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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02 년 4 월, 국제의료위험관리학회(IARMM : 구국제예방의학위험관리연맹)를
스위스에서 설립 후 13 년이 지났습니다. 2005 년에는 학회본부를 동경에 이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학술집회를 세계 각국에서 개최해 왔으며, 특히 2012 년 9 월 런던대학에서
개최한 제 1 회 임상안전세계회의(1WCCS)에는 세계 30 개국으로부터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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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안전세계회의(3WCCS)에서는 세계 51 개국으로부터 참가자가 모였고, 전 세계에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 4 회 임상안전세계회의(4WCCS)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합니다. 회의의
키워드는 ‘Clinical Management and Governance for Healthcare Risk and Crisis’이고,
그에 대한 관련과제를 국제적으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20 세기 말까지, 세계의 의료에서는 유전자 진료기술처럼 건강상의 화제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에는 건강과 안전은 필수불가결입니다.

21 세기에

있어서 ‘인간의 안전에는 위험과 고비의 양면이 기본요소’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에볼라출혈열등, 전염병,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과 안전의 여러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면서, 세계 규모의 정보공유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4WCCS 에서는, 임상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가와의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원하는, 전세계의 많은 분들의 열의에 보답하고자, 유럽각국및 몇몇 국제조직에서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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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십니다.
세계각국에서 실행하고있는 임상안전의 화제를 발표, 토론하는 것이 전 세계의
의료안전문화의 향상에 공헌할것이라 확신합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
2014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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