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거점의료기관 공모계획 요약

거점의료기관 공모계획 요약

□ 배경 및 목적 

○ 의료법 개정(’17.6월 시행)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전국 확산근거 

마련됨에 따라 기존 상급종합병원-협력병의원 중심의 사업모형 

확대적용 필요

※ ’17.12월 기준 6개 문서저장소(서울․경기․대구․부산․충청․전라)과 1,322개 참여병의원

○ ’18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형평성․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상급종합병원(거점문서저장소 2개소 포함)을 선정․지원하고자 함

□ 공모계획 요약

○ (건명)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기반구축’사업 거점의료기관 공모

○ (참여자격) 상급종합병원그룹* 또는 상급종합병원그룹* 컨소시엄**

* 상급종합병원과 그 협력병의원 100개소 이상 동반 참여

** 2개이상의상급종합병원그룹또는거점문서저장소를관리하는기관과 2개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그룹

○ (참여유형) 아래 유형 중 택 1

- (유형 1) 기 구축된 진료정보교류대상 문서저장소*를 활용 

* 기존 6개 문서저장소 또는 대전통합전산센터에 구축된 공공문서저장소

- (유형 2)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하나의 문서저장소를 공유(특정 병원 또는 별도기관이 저장소 운영)

* (2-1) 고신대․동아대․부산대․부산백병원그룹이참여, 부산경제진흥원이문서저장소를관리

(2-2)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그룹이참여, 연세의료원이문서저장소를관리

- (유형 3) 상급종합병원그룹 내에 문서저장소를 구축

* 기존 경기․대구․충청․전라 문서저장소 형태

* 거점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 (선정․예산규모) 2 ~ 4개 상급종합병원*그룹에 총 16억 지원**

- 거점문서저장소 신규 구축  5억원 이내, 참여 상급종합병원과 참여 

협력의료기관(병․의원)과의 정보 연계 지원 1억원 이내

* 상급종합병원의 EMR 수정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의 예산 자

체부담액에 따라 선정규모는 확대될 수 있음

** 예산의 직접지원이 아니라, SI사업자를 통한 시스템 구축 지원

○ (공모․선정절차) 국가계약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공고) ~ ’18. 3. 16.(금), 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중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2월말 예정) 개최

- (참여신청)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로 신청일(3.16)까지 서류 제출

- (평가․선정) 복지부는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후 순위결정 및 선정 

* 사업계획의적정성․추진의지, 사업적합성, 사업지원및시스템구축․운용능력, 지역형평성등평가

□ 향후 일정



○ 홈페이지 공고 및 복지부로 신청(~3.16.), 평가 및 선정(~3.23.)

3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현황

 한국형 표준의 정립

○ (용어) ’09년부터 진단․검사 등 의료현장의 용어를 조사․분석하여 

한국형 표준용어체계(KOSTOM) 개발 및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제․개정(’14.~)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현황, ’18.1월 기준>

용어분야
진료용
그림소계 진단 의료

행위
임상
검사

방사선
의학

치과 보건 간호 한의학 기타

321,698 79,087 20,498 97,067 17,255 10,646 3,418 11,065 375 93,680 540

○ (서식․기술) 진료의뢰․회송서 등 교류표준서식․데이터형식․전송

방식 등에 관한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제정․발령(‘17.1.1.)

 거점-협력병의원간 사업 추진 현황

○ (교류모형 검증) 다양한 형태의 각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에서 통일된 

형식의 ‘진료기록문서’ 추출․전송 모형 설계 및 시범적용 (’09~’16.)

* 문서내용 :  환자 개인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  영상정보(CT, MRI)
○ (참여기관, ’17.12.) 6개거점 1,322개소 병의원으로 확산

거점병원 합계
’16년 참여기관수 ’17년 확산(추가) 기관수

소계 상종 병원 의원 소계 상종 병원 의원

전체 1,322 161 5 54 101 1,161 7 167 987

연세의료원 94 17 2 - 15 77 - - 77

분당서울대병원 153 51 1 - 50 102 - - 102

경북대병원 52 42 1 36 5 10 - 10 -

부산대병원 654 51 1 18 32 603 3 40 560

충남대병원 211 ’17년 신규 211 1 15 195

전남대병원 158 ’17년 신규 158 3 102 53

 의료기관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진료정보교류 확산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표준화 근거

마련 (의료법 제21조2신설, 제23조의2개정(’16.12.), 하위법령 개정(~’17.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