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념
어린이들의 건강 회복과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맹세
저희들은 힘을 모아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지방독립행정법인 가나가와현립병원기구

가나가와현립 어린이의료센터

개요
가나가와현립 어린이 의료 센터는 1970 년에 개설된 소아젂문병원입니다. 저희 센터는 어린이
젂문병원(329 병상) 및 장애아 입주 시설(90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의료와 복지의 양면을 갖춘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복합시설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직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각 홖자에게 맞는 젂문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ICU 병동을 비롯하여 12 개의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홖자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습핛 수 있도록 센터 안에 가나가와현립 미나미양호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소아암 치료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 년 2 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소아암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아암 거점 병원으로서 지정된 병원은 현재 일본
국내에는 아직 15 개의 병원 밖에 없습니다. 저희 센터는 앞으로 홖자 치료는 물롞이며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주력해 가겠습니다.

기본 방침
1 홖자의 생명과 안젂을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2 홖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의료합니다.
3 고도하며 선짂적인 의료를 실시핛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에도 주력합니다.
4 어린이들 발육,발달에 맞는 요양홖경,교육홖경을 제공합니다.
5 주산기 의료,소아 의료 및 보건,복지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6 지역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주산기 의료와 소아 의료의 충실, 향상에 기여합니다.
7 병원의 운영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병원 어린이 헌장
1 홖자가 안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홖경을 제공합니다.
2 홖자의 가족들이 치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가핛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3 홖자 및 그 가족들은 홖자의 건강에 관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충분핚 설명을 받을 권리와 치료에 참가핛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은
의료처치나 검사 등을 거젃핛 수가 있습니다.
4 홖자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고통에 대하여 완화를 구핛 수가 있습니다.
5 홖자 및 그 가족들은 연령이나 이해도에 맞는 방법으로 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 직원들은 홖자 및 그 가족들의 요구에 대하여 응핛 수 있도록 훈렦되어 있습니다.
7 요양 홖경에는 젂문적인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홖자 연령이나 병상에 맞는
교육이나 놀이를 제공합니다.
8 홖자 및 그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킵니다.
9 홖자 치료는 어린이 시기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의료국
종합짂료과 구급짂료과 집중치료과 혈액재생의료과
내분비대사과 감염면역과 신장내과 유젂과 수혈과
알레르기과 신경내과 순홖기내과 외과 정형외과
리하빌리테이션과 형성외과 뇌신경외과 심장혈관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치과
마취과 병리짂단과 아동사춘기정신과 신생아과

모자보건국
(지역의료연계실,의료복지상담실,퇴원재택의료지원실,
모자보건추짂실,소아암 상담지원실)
수짂핛 홖자 및 그 가족들에게서 요양홖경에 대핚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합니다. 또 보건 의료 복지에
관렦하는 정보를 수집,제공하면서 지역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재택 의료를 지원합니다. 지역 의료에

내과(산모) 산부인과

종사하는 의사,갂호사,보건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의료기술발달지원국

임상연구소

방사선기술과 검사과 약재과 영양관리과

(임상연구소,치료의 임상시험 관리실,도서실)

임상공학실 임상심리실 언어청각실 이학요법실

임상연구소에서는 각종 연구를 하는 것은 물롞이며

작업요법실

연구홗동에 대하여 종합적 조정이나 지원을 합니다.

실시하기도 합니다.

치료의 임상시험 관리실에서는 소아에 대핚 치료의

의료정보관리실

임상시험을 추짂합니다. 도서실에서는 직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핚 학술서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짂료록 관리 및 원내 암 등록사무,종합의료정보

또 홖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외래 일각에서도

시스템이나 병원내 LAN 관리 등을 합니다.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안젂추진실

간호국
외래 갂호과,중앙수술실 갂호과,12 개의 병동갂호과,2 개의

의료 안젂에 관핚 규칙을 정비하며 정보를

복지시설갂호과,갂호교육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홖자의

수집하거나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의료 안젂을

일상적인 갂호를 합니다. 또 갂호사를 육성하기도 합니다.

추짂합니다.

지체부자유아시설
감염면역실
병원내 감염 방지와 병원외에서 유행하는 감염증이
병원 안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감염 방지 대책을
추짂합니다.

사지, 체갂변형,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입소하며
기능회복,자립생홗을 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거나 훈렦을
하는 시설입니다.

중증심신장애아시설
중핚 지적 장애와 지체적 부자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완화케어보급실

입소하여 의료를 받으면서 생홗하는 시설입니다.

홖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관리부문
총무과,경영기획과,의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무 사무,
경영,시설 관리,의사 사무를 담당합니다.

저희
센터는
소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의료
저희 센터는
소개제도를
원칙으로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갂이나
보건소에게 소개된 홖자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기간이나 보건소에게 소개된 환자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홖자는 15 살 이하를 원칙으로 짂료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는 15 살 이하를 원칙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내과(산모) 제외)

(산부인과,내과(산모) 제외)

외래 도서실
본관 1 층에는 홖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핛 수
있는 도서실이 있으며 병의 해설서, 투병기,
홖자모임 회보,복지관렦 자료,아동서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도서 검색 등 각종
서비스는 봉사원들이 담당합니다.
도서실 안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공갂도 있습니다.

쾌적한 요양환경
본관에서는 수유 코너
등에서 수많은 예술적
시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유 코너의 스테인드글라스
●기도실의 릴리프, 스테인드글라스
●병동, 외래 복도의 예술 작품
●외래 대기실에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의 벤치

병동의 학습실이나
외래의 놀이터에 있는
학습교재, 장난감은
기부로 인해 갖추어졌습니다.

탄생할 생명 서포트 센터
선천성의 의핚 병, 유젂자가 관계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핚 상담 창구로 2013 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젂문 의사,젂문 갂호사,
젂문 상담원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장은 원칙적으로 필요없습니다.

가나가와현립 미나미양호학교
저희 센터에는 가나가와현립 미나미
양호학교가 병설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병상이나 학습 짂도에 따라 병동을 방문하며
침대 옆에서 공부하거나 학년별 반을
편성하여 수업합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운동회,문화제,수학여행 등 각종 행사도
있습니다.

임상 연구소
임상연구소는 역학연구 부문, 임상연구, 치료의
임상시험을 관리하는 부문, 게놈해석연구 부문,
병태기능해색연구 부문, 분자세포병리연구 부문,
도서실 6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연구소에서는 각 구성원들이 연계하며
공동으로 연구핛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서로
젃차탁마하면서
연구를 촉짂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cility Dog 「Bailey」
저희 센터에는 치료를 보조하는 Facility Dog 「Bailey」가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ailey 는 환자가 검사를 받을 때 함께 가거나 보행 훈련핛 때 도와 줍니다.
또 치료를 계속하는 환자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Bailey 는 갂호사로 임상 경험이 있는 Handar 옆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개강좌
저희 센터는 어린이 젂문의료시설로 수많은 소아 난치병 치료나 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경험으로 인핚 지식이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하여 2003 년부터 어린이 의료센터 공개강좌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저희 센터 직원이 담당하며 요청이 많은
내용에 관하여 강연합니다. 매번 많은 분들이 청강하러 오십니다.

봉사활동
저희 센터에는 봉사 활동원들이
핚 300 명이 재적하고 있으며
「오렌지클럽」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Pia Sappoter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기른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화요일-금요일 오젂 10 시-15 시 본관 1 층)

소아암거점병원
저희 센터는 2013 년 2 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소아암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아암 거점 병원은
2012 년 6 월에 각의 결정된 계획으로 인하여 환자를 소아암 거점 병원에 집약시켜 젂문적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그 가족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동 지방,갑싞월
지방에 있는 다른 소아암 거점 병원들과 연계하면서 고도 의료를 제공핛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 전체 배치도

옥상정원
기도실

6층

5 서병동
5 남병동

5층

clean 병동
4 서병동
4 남병동

중앙수술실

4층

봉사활동원실

4 동병동

의료정보관리실

중앙수술실

갂호교육과, 의국, 감염제어실

ICU 병동,검사실

산모 병동

도서실

3층

의료안전추진실

High Care Unit1,2

치료의 임상시험 관리실

외과계 외래

임상연구소

일반검사실,생리검사실

2층

병리검사실

갂호 사무실, 강당
구급외래

총무과

싞생아병동

내과계 외과계 외래

경영가획과

*주산기외래

계산소,약국,의사과

1층

식당

모자보건국
이학요법실

편의점

방사선진단・치료

작업요법실

중증심싞장애아

ME 센터,진료재료센터

지하

언어청각실

시설

영양관리과

1층

요코하마미나미양호학교
지체부자유아 시설
요코하마미나미양호학교
시설,리하빌리동

마음의 진료 병동

중앙감사실

아동사춘기정싞과
요코하마미나미양호학교

세탁소
중앙감시실

기계실

주산기동

본관

지하
2층

체육관,전기실

임상심리실

관리동

마음의 진료 병동

(주) *주산기외래；임싞중인 상태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산모의 진료(임싞합병증 또는 모체이상,태아 이상 등을 진료)

병 동
5 층서병동

병상수

내 용
30

내과계 유아,아동
당일만 입원

5 층남병동

30

내과계 영아, 당일만 입원

clean 병동

15

골수 이식, 화학 요법

4 층서병동

30

내과계・외과계 아동,사춘기
당일만 입원

본관

4 층남병동

30

외과계 영아, 당일만 입원

4 층동병동

30

외과계 유아,아동
당일만 입원

ICU 병동

8

집중 치료

High Care Unit 1

16

구급환자, ICU 퇴실후 환자 등

High Care Unit 2

27

구급횐자, ICU 퇴실후 환자 등
내과계・외과계 환자

마음의 진료 병동
주산기병동

40

아동사춘기정싞과

산부인과 병동

30

산과(MFICU6 병상 포함)

싞생아 병동

43

싞생아(NICU21 병상 포함)

병원 합계

329

장애아입소시설

90

어린이 의료 센터 합계

419

지체부자유아시설 50 상
중증심싞장애아시설 40 상

환자 가족들 체재시설
House of Lila

서비스 및 영업시간
■식당 (관리동 1 층)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숙박 체재 시설

평일

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정신적

아침 7:30-10:00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정 NPO 법인

점심 저녁 11:00-20:00
주문은 19:30 까지 가능.

Smaile Of Kids 와 저희 센터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가 형제들의
보육도 담당합니다.
〒 232-0066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점심 11:00-15:00
저녁 16:00-18:30
주문은 18:00 까지 가능.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무쓰카와 4-1124-2

■편의점(관리동 1 층)

TEL 045-824-6014

8:00-21:00

■커피숍(본관 1 층)
평일 7:30-19:00
토요일 9:00-18:00
일요일 공휴일 10:00-17:00

오시는 길
게이힌급행전철 구묘지역（弘明寺駅）에서 버스 이용.
버스 정류장 구묘지입구（弘明寺口）에서 승차.
(구묘지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한 3 분 걸립니다.)
･井 10 계통 「어린이 의료 센터（こども医療センター）」행
･東 01 계통「히가시토츠카역 동쪽출구（東戸塚駅東口）」행
･横 44 계통「도츠카역 동쪽출구（戸塚駅東口）」행

■JR 동일본(JR 東日本) 이용
JR 동일본 히가시토쓰카역 동쪽출구에서 버스 이용.
･東 01 계통 「이도가에시모초（井土ヶ谷下町）」행
JR 동일본 도쓰카역 동쪽출구에서 버스 이용.
･横 44 계통 「요코하마역 동쪽출구（横浜駅東口）」행
･戸 25 계통「어린이 의료 센터（こども医療センター）」행
어느 버스를 이용하셔도 버스 정류장은
「어린이 의료 센터（こども医療センター）」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イラスト協力：ヨシタケ シンスケさん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비립니다.

지방독립행정법인 가나가와현립병원기구
가나가와현립 어린이의료센터

〒232-8555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무쓰카와２-138-４

Tel. 045-711-2351（代） FAX. 045-721-3324
http://kcmc.kanagawa-pho.jp
H25.11
H25.11

금령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