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S 2018 가을
w-Platform for Dementia

韓日 공동 치매대회 2018
“초대합니다.”
韓日 공동 치매 대회를
‘치매 학술대회’와 ‘우산속 아루끼-걷기’ 행사로 엮었습니다.
치매 학술대회는 10월 5일(금) 오전, 韓日 관련 학자가 함께
‘初老期 치매’(Early-onset Dementia)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뒤이어 ‘日本영화’ 속 Active Aging을 비교 조망한 이야기를 나눈 후,
최근 개발된 ‘치매 케어로봇’을 현장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오후에는 韓日 전문가가 'Senior Initiative hand in hand'라는 주제로
현대사회에서 고령자 문제를 고령자가 주도하는 새 복지문화와
그 실천 모델로서 ‘고령자 협동조합’을 상정하고 토의하는 장을 펼칩니다.
‘우산속 아루끼-걷기’ 행사는 10월 6일(토) 오전, 창덕궁에서
日本 치매환자와 가족, 韓國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인사와 함께
치매의 퇴치와 예방을 위해 의기를 투합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뜻 깊고 알찬 ‘韓日 공동 치매 대회’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KAD) │ 공익사단법인 인지증 사람과 가족회(AAJ)

신청

안내

§

등록비 : 4만원 │ 우리은행 1005-002-524091 (사)한국치매협회

§

신청 방법 : 등록비 납부 후, 핸드폰 문자로 신청.
[성명, 메일주소]를 ☎ 010-6635-4953으로 ‘문자’하면 됨.

§

신청 마감 : 2018년 9월 30일까지 선착순 70명으로 마감함.

§

문의 : ☎ 02-762-0710, 02-761-0710 │ * silverweb@hanmail.net

∎ 프로그램

韓日 공동 치매 학술대회
Ÿ
Ÿ

일시 : 2018.10.05 (금) 오전 9시

장소 : 전경련 회관 3층 다이아몬드 홀 │ 에메랄드 홀

◎ 사회 : 김병수(경북의대 정신건강의학과) │ 변민수(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09:00

등 록 [동시 통역 제공]

09:30

개회사

KAD 회장 우종인│AAJ 대표 Suzuki Morio

축 사

보건복지부 장관│국회 보건복지위원장│주한 일본국 대사

S1. 初老期 치매 : Early-onset Dementia
좌장 : 이재홍(서울아산병원 신경과)
10:00

Neuroimaging and Neuropathological features in Early-onset dementia
서상원(성균관의대 신경과)

10:25

Current Situation of Early-onset dementia in Korea
이동영(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10:50

Understandings of Young onset dementia in Japan
Kawai Motoharu(야마구찌대학 대학원 신경내과)

11:15

휴 식 : 차와 다과

11:30

패널 : 初老期 치매와 '함께 살기'
좌장 : 김연희(성균관의대 재활의학과)
Narumoto Jin(교토부립의대 대학원 정신기능병태학)

주제 발표 :
‘Lack of Support for people with Young onset dementia & their families’
Narumoto Jin(교토부립의대 대학원 정신기능병태학)
발표 1.

Takegami Emiko & Yasunari, Ando Mitsunori

발표 2.

박일근, Tanno Tomofumi, Iwasa Mari

13:00

오찬 강연 [점심 제공]
좌장 : 조맹제(서울의대 정신과 명예교수)
'日本 영화'에서 보는 Active Aging
Park Hyebin(도시샤대학 대학원)

13:45

Exhibition : 韓國 및 日本 치매관리 로봇
도시샤여대 'Wonderful Aging' 프로젝트 : ‘Future life of the Aged with Robot’
[협력] 샤프 주식회사
치매예방 로봇시스템 ‘실벗(Silbot)’
[협력] (주)로보케어

S2.

Senior Initiative hand in hand
좌장 : 백종현(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14:30

Life and Attitude of Old men in Hyper-connected Society
서이종(서울대 사회학과)

14:55

Sustainability and Dignified Care : Challenges in Korean Community Care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15:20

휴식 : 차와 다과

15:30

패널 : 老人 주도 새 복지문화의 패러다임 : '고령자 협동조합'
좌장 : Suzuki Morio(AAJ), 손치근(KAD)

주제 발표 : ‘老人 주도 새 복지문화의 패러다임’

손치근(KAD 사무총장)

발표 1.

日本 고령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역사

Takami Masaru(연합회장)

발표 2.

日本 고령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활동

Inatsuki Hideo(연합회 전무)

17:00

Closing Statement
Suzuki Morio(AAJ), 손치근(KAD)

19:00

韓日 친선 교류 만찬

삼청각 일화당 [초청자에 한함]

∎ 행사 안내

韓日 공동 ‘우산속 아루끼-걷기’ 행사
Ÿ

일시 : 2018.10.06 (토) 오전 9시

Ÿ

장소 : 창덕궁 정원 [참가비 없음]

◎ 진행 : 손치근(KAD 사무총장)

09:30

환영 인사
배우 박인영(KAD 홍보대사)

09:40

걷기 준비 운동
연세대 글로벌 시니어 건강증진 개발원

10:00

‘우산속 아루끼-걷기’와 문화 탐방
해설 김민정

11:30

종료 인사
KAD 회장 | AAJ 대표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KAD) │ 공익사단법인 인지증 사람과 가족회(AAJ)
후 원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