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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 현황

 한국형 표준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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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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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현황, ’18.3월 기준 >

구분
용어분야

합계
진료용
그림진단

의료
행위

임상
검사

방사선
의학 치과 보건 간호 한의학 기타

3차개정 78,796 20,498 97,004 17,255 10,604 3,411 11,056 375 93,642 321,217 540

○ (서식․기술) 진료의뢰․회송서 등 교류표준서식․데이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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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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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 확산

○ (교류모형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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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거점, 1,332개 병의원(상급종합병원 11곳) (’17.12월말)

구 분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연세세브란스 부산시(4개 상종)
충남대․전남대

병원
사업
기간

’09~’10년(복지부) ’14~’15년(산자․대구시) ’16년(복지부) ’16~’17년(미래․복지부) ’17년(복지부)

* ’18.12월까지 4천여개 이상 병의원(공공저장소 이용기관 포함)으로 참여 확대 예정

○ (주요효과) 의료비용 절감효과* 기대, 환자편의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진료정보를 공유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공유그룹보다 총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임(외래: 11%, 입원:20%)(’15.5월, 분당서울대병원, 국제의료정보학회지온라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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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 현황

□ 진료정보교류 참여의료기관(‘17.12. 기준)

문서저장소 합계
’16년 참여기관수 ’17년 추가 기관수

소계 상종 병원 의원 소계 상종 병원 의원

전체 1,322 161 5 54 102 1,161 6 168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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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3 53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 기준

□ ‘18년 진료정보교류 참여의료기관 현황(‘18.5. 신청 기준)

지역 문서저장소 합계
전체 참여 기관 현환 ’18년 신규 추가 현황

상종 병원 의원 기타 소계 상종 병원 의원 기타

전체 2,316 15 327 1,973 1 1,012 4 157 850 1

서울
연세의료원 259 2① 16 241 129 - 14 115

서울성모병원 251 1 7 243 251 1 7 243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208 1 12 195 85 - 10 75

한림대성심병원 101 1 26 74 101 1 26 74

충청 충남대병원 236 1 17 218 26 - 4 22

전라
전북대병원 111 1 20 90 111 1 20 90

전남대병원 141② 1 53 87 - - - -

경상
경북대병원 157 2③ 65 90 109 - 24 85

부산대병원 745 4④ 101 640 93 - 42 51

전국 공공저장소⑤ 107 1⑥ 10⑦ 95 1 107 1 10⑧ 95 1⑨

* 참여의료기관 중 일부는 문서저장소의 위치 변동 처리(분당 ↔ 연세, 지방의료원 공공으로
통합 구축 등)

  ①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② 지방의료원을 공공저장소로 이관 구축 등으로 감소
  ③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④ 부산지역 4개 상종(부산대, 부산백병원, 동아대, 고신대병원) 참여
  ⑤ 공공의료기관, 문서저장소가 없는 지역 의료기관 참여 등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내에 구축
  ⑥ 서울대병원(본원)
  ⑦ 지방의료원 32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⑧ 서울대병원 협력네트워크에 국립암센터, 첨예원의료재단(4개소) 자발적 참여 포함 
  ⑨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기관 1,587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자발적참여기관 : 국립암센터, 참예원의료재단(산하 4개병원), 거제대우병원, 동래봉생병원, 알파신경외과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