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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도시과 팀장 안성철(8973) 담당자 김주영(8975)

사업이행도
완료

이 행 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이행율(%)

전체 당해

○ 51 100

사업기간 2021 ~ 2027
임기구분

(공약 완료 시점)

임기 내 임기 후 신규
여부

신규 계속

○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의료시설을 유치하여 신도시 입주민 건강보호 및 질병 

예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위치 : 도청 신도시 일원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7년간)

◦사업내용 : 종합병원 및 병·의원, 한의원 유치

□ 추진현황 및 계획

◦종합의료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2018, 경북도) 결과 인구유입

(통상 10만) 및 주변 인프라 구축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 추진

◦신도시 내 병 ･의원 및 약국 현황 (2021. 12. 현재 14개소)

연도 세대수 인구수 병ㆍ의원 및 약국
공공
기관

’16.12.31 - 3,067 - - 26
’17.12.31 3,177 8,063 - - 33

’18.12.31 5,297 13,662 6
이비인후과 1, 치과 3,

한의원 1, 약국 1
45

’19.12.31 6,796 17,443 15

한방병원1, 의원4(이비인후과 1, 

소아과1, 피부과진료 1, 성형외과 1), 

치과3, 한의원3, 약국4

53

’20.12.21 8,177 20,024 15

한방병원1, 의원4(이비인후과1, 

소아과1, 피부과진료 1, 성형외과 1), 

치과3, 한의원3, 약국4

67

’21.12.13 8,800 21,245 14

한방병원1, 의원3(이비인후과1, 

소아과1, 성형외과 1), 치과3, 한의

원3, 약국4

68



◦2021. 09.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

   - 국·도비 72억, 2024년 개원 목표 

   - 영유아, 아동의 의료서비스 및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 병원 

◦2021. 12. : (가칭) 아우름 (메디컬 전용) 타워 

             예천군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결과 보완 중 

  ※ 아우름 메디컬 전용 타워(산합리 1445~1447)

   - 규모 : 지하 3층, 지상12층, 연면적 68,130.76㎡, 주차 510대 

   - 200병상 지역종합병원(2차병원)으로 업무 및 의료전문시설

◦향후계획 : 산부인과, 안과, 정형외과 등 1차 진료기관 및 2차 병원 

유치 병행(‘경북의료원’형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명)

구  분 인구예측 추진 계획 비고

2022년 22,000 ∙ 1차 진료기관(산부인과 등) 유치 노력 

2023년 24,000 ∙ 유치 계속

2024년 24,000 ∙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설립방안마련 ※참고①

※참고① : 국내 공공병원 비율 6%에 불과(미국 23%, 일본 18%, OECD 평균 74.6%)

□ 애로사항

◦신도시주변 반경 20km(30분) 내외에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 

의료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현재 신도시 인구 규모에서 추가적인 

종합의료 시설 유치 애로

    - 안동병원(1,100병상, 17km), 성소병원(700병상, 19km), 

      안동의료원(230병상, 20km), 예천권병원(180병상, 10km)

※ 참고②: 1차, 2차, 3차 진료기관 

1차 병원 2차 병원 3차병원
의원, 보건소 등 지역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0개 미만 병상
소견서 없이 진료 가능

100개 이상 병상, 
진료과목 최소 7개 이상

각 과목마다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500개 이상 병상, 
3년차 이상 레지던트 보유
소견서나 진료의뢰서 필요

- 경북권 3차 진료기관(5곳) : 경대병원, 계명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대병원, 칠곡경대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