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병원 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에서 논의된 공공병원 의료인력 수급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연구용역(기간: '19.11월~'20.6월)을 추진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으로 조사 대상기관(붙임1) 종사자에 대한 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하고자하오니,
시 · 도 및 해당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용역명 :「공공병원 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
나. 대상기관 :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구

분

조사 일정

비

고

※ 1,2차 조사 대상 리스트 붙임1 참조
1차 조사

2020.5.6. ~

※ 기관용 조사표 불임2 참조

(28개소)

6.2.

※ 실태조사 개요 붙임3 참조
※ 지역거점공공병원 의견수렴 결과 붙임4 참조
※ 기관용 조사지침 붙임5 참조
※ 조사지침 인쇄본은 기관별 4부씩 우편발송

2차 조사

2020.6.1. ~

(13개소)

6.26.

※ 자료제출 : CD/USB등 저장매체로 저장하여 우편 제출
(우 0456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플러스
빌딩 704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강화지원팀)

※ 관련문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이지현 연구원(02-6362-3731, j h l ee9026@nmc.o r .k r )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이윤지 연구원(02-6362-3732, yungen i us@nmc.o r .k r )
붙임 1. 1,2차 조사 대상 리스트.
2. 기관용 조사표.
3. 실태조사 개요.
4. 지역거점공공병원 의견수렴 결과.
5. 기관용 조사지침.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보건사무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강원도강릉의료원장,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장,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충청남도공주의료원장,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충청남도서산
의료원장,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전라남도순천의료원장, 전라남도강진의료원장, 대
구의료원장,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안동의료원 부설 안동메디컬교육센터장, 경상남
도마산의료원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
대한적십자사 인천병원장,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장, 대한적십자사 거창병원장,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장,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경기도수원병원장, 경기도의정부병원장, 경
기도안산병원장, 경기도이천병원장, 경기도파주병원장, 경기도포천병원장, 원주의료원장, 속초의료원장, 청
주의료원장, 목포의료원장, 부산의료원장, 울진군의료원장, 진안군의료원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
장), 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광주광
역시장(건강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
장), 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공공의료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대구광역시장(보
건건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건강
증진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의료과장), 울산광역시장
유강열

공공의료과장

전결2020.4.23.

노정훈

협조자
시행 공공의료과-2158
우 30113

(2020. 4. 23.)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413
/ http://www.mohw.go.kr
호)

전화번호 044-202-2532

팩스번호 044-202-3929

/ yky572@korea.kr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비공개(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