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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 Projec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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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센터

§ 의료센터는 330~400 병상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함

Ø 210~250 병상은 주로 1~2 인실로 구성함

Ø 90~120 병상은 중환자실과 회복실로 구성함

Ø 30 병상은 응급병상으로 구성함

§ 수술실은 18~20 Room으로 매년 12,000 회의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차량은 10대 규모이고, 가능한 헬기도 구비함

§ 매일 약 800~1,000 명의 외래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한국의 의료기관과 제휴하는 체제를 갖춤

의과대학

§ 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선진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설립함

§ 타슈켄트의과대학 및 한국의 의과대학과 제휴하는 체제를 갖춤



Medical Сluster in
Tashkent (MCT)

Detail Description

Uclone & SNSK



사업개요

n 프로젝트 à “Medicine Cluster in Tashkent”: 다음 두 단계로 구성

n 제1단계 à 타슈켄트 의과대학 경내에, 첨단 의료기술과 장비를

갖춘 외과 중심의 사립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단계

n 제2단계 à 동일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건립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단계

n 건립 위치 및 운영 à 기존의 국립 의과대학, “Tashkent Medical 

Academy”에서 제공하는 약 4.8ha(약 15,000평)의 대지에 병원 및

의과대학을 건립하고, 한국의 의과대학과 연계 및 협력하여 운영함

n 건립부지 주소 à Rep ublic of Uzbekistan, Tashkent, st. Farobi: 

타슈켄트 중심지역으로부터 약 7km 지역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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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예산규모

n 건립방식은 BOT 방식으로, 한국의설립자들이건립일자로부터약
25~30년간독자적으로운영한후에, 우즈베키스탄정부또는
타슈켄트시에무상으로기부함

n 전체예산은다음과같음:

v 제1단계 - 병원건립 – USD100,000,000

v 제2단계 - 의과대학 – USD20,000,000

v 총합계 – USD120,000,000

n 우즈벡측의투자부분: 프로젝트에소요되는토지 (약 4.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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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예산규모

제1단계 제2단계

전체건물연면적 16,500M2 16,500M2

건물건설비용 USD35,000,000 USD15,000,000

의료장비등비용   USD60,000,000   USD3,000,000

설계및감리비용   USD5,000,000   USD2,000,000

총합계 USD100,000,000 USD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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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프로젝트의필요성
(우즈벡키스탄과타슈켄트의상황)

n 현재우즈베키스탄에는이러한특성을갖춘병원및의과대학이없음

n 의료기술과장비가비교적낮은수준이며, 특히외과부분은더욱그러함

n 21세기의의료는외과적인수술범위를최소화하고, 비외과적인치료를
중심으로하는첨단의료기술이더욱중요함

n 한국의건강관리와의료기술및병원운영능력은매우높은수준이므로, 
이러한전문적인기술을우즈베키스탄에도입하는것이절실하게필요함

n 또한장기적인계획으로, 의과대학첨단기술혁신전문가양성을위한
신형의과대학의건립및운영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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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즈베키스탄의외과수술및치료현황

전문외과의료분야
현재상황

(병상수/연간수술회수)
WHO가권고(추천)하는

외과수술회수
선진의료
적용비율

일반외과 40/7,200 45,000 16%

흉부외과 70/500 3,000 16%

신경외과 120/450 7,500 6%

정형외과 530/2,000 12,000 16%

성형외과 30/500 3,000 15%

안과 254/600 6,000 10%

이비인후과 500/1,200 7,000 17%

비뇨기과 180/1,600 25,000 6%

u 위자료는우즈베키스탄의상주인구를 32,000,000명으로기준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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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프로젝트의최종목적
(우즈베키스탄의입장)

n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Medicine  Cluster  in  

Tashkent”의 중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음:

n 종양학, 심혈관, 흉부, 위장병 수술, 마취 및 집중 치료를 위한 현대

적인 방법 및 기술 분야에서 최소 손상 및 미세 수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외과 의료 기술의 도입

n 국제 표준에 따르는 의학, 약학, 치의학 등을 전문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확보

n 첨단 병원관리 및 의과대학 관리능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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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프로젝트의최종목적
(우즈베키스탄의입장)

n Task 1. 로봇 공학 및 사이버 기술, 최소 손상, 미세 수술, 방사선
수술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수술 및 집중 치료법을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제공합니다.

n Task 2. 기존의 여러 병원이 병리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진단 센터를

제공합니다.

n Task 3.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발병률과 사망률을

줄이며,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건강을 향상합니다. 또한, 고급

의료를 위하여 해외로 나가는 환자(매년 40,000명 이상)들로 인한

국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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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프로젝트의최종목적
(우즈베키스탄의입장)

n Task 4.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진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체제를

향상시키고, 국제표준에 따라 인적자원 성장에 기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농촌 의사에게 원격으로 전문교육을 계속 접촉할

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의료센터(Medicine Cluster)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합니다. 의과 대학 학생 및 대학원생은

연수와 병행하여 첫 번째 과정부터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n Task 5 . 건립하는 MCT로 인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의과대학

교수진이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 및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과학 및 연구

잠재력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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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추진일정계획

n 사업참여 구조의 확정 à 1st~2ndQ of 2021

n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확정 à 2ndQ ~ 3rdQ of 2021

n 상세설계 및 운영계획 확정 à 3rdQ ~ 4thQ of 2021

n 건설 공사 à 1stQ of 2022 ~ 4thQ of 2023 

n 장비 구입 à 1stQ ~  4thQ of 2023 

n 의료진 교육 (중앙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10년 간 지속적으로 교육)

Ø 1stQ of 2022 ~  4thQ of 2023 à 매년 3~4개 수술팀

Ø 1stQ of 2024 ~  4thQ of 2031 à 매년 1~2개 수술팀

n 개원 행사 à 12월. 2023 

n 병원 업무 시작 à 1월. 2024

Ø 원격 교육 및 원격 진료(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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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추진일정계획

n 의과대학에 관한 기본계획 확정 à 1stQ ~ 2ndQ of 2021

n 의과대학에 관한 상세설계 및 운영계획 확정 à 3rdQ ~ 4thQ of 2022

n 건설 공사 à 1stQ of 2023 ~  2ndQ of 2024 

n 장비 구입 à 1stQ ~  2ndQ of 2024

n 의료진(교수) 연수 (중앙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지속적으로 교육)

Ø ‘제1단계’ 참조

n 개학 행사 à 8월. 2024 

n 교육 시작 à 9월. 2024

Ø 원격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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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프로젝트의효과
(우즈베키스탄의입장)

1. 우즈베키스탄의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만, 첨단 장비가 부족하여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2. 본 프로젝트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메디컬 센터 및 임상 의

학부에서 인턴십을 통해 의료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의과대학의 의료진 및 교수 등은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 및 적용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우즈베키스탄은 물론이고 인근 CIS 및 아시아 국가의 의료기관도 국제표준에

따라 훈련된 우수한 인재를 모집 할 수 있습니다.

5. 우즈베키스탄, 인근 CIS 및 아시아 국가 출신의 학생 및 대학원생은 이론적 지

식을 활용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6. 우즈베키스탄은 첨단 의료를 위하여 해외의 의료기관으로 나가는 환자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적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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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설계의 개념도

양질의의료
서비스제공

전문의료진 효율적인
병원운영

경쟁력있는
MCT

- 최상의 의료 장비
- IT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 시스템
- 환자 중심의 시스템
- 의료진에 대한 최상의 편의 시설

- 청정 병원
- 간편한 진료 시스템
- 쾌적한 공간
- 최상의 의료

- 낮은 비용
- 신속한 건립
-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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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환자 및 치료 계획

n 연간입원환자                            14,000 명/년

n 연간외래환자              210,000 명/년

n 연간수술환자                          8,400 명/년

n 입원환자평균입원일                        4.5 일

n 연간응급환자     2,700 명/년

n 연간영상진단회수                               45,00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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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연간 수익성 분석
의료수가(단가) 합계(USD)

전체 환자:     (224,000명)
입원 환자:        14,000명
외래 환자:      210,000명

900
200

12,600,000
42,000,000

전체 수술환자수  (8,400명) 3,500 29,400,000

전체 응급환자수 (2,700명) 500   1,350,000

기타 수익 (영상 진단:  45,000회) 200   9,000,000

소계 (매출 수입) 94,350,000

의료진 수(의사, 간호사 외:  670명) 24,500 (세금 포함) 16,415,000

지원 인력 수 (240명) 12,600 (세금 포함)   3,024,000

일반관리비 25% (매출 대비 비율) 23,588,000

기타 비용 10% (매출 대비 비율) 9,435,000

감가상각 5% (의료설비 대비 비율)   3,000,000

소계 (비용 지출) 55,462,000

세전 이익 38,888,000



병원 내부 구조의 개념

• 용이한 접근성
• 중요성에따른 배치
• 효율적인 동선 구조

진료 및 처치

외래 환자 진료

의료진의 흐름

환자 및 내방객

병원의 기능에 따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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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확장을 고려한 구조

• 향후 의료기술의 발전에 대

한 충분한 고려

• 향후 확장을 대비한 병원 및

병실의 설계

• 병실 및 병상의 증설

• 수술실의 증설

• 의료장비의 증설

• 외래환자 증가에 대응

• 변화와 혁신에 유연한 시스템

• 모든 병원 업무의 자동화

• 효율적은 진료 및 치료 동선

• 전자의무기록(EMR system)
• 의료영상저장전송(PA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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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조직도

병원장

운영 의료

예산 및 집행

일반 관리

인사 부서

병원 관리

설비 관리

진료부

심장 진료

호흡기 진료

위식도 진료

내분비 진료

신경 진료

신장 요로 진료

종양 진료

소아 진료

영상 진료

수술부

심장 수술

호흡기 수술

신경외과 수술

성형외과 수술

신장 & 비뇨기 수술

신장 수술

이비인후과 수술

마취통증과

응급실

간호부

약제부

의료 상담

연구 및 교육 조직 위원회

치료개선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

의료장비 위원회

감염관리 위원회

수술관리 위원회

의료기록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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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장비 (1)
부서 의료장비

건강관리센터
Angio-Cath & Intervention facility, Echo, EKG, Holter, OR/CPB/Anesthesia/ECMO, ICU/ Sub-ICU/ Ward/ 
OPD

신장요로센터
Facilities for renal biopsy (Light microscope,
Immunofluorescent microscope, Electronic microscope), Facilities for dialysis (Hemodialysis machine (10), H
emofilter machine (2), Automated PD machine)

신경과학센터

24 hour EEG-video monitoring (50,000$), 64 or 128 channel EEG recording system (50,000$), portable 32ch
annel EEG monitoring system (30,000$) Pediatric telescope (3,000$ X2 = 6,000$), microinstrument for endo
scopy (1,000$ X 5 = 5,000$), light supply system, video-endosopy system (50,000$)
Neuronavigation system (50,000$), high resolution oerative microscope (150,000$), 3 rooms (1 radio-protect
ed room for GRS, 1 control room, 1 pretreatment room) (Cost - 500,000$ - made in China)

혈액종양센터 BMT equipment

소아외과센터

Operating room setting (Laparoscopy system)
Multidisciplinary Care : pediatrician, radiologist, anesthesiologist, Diagnosis and treatment in the perinatal pe
riod Advanced practice nurse : education, wound care, home care, etc. Sedation unit Diagnostic tool (Rectal 
suction biopsy, portable x-ray, cystoscope, bronchoscope, rigid esophagoscope)

현미경수술

(안과)

Ophthalmic unit chair: 1, chart projector 1, ophthalmoscope, direct 1, ophthalmoscope, indirect
1, retinoscope 1, trial lens set 1, slit-lamp 1, Portable diode laser(for ROP), OCT(Optical coherence tomogra
phy), FAG(Fluorescein angiography), Ret-cam(wide field fundus camera), Endoscopic DC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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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장비 (2)
부서 의료장비

현미경수술

(정형외과) 

US for spine & extremities (OPD), C-arm image intensifier (OR), Fracture table (OR), Basic orthopaedic instru
ment sets, Basic large bone set, Basic small bone set, K-wire system, AO plate system (large, small), Flexible 
& rigid nail system, powered drill system, Basic microsurgery set with surgical microscope, Spinal instrumenta
tion set Add for essentials: Pediatric hip surgery set, Tourniquet system, Skeletal traction system

현미경수술

(성형외과)
OR /Anesthesia (Sub-ICU)/Ward/OPD

마취통증과
Anesthesia machine, Mechanical ventilator for ICU
Monitoring system for operating room, recovery room, ICU TEE(Trans esophageal Echocardiography) Heatin
g System Cardiopulmonary bypass machine

중환자실
5), CPAP(3), High frequency ventilator(2), INO delivery system(1) POCT machine, portable Echo, portable So
no, Defibrillator Incubator + radiant Warmer –15 bed Transport incubator –more than 2 PICU bed –20 bed Infu
sion pump –more than 40 Monitor –30, portable monitor - 5

영상진료 Plain X-ray; (1 fluoroscope, 2 plain), MRI, CT, Angiography, Ultrasound (3), Mobile X-ray

임상실험실
Basic equipments for routine tests and blood bank, Special automated equipments for microbiologic and mole
cular tests Special equipments for apheresis

방사선 진단 및 치료
PET/CT & Gamma scan with equipment for study, safety, quality control, radiopharmaceutical preservation & 
waste. Cyclotron and equipment for product(3 Modules, 4 Hot cells...), safety, quality control, radiopharmaceut
ical preservation an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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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설계 규모

n 의료센터에는입원및외래환자의진단부서가모두포함됩니다.

n 전체병상규모는 330~400 병상으로, 세부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n 수술실 – 18개수술실 – 매년 12,000 이상의수술을수행

n 입원실 –  210~250 병상

n 중환자실 –  90~120 병상 – 마취실, 회복실포함

n 응급실 –  30 병상

n 환자수송 – 응급차(10대), 헬기(1대)

n 진료센터에는매일 800명의외래환자를진료 – 연간 27,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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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조직 및 진료과목
(타당성조사에따라, 단계별로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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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흉부센터

신장비뇨기센터

특수진단센터

신경외과센터

외과수술센터

소화기센터



공간 배치 계획

S1 S2 S3 합계
n 20병상 – 2개병동 783 1,057 1,216 2,432
n 30병상 – 7개병동 966 1,304 1,500 10,500
n 수술실 1,260 1,500 1,700 1,700
n 7병상 –전원및이송환자 538 726 835 835
n 중환자실(마취,회복실포함) 2,030 2,801 3,221 3,221
n 외래환자용진료병상 539 728 836 836
n 외래환자용처지병상 630 851 979 976

합계 20,500

공간의단위: M2

S1 =병실관리및지원공간
S2 =병실공간
S3 = S2+복도, 계단, 엘레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

25



병원 내부 설계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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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설계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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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처치실 설계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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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및 병동 설계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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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험실 설계의 참고자료



진단장비
(USD 33,400,000)

• Magnetic and resonant tomograph (0.4 T
open type) - 2 units;

• Magnetic and resonant tomograph (3Т) -
1 unit;

• Multislice computer tomograph (128 slices
and above) with cardioprogram – 3 units;

• Positron emissive tomograph -1 unit;
• Con-beam tomograph – 1 unit;
• Digital X-ray - a diagnostic complex for

three workplaces – 6 units;
• Digital radiographic complex for three

workplaces – 6еa;
• Digital X-ray diagnostic C-arch of high

resolution – 4 units;
• The ultrasonic device - hi-tech US system

with 2D, 3D, 4D technology of imaging – 10
units;

• System for intra vascular ultrasonic
checks– 1 unit;

• Laboratory for electrophysiology and
catheter treatment of heart arrhythmia– 1
unit;

• PACS system (system of communication
and archiving of images)

수술 및 집중치료
장비 (USD24,300,000)

임상실험장비
(USD2,300,000)

• Gamma knife – 1 unit;
• Da Vinchi surgical system – 1 unit;
• Angyografic installation – 2 units;
• X-ray C-arm with high resolution (the 

color monitor) – 2 units;
• Mobile X-ray machine – 2 units;
• Laparoscopic stand with a tool kit for 

diagnostics and surgery – 2 units;
• Devices of artificial blood circulation with 

heating and cooling - 4 units;
• Devices of extra corporal membrane 

oxygenation – 2 units;
• The anesthesiology equipment – 22 units;
• Devices for artificial ventilation of lungs – 

22 units;
• Multipurpose cardio monitors – 28 units;
• Surgical microscopes with coaxial lighting 

and the eyepiece for the assistant – 5 
units

• The automatic modular laboratory analyzer
– 1unit.:

① 1 Biochemical automatic module;
② 1 Automatic immunological module;
③ 1 Automatic module for hemostasis

check.
• The automatic microbiological analyzer

with sensitivity research to antibiotics - 1
unit.

• The analyzer of blood on sterility - 1 unit.
• The automatic hematological analyzer with

not less than 40 parameters - 2 units.
• Gas analyzer with the analysis of

electrolytes and metabolites – 2 units.
• The device for carrying out medicinal

monitoring of blood – 1 unit.
• Chromato-mass-spectrometer for

diagnostics of hereditary diseases - 1 unit.
• Automatic urine analyzer -1 unit.

의료장비도입계획 – USD 60,000,000*

v 최근에 건립한 병원의 경우를 참고하여 추산한 가격입니다. 31



№ 장비의 명칭 수량 단가(USD) 합계(USD)
 진단 장비 37  33,400,000
1 MRI(3Т) 2 800,000 1,600,000
2 MRA/MRI (3Т) 1 4,000,000 4,000,000
3 Multislice computer tomograph (MSCT 640 slices) with cardioprogram 3 2,200,000 6,600,000
4 Positron emissive tomograph 1 14,000,000 14,000,000
5 Con-beam tomograph 1 400,000 400,000
6 Digital X-ray - a diagnostic complex for three workplaces 6 300,000 1,800,000
7 Digital radiographic complex for three workplaces 6 200,000 1,200,000
8 Digital X-ray diagnostic C-arch of high resolution 4 100,000 400,000
9 The ultrasonic device - hi-tech US system with 2D, 3D, 4D technology of imaging 10 120,000 1,200,000
10 System for intra vascular ultrasonic checks 1 400,000 400,000
11 Laboratory for electrophysiology and catheter treatment of heart arrhythmia 1 800,000 800,000
12 PACS system (system of communication and archiving of images) 1 1,000,000 1,000,000
 수술 및 집중치료 장비 95  24,300,000

13 Gamma knife 1 7,000,000 7,000,000
14 Da Vinchi surgical system 1 10,000,000 10,000,000
15 Angyografic installation 2 1,200,000 2,400,000
16 X-ray C-arch with high resolution (the color monitor) 2 100,000 200,000
17 Mobile X-ray machine 4 100,000 400,000
18 Laparoscopic stand with a tool kit for diagnostics and surgery 2 180,000 360,000
19 Devices of artificial blood circulation with heating and cooling 4 250,000 1,000,000
20 Devices of extracorporal membrane oxygenation 2 200,000 400,000
21 The anesthesiology equipment 22 45,000 990,000
22 Devices for artificial ventilation of lungs 22 40,000 880,000
23 Multipurpose cardio monitors 28 07,000 196,000
24 Surgical microscopes with coaxial lighting and the eyepiece for the assistant 5 100,000 500,000
 임상실험 장비 10  2,300,000

25 The automatic modular laboratory analyzer  1 1,100,000 1,100,000
26 The automatic microbiological analyzer with sensitivity research to antibiotics 1 200,000 200,000
27 The analyzer of  blood on sterility 1 150,000 150,000
28 The automatic hematological analyzer with not less than 40 parameters 2 75,000 150,000
29 Gas analyzer with the analysis of electrolytes and metabolites 2 100,000 200,000
30 The device for carrying out medicinal monitoring of blood 1 120,000 120,000
31 Chromotro-massspectrometer for diagnostics of congenital diseases 1 350,000 350,000
32 Automatic urine analyzer 1 30,000 30,000
33 Common hospital equipment (medical gas station, central sterilizing unit, laundry, catering unit, etc.) 10,000,000
 Total: 7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