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정보교류
프로그램

진료정보교류 상담센터
☎ 1566-3232 (내선번호 8)



1. 처방전달

* 진료의뢰
- 진료의뢰서 작성화면

* 진료회송
- 의뢰온 병원에 되의뢰시 사용

* 진료회신
- 의뢰온 병원에 회신시 사용

* 교류내역
- 진료의뢰 내역조회 화면

환자를 선택하고 EMR작성을 선택 후 진료정보교류를 선택하면 진료의뢰, 회신, 회송, 교류내역을

선택해서 이동합니다.(진료회송, 진료회신화면은 진료의뢰서 작성화면과 같습니다)



2. 진료의뢰서 작성(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진료의뢰서 작성 화면에서 환자의 동의가 되지 않은 경우 환자주소에 노란색바탕의 “환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 진료의뢰서 작성(필수항목)

진료의뢰서 작성시 진료의뢰 정보의 ①의뢰병원, 진료과목 과 ②의뢰 사유 및 ③ 의뢰/회송사업참

가여부는 필수 항목으로 꼭 선택 및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①

②

③



- 진료의뢰서 작성(첨부파일)

진료의뢰서 작성시 첨부파일을 추가 할 수 있으며 최대 5개까지, 최대 용량은 20MB까지 추가 가

능합니다.



- 진료의뢰서 작성(진료기록요약지 자동생성)

진료의뢰서 작성시 좌측 하단에 진료요약지 자동 생성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체크된 상태에서 의

뢰서 전송 시 진료요약지가 자동 생성되어 전송됩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해제하여 사용합니다.



- 진료의뢰서 작성(자세히)

환자 동의여부 확인 후 진료의뢰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합니다. 진료의뢰서 작성 후 전송 버튼

을 눌러 전송을 완료합니다.(의뢰병원 을 클릭하여 다른 거점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전송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진료의뢰서가 전송됩니다.
② 동의및철회 버튼을 누르면 동의서/철회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③ 각 버튼에 해당하는 내용 및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④ 의뢰병원 클릭시 하단의 거점별 병원목록 조회 화면이

나오며, 거점 외 병원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② ③ ④



- 진료회송서 작성(필수항목)

진료회송서 작성시 진료의뢰 정보의 ①의뢰병원, 진료과목 과 ②의뢰 사유 및 ③ 의뢰/회송사업참

가여부는 필수 항목으로 꼭 선택 및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①

②

③



- 진료회송서 작성(첨부파일)

진료회송서 작성시 첨부파일을 추가 할 수 있으며 최대 5개까지, 최대 용량은 20MB까지 추가 가

능합니다.



- 진료회송서 작성(자세히)

환자 동의여부 확인 후 진료회송을 위한 진료회송서를 작성합니다. 진료회송서 작성 후 전송 버튼

을 눌러 전송을 완료합니다.(의뢰병원 을 클릭하여 다른 거점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전송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진료의뢰서가 전송됩니다.
② 동의및철회 버튼을 누르면 동의서/철회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③ 각 버튼에 해당하는 내용 및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④ 의뢰병원 클릭시 하단의 거점별 병원목록 조회 화면이

나오며, 거점 외 병원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② ③ ④



- 진료요약지 작성

기본적으로 진료요약지는 자동으로 생성가능 하오나, 알러지 및 흡연과 음주정도를 기입하는 경

우에는 ① 체크 박스를 해지하시면 수동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 원하지 않을 시 자동생성 옵션체크를 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①



- 진료요약지 작성(수동)

진료요약지를 수동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시 진단정보 및 투약 정보 등을 선택하고 흡연

및 음주상태를 추가 작성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3. 동의서 작성

동의서 작성시 3개 항목 모두 동의에 체크하고, 법정대리인을 선택하여 입력해야 등록이 가능합

니다.(본인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아니요(N) 버튼을 누르시면

동의 및 철회 화면이 닫힙니다.



- 철회서 작성(설명)

ㆍ철회서작성 탭에서 전체 철회서 또는 부분 철회서를 선택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전체철회 : 모든 병원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합니다.

- 부분철회 : 선택한 병원 또는 진료과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합니다.

- 철회 요청 병원 : 선택한 병원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합니다.

- 철회 요청 진료과 : 모든 병원의 선택한 진료과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합니다.

<전체 철회> <부분 철회> <부분 철회 선택> <부분 철회 완료>

ㆍ부분 철회가 완료되면 부분 철회한 병원 또는 진료과의 배경색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 철회서 작성(전체철회)

전체철회를 원하는 경우 전체 철회서에 체크하신 후 등록 버튼을 눌러 전체철회를 완료합니다.



- 철회서 작성(부분철회)

부분철회를 원하는 경우 부분 철회서에 체크하신 후 철회하고자 하는 병원, 진료과를 선택 후

등록 버튼을 눌러 부분철회를 완료합니다.



- 서명작성(서명패드)

동의 또는 철회서에 서명 작성 시 동의수단에 동의 방법을 선택 후 서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방법으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서명패드, 서면동의, 마우스서명이 가능합니다.



- 서명작성(마우스서명)

동의 또는 철회서에 서명 작성 시 동의수단에 동의 방법을 선택 후 서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방법으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서명패드, 서면동의, 마우스서명이 가능합니다.



4. 진료의뢰 내역조회

의뢰, 회송 문서내역, 송/수신, 조회기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진료의뢰를 보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의뢰서, 회신서, 동의/철회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서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4. 진료의뢰 내역조회(진료요약 내역 조회)

해당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진료요약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내역을 더블클릭

하면, 해당 일자의 진료요약서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동의/철회서

동의/철회서는 진료의뢰를 요청한 병원이나 요청을 받은 병원에서 이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진료의뢰서

진료의뢰서는 진료의뢰를 요청한 병원이나 요청을 받은 병원에서 이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진료요약지

진료요약지는 의뢰, 회신, 회송 간에 발생하는 진료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5. 진료 회신서

1. 진료회신서는 의뢰수

신문서에서 의뢰받은

문서를 확인합니다.

2. 확인이 되면 예약 확

정을 클릭하여 예약등

록을 합니다.

*예약등록을 하셔야 해당

환자 의뢰를 접수 받겠다

는 의미가 됩니다.

3. 처방 진료 후 진료 회신

서를 열고 작성합니다. 



- 진료 회신서

5. 이전의뢰에서 전송 하

지 않은 의뢰 선택 합니다.

6. 나머지 회신할 내용을

선택 및 작성 후 전송 합

니다.



- 응급 진료정보교류

1.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로 진료정보 내역을

조회합니다.

2. 동의/철회에 관계없이

진행되었던 모든 교류

문서를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주요진료이력조회

진료정보교류에 등록된

환자의 진료요약지 내용

을 취합하여 주요진료이

력(수술이력, 감염병정보, 

알러지 및 반응 정보, 약

처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가 청구

MX999 명코멘트를 삽입

하여 내역에 의뢰서 번호

를 입력후 적용 하여 청구

합니다.

• 심평원 연계대상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수가청구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연계관련 항목들이 비활성화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