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2 >
◈ 2016년 제 59차 대한노인병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시: 2017년 5월 26-27일 / 장소: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
5/26(금)
ROOM 1
Luncheon Lecture

ROOM 2
신석환(인하의대)

12:00-13:00
13:20-13:30

개회사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의료의 역할

장학철(서울의대)
김록권(대한의사협회)

2017년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째입니다. 건
강하게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모두의 소망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병장수로 대표되듯이 여러 질환을 가지
고 많은 노인들이 여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은 건강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 기
능도 저하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며 기능장애 발생 시 복지서비스 제공도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노인 의료체계가 갖추어져야하며 노인의료 전문인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포럼에
서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노인건강관리 체계
와 노인의료 전문인력(노인병 의사) 제도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안을 알아보고
자 합니다.
13:30-13:55

고령사회 노인의 건강상태와 노인 보건의료체계 현
황

윤종률(한림의대)

13:55-14:20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의 요구

신성식(중앙일보)

14:20-14:45

노인 보건의료 체계와 전문의료인력 정책방안

손영래(보건복지부)

14:45-15:10

지정토론

노용균(한림의대)
가혁(인천은혜병원)

15:00-15:30

질의 및 토론
Coffee Break

15:30-16:00
노용균(한림의대)
황성희(한림의대)

신경/정신세션

노년기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영양관리

박재황(호남지회)
이동호(서울의대)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뇌졸중, 파킨슨병, 인지장애는 임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질
노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공급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
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파킨슨병은 인지장애와 종종 밀접한 관례를 가지며 동반될 수 있는
원에서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영양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에서의 질환 예방을 위한 영
질환이므로 노년에 있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파킨슨병, 인지장애를
양관리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심으로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면면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00-16:25

뇌졸중의 예방과 재발방지

김용재(이화의대)

16:00-16:25

노인 영양치료의 임상 실전

16:25-16:50

파킨슨병의 진단과 치료

송숙근(제주의대)

16:25-16:50

병원 노인환자의 임상영양치료

임정현(서울대병원)

16:50-17:15

경도인지장애의 이해와 접근

송후림(가톨릭의대)

16:50-17:15

지역사회 노인의 영양관리방법

이윤경(제주대)

17:15-17:30

질의 및 토론

17:15-17:30

질의 및 토론

Plenary Lecture

박종춘(전남의대)

17:30-17:50

노인진료 - 숲을 보기위한 소고

강형윤(강형윤의원)

17:50-18:20

노인의학 연구의 중요성과 전망

장학철(서울의대)

Satellite Symposium

이영수(울산의대)

18:00-19:00
Geriatric core curriculum
: 일차 진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인의학 지식

이삼규(전남의대)
조영중(국립중앙의료원)

19:00-19:25

노인에서 항생제 처방

김창오(연세의대)

19:25-19:50

흉부영상에서 보이는 정상범위의 노인성 변화

강은영(고려의대)

19:50-20:15

치매의 치료 및 관리

박건우(고려의대)

20:15-20:40

노인의 빈뇨, 배뇨장애 치료

박경기(제주의대)

20:40-21:05

노인 불면증의 관리

임희진(고려의대)

21:05-21:30

노인 어지럼증에 대한 접근과 관리

김세형(제주의대)

백현욱(제생병원)

5/27(토)
ROOM 1

ROOM 2

고행일(인제의대)
이홍순(국립경찰병원)

노인에서 심혈관질환의 관리

노인골다공증환자의 외상없이 발생하는 골절의 진단과 치료

ROOM 3

최현림(경희의대)
이은주(울산의대)

일차 진료 현장에서 노인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흔히 경험하나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진
단과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과도한 치료나 부적절한 약물의 선택은 오히려 환자에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부전골절의 빈도 및 예후와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심도 있게 다루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도 알아보고 일선진료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합니다.
록 합니다.

09:00-09:25

노인에서 만성신질환 관리

09:25-09:50

허약 노인에서 고혈압의 치료

09:50-10:15

심혈관질환 예방에서 적절한 항혈제의 사용

10:15-10:25

질의 및 토론

김현우(제주의대)

09:00-09:25

진단 어려운 부전골절을 어떻게 진단할까?

남광우(제주의대)

08:50-09:00

Signing Ceremony

09:00-09:25

A proposal for including simple balance
assessment in fall prevention system

Dr. Izumi Kondo
(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 Japan)
Chang Won Won
(Kyung Hee Univrsity Hospital,
Korea)

전두수(가톨릭의대)

09:25-09:50

골절과 관련된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은?

하용찬(중앙의대)

09:25-09:50

조진만(경희의대)

09:50-10:15

골다공증약제, 골절후 언제 쓸까?

김정희(서울의대)

09:50-10:15

Development of fall risk score and identified
issues related with falls in older patients

10:15-10:25

질의 및 토론

10:15-10:25

Discussion

Yusuke Suzuki
(Nagoya University Hospital,
Japan)

Coffee Break

노인에서 흔한 질환별 재활치료의 특징

진영수(건국의대)
이동우(인제의대)

진료실에서 흔히 접하는 노인 증후군

유형준(한림의대)
권인순(인제의대)

노인증후군은 생리학적 항상성이 저하되거나 만성 질병이 동반되어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서 흔히 발견
되는 임상적 현상으로, 고령 환자의 증가로 일차 진료와 장기 요양 등의 환경에서 점차 자주 접하게 되
각 질환 별 특징에 따라 재활치료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알 수 있도록 한 세션에 각 연제로 강의합
고 있습니다. 흔한 노인 증후군으로는 노쇠 (허약), 섬망, 낙상, 욕창, 다약제 사용, 실금 등을 들 수 있
니다. 치료적 목적이 다른 각 질환들이 어떠한 재활치료를 이용하여 접근하는지 그 개념을 정리하는데
는데, 이러한 임상상은 젊은 성인에서 흔히 이용되는 질병 중심의 접근 (오컴의 면도날) 으로는 쉽게 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을 파악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노인 증후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노인의학적 접근에 대해 실질적 증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45-11:10

노인요통환자에서 재활치료의 실제

전민호(울산의대)

10:45-11:10

노쇠(허약)의 평가와 치료적 접근

11:10-11:35

심장질환 환자에서 개인 맞춤형 운동 및 교육

한은영(제주의대)

11:10-11:35

일차 의료 및 요양병원에서 접하는 섬망의 평가와
예방

11:35-12:00

치매 환자에서 인지기능증진을 위한 재활

김보련(제주의대)

11:35-12:00

증례로 보는 다중 이환가 다약제 사용

12:00-12:10

질의 및 토론

12:00-12:10

질의 및 토론

Luncheon Lecture

전용덕(국립중앙의료원)

12:10-13:30

Luncheon Lecture

강형윤(강형윤의원)
임수(서울의대)

노인장기요양 환경에서의 튜브관리와 치매환자 비약물적 관리

One year follow-up of exercise interventions on
sarcopenia and fall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한명일(전북도립마음사랑병원)

11:10-11:35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Rehabilitation
Management after falls and fragility fractures

윤종률 (한림의대)

11:35-12:00

Training course of exercise prescription
combating physical inactivity

12:00-12:10

Discussion

박강서(을지의대)

김유철(온천사랑의요양병원)
박영규(분당제생병원)

노인을 위한 당뇨병 약제의 선택

고관표(제주의대)

13:30-13:55

안전한 T-tube(기관지관) 관리

13:55-14:20

노인의 이상지혈증 치료

이상열(경희의대)

13:55-14:20

요양병원에서의 L-tube(경비위관)와 Foley
Catheter (배뇨관) 관리의 실제

14:20-14:45

노인의 갑상선질환 관리

유혜민(을지의대)

14:20-14:45

노인치매환자 비약물적 관리

14:45-15:00

질의 및 토론

14:45-15:00

질의 및 토론

주요 강의 요약(Summary) 발표

원장원(경희의대)

강의요약(Summary) 발표
폐회사

김선영(경희의대)
문지현(제주의대)

임길채(제주의대)
가혁(은혜요양병원)
최수영(제주대)

Sang Y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asayuki Yokode
(Kyoto University, Japan)
Cheng-Chieh Lin
(China Medical University,
Taiwan)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낙상과 이에 대한 두려움은 심각한 문제로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합병증은 노
인에서 생존율과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상의 여러 위험 요인을 평가하여 이를 예방하고 낙상시 조기에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심포지움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낙상 실태와 평가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비교 토의
하고자 합니다.

10:45-11:10

장기요양 환경에서 의료진에 의해 수행되는 처치 중 각종 튜브 관리는 비교적 흔히 이루어지는 행위이
노인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으며, 증상에 대한 표현이 주관적이고, 불분명하여 중요한 임상
며 그 중 섭식과 관련된 L-tube, 배뇨와 관련된 Foley Cather, 원활한 환기와 관련된 T-tube의 관리는
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평가와 관리에 종종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 세션에서는 노인병 클리닉에
매우 중요하며 기본적입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서 흔히 고민하게 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적절한 케어는 각 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장기요양 환경에서 흔한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전 노하우를 여러 청중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3종 튜브의 적절한 관리법과 치매환자의 적절한 케어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다.
13:30-13:55

한일대만 심포지엄
-"Falls" and "Geriatric Rehabilitation"

김선욱 (서울의대)

12:10-13:30

노인 만성질환의 관리

15:20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낙상과 이에 대한 두려움은 심각한 문제로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합병증은 노
인에서 생존율과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상의 여러 위험 요인을 평가하여 이를 예방하고 낙상시 조기에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심포지움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낙상 실태와 평가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비교 토의
하고자 합니다.

The Validity of the FRA System, Which Measures
the Leg Muscle Mass, Leg Strength, Reaction
Time, m-CTSIB, and Body Balance Control
Ability

10:25-10:45

15:00-15:20

한일대만 심포지엄
-"Falls" and "Geriatric Rehabilitation"

Sang Y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asayuki Yokode
(Kyoto University, Japan)
Cheng-Chieh Lin
(China Medical University,
Taiwan)

Ding-Cheng Chan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Taiwan)
Jae Young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Korea)
Der-Sheng Han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Beihu Branch, Taiw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