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

(2020. 6. 30. 現在)

공약제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행정지원 관리번호 2-1-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담  당  의료기술6급  이정숙(☎5073)

관련부서
담당자  보건7급  김영주(☎5072)

사업기간 2018 ~ 2022
【임기 내 완료】

소요예산 290백만원( 구비 290 )

추진상황 (완료․추진중․미착수) 진    도 64 % (=실적/추진과제)

공약목표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

추진과제
 ❍ 침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안전관리 및 발급 서비스 제공
❍ 금정구 공공병원 유치 TF 운영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민관공동 TF 참여 및 추진 적극지원

 1. 추진개요

  ❍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 침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안전관리 및 전자기록부 발급 서비스 제공

 2. 투자계획(비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기후

소요

예산

(계획)

290 134 54 32 35 35

구비 290 134 54 32 35 35

투입

예산

185 60 124 1 - -

구비 185 60 124 1 - -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료기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3. 추진실적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 침례병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단전 문제 해결

▷ 노후된 침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전․설치, 장비 백업 및 암호화 완료

▷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한 일자리 창출, 민원 서비스 지속 제공



❍ 금정구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 「금정구 공공병원 유치 TF」구성(11명) 및 운영(9회)

▷ 구청장군수협의회 16개 구․군 공동『금정구 공공병원 유치』결의문 채택

▷ 청와대, 복지부장관, 건보공단, 시장면담 등 의견 전달

      - 공공병원 전환 관련 토론회 참석, 시민대책위 면담

     - ‘민주자치 발전포럼’시 현안사업으로 발제(구청장 등) 참석

      - 부산지역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민관공동 TF(市) 참여(17회) 및 추진 지원

❍ 공공병원화를 위한 현재 진행사항

▷ 2020.4.23. 부산지방법원의 경매 진행, 5차 경매 낙찰

     - 제1채권자 연합자산관리(주) 유암코 → “공공병원 설립 청신호”

 ▷ 2019.10월~ 보험자보험 추가설립 필요성 및 방안연구 타당성 용역(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이 침례병원 매입 뒤 전국 2번째로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 조사 중

 ▷ 2019.7월~2020.6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용역조사(부산시)

     - 용역 결과, 감염병과 재난상황 발생 시 공공병원 절대적 필요, 부산시 동부산권  

   지방의료원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계획

 4.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협조사항)

   ❍ 지역 공공의료시설 확충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로 주도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코로나19 감염 등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필수불가결한 공공의료기관 건립 

      필요성 등 지속적으로 공감대 형성 필요

 5. 향후계획

   ❍ 부산시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TF 참여, 우리 구 입장 반영 노력

   ❍ 관계기관(부산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침례병원 전자의무기록 안전관리 및 발급서비스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