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ngkok Hospital Pattaya 
 

 “지역 최고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방콕 파타야 병원은,태국의 Eastern Seaboard 에 최고의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현대적 의료기관으로 지역의 일반 병원과 다른 최첨단 진료장비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들이 한 팀이 되어 종합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Bangkok Hospital Pattaya 병원은 1990 년에 100 개의 병상을 가진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Bangkok Hospital Pattaya 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태국의 Eastern 
Seaboard 에서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병원이 되었으며. 지금은 15 층 
병동에 400 개 병상을 갖춘 지역최고의 3 차 의료기관으로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중요한 
의료기관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 여명의 전문의들이 소속되어있는  Bangkok Hospital Pattaya 는 
세계최고의 선진의술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환자분들께 제공함으로 이러한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매년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파타야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의 유입과 더불어  Eastern Seaboard 의 유수한 공업단지가 
가까이 있어,  매년 100,000 명에 가까운 외국인 환자가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있는 유능한 의사와,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22 개국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팀을 구성,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였으며. 전직원에게 외국문화 에 대한 교육과 
언어교육을 통하여 스텝들이 저희와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함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태국인 환자들도 다른외국인 환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무리 사소한 질병도 외국인 환자와 똑같은 국제규격의 치료와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손함과 상냥함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극진히 대하는 병원스테프들의 친절함과 병원 내외부의 안락하고 
편안한 인테리어는 다른 병원 과는차별화된 모습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는 환자를 처음 맞는 병원의 안내석 에서부터 의사진과 Bangkok Hospital 
Pattaya 의 모든 스텝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의료기관이 
되겠다는 저희 병원의 목표를 향하여 저희 병원의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발전 시켜 나갈것이며 이는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저희에게 
심어주신 열정과 의무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STANDARD 에 준 하는 의료 서비스 
저희는 태국의료계의 지도자적인 역활과. 최고의 의술,그리고 태국의 오랜 
전통인 친절함과 고객에 대한 환대를 유지하고 저희의 헌신을 더하여, 



여러분이 고국에서 받는 것과 같은 국제 규격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사료 깊은 외국인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병원이 되게 하는것 입니다. 
 
특별한 서비스 
At Bangkok Hospital Pattaya 는 안락한 분위기와 고객을 편안 하게 하여  
환자의 건강과 마음에 평안을 더하도록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세심하게 
디자인하였으며 많은 의료진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그리고  럭서리한 호텔의 
장점을 서로 모순 되지않게 잘 조화시켜 결합시킴으로 당신에게 특별한  
서비스 와 만족감을 느끼게 해 드릴것 입니다.                
 
Awards 

- Asian Hospital Management Award – 2004, 2005 and 2006 
- Prime Minister’s Export Award – 2003 

 
Accreditation 

- Hospital Accreditation – 2004 
- ISO 9001: 2000-2003 

 
                                   
                              병원내전문치료기관 
심장 쎈타 
Eastern Seaboard 에서 최고의 선진심장 전문쎈타 입니다.Cardiologists, 
interventionists . 그리고 cardiothoracic surgeons 등 여러 전문분야 로 
이루어진 심장센터 의료팀은 저희의 새로운 cardiac cath lab 이나 cardiac 
intensive care unit 그리고 원격 monitoring system 이 되어 있는 cardiology 
ward 에서 아주 세련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진료와 치료를 하고있으므로, 이 
지역 전체에서 유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수술까지도 할 수 있다는 동료 
의사들의 인정과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장 재활쎈타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환자들이 계시면 저희는 이 곳을 추천 하고 
싶습니다, 각 개개인에게 맞추어진 운동과 술,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위험 
요소가 들어 있는 음식을 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회복기의 환자들과 만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격려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실 
태국내에서 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여러 종합적인 최신 장비가 설치 되어 
있는 병원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기계장비 들은 단 
한번의 검사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게하며 빠른 회복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뇌,신경 센터  
이곳 센터 전문의 팀들은  필요한 모든 종류의 뇌신경계 검사를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뇌졸증이나 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응급 환자의 바이패스 수술을 위한 MRI 나 CT 촬영이 항시 가능합니다 
 



피부과 & 성형외과 
미용에 관한 이 혁신적인 곳에서는 코수술,여성 가슴수술,눈 쌍꺼플 
수술,지방제거수술, 그리고 피부나 바디 소생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치료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함으로 영구적인 피부의 축소나 그이외의 많은 
것들이 가능하며 모든 치료는 저희의 미용전문의 들이 최고의 기술로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응급치료 서비스 
병원의 응급치료 서비스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도 24 시간가능하며  전문의 
들이 질병과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ICU 
앰브란스에는 ,병원안에 있는 ICU 와똑같은 인공호흡기나 제세동기 그리고 
정맥내약물 투입기등과 같은 의료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CCU 
엠브란스역시병원의 CCU 와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 병원으로 오시는 도중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CLINICS 

- 내과 
- 당뇨와 내분비학과  
- 다이어트와 미용의학과 
- 간 과 위장내과 
- 종양의학과 
- 신장전문과 
- 외과 
- 비뇨기과 
- 안과 
- 이비인후과 와 청력쎈터 
- 산부인과 
- 건강 프로모션 쎈터 
- 소아과 
- 치과 
- 재활의학과 
- 알러지,루마티즘과 
- 혈액투석쎈터 
- 라식쎈터 
- 정형외과 
- 폐질환 전문과 
- 정신의학과 
- 코골이 전문과  
- 흉부외과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테크놀로지 

- 64 쪽의 CT 촬영기 
- 최신의 1.5 Tesla scanner 를 이용한 MRI 와 MRA 
- 3 차원 혹은 4 차원의 초음파진료 
- Mammography(유방암 검사) 



- Interventional Radiology (중재적방사선학) 
- 위장 과 심혈관계 질환을 위한 DSI Telemetry(원격측정기) 
- 관상동맥성형시술실 
- 심장 수술실 
-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의학영상정보 시스템) 
- 국제 규격의 실험실 
- 12 개의 수술실 
- 신생아 입원실 
- 고압 물 분사를 이용한 지방흡입 
- 컴퓨터를 이용한 최소침습적 테크닉 
- 고압 산소 치료 
 

 
 

 
 
주     소:  Bangkok Hospital Pattaya 
  301 Moo 6, Sukhumvit Road, K.M. 143,  

Naklua, Banglamung, Chonburi 
Thailand 20150 
 
Tel: +66(0) 3825 9999 Contact Center 1719 
Fax: +66(0) 3825 9990 

Website:  http://www.bangkokpattayahospital.com  
Email:  inquiry@bph.co.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