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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故임세원 회원 추모를 위한 협조 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8년 12월 31일,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故임
세원 회원의 명복을 빌며, 환자 진료라는 숭고한 의사의 역할을 다하고 의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을 쌓으신 故임세원 회원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힙니
다.
3.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월’ 한 달간을 故임세원 회원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 회원 대상 근조리본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자 하오니, 귀 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4.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단체들과
뜻을 모아 '(가칭)임세원 기념 사업회' 조직, 관련 추모행사 시행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가. 협조(요청)사항
1) 故임세원 회원 추모기간 및 근조리본 패용 홍보
- 귀회가 운용중인 여러 채널을 활용해 ‘추모기간(2019년 1월, 1개월간)’ 및 ‘동

기간 중 근조리본 패용’에 대한 소속 회원 대상 홍보
2) 故임세원 회원 추모의 날 묵념 안내
- 故임세원 회원을 추모하고자 ‘2019. 1. 15.’

진료 시작 전 1분간의 추모 묵념을

진행코자 하는바, 모든 회원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 대상 안내
<참고> 2019. 1. 14.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안내문자 배포예정
3) 청와대 국민 청원 동참 독려
- 의료인 폭행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소속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관련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3805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
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