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cademy of Geriatric Rehabilitation Medicine

2021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주년 기념)

 일시  2021년 9월 4일(토) 09:00-17:00
 장소  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 + 닥터빌
 평점  대한의사협회 6평점(최대)

Main Theme: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노인재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1년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가 창립한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회원
분들을 모시고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려 하였으나, COVID-19
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온라인/오프라인 하
이브리드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노인재활’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회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뇌신경계 노화 이슈,’ ‘노인재활 환자 전달체계 및 연계 활성
화’, ‘항노화 치료와 노인재활’, ‘연명의료, 웰다잉’의 주제에 대하여 다채로운 강의를 준비하였
습니다. 더불어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주년 기념으로 ‘대한노인재활의학회가 걸어온 길’에 대
한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학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풍부한 최신 지견을 얻어 가
시고, 열띤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노인재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회원분들을 직접 모시지 못
하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지만, 매끄러운 진행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관심
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COVID-19가 종식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을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 장 강성웅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이사장 전민호

 프로그램
Session I: 뇌신경계 노화 이슈

좌장: 인하의대 김창환 교수, 한양의대 김미정 교수

09:00 - 09:30

보행과 인지기능장애, Motoric Cognitive Risk Syndrome

09:30 - 10:00

인지중재치료

10:00 - 10:30
10:30 - 10:40

고려의대 신경과 이찬녕 교수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한지원 교수

인지장애 노인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재활 방법(VR 활용 등) 국립재활원 신준호 과장
Break

Session II: 노인재활 환자 전달체계 및 연계 활성화
좌장: 이화의대 배하석 교수, 경희의대 유승돈 교수

10:40 - 11:10

급성기 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연계 시범사업

11:10 - 11:4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국립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박사

Session III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주년 기념 강연
11:40 - 12:10

12:10 - 13:30

대한노인재활의학회가 걸어온 길
점심식사

Session IV: 항노화 치료와 노인재활
13:30 - 14:00
14:00 - 14:30
14:30 - 15:00
15:00 - 15:20

15:50 - 16:20
16:20 - 16:50
16:50 - 17:00
17:00

좌장: 인제의대 김철 교수, 고신의대 김기찬 교수

항노화치료, 임상적 근거

경희의대 내분비내과 정호연 교수

항노화 치료 및 서비스의 현황 및 전망

한국생명과학정책연구센터 김무웅 실장

항노화와 재활

차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민경훈 교수

Break

Session V: 연명의료, 웰다잉
15:20 - 15:50

울산의대 재활의학과 전민호 이사장

좌장: 충남의대 조강희 교수, 건국의대 이종민 교수

연명의료 및 웰다잉의 현황과 전망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CRS-R 신의료수가 소개와 검사 방법 및 활용방안

인하의대 재활의학과 좌경림 교수

연명치료에서 재활의학의 역할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

연구과제 선정 발표
폐회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2021년 9월 1일(수)까지
•사전등록 방법: 대
 한노인재활의학회 홈페이지(www.kagrm.or.kr)의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안내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원님께서는 학회 회비와 학술대회 등록비를 함께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학회 회비 납부여부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 정보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학회 회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학술대회와 집담회, 연수강좌
강의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입회비=1만원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비
*회원가입 시 금년 연회비 면제
- 연회비=1만원 : 당해연도 회원자격 유지비
•학술대회 등록비
구 분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50,000원
30,000원
70,000원

현장등록
70,000원
50,000원
90,000원

※ 정회원: 노
 인재활 관련분야의 전문의, 박사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 취득자
※ 준회원: 노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연구원, 간호사, 치료사, 기타 의료기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 취득자

 입금계좌 안내
•은행명: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6-301-404111

•예금주: 대한노인재활의학회
   ※ 등
 록인과 입금인을 동일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다를 경우 kagereh@gmail.com으로 연락바랍니다.
※ 사전등록 후 취소할 경우 행사 2일전 까지는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하고 환불하여 드립니다.
(등록 후 행사 2일전까지 사전 취소요청 없이 불참하실 경우에는 환불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문의처

•전화: 010-2713-9190

•이메일: kagereh@gmail.com

사전등록 바로가기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융합연구관 13층
TEL: 02-3010-8247    E-MAIL: kagereh@gmail.com
Homepage: www.kagr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