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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친화병원 심포지엄

노인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s of Healthcare Service for the Elderly)

2월 9일(금) 13: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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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 건국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후원 : 본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과제고유번호: HI16C0526)

안녕하십니까?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일본, 프랑스 등을
앞지르게 되며 이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관련 질환이 증가하게 될 것은 명약관하한 사실이며 앞으
로는 모든 병원의 주 고객은 노인 환자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함에 있어 선제적인 노인의료 서비스의 체계 정립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저희 건국대학교병원은 2016년에 시니어 친화병원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적극적
으로 활성화하여 노인 환자분들께 특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월 9일(금) ‘노인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2018년 노인친화병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 번 컨퍼런스에는 이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으신 노인의료서비스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어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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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13:00-13:30

등록

13:30-13:35

개회사

한설희 의무부총장

13:35-13:40

격려사

황대용 병원장

Session I. 국내 노인 의료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

좌장: 한설희 (건국의대)

13:40-14:05

한국형 48/6 모델 기반 시니어친화병원 프로세스

최재경 (건국의대)

14:05-14:30

지역사회기반 노인의료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

이건세 (건국의대)

14:30-14:50

‘섬망 선별검사’ 및 ‘퇴원 후 연계’ 임상진료지침

신진영 (건국의대)

14:50-15:15

방문 노인의료서비스사업의 효과와 의의

15:15-15:35

Coffee break

Session II. 노인의료서비스의 미래 전략

장숙랑 (중앙대)

좌장: 윤종률 (한림의대)

15:35-16:00

병원 노인의료서비스의 과제와 발전방향

김광일 (서울의대)

16:00-16:25

지역사회 노인의료서비스의 발전 전략

조비룡 (서울의대)

16:25-16:50

노쇠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

신명준 (부산의대)

16:50-17:25

패널 토의
이희영 (광진구보건소장), 이종민 (건국의대), 김홍수 (서울대보건대학원)

17:30

폐회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1(화양동) 건국대학교 의생명 연구동 지하 1층 강의실
•지하철: 2호선-건대입구역 3번출구, 7호선- 건대입구역 3번출구
•버스: 건대입구역사거리 하차 (240, 721, 2016, 2222, 3217, 3220, 4212, 102, 1002)
건대입구역 하차 (240, 721, 2222, 2224, 광진05)

문의
오혜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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