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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and Fra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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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와 노쇠 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일정 2017년 8월 30일(수) 13:00~18:00

장소 연세대학교 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

주최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와 노쇠 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노인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의료이용 및 국민 의료비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은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부상하였으며, 개인, 가족 뿐 아니라 전
사회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의 노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지침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병원을 기반으로 한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노쇠 예방 및 관리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프로그램
12:30~13:00

등록
개회식

13:00~13:30

개회사 : 김상호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영사 : 윤도흠 원장 (연세의료원)
축 사 : 김록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13:30~14:00

세션 Ⅰ

기조연설 : 노쇠 노인을 위한 병원과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통합서비스 모델
·발표자 : Barbara Liu 이사장 (Regional Geriatric Program of Toronto)

병원의 노인친화적 관리체계 구축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좌장 : 김록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노쇠한 환자를 위한 노인의료센터의 근거중심기반체계
·발표자 : Koutaro Yokote 교수 (Chib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14:00~15:00

노인친화적 팀기반 수술관리체계-노인고관절골절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창오 교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노인친화적 병원관리의 원칙 및 중재
·발표자 : 김광일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년의료센터)
토론 :
·유애정 부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15:00~15:40

·조항석 원장 (연세노블병원)
·김광준 교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신성식 의료·복지 전문기자 (중앙일보)

15:40~16:00

세션 Ⅱ

휴식

지역사회 노인의 노쇠 현황과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좌장 : 이윤환 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미국의 고령화와 장기요양제도
·발표자 : Howard. B. Degenholtz 교수 (University of Pittsburgh)

16:00~17:00

치매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발표자 : Hajime Takechi 교수 (Fujita Health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지역사회 노인의 노쇠 수준과 건강
·발표자 : 박은자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
·장숙랑 교수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17:00~17:40

·김창오 연구원(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최경만 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김혜선 과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17:40~18:00

폐회식

오시는 길

버스 정류장명 : 세브란스병원앞, 연세대학교앞
ㆍ간선버스(파랑) : 153, 163, 171, 172, 272, 470, 472, 601, 606, 672, 673, 700, 707, 708, 710, 773, 750A
750B, 751, 800, 8153
ㆍ지선버스(초록) : 03, 04, 05, 76, 567, 770, 6714, 7017, 7613, 7720, 7024, 7726, 7727, 7728, 7713, 7737
ㆍ광역버스(빨강) & 좌석버스 : 1000, 1200, 1900, 2000, 2000-1, 7106(M), 7111(M), 7613(M), 8880, 9714
ㆍ공항버스 : 6011

지하철
ㆍ2호선 : 신촌역 1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 3번출구 → 도보 8분
ㆍ3호선 : 독립문역 4번출구 → 470, 710, 750, 7737 버스 환승
경복궁역 1번출구 → 272, 606버스 환승
*병원 셔틀버스(1번출구 50m 전방 사학회관 앞)

비행기
ㆍ인천국제공항
-리무진 버스 6011번 → 연세대학교 하차(도보 5분)
ㆍ김포공항
-파란버스 601번 → 세브란스병원 하차(도보 5분)
-지하철 5호선 → 영등포구청 2호선 환승하거나, 지하철 9호선 → 당산 2호선 환승
→ 신촌 2호선 하차 → 1번출구 병원셔틀버스 이용하거나, 3번출구 도보 8분
(또는, 홍대입구 2호선 하차 → 7737번 녹색버스 탑승 → 세브란스병원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