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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제1회 코디네이터 만찬 

국제진료팀은 병원과 에이전시, 환자와 병원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지난 해 11월 첫 만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전반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꾸준한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만찬을 계획하여 총 44명의 코디네이터가 참석,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병원 다정관 건물 옥상에 위치한 “다정공원”에서 이루어져 넉넉한 공간과 “우리
만의 장소”라는 이점이 있었으며, 영양관리팀에서 손수 만든 다양한 러시아/몽골 음식은 물론, 
여느 출장뷔페 못지 않는 갖가지 음식과 분위기 있는 배경음악까지 더하여 행사의 수준이 작
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 국제진료팀은 앞으로도 코디네이터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행사와 즐거운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CAUH NEWS LETTER – 2014. 06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Coordinator Special Edition 

Page 2 

▲ 영양관리팀 소개 

본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못지 않게 외국음식 실력이 괄목성장한 영양관리팀을 소개합

니다 ^^ 
 
국제환자에 대한 서양식 제공은 입원한 러시아 암환자 한분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제공되던 병원식에 전혀 입을 대지 않자, 영양관리팀 영양사들과 국제진료팀 
임율리아 코디네이터는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어가며 러시아식사를 만들어내었고 환자로부
터 감사의 인사를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국제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서양식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환자 통역을 위해 내원한 러시아, 몽골 통역사들을 붙들고  
“빵 한 조각만 드셔보세요~” “뭐가 부족한가요?” “점수는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광희동 몽골타운을 수 차례 방문하여 러시아 식자재도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지난 만찬회 음식에 대한 코디네이터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으며 
이와 같은 작은 부분이 모이고 모여 외국환자들이 우리병원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먼 이국 땅에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영양관리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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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찬회 러시아 몽골 음식 

러시아 빵 

토마토오이 샐러드 

쏨가 자삐촘나야 

샬료느이아구레쯔 

비니그레트 샐러드 

올리비에 

펠메니 

Jarkoe(소고기) 양고기 샤슬리크(꼬치) 

Jarkoe(닭고기) 

치즈올리브크래커 호쇼르 

감자퓨레 

초이반 

소고기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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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이모저모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코디네이터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설문을 통해 국제진료팀으로 보내주신 내용도 겸허히 수렴하여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코디네이터들과 더욱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항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
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