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카타르 재단, Sidra Medicine 공식 개원 

 

-- 새로운 건강관리 시대를 안내  

 

(도하, 카타르 2018년 11월 13일 PRNewswire=연합뉴스)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 

QF)[https://www.qf.org.qa/ ] 회장 Sheikha Moza bint Nasser[https://www.mozabintnasser.qa/en 

]가 오늘 Sidra Medicine [https://www.sidra.org/ ]의 개원을 공식 발표했다. Sidra Medicine은 

카타르에 새로 들어서는 세계 굴지의 여성 및 아동 병원이다. 이 병원의 개원은 카타르 국민은 

물론 지역과 국제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제공을 변혁하고자 하는 카타르의 더욱 광범위한 

집중과 전념을 반영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45051-qatar-foundation-inauguration-of-sidra/   

 

동종 병원 중 가장 야심 찬 녹지대 병원 중 하나인 Sidra Medicine은 지역 굴지의 학구적인 

의료센터를 개발하고, 카타르 국민과 전 세계인을 위해 가장 높은 국제 수준의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Sheikha Moza bint Nasser의 비전을 대변한다. 이 첨단 시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Cesar Pelli가 설계한 멋진 건물에 들어서 있다. 95개국 이상에서 온 4,000명이 넘는 고도로 

훈련된 임상 및 보조직원들이 여성, 아동 및 젊은 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Sidra 

Medicine의 야심 찬 비전에 끌려 이 병원에 합류했다.  

 

개원식과 관련해 Sidra Medicine CEO Peter Morris[https://www.sidra.org/about-us/governance-

and-leadership/board-of-governors/mr-peter-morris/ ]는 “우리 병원의 비전은 학문, 발견 및 

우수한 치료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병원은 Sheikha Moza bint Nasser의 리더십 

하에 짧은 시간에 놀라운 진전을 이뤘으며, 미래 성공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했다. 우리 

병원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임상의와 과학자들이 새롭고 환상적인 병원 내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갖춘 단일 캠퍼스에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Sidra Medicine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수술 중 MRI[https://www.sidra.org/media/news-

room/2018/october/state-of-the-art-technology-transforms-patient-e/ ]와 로봇보조 수술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동 전문 서비스로는 심장학[https://www.sidra.org/clinics-services/childrens-and-young-

people/heart-center/ ], 신경학 [https://www.sidra.org/clinics-services/childrens-and-young-

people/neurology/ ], 비뇨기과학[https://www.sidra.org/clinics-services/childrens-and-young-



people/surgery/urology/ ], 성형외과와 악안면 재구성[https://www.sidra.org/clinics-

services/childrens-and-young-people/surgery/plastic-and-craniofacial-surgery/ ] 등이 있다.  

 

Sidra Medicine은 지금까지 카타르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 더 넓은 MENA 지역에서도 제공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아동 치료와 임산부 치료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Sidra Medicine은 또한 Qatar Biobank[https://www.qatarbiobank.org.qa/ ] 및 Qatar 

Genome Programme (QGP)[https://qatargenome.org.qa/ ]과 협력함으로써 구체적인 질병에 따른 

고도로 개인화된 표적 치료를 지원할 잠재력을 바탕으로, 첨단 생물의학 연구도 개척하고 있다. 

QF 회원인 QGP는 카타르 인구의 게놈 시퀀싱과 분자 데이터를 생성하고, 개인화된 의료를 

지원하고자 이를 국가 차원의 전자의료기록시스템에 연계하고자 설계된 야심 찬 인구 기반 

프로젝트다.  

 

Sidra Medicine은 다른 수많은 연구 우선순위 중에서 카타르 소아 당뇨병의 생화학 및 분자학적 

진단을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유행병학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Sidra 

Medicine에서 치료받는 각 아동을 위한 맞춤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소아 인구를 대상으로 

당뇨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 뱅크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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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45051-qatar-foundation-inauguration-of-sidra/ 

 

출처: Sidra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