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료 의 뢰 서
( 의뢰서)

진료의뢰협력센터  TEL  053)650-4000
                  FAX 053)650-4937
전   화   예  약  TEL 1688-0077
응 급 의 료 센터  TEL. 053)650-4190~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 진료일정표 - 홈페이지참조

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진료 전 S[스텔라]관 2층 처음 오신 분 접수처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주소

보험유형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의료급여환자는 1차 또는 2차 병원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상병명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의뢰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예약정보

기관명 진료과

의뢰의사 면허번호 지정의사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진료일시       년     월     일        시

주소

진료정보제공 동의서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목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진료 의뢰기관으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환자명, 환자등록번호
 ▸진단명, 각종 기록지, 검사결과, 검사영상, 치료계획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동의한 진료일로부터 1년

▪동의거부권 및 동의 철회 관련 안내
 ▸환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진료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진료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아래에 서명하십시오.
□ 환자/법정대리인 :                         (서명)

□ 생년월일 :             □ 환자와의 관계 :   



의뢰환자 진료 절차 】

진료의뢰협력센터

진료의뢰 및 예약

TEL:053)650-4000

FAX:053)650-4937

진료일 환자 방문

(신분증, 진료의뢰서 지참)

진료의뢰서 접수

(S[스텔라]관 2층 

처음오신분 접수처)

환자 되의뢰

(중증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기반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

의뢰환자 진료결과 조회

(진료의뢰협력센터 홈페이지 

내 결과확인)

진료

(해당 진료과)

【 의뢰기관 전용 HOT-LINE 】

▣ 진료과 및 질환별 'HOT-LINE' 24시간 운영(아래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는 바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질환 HOT-LINE

▸산부인과 전 질환 010-5183-4572

▸신경외과 뇌동맥류, 뇌지주막하 출혈 010-5184-4572

▸혈관외과 복부대동맥류, 혈관외상, 급성혈전증, 동맥폐색 010-5185-4572

▸흉부외과 급성대동맥질환, 급성관상동맥질환, 기계순환보조, 중증흉부외상 010-5186-4572

▸신 경 과 뇌경색, 어지럼증, 두통 010-5187-4572

※. 응급의료센터  053)650-4190~2 / 당직의(응급의학과 전문의) 010-2880-0119
※. 암센터 상담실 053)650-3436 / 010-6625-3119 (암환자인 경우 즉시 예약해 드립니다.)

【 처음오신분 접수처 안내 】

▣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으신 환자분은 신분증과 의뢰서를 지참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안내 : S[스텔라]관 2층 처음오신분 접수처

▸ 접수시간

  ▪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1시 30분

▸ 전화문의 및 예약 : 1688-0077

※. 병원 사정에 따라 진료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