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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예방사업
○ 추진배경: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조정의 사후 해결 사례
축적 및 분석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으로 사회적
갈등 및 비용 최소화
○ 추진기간: 2012.4. ~ 계속
○ 총사업비: 212,900천원( 17년 기준)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주요내용
- 통계연보, 사례집, 소식지 등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 및 배포
-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및 환자 단체 등을
통한 예방 교육 실시
○ 추진경과
- ’12. 4. 최초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12.12.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 ’13. 5. 의료사고 예방활동 실태조사
- ’13.12.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분석 연구용역
- ’13.12. 의료사고 예방 자문위원 운영규정 제정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사업수행자

부장

김영미

2급

’

(관련자 및

팀장

안현아

4급

’

과장

신연선

4급

’

조사관

소보배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12.4.8.~현재 의료사고 예방사업 총괄
17.7.1.~현재

의료사고 예방사업
기획 및 조정

15.8.1.~현재 의료사고 예방교육 담당

조사관
’17.7.1.~현재
다급

의료사고 예방사업
자료발간 및 통계업무
담당

○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담당자
-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설치하도록 법정
(의료분쟁조정법 제5조)

○ 13. 9. ’1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 13.11.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명회 개최
○ 14. 9. ’1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 14.11.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개최
○ 14.12. 권역별 의료사고 예방 교육(부산권, 대전권)
○ 14.12. 치과분야 의료분쟁 예방대책 모색 토론회 개최
○ 15. 6. ’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 15. 9. 외과(성형)분야 의료분쟁 예방대책 모색 토론회 개최
○ 15. 9. 의료사고 예방교육(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 15.11. 의료사고 예방교육(부산시의사회 학술대회)
○ 15.11. 의료사고 예방교육(Korea Healthcare Congress 2015)
○ 15.11.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개최
○ 15.12.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사례집 발간
추진실적

○ 15.12. 전국 보건소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 개최
○ 16. 3.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 개최
(서울·경기·강원 지역 보건소)
○ 16. 3. 의료사고 예방교육(대한미용성형외과 국제학회)
○ 16. 4. ’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 16. 4. 의료사고 예방교육(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 16. 4.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개최
○ 16. 5. 의료사고 예방교육(서울대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세미나)
○ 16. 5. 의료사고 예방교육(대한성형외과의사회 춘계 개원의 연수)
○ 16. 8.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 16.10. 의료사고 예방교육(대한치과교정학회)
○ 16.10. 의료사고 예방교육(병원산업의료희망포럼 세미나)
○ 16.11.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 개최
(부산․경상․전라 지역 보건소)
○ 16.12.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