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鴨鷗亭), 정선(鄭歚, 1676~1759), 조선의 화가
1740-1741년(60세 후반~70세 중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

2019년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학술대회 (KAGG Conference)

지속 가능한
활동적 노년

2019년 11월 29일(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 주 최 |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 주 관 |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한국노년학회·대한노인병학회
한국노화학회·대한노인정신의학회·한국노인간호학회·한국장기요양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
09:00-09:30
1층 대강당 앞
09:30-09:50
1층 대강당
09:50-10:40
1층 대강당

등록
개회식

사 회: 박경숙((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학술이사)
개회사: 김현숙((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기조 강연
“지속 가능한 활동적 노년을 위하여”

10:40-11:00

휴식 및 이동

11:00-12:30

연구주제별 심포지엄

1층 대강당
11:00-11:30
11:30-12:00
12:00-12:15
12:15-12:30
4층 미래홀
11:00-11:30
11:30-12:00
12:00-12:15
12:15-12:30
1층 세미나실 1·2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30
4층 세미나실 4

김형석(「100년을 살아보니」 저자
/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Well-Dying - 당신의 죽음,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좌 장: 서이종(서울대)
이복희(호스피스코리아)
발표 1 내 삶의 일부분- 죽음,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권정혜(강동성심병원)
발표 2 어떻게 죽을 것인가?
윤수진(모현호스피스)
토론 1 웰다잉을 위한 돌봄의 문화
김수진(백석문화대)
토론 2 죽음... 그 순간 내가 소망하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재정과 인력을 중심으로)
좌 장: 김찬우(가톨릭대)

발표 1
발표 2
토론 1
토론 2
활동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재정 측면)
장기요양요원의 수급 현황과 지원정책
장기요양제도의 개선방안
장기요양정책의 개선방안
노화에 대한 최신지견과 실제

이호용(국민건강보험공단)
송인주(서울복지재단)
남현주(가천대)
김범중(중앙대)
좌 장: 송준아(고려대)

발표 1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새로운 해석
발표 2 활동적 노화를 위한 고령친화커뮤니티의 역할
발표 3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임상적 관리
발표 4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한 노인정신건강 증진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건강노화, 환경을 이야기하다

한동희(노인생활과학연구소)
정순둘(이화여대)
조비룡(서울의대)
손상준(아주의대)

좌 장: 이경락(유원대)

11:00-11:30
11:30-12:00
12:00-12:10
12:10-12:20
12:20-12:30

발표
발표
토론
토론
종합

1 보건의료적 고령친화환경
2 이용자를 위한 건축적 배려 -치매안심병원 사례1
2
토론 및 질의응답

12:30-14:00

포스터 전시 및 점심 식사

14:00-17:10

학회별 심포지엄Ⅰ·Ⅱ

17:10-17:20

휴식 및 이동

17:20-18:00
1층 대강당

우수포스터 시상식 및 폐회식

이종민(건국의대)
전용일(국립중앙의료원)
홍귀령(한양대)
변나향(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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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학회 심포지엄
13:45-14:00
4층 미래홀
14:00-15:30
14:00-14:15
14:15-14:30
14:30-14:45
14:45-15:00
15:00-15:30
15:30-15:40
4층 미래홀
15:40-16:05
16:05-16:30
16:30-16:55
16:55-17:10
14:00-15:30
4층 세미나실 4
14:00-14:15
14:15-14:30
14:30-14:45
14:45-15:00
15:00-15:30
15:30-15:40

개회식 							

사 회: 전수경(남서울대)
회장 환영사: 한정란(한서대)

							

[자유논문세션 1]
좌 장: 석재은(한림대)

발표 1 댁내독거노인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 통합에
ICT 기술적용 가능성 모색
발표 2 재가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관련 연구경향
발표 3 인구규모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차이
발표 4 활동적 노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토론 1
토론 2

강종관(한국정보화진흥원)
김수진(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김동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현정(유한대)
박화옥(강남대)
이상철(동서울대)

휴 식
[기획세션] 노인의 건강·사회 서비스,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사 회: 전미애(총신대)

발표 1 노인통합돌봄, 보건의료 관점에서 복지 연계의
필요성
발표 2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토론 1
토론 2
토론 3
연구윤리교육 및 총회
[자유논문세션 2]

이건세(건국대)
전용호(인천대)
김기웅(분당서울대병원)
김현숙(한국교통대)
유애정(건강보험공단)

좌 장: 엄기욱(군산대)

발표 1 국민연금 주요개혁 논의의 전환: 실질소득대체율
개념을 중심으로
발표 2 사회경제적 삶의 질 불평등에 대한 지역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다층분석
발표 3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과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분석
발표 4 커뮤니티 케어, 양로시설 거주 어르신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토론 1
토론 2
토론 3

문현경(국민연금연구원)
최봄이, 전혜정(연세대)
김수경(경희대)

김미현(서울복지재단)
성혜영(국민연금연구원)
안서연(국민연금연구원)
박영란(강남대)

휴식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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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7:10
4층 세미나실 4
15:40-15:55
15:55-16:10
16:10-16:25
16:25-16:40
16:40-17:10
11:00-12:30
4층 세미나실 5
11:00-11:15
11:15-11;30
11:30-11:45
11:45-12:00
12:00-12:30
4층 세미나실 5
14:00-14:30
14:30-15:00
15:00-15:30

[자유논문세션 3]
좌 장: 유수정(상지대)

발표 1 70대 이후 10년간의 인지기능 수준 변화의 유형화
: 초고령자의 성별 및 배우자 상실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2 지역사회 노인의 치매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발표 3 박완서의 90년대 노년 문학에 나타난 노인형상과
‘가족 갈등’ 양상 연구 - 심리학적, 사회학적 노년학
이론을 중심으로
발표 4 노인의 장서갈등 경험
토론 1
토론 2
[대학원 및 신진학자 세션]

민주홍(제주대)
김민숙(전남대)
박태상(한국방송통신대)

이호선(숭실사이버대)
주경희(한신대)
염지혜(중원대)
좌 장: 최일선(경희대)

발표 1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 노인부부의 자기·상대방
상호 작용 탐색
발표 2 중노년기 부부의 운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악력 궤적의 매개효과
발표 3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취업 유무를 중심으로
발표 4 일상재구성법으로 본 망원동 노인의 공간이용과
정서 경험
토론 1
토론 2
[현장전문가세션] (생활 속) 노인의 권리를 논하다(1)

이은경(서울대)
주수산나, 전혜정(연세대)
최성헌(숭실대)
홍영의(서울대)
최인희(여성정책연구원)
강은경(노원시니어클럽)
사 회: 임병우(성결대)

발표 1 노인의 일할권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사회 조한종(50플러스 중부캠퍼스)
참여를 논하다
발표 2 노인의 돌봄권리: 고령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하여 성미선(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보호받을 권리를 논하다.
발표 3 노인의 학대받지 않을 권리: 노인학대원인 분석과 이기민(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후의 자기결정권을 논하다.

대한노인병학회 심포지엄
4층 세미나실 5

좌 장: 이동호(서울의대)

15:40-16:10

발표 1 노인환자, 다학제적 접근이 왜 필요한가 ?

김광일(분당서울대병원)

16:10-16:40

발표 2 일본 의료복지복합체에서의 다학제적 접근의 실제

윤재호(서울시 50+ 재단)

16:50-17:10

발표 3 효율적인 다학제 접근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유현정(분당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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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화학회 심포지엄
지하1층
세미나실 3
14:00-14:22
14:22-14:44
14:44-15:06

15:06-15:28
15:28-15:40
15:40-16:02
16:02-16:24
16:24-16:46
16:46-17:10

발 표 1 S t i m u l a t i n g i n t r i n s i c re p a i r c a p a c i t y
in osteoarthritic cartilage
발표 2 Lipid signaling in skeletal muscle aging
발표 3 Safe Scarless Cassette-free Selection of
Genome-edited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Using Temporary Drug Resistance
발표 4 Cell type-specific contributions of APOE4 to
Alzheimer’s disease-associated phenotypes
in human iPSC-derived neurons, glia and
cerebral organoids

김진홍(서울대)
권기선(KRIBB)
차혁진(서울대)

서진수(DGIST)

휴 식
발표 5 Selenocysteine, a possible dietary-restriction 박상규(순천향대)
mimetic in C. elegans
발표 6 The effects of a Drosophila pro-longevity 현서강(중앙대)
hormone in relation to steroid, nutrition and
commensal bacteria
발표 7 Selective Autophagy Networks during Cellular 강찬희(서울대)
Senescence
총 회

한국노인간호학회 심포지엄
1층 대강당

“지역사회 건강노화(Healthy Aging in Place)를 위한 가족의 역할과 과제”
사 회: 염혜아(가톨릭대)

14:30-15:00
15:00-15:30

발표 1 장기요양 노인 가족돌봄과 가족상담지원사업의 김민경(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과 과제
김범중(중앙대)
발표 2 장기요양 노인 가족 상담 전략
장숙랑(중앙대)
발표 3 비공식케어와 가족의 역할

15:30-15:40

휴 식

15:40-16:10

발표 4 지역사회 노인돌봄 가족지원 현황과 과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4:00-14:30

16:10-17:10

박명화(충남대)
좌 장: 김혜령(인제대)
박희두(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은빈(보건복지부)
남일성(성공회대)
송준아(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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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요양학회 심포지엄
1층 세미나실 1·2

“장기요양에서의 의료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
사 회: 윤주영(서울대)
좌 장: 정형선(연세대)

14:00-14:30
14:30-15:00
15:00-15:30

발표 1 장기요양에서 의료 현황
발표 2 의료 측면에서 본 장기요양에서의 서비스 사각지대
발표 3 간호 측면에서 본 장기요양에서의 서비스 사각지대

15:30-15:40

휴 식
종합 토론

15:40-17:00

조경희(국민건강보험공단)
노용균(한림의대)
조은희(연세대)

김창오(성공회대)
임지영(인하대)
김현숙(보건복지부)
이중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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