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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경 대상 세부사업별 내역

* 기존예산 : 2020년 본예산 + 2020년 제1회, 제2회 추경
(단위 : 백만 원)

구  분 ‘19예산
(A)

‘20년

주 요 내 역기존예산*
(B)

제3회  
추경
(C)

최종
예산

(D=B+C)

계 2,785,602 4,163,154 1,088,751 5,251,905

국가예방접종실시 328,367 338,751 48,862 387,613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235만명)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220만명)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336 118,447 211,015 329,462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67개소)

▪의료진 등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보호복 지원 등

의료기관 융자 - 400,000 400,000 800,000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융자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398,225 42,000 440,225
▪고위험군･중증환자치료를 
위한 긴급 치료병상 확충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13,449 163,920 1,180 165,1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15→28개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R&D)

- - 45,000 45,000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지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 - 49,000 49,000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지원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R&D)

- - 8,500 8,500 ▪방역장비,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R&D)

- 6,450 3,000 9,450
▪방역·진단기기 
임상 성능시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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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예산
(A)

‘20년

주 요 내 역기존예산*
(B)

제3회  
추경
(C)

최종
예산

(D=B+C)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구축(R&D)

13,635 22,619 16,330 38,949
▪혈청역학 및 임상특성 연구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운영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R&D)

- - 3,576 3,576

▪다기관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 구축

▪감염병 임상시험 데이터 구축
위한 표준모델 개발

공공백신개발·지원
센터 건립 및 운영
(R&D)

18,997 15,842 4,280 20,122
▪백신후보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장비 확충

치료제·백신 생산·
장비구축 지원
(R&D)

- - 10,000 10,000
▪치료제․백신 
생산시설․장비 등 지원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R&D)

- - 750 750
▪코로나19 관련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치료 및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근거생성연구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 1,353 6,000 7,353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3개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52,000 52,000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위한 전담클리닉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기기 고도화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1,141 848 3,300 4,148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환자 ICT 기기 지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9,066 134,245 2,331 136,576
▪ICT 기기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22→30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66,940 67,524 12,664 80,188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확대(130개→140개)

▪보건소 건강관리인력 
한시지원(1,024명)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인증 관리운영

1,500 3,851 5,649 9,500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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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예산
(A)

‘20년

주 요 내 역기존예산*
(B)

제3회  
추경
(C)

최종
예산

(D=B+C)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역지원)

42,390 46,126 9,000 55,126 ▪대구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740 9,146 2,000 11,146
▪체외진단의료기기 실증 
지원센터 설치운영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3,096 3,096
▪생활치료센터 관련 
진료체계 개선

국민연금정보화
사업비(정보화)

5,979 7,284 2,711 9,995
▪고객 대면업무 디지털화,
모바일 앱 서비스 시스템 확충

긴급복지 142,176 365,628 52,689 418,317
▪긴급복지 생계지원 
확대(+3만명)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 - 46,720 46,720
▪병원급 의료기관 방역지원 

(5,288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186,829 1,424,169 41,261 1,465,430
▪어린이집 연장교사 
인건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80,881 525,275 2,139 527,414
▪IoT 활용 장애인거주시설  
돌봄 지원 시범사업 등

양로시설 운영지원 36,336 38,619 1,698 40,317
▪IoT 활용 양로시설 
돌봄 지원 시범사업 등

어린이집 확충 68,840 74,832 1,800 76,632 ▪어린이집 신축 지원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200 200
▪신종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ISP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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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부사업별 담당 부서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국가예방접종실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조은희 과장
(043-719-8350)

최연화 연구관
(043-719-8361)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이주현 과장
(043-719-9150)

최진선 사무관
(043-719-9153)
이정열 사무관
(043-719-9151)

의료기관 융자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044-202-2470)

노호영 사무관
(044-202-2471)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및운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장호연 과장
(044-202-3610)

이성미 사무관
(044-202-3727)

(코로나19 대응의료인력등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윤병철 과장
(044-202-2490)

이기욱 사무관
(044-202-3338)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
(044-202-2530)

김경찬 사무관
(044-202-2533)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R&D)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정은영 과장
(044-202-2920)

이정민 연구관
(044-202-2923)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정은영 과장
(044-202-2920)

이정민 연구관
(044-202-2923)

감염병 방역기술개발(R&D) 의료기기화장품
TF팀

모두순 팀장
(044-202-2963)

김한얼 사무관
(044-202-2969)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R&D) 의료기기화장품
TF팀

모두순 팀장
(044-202-2963)

김한얼 사무관
(044-202-2969)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속개발
지원을위한임상시험지원체계구축(R&D) 보건산업진흥과

정태길 과장
(044-202-2960)

이재호 사무관
(044-202-2970)

치료제·백신 생산·장비구축 지원
(R&D) 보건산업진흥과 정태길 과장

(044-202-2960)
이재호 사무관
(044-202-2970)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R&D)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
매개체연구과

이주연 과장
(043-719-8490)

류정상 연구관
(043-719-8492)

질병관리본부
생명정보연구과

채희열 과장
(043-719-8850)

김상철 연구관
(043-719-8861)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

정경태 과장
(043-719-8150)

이광준 연구관
(043-719-8151)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R&D)

보건의료
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044-202-2920)

신수정 사무관
(044-20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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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의료정보정책과 신욱수 과장
(044-202-2440)

김영은 사무관
(044-202-2424)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

김국일 과장
(044-202-2420)(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강민구 사무관

(044-202-3185)
(호흡기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시스템 지원)

박진균 사무관
(044-202-3183)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
(044-202-2810)

김성철 사무관
(044-202-2815)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
(044-202-2810)

정우진 사무관
(044-202-280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
(044-202-2810)

정우진 사무관
(044-202-2808)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의료정보정책과 신욱수 과장

(044-202-2440)
김진우 사무관
(044-202-2434)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보건산업진흥과 정태길 과장
(044-202-2960)

임선호 사무관
(044-202-2968)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기기화장품
TF팀

모두순 팀장
(044-202-2963)

김한얼 사무관
(044-202-2969)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

김국일 과장
(044-202-2420)

박진균 사무관
(044-202-3183)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정보화) 국민연금정책과 이스란 과장
(044-202-3610)

신명희 사무관
(044-202-3602)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설예승 과장
(044-202-3051)

최종천 사무관
(044-202-3058)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044-202-2470)

노호영 사무관
(044-202-247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

백경순 팀장
(044-202-3552)

황신자 사무관
(044-202-355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044-202-3310)

이지연 사무관
(044-202-3307)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
(044-202-3465)

박성민 사무관
(044-202-3458)
김동현 사무관
(044-202-3452)

어린이집 확충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

백경순 팀장
(044-202-3552)

김정열 사무관
(044-202-3545)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

박영준 과장
(043-719-7280)

이상은 연구관
(043-719-7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