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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관련 신고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

간

수

수

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 또는 이전 설치 하는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3일
없

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이전·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일
없

음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

)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

고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다운로드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

우)

3일
없

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

명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즉시

없

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즉시 (

이전 변

경 : 3

일)

없

음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7일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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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

중지

통보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일
없

음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7일
없

음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

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

소 변경통보서

신청서 1부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

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7일
없

음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

간

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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