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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회송 매뉴얼 

 

해당 문서는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며 이미지를 캡쳐 하여 작성한 매뉴얼입니다. 

오류 사항 등은 1566-3232(다이얼8) 또는 1588-736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료의뢰회송 

환자를 조회하고 진료실 상단에 ‘진료의뢰’ 버튼을 누르면,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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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서작성하기 

환자 개인 정보 및 동의 정보를 선택하고, 하단에서 서명패드, 서면, 마우스 사인 등 사인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 문서조회하기 

동의가 끝나면, 문서조회 창이 나타납니다. 조회된 환자의 모든 문서(타병원 등에서 진료교류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문서 포함)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회기간은 퀵옵션으로 당일, 1,3,6 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며 날짜를 직접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문서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문서의 출력, 조회, 진료의뢰, 동의상태 변경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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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 작성하기. 

아래에 표기되어있는 항목 협력병원, 상병내역, 환자상태, 의뢰사유는 필수로 입력을 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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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병원 선택하기 

협력 병원 선택시 해당 칸에서 검색할 키워드를 쓰고,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 리스트가 나타나며 더블클릭 또는 

엔터키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6. 항목 지우기 

환자의 따라 상병이나 검사결과가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병, 검사

결과, 처방 등에서 삭제할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 후 DELETE 키로 쉽게 삭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실수로 지

우게 되었다면, 조회버튼을 눌러 처방내역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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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부파일 추가하기 

아래 그림과 같이 파일추가 버튼을 눌러 파일 추가가 가능하고, 해당 파일은 JPEG 파일만 가능합니다. 

 

8. 그 외 기타정보 입력 

진료의뢰시 처방 검사 결과 등 뿐만 아니라, 알러지 정보 또는 주의사항, 의뢰사유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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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료기록 요약지 자동생성 기능 

해당 기능은 문서 작성시에 요약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체크 되어있습니다. 

 

10. 송신기관 진료과목 선택 

해당원에서 사용하는 진료과의 명칭이 진료교류시스템의 표준 명칭과 다를 경우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알맞은 항목을 선택하여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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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서조회. 

아래와 같이 문서를 더블클릭하면 우측에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환자문서 조회를 타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환자에게 작성된 문서를 보여주고, 송수신 문

서 조희의 경우 해당 원에서 발행하고, 수신한 문서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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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첨부파일 조회 

송수신문서 조회에서는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의 파일란에 파일보기 버튼이 추가됩니다. 해당 버튼을 

이용하여 첨부파일 문서를 확인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여 조회하거나,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미지가 깨져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확장자가 옳바르지 않을 경우 조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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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서의 회신, 회송서 및 문서 취소 방법 

문서조회에서는 동의서의 취소만 가능하고, 의뢰서등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 회신서 또는 회송서 

작성 메뉴가 나타납니다. 

 

송수신문서 조회 탭에서는 마우스 우 클릭 시 문서취소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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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약지 작성하기 

문서 작성시 ①번을 클릭하면 의뢰서, 회신서, 회송서, 요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요약서 작성을 선택할 경우 

②예방접종 및 환자상태 탭이 추가됩니다. 

 

요약지 작성이 법정 감염병 부분에서 감염병명에 입력할 칸을 더블 클릭하면, 좀더 쉽게 감염병 목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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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진료교류시스템 주요기능 

1) 심평원 연계대상 여부 

협력 병원 선택시 자동으로 심평원 연계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심평원 연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문

서등록창 하단부에 환자상태, 의뢰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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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우스 사인 기능 

부득이한 이유로 서명패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서면동의나 문자동의가 가능하지만, 마우스 사인을 통해 

간단히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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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진료이력조회 

문서조회 창에서 하단에 있는 주요진료이력조회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조회할 항목을 선택 후 진료이력조회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우측에 정보가 표기됩니다. 

 

선택한 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의뢰서, 요약지 등의 '약물처방내역', '수술내역', '알러지 정보', '법정감염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우측에 표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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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가 및 청구방법 

1) 청구방법 

참고사항 mx999에 ‘B/의뢰회송번호’ 기재하면 됩니다.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자를 2번 접수 합니다. 접수 후 문서조회에서 문서를 더블 클릭하여 조회 후 상단에 의뢰번호를 드래그 하여 

복사합니다. 

 

진료실에서 ‘진찰료’ ->’산정안함’을 선택하고, 참고사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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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999를 선택 후 복사한 참고사항 정보를 형식에 맞게 입력합니다. 

입력형식 : B/의뢰회송번호 

 

MT002를 선택 후 ‘S002’를 입력합니다. 

.  

참고 전능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unneung/22117151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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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가정보 

진찰료 산정안함으로 선택한 접수 내역에는 해당 수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의뢰회송 

 회송환자관리료[상급종합병원] 

IA220 가. 입원 

IA230 나. 외래 

 의료기관간 원격협력진료료[회송 후] 

 가. 의뢰기관 

IA311 ⑴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IA312 ⑵ 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IA313 ⑶ 종합병원 

IA314 ⑷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IA315 ⑸ 치과병원, 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IA316 ⑹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IA317 ⑺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90318 ⑻ 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319 ⑼ 한방병원 

IA320 나. 자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