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병동 조별림 간호사

어깨 수술 후 조별림 간호사님의 지극정성의 간병에 감사드립니다. 주사 시 

혈관이 안보여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상태로 무릎을 꿇고 늙은 팔뚝을 

두드리면서 혈관을 찾는 모습이 말 그대로 천사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

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백의의 천사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이 늘 함께하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단검사의학팀

딸아이가 몇 개월째 대전성모병원에서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진료 시 담당 교수님께서 엑스레이 촬

영 및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하셔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요, 채혈 과정에서 딸아이가 예전 기억 때문에 무조건 채

혈을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한 시간 반 넘게 채혈실의 채혈 의자와 대기실 의자

를 반복해서 오가며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이 힘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싫다는 내색 없이 

아이를 어르고 달래느라 진단검사의학팀 모두 너무나 고

생하셨습니다. 채혈실 선생님들의 도움 덕에 날뛰는 딸아

이의 채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함이 기억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시기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신뢰

감이 나날이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1중환자실 우선아 간호사 

얼마 전 가족 중에 한 분이 너무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환자를 편안하

고 극진하게 잘 살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까지 살뜰히 살펴주셨어요.

온화하신 표정으로 환자를 살펴주셨고 보호자들에게도 걱정 안 되게 말씀 잘해주셨

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있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분들만 있다면 대전성모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한 
대전성모병원을 
만드는 당신은 
친절한 성모씨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6년에도 더 행복한 병원을 만들

어가는 친절한 성모씨가 많이 탄생되

길 기대해 본다.

신경과 이상봉 교수

신경과 이상봉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교수님은 마치 환자를 부모님 대하듯 하시면서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달라

진 점은 없는지요?” 하며 환자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며 진료해주십니다. 

너무 고마워서 칭찬의 글을 올립니다.

대전성모병원을 
빛내주시는 
선생님들! 

극진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백의의 천사입니다.

 -51- -50-

친절한 성모씨

The 미소짓게 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