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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9년

3월 9일(토) 08:20-17:30

 장소  경희의료원(정보행정동 지하1층 제1세미나실)
 평점  대한의사협회 6평점

“노인 뼈 건강관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낙상골절”
•발표구분 : 구연

초록
접수
안내

•주

제 : 노인재활과 관련한 모든 연구

•접수기간 : 2019년 3월 1일(금)까지
•접수방법 : 대
 한노인재활의학회 홈페이지(www.kagrm.or.kr)의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통해 접수가능

 인사말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원여러분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맞이하여 본 학회에는 “노인 뼈 건강관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낙상
골절”이라는 주제로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는 토론의 장을 준비했습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골다공증과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서 생명을 위협
하는 질환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남은 삶을 건강하고 질 높은 생을 누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파킨슨과 같은 이상운동 질환과 근감소증의 연구회에서 지난 1년간 연구한 주제를 토론
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에 대한 연수교육의 방을
마련하였습니다.
노인에게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1년 내에 약 18%는 사망하며 치료를 받은 노인 중에
약 절반만이 가정에서 지내는 질환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토론과 골다공증에 대한 새로운 약물치료와 재활치료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또한 격년으로 실시하던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금년에도 준비하였고 본 학회에서 지원하는 파킨슨 및 이상운동 재활연구회와 근감소증
재활연구회에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므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만물이 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장애 없는 노화를
위해 본 학회에서 준비한 발전된 최신 지견을 함께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회에 참석을 부탁합니다.
여러 회원들에게 많은 참여 속에 풍요로운 학술대회를 기대합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장 김 희 상

 프로그램
08:20 - 08:50
08:50 - 09:00

접수
회장님 인사

사회: 유승돈 (경희의대)

Session I: Bone Health in the Elderly: Osteoporosis
09:00 - 09:30

좌장: 강성웅 (연세의대)

Recent Update on Osteoporosis Diagnosis: Bone Turnover Markers, FRAX, TBS
김덕윤 (경희의대 핵의학과/내분비내과)

09:30 - 10:00
10:00 - 10:30

이후영 (국립교통재활병원)
Osteoporosis and Specific Disease: Stroke
Goal-directed Therapy in Osteoporosis Management: Rehabilitation and
이호준 (동국의대)
Antiresorptive Drugs
10:30 - 10:50 Coffee break

Session Ⅱ: Life-threatening Condition after Fall and Hip Fractures in the
좌장: 이양균 (순천향의대)
Elderly
10:50 - 11:20
11:20 - 11:50

김동휘 (고려의대)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Fall Prevention in Older People
Hip Fracture: Operative Indication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
노재휘 (순천향의대 정형외과)

11:50 - 12:20
12:20 - 13:30

Hip Fracture Rehabilitation Protocol in Korea (FIRM)
정기 총회 및 점심식사

13:30 - 14:10
14:10 - 14:50
14:50 - 15:30
15:30 - 16:10
16:10 - 16:50
16:50 - 17:30

이주강 (가천의대)
치매의 정의, 진단 과정 그리고 인지재활
(국립재활원)
신준호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MMSE, SNSB, CERAD, LICA, MoCA)
류창우 (경희의대 영상의학과)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김태우 (국립교통재활병원)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
장원혁 (성균관의대)
치매단계/중증도(CDR 및 GDS)와 환자/보호자 교육
임성훈 (가톨릭의대)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13:30 - 15:10
15:10 - 15:30

Oral Presentation
Coffee break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교육

Parallel Session - 구연 발표 및 연구회 Session
Oral Presentation

산하연구회 발표

범재원 (중앙의대)
좌장: 이종민 (건국의대)

좌장: 유승돈 (경희의대)

좌장: 김창환 (인하의대)

파킨슨 및 이상운동 재활연구회
15:30 - 16:00 파킨슨병 환자에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평가해야 할것인가? (What
김은주 (국립재활원)
Should be Assessed for Rehabilitation in People with IPD?)
16:00 - 16:20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을 위한 평가는 언제 어떤 간격으로 시행하여야하는가?
(When and at What Intervals Should Evaluation for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양승남 (고려의대)
IPD be Carried Out?)
근감소증 재활연구회
이상윤 (보라매병원)
16:20 - 16:40 Spinal Sarcopenia: Assessment and Management
박재현 (한양의대)
16:40 - 17:00 Update of Meta-analysis on the Interventions of Sarcopenia
폐회
17:30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2월 22일(금)까지
•사전등록 방법: 인
 터넷으로만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www.kagrm.or.kr을 통해 등록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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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983-5283

•이메일: kagereh@gmail.com

사전등록 바로가기

04763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병원
Tel : 010-9983-5283
E-mail : kagereh@gmail.com
Homepage : www.kagr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