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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U M C  R O S E T T A  H A L L  C E N T E R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의료취약계층 및 저소득 환자 진료 

지원 등 사회공헌을 통한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발전기금위원회

TEL : 02-920-6202/5907

FAX : 02-920-6200

E-mail : donation@kumc.or.kr

홈페이지 : www.kumc.or.kr/donation

로제타 홀 센터 문의

031-412-5433



로제타 홀 센터란 지원사업 및 운영 
  

로제타 셔우드 홀 
(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

진료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전용창구

외국어 통역지원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지원

전용 창구 개설 및 운영

무료공간 대관

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책임 활동 동참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구상 및 진행 예정

운영시간 및 연락처

화요일 : 13:00 ~ 17:30

금요일 : 13: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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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원 외 기타 프로그램2

3

‘로제타 홀’여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여성의사로서 1890년부터 1933년까지 한국에서 

꾸준한 의료 선교를 펼치며 당시 의료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의술전파와 환자 진료에 

힘썼습니다.

1928년 9월 4일 설립한‘조선여자의학 강습소’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로제타 홀  여사의 사랑과, 

헌신, 나눔의 봉사정신을 이어받아 로제타 홀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술과 진료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뜻깊은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과 헌신, 나눔의 봉사정신

사랑

LOVE

헌신

DEVOTION
나눔

SHARE

꿈씨(KUM-C) 버스 운영 및 무료진료

로제타 홀 클리닉 운영

무료 건강검진권 증정

내원 환자 진료비 지원

진료지원 

진료 외 프로그램

로제타 홀 센터 관련사항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안내 예정
 (http://ansan.kumc.or.kr)

본관 10층
(중앙 엘리베이터 우측 복도로 이동)

연락처 : 031-412-5433

운영시간(주 2회 운영) 위치 및 연락처



진료지원 프로그램 진료지원 프로그램

진료지원 안내(031-412-5433)
 

외국인 통역지원(031-412-7624)

전용 창구 개설(031-412-5680)

전용 창구 안내 : 031-412-5680
 

전용창구 접수를 비롯하여 필요시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지원 

진료지원 내용

로제타홀 센터 방문
(본관 10층)

상담 진료 지원

진료 지원
전용창구 운영
통역 및 진료비 지원

꿈씨(KUM-C) 버스를 이용한 
이동 무료진료

다문화 가정 및 이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로제타 홀 클리닉 운영

내원 환자 진료비 지원

<통역인력 스케쥴 표>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장소 : 본관 1층 0번 창구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접수 및 진료 절차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창구를 개설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에는 사전 안내 예정

무료 건강검진권 증정



진료지원 외 프로그램 진료지원 외 프로그램

기타 사업 안내
 

직업체험 프로그램(031-412-5586)

사회적 책임 활동 동참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및 이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병원 교직원들의 사회봉사 및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이주 아동 청소년 행사를 위한 무료공간 대관

공간대관은 사전요청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에는 주차권을 무료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 공간대관료 비교 >

무료 공간대관(031-412-5656)

병원 대강강 병원 소강강

교직원 성금모금

병원안내 교육 및 강의 체험 학습

구 분 좌 석
대 관 료

비 고
일반 다문화가정

소강당 60석 30,000원 (시간당) 무료 빔 프로젝트 및 AV장비 구비

대강당 308석 50,000원 (시간당) 무료 빔 프로젝트 및 AV장비 구비

1회 대관시 종일 무료 주차권 지급(최대 30장)

1997년 이래 끝전성금 모금을  통해 불우한

이웃 및 소외된 계층에게 기부금 마련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금 사업 마련 

교직원 재능기부

직원들이 보유한 전문 능력 기부

의료지식, 영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

로제타 홀 센터 문의
031-412-5433

담당부서 연결 담당부서 상담

총무팀 : 공간대관 안내 및 승인

교육수련부 : 직업체험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