기 힘들다.

증상 | Symptoms | 症状
•뒷목이나 어깨, 팔에 통증이 있습니다.
•팔과 하반신에 힘이 없거나, 손가락 및 손바닥이 저리

거나 아픕니다.
•목이 결리면서 두통이 동반됩니다.
•There is pain in the back of your neck, shoulder or arm.
•The arm and lower body lack strength despite the

absence of pain. The fingers and palm are numb or
sore.
•There may be a stitch in the neck along with a
headache.
•后颈、肩膀、胳膊有疼痛感。
•胳膊和下半身无疼痛感，但却无力，手指及手心酸痛。

치료 | Treatment | 治疗
•증상이 경미한 경우 물리치료(도수치료 등), 통증주사,

약물 치료하지만, 매우 심하거나, 척수를 압박하거나,
물리치료로 호전 없는 경우 수술을 합니다.
•W hen the symptoms are mild, the selected

treatment involves physical therapy(manual therapy,
etc.), painkillers and drug treatment. However,
when the symptoms are severe, the spinal cord
is compressed or there is no improvement after
physical therapy, the patient may require surgery.

•무릎이 휘어져서 O자형으로 변형되거나, 무릎을 구부

리고 펴기 힘들다.
•It is painful to go up and down stairs, or even to

simply walk.

치료 | Treatment | 治疗
•인공관절, 관절내시경, 줄기세포 치료 등을 합니다.
•Treatment includes implanting artificial joints,

arthroscopy, stem cell treatment, etc.
•是指人工关节、关节内视镜、干细胞治疗等

|

관절염 Arthritis 关节炎

|

초기 初期
Early stage

|

인공관절 人工关节
Artificial joints

•The joint swells, or makes a cracking noise.
•The pain wakes you up while sleeping. It is hard to

fall asleep due to the pain.
•The knees are bent to make the legs form an ‘bowing’

shape. It is hard to bend or straighten the knees.
•上下台阶或稍微走动也会发生痛症。

•症状轻微时，进行物理治疗(脊椎手法治疗等)、痛症注射(类
固醇注射)、药物治疗，非常严重或压迫脊髓、 利用物理治疗
也无效时进行手术。

•关节肿胀或有咯吱响声。
•痛症让人无法入睡或睡觉易醒。

|

중기 中期
Intermediate stage

|

말기 末期
Advanced stage

|

관절내시경 关节内视镜
Arthroscopy

|

줄기세포 干细胞
Stem cell treatment

•膝关节弯曲变成O型或弯膝后难再伸直。

•颈酸痛伴有头痛。
Before

18

After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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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are

Joint Care

관절치료 | 关节治疗
어깨 클리닉 | Shoulder Clinic | 肩关节门诊

钙化性肌腱炎 在与肩膀连接的韧带上，发生石灰质(石头)的
疾病，多在20~40岁时发生。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 : 동결견) 어깨를 움직이기 어렵고,
어깨 통증이 시작돼 팔을 거쳐, 손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어
깨가 앞뒤 옆 등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듭니다.

고관절 클리닉 | Hip Joint Clinic | 股关节门诊

|

고관절 Hip joint 股关节

회전근개파열 어깨를 덮고 있는 네개의 근육이 외상이나
혈액 순환 장애 등으로 손상을 입는 질환으로 통증과 함께
어깨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고관절질환에는 퇴행성 고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대퇴
골 경부골절, 선천성 고관절 탈구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고관절염
노화현상 및 잘못된 관리로 연골이 닳아 뼈와 뼈가 맞부딪히
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혈액순환 장애로 대퇴골두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뼈
가 썩는 질병으로 심할 경우 관절 기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Before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 |

After

Symptoms | 症状

•초기 사타구니 앞쪽이 뻐근하고, 많이 걸었을 때 고관

다리가 짧아진 느낌이 듭니다.

Diseases related to the hip joint include Degenerative
arthritis of hip,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head, femur
neck fracture, congenital dislocation of the hip joint, etc.
Degenerative arthritis of hip
Due to aging and poor health care, the cartilage wears
down causing bones to bump against each other. This
causes extreme pain.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head
Due to disorders in blood circulation, blood is not properly
supplied to the femoral head which causes the bone to decay.
In severe cases, the joint may lose its function.
治疗髌股关节疾病包括退行性股关节炎、大腿股骨头缺血性坏
死、大腿股骨颈骨折、先天性股关节脱臼等。
退变性股关节炎
因老化现象及错误处理，软骨磨损后骨头和骨头碰撞引起严重疼痛症状
大腿股骨头缺血性坏死
因血液循环障碍无法正常往大腿股骨头供应血液，而导致股骨
头缺血坏死的疾病。严重的时候有可能会丧失关节功能。

•통증이 심한 경우 엉덩이나 허벅지 뿐 아니라, 허리와

무릎에도 통증이 느껴집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초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확
한 진단 및 MRI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In the early stages, the front part of the groin

becomes sore and / or the hip joint becomes sore
when walking for a long time.
•When the condition worsens, walking becomes
difficult due to excessive pain. It may feel as if the
legs have become shorter.
•The pain spreads from the thigh and buttocks to the
waist and knees.
	A precise diagnosis and an MRI examination is the
only way to diagnose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head in the early stages.
•初期腹股沟前侧感到僵硬，走多了感到股关节疼痛。
•症状恶化时，股关节严重疼痛无法走路，会有患侧腿变短了
的感觉。
•痛症严重时，臀部或大腿、腰和膝盖也会有痛症。
诊断初期大腿股骨头缺血性坏死症状，只有准确的临床诊断
和MRI检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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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질환으로 엄지발가
락 안쪽이 툭 튀어나오고 붓고 아파 신발 신기가 어려워집니다.

석회화 건염 어깨와 연결된 인대에 석회질(돌)이 생기는 병
으로 20~40대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 지면에
닿을 때마다 발 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절이 쑤십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고관절이 심하게 아파 걸을 수 없고,

족부 클리닉 | Foot Clinic | 足关节门诊

충돌증후군 어깨 관절에 있는 견봉(어깨 블록한 부분)과 어깨
근육 사이의 마찰로 어깨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팔을 머리 높이나 그 이상으로 들 때 통증을 느낍니다.

Frozen shoulders(Adhesive Capsulitis) It is difficult to move
the shoulders in any direction(to the front, back, side, etc).
The pain may spread to the arms and hands.
Rotator cuff tear Rotator cuff tear occurs when the four
muscles covering the shoulders are damaged by trauma,
poor blood circulation, etc. The pain makes it difficult to
move the shoulders.
Impingement syndrome The muscle becomes inflamed
due to friction between the acromion(the bulging part of
the shoulder) and the shoulder muscle. There is pain when
lifting the arms as high as the head or over the head.
Calcific tendinitis Calcareous(stone-like) matter is formed
on the ligament connected with the shoulders. This disease
is often found in patients between 20 and 40 years old.

발목인대손상 발목이 삐끗하거나 접질리는 현상이 반복되면,
인대나 힘줄이 손상을 입게 되 발목 불안정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Intoe(hallux valgus) The inside part of the big toe is bent
outwards. Patients with intoe may suffer swelling and pain,
and experience discomfort when wearing shoes.
Plantar fasciitis Inflammation appears on the plantar fascia
of the foot, causing pain in the heel when stepping on the
ground.
Sprained ankle When the ankles are repetitively sprained,
ligaments and tendons may become damaged and make the
ankles unstable.
拇外翻症 脚拇指外翻的疾病，脚拇指内侧凸出、肿痛，穿鞋困难。

肩周炎(粘连性关节囊炎:冻结肩）肩膀无法活动，肩膀疼痛症
状开始后会从胳膊一直疼到手。肩膀的前后侧等所有方向都
活动困难。
肩袖撕裂 覆盖肩膀的四个肌肉受到外伤或因血液循环障碍等
受损伤的疾病，疼痛症状与肩关节活动困难同时存在。

足底筋膜炎 足底筋膜发生炎症，踩地面时脚跟出现严重痛症的
疾病。
踝关节韧带损伤 脚踝扭伤现象反复发生，会损伤韧带及肌腱，
发生脚踝关节不稳定。

撞击综合征 肩关节上的肩峰(肩膀凸出的部分)与肩膀肌肉之
间，因摩擦而使肩膀肌肉发生炎症与痛症的疾病。把胳膊抬
到头或以上高度时会感到疼痛加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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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anoori

Why Nanoori

왜 나누리병원인가 | 为什么是纳如意医院

전 의료진이 협진, 환자 맞춤형 치료 제공

국가가 인정하고 보증한 일류 병원

일류 프로구단이 지정한 척추관절 병원

의료 소외지역에 한줄기 빛‘나누리 의료봉사단’

The entire medical staff of the hospital provides
customized medical service.

The excellence of the hospital has been certified
by the Korean government.

Nanoori hospital is frequented by a distinguished
professional baseball team.

The Nanoori Medical Volunteer Team makes efforts to
assist the less privileged.

全体医疗团队提供对患者针对性的医疗

国家认定保证的一流医院

一流职业球队指定的脊椎关节医院

偏远地区医疗的一线光明‘纳如意 医疗志愿团'

척추관절 질환은 내과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보다 안정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프로구단 만큼 몸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곳은 없습니다. 나누리병원

나눔실천을 설림이념으로 삼고 있는 나누리병원은 의료 소외지역

나누리병원은 매일 아침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

하고자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 2009년 프로농구 전자랜드, 2010년 프로야구 SK와이번스와

에서 해마다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 전남

전 의료진이 모인 가운데, 각 환자 상태 및 치료에 대한 논의를 통

나누리병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2012년 보건

척추관절 지정병원 협약을 맺고, 선수들의 척추관절 관리 뿐아니

영광, 전남 고흥, 인천 강화 등에 척추관절 전문 봉사단을 구성,

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세웁니다.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한 서울지역, 인천지역 최초의 2관왕

라 부상선수의 재활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국내 거주 몽골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입니다.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재활방문팀 운영
The hospital operates a house-call rehabilitation team that
visits nationwide.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병원 브랜드 선정

세계적 명문 스탠포드의대와 협력병원 체결

Nanoori hospital has been selected as the ‘Most Revered
Hospital in Korea.’

Nanoori hospital is associated with Stanford Medical
School, one of the top medical schools in the world.

运营了寻访全国各地的康复访问组

被选为韩国最受欢迎的医院品牌

与世界闻名的斯坦福医大签订合作医疗协议

와 성공적인 재활을 돕기 위해 재활 방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누리병원은 국가브랜드위원회, 조선일보가 선정한 한국의 가장

나누리병원은 전문병원 최초로 2005년 미국 스탠포드의대와 협력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나누리병원의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

사랑받는 병원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문병원 지정, 의료

병원을 체결하고, 척추관절 의학 발전에 대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

든지 찾아갑니다.

기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평소 건립

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엔 나누리병원-스탠포드대학

이념인 나눔을 실천하는 나누리병원의 활동은 한국의 가장 사랑

병원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받는 병원으로 우뚝서게 해주었습니다.

나누리병원은 척추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

재활방문팀 운영

나누리 의료봉사단

명실상부한 나눔병원의 모습‘사랑나누리’
True to its name, Nanoori Hospital
‘Sarang Nanoori(shows compassion)'
名副其实的分享医院‘分享爱'
의료비 지원사업인‘사랑나누리 사업’은 척추관절 질환으로 고생
하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합
니다. 2011년 17명에게 성공적인 수술치료와 재활치료를 지원했
으며, 2012년에는 기금을 확대, 총 30여명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병원 브랜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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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스탠포드의대와 협력병원 체결

프로야구 SK와이번스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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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Nanoori

How to find us
서울병원 |

Reservation | 门诊预约
국내 (국번없이) 1688-9797
해외 | Overseas | 国外电话 82-2-6003-9763
진료안내

나누리병원 위치 | 纳如意医院位置

Seoul Hospital

인천병원 | |ncheon Hospital

수원병원 |

Suwon Hospital

지하철이용시

지하철이용시

지하철이용시

버스이용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 → 관세청 사거리에서 도산사거리
방향으로 300m 전방 좌측

•부평시장역 1번 출구 → 부평보건소 → 부흥오거리 → 나누리병원

•5호선 화곡역 6번출구 → 육교지나 직진 → 첫번째 신호등에서 좌
회전 50미터 도보(약 10분거리)

•수원역 하차 - 수원역 4번 출구(수원역 AK프라자 정류장) 83-1번,

버스이용시

•굴포천역 3번 출구(신복사거리 정류장) 10번, 24-1번, 35번, 45번, 		

버스이용시

•수원종합버스터미널 하차 - 국민은행 앞(수원버스터미널 정류장)

•세관앞 사거리 3414, 401, 640, 4412, 41
•세관앞 141
•학동역 사거리 147, 4412
•언북중학교 입구 145, 440, 4212

버스이용시

•부평역 하차시

•까치산역 2번 출구 앞에서 6628, 6630, 5712, 652 타고 나누리

시내버스 10, 24-1, 23, 35, 45 마을버스 565
※ 부흥오거리에서 하차(20B번 출구)

•By Bus	Airport bus(bus no. 6704) → Get off at Hotel Imperial
Palace Seoul bus stop → on foot(13 min.) or by taxi
(minimum fare)
•By Taxi approx. 50,000 KRW

Gimpo Int’l Airport → Nanoori Seoul Hospital
•By Bus	Airport bus(bus no. 6000) → Transfer at Banpo Station
(bus no. 4212) → Get off at Eonbuk Middle School →
on foot(8 min.)
•By Taxi approx. 25,000 KRW

•By Bus	Airport bus(bus no. 3700) → Get off at Bupyeong Station
→ by taxi(minimum fare)
•By Taxi approx. 15,000 KRW

7호선

Gimpo Int’l Airport → Nanoori Gangseo Hospital
•By Bus	Gimpo Int’l Airport Station → Hwagok Station →
Transfer to Nanoori shuttle bus or bus no. 6625 → Get
off at Nanoori Gangseo Hospital bus stop
•By Taxi approx. 8,000 KRW

신월중학교

도산사거리
두산빌딩

부평시장역 1번 출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3-8 | 首尔市江南区论岘洞 63-8

63-8,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우만동
삼성아파트

아주아파트

수원정보과학
고등학교

SK법원주유소

우리은행

중앙시장

GS칼텍스

아주대삼거리

산오공원

동부웨딩홀

신월사거리
국민은행

1호선
서울외곽순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24-5 | 仁川市富平区富平洞 124-5
124-5, Bupyeong-dong, Bupyeong-gu, Incheon

원천동
주민센터
중부대로

법원사거리

솔뫼공원

부평시장로터리

경인국도

강서구청
화곡역 6번 출구

부흥오거리

7호선

테헤란로

원천중학교
7호선

기업은행

SK주유소

인천
1호선

Dongsuwon → Take a bus or taxi at Wooman Apartment bus
stop(on the opposite side of Hotel Castle) → Get off at Law Court
Intersection

수명공원

신한은행

영동대로

강남대로

경부고속도로

도산공원

•By Bus Limousine bus(bus no. 4,300)
•By Taxi approx. 50,000 KRW

수원지방법원

사당방면

부평역 북부광장

사당방면

※	Take the Limousine bus and get off the Hotel Castle in

7호선

서울세관
학동역 10번 출구

•By Bus	Airport bus(bus no. 6014) → Transfer at Sinwol Youth
Cultural Center(bus no. 59-1) → Get off at Nanoori
Gangseo Hospital bus stop
•By Taxi approx. 40,000 KRW

신월I.C

현대아파트

•By Bus	Limousine bus(bus no. 4,000)
•By Taxi approx. 60,000 KRW

Gimpo Int’l Airport → Nanoori Suwon Hospital

한양아파트

압구정역 1번 출구

Incheon Int’l Airport → Nanoori Suwon Hospital

Incheon Int’l Airport → Nanoori Gangseo Hospital

롯데마트

부평중고교

북인천정보고

3호선

강남을지로병원

계산동
방면

82-1번, 82번 탑승 후 법원사거리 하차

김포공항

굴포천역 3번 출구

88번, 10번, 66번 탑승 후 법원사거리 하차

에서 하차 → 큰골목직진 → 세븐일레븐 편의점 지나 좌측

Gimpo Int’l Airport → Nanoori Incheon Hospital

올림픽대교
현대백화점

•부천방향 606, 661, 70-2, 70-3, 9600, 9601 타고 까치산 식당

•By Subway	Incheon Int’l Airport Station → Transfer at Gyeyang
Station(bus no. 905) → Get off at Nanoori Incheon
Hospital bus stop
•By Taxi approx. 40,000 KRW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한강

강서병원 정류장 하차

Incheon Int’l Airport → Nanoori Incheon Hospital

부평구청역

공항, 여의도 방면

•화곡역 5번출구 앞에서 604, 5712, 6630 타고 나누리강서병원 하차

905번 탑승 후 나누리인천병원 하차

Incheon Int’l Airport → Nanoori Seou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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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seo Hospital

강서병원 |

|

수원I.C

농협은행

가로공원사거리

동남빌라

신대공원

화원중학교

매탄2동
주민센터

월정초교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77-8 | 首尔市江西区禾谷洞 377-8

377-8, Hwagok-dong, Gangseo-gu, Seoul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2 | 京畿道水原市灵通区远川洞 85-2

85-2,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 City,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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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ori Spirit 나누리혼

|

纳如意之魂

나누리병원의 꿈은 건강한 사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진료와 완벽한 치료로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웃음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인간존중을 앞세우는 따뜻한 병원, 바로 천년을 이어갈‘나누리혼’입니다.
Nanoori hospital dreams of a healthy and happy society.
With sincere treatment and perfect remedies, the hospital wishes to extend its warm
hospitality and service with a smile to all of its visitors. A heartwarming hospital that respects
humanity…This is the ‘Nanoori Spirit' that will forever continue.
创造健康的社会、分享的世界就是纳如意医院的梦想。把正直的诊疗和完美的治疗相结合，为寻找医院的
所有患者奉献幸福的笑容。创造以人为本的温暖的医院，就是相继千年的‘纳如意之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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