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치매협회 학술대회 2017

KADC 2017
w-Platform for Dementia

“포럼과 심포지엄에 모시겠습니다.”
 

제 2차 국가 치매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치매가족평가 도입’ 제안과 ‘Future policy of dementia in Japan’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삼킴 장애, 콧줄과 뱃줄 이야기’입니다.

치매에서 죽음과 직결되는 삼킴 장애를 콧줄과 뱃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Ÿ 일 시 : 2017. 9. 9.(토) 오전 9시
Ÿ 장 소 : 중앙대학교병원 4층 대강의실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등록비 납부 후, 핸드폰 문자로 신청.
(☎)010-6635-4953으로 [컨, 소속, 성명, 메일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 ‘컨’은 컨퍼런스의 약자로 신청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임. 

§ 신청 기간 : 2017년 8월 16일 ~ 9월 1일 [사전등록만 가능]

§ 등록비 : 5만원,   우리은행 1005-002-524091 (사)한국치매협회

§ 한치협 연수평점 6점

§ 문의 : 02-762-0710, 02-3274-0710        홈페이지 : www.silverweb.or.kr



∎ 프로그램

◎ 사회 : 김정란(충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김민욱(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9:00  등 록

9:40  인 사  우종인(회장, 서울의대 명예교수)

 축 사 권미혁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2차 국가 치매정책 포럼

10:00  < 제안 > 좌장 : 주진형(강원대학교 병원장)

 치매가족평가 도입 김성윤(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1:00  < 초청 강연 > 좌장 : 우종인(회장, 서울의대 명예교수)

 Future Policy of Dementia in Japan Heii Arai(일본 Juntendo의대)

12:00  점 심

 KAD-KDS 공동 심포지엄 : ‘삼킴 장애, 콧줄과 뱃줄 이야기’

S1. 좌장 : 김춘길(한림대 간호학과), 박윤길(연세의대 재활의학과)

13:00  삼킴 장애의 위험 신호 임 선(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13:20  흡인과 사레의 예방 운동과 자세 우희순(원광대 작업치료학과)

13:40  감염 방지를 위한 구강 관리 김보라(서울대병원 작업치료실)

S2. 좌장 : 정지향(이화의대 신경과), 이동호(서울의대 소화기내과)

14:00  콧줄과 뱃줄 이야기 편성범(고려의대 재활의학과)

14:20  관급영양의 문제 및 치료 한정호(충북의대 소화기내과)

14:40  관급영양 공급의 실제 배은주(분당차병원 영양과)

15:00  C&C 카페



주최 :         한국치매협회

S3. 좌장 : 이주강(가천의대 재활의학과), 문석우(건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15:20  < 패널 >  ‘삼킴 장애, 콧줄과 뱃줄의 의료·윤리·법제도·정책’

 패널리스트 : 윤종철(경기도용인노인전문병원), 고영진(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강민정(효자병원 재활의학과), 김수진(백석문화대 간호학과)

16:20  < 이슈 > 

 관급영양 결정의 K-가이드라인 2017 오병모(서울의대 재활의학과)

16:30  < 종합 토의 >

17:00  폐 회 우종인(회장, 서울의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