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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ⅱ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재활의학회는 2010년 3월 ‘노인 진료의 일선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과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노인 질환 및 노인 장애의  

적절한 연구, 교육, 치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목

적 하에 창립하여 2020년 3월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노인의학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 노인재활은 의료에서 필수불가결한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학회는 다양한 학술 활동, 교과서 발간, 그리고 인정

의 제도 시행 등을 통해 기본적인 학문적,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재활의 구심점이었던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지난 10년간의 업적과 지난날을 정리하여 자료로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발판으로 앞으로 노인재활의학회는 노인의 신체 기능  

손상 회복 기전에 입각한 맞춤형 재활치료를 개발 및 제공하는 의료 현장 

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부터 임상에 이르는 

체계적 연구와 지식 공유를 통해 노인재활의학 연구를 선도하며 진료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노인재활의학에 특화된 전문인을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노인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 의료 정책 수립 및 개발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학회의 사회적 역할도 꾸준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대한재활의학회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학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많은  

연관 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학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본 학회의 역대 임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10년의 기록을 준비하고 정리하느라 도움과  

수고를 해주신 10주년 기념준비 TF 김현정팀장과 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장  강성웅

발간사



발간사 ⅲ

대한노인재활의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도와주신 임원, 회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특히 대한노인재활의학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와주신 초대 한태륜 

회장님, 나은우, 고현윤, 이양균, 김희상 역대 회장님, 강성웅 현 회장님

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학회는 매년 학술 활동, 집담회 등 노인재활과 관련된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며 학회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식 

공유를 위해 교과서를 출판하였으며, 올해에는 교과서 개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노인재활의학회에 대한 틀을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그 틀을 잘 따라와주며 발전시킨 후배님들 덕분입

니다. 이번 10주년을 계기로 학회에서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을 만들어 임원, 회원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노인재활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하여 노인재활에 관한 전문

지식을 좀 더 깊이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한재활의학회

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의 소통 및 연계를 강화하여 학회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회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이겨냈던 경험을 통해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원 여러분, 10주년을 다 함께 축하하고, 더  

나아가 20주년, 30주년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이사장  전민호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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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10주년을 자축합니다!

우리 학회의 10주년 기념사를 의뢰 받았을 때의 첫 느낌은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였습니다. 곧이어 떠오른 다른 느낌은 ‘10년은 역시 

긴 세월이구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노인재활의학회를 창립하고자  

여러 사람들과 분주히 상의하던 기억들이 벌써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활의학이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선구자였던 소수의 

인원이 모여 학회를 하던 초창기부터 전문의 과정이 개설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조금씩 형체를 만들고 키워 나갔던 기억들이  

삼삼합니다. 한편으로 학회 구성원들의 숫자가 늘면서 세부 분야 동호인

들끼리 재활의학 내의 세부 학회를 하나, 둘씩 만들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재활의학이 본 궤도에 진입하던 뿌듯한 기억도 납니다. 대한노인재활의

학회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하여 우리나라의 재활의학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는 2010년에 창립되었으나 제 기억으로는 아마 

2-3년 전부터 창립의 필요성들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사회의 관심이 늘고 노인 의학에 대한 학술단체들이 

이미 있었으나 이 단체들은 노인재활에 대한 관심이 적어 더 늦기 전에 

노인재활의학을 위한 학술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김희상 교수, 박시복 교수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얘기들

이 꾸준히 나오던 차에 저에게 초대 회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여 수락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초창기 학회를 새로 만드느라 부지런히 뛰어  

다니던 김미정 교수의 기억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갓 창립한 학회는 필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회도  

창립 후 재정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 동분

서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관련해 특별히 기억

나는 것은 복지부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학회가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복지부로부터 자문 요청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

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그 당시 복지부 담당자가 노인 재활에 대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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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수소문하다가 우리 학회가 있는 것을 알고 연락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당시 ‘우리 학회를 만들기를 정말 잘했구나, 더 늦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하고 학회 내의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는 10년의 역사를 거치며 많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집행부들의 

노고에 대해 이 기회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하나의 10년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온 정성을 들여 우리 학회를 반석 위에 올려 놓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초대 회장   한태륜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ⅵ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학회 설립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학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

과 수고에 대하여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급격한  

노령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노인  

질환과 이로 인한 노인 장애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연구하며, 노인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재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2009년 10월 31일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창립 준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3월 7일 한양대학교 한양

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강당에서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이신 한태륜 교수님과  

이사장 이양균 교수님, 총무이사 김미정 교수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학회의 체제를 갖추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영광스럽

게도 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한노인재활의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김상범 이사장님과 김미정 총무이사를 비롯한 여러 이사

님들과 여러 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일 때 기억나는 것은 2015년 10월 13일  

‘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함께 하는 낙상 예방 심포지엄’

을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노인에게서 낙상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므로 우리 

학회에서는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하였고,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패널토의를 하면

서 낙상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많은 업적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많은 분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교과서 『노인재활의학』입니다. 교과서  

『노인재활의학』은 노인재활의학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고. ‘노인재활 전문의’ 인증의 제도는 주춧돌 위에 세워질 크고 멋진  

빌딩의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창립 20주년, 30주년이 되면서 

다양한 연구 업적과 재활 기술들이 가득 찬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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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거듭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재활의

학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회장 강성웅 교수님, 이사장 전민호 교수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창립 10주년을 다시 한번 더 

축하하면서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장   나은우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ⅷ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발전에 힘써주신 초대 한태륜 회장님. 

이양균 이사장님 이래 현 강성웅 회장님, 전민호 이사장님까지 역대 임원 

및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는 점점 수요가 늘어가는 노인재활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춘계학술대회, 리뷰코스, 집담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학문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외 활동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 영상을 통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려  

노력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재활은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노인의학과 재활의학의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재활에 대한 학문적, 임상적 수요와 전문가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 분야에서 대한노인재활의학회가 핵심적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창립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방문석

축사



ⅸMission & Vision

Mission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를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진료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손상의 회복 기전에 입각 

한 맞춤형 재활치료를  

개발 및 제공하는 의료

현장을 조성한다.

연구

기초부터 임상에 이르는 

체계적 연구와 지식 공유 

를 통해 노인재활의학 

연구를 선도하며 진료표

준을 제시한다.

교육

노인재활의학에 특화된 

전문가를 교육 및 양성하

고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정책

노인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 의료 정책 수립 

및 개발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한다.

Vision

노인 맞춤형
재활치료

제공

노인재활 
연구 선도

노인재활
전문인 양성

노인 의료
정책 개발

Cor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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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창립 과정과 발전사

재활의학은 장애의 원인을 연구하고 치료함은 물론이며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학 

이다. 노화에 따른 노인들의 일상생활 동작에서의 장애와 합병증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외래와 

입원 환자에서 항상 접하게 되는 노인재활의학 영역은 재활의학 내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노인재활이라는 초청 강의를 받았을 때 서울대 한태륜  

교수님께서는 이미 대한노인병학회에서 재활의학 분야의 이사로 계셨고, 한 교수님에 이어  

이사를 인수받아 수년간 이사직을 수행하다가 해외 연수로 인하여 국립재활원의 장순자 과장에게  

이사직을 넘겨주고 본인은 1999년에 대한임상노인의학회의 창립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1994년도만 해도 대한재활의학회 내의 월례집담회에서 노인재활을 강의할 때는 회원들에

게 다소 등한시되었던 주제였으며, 2002년 노인의학으로 미국 연수를 간다고 하였을 때도 많은  

선배님들께서 우려 반 호기심 반 하셨었다. 

대한재활의학회의 SIG 제도를 만들었던 초기에는 시간적으로 배당 받기 쉬워서 노인재활이

라는 제목하에 SIG의 한 분야로 신청하여 대한재활의학회 내에서 노인재활 분야로 공식적인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학 관련 학회 일에 관여하였던 이양균, 김희상, 김상범,  

강성웅, 김미정 교수들과 노인 관련 타 과 전문가를 모시고 SIG 내의 노인재활이라는 강의를 하였

다. 강의료도 우리 회원들의 강의료는 없이 봉사 차원에서 강의하였고, 초청 강사에게는 우리끼리  

강의료를 걷어서 충당하던 노인재활의 초창기 시절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학과 관련된 타 학회나 연구회에서 노인재활의학 관련 분야가 가정의학과

나 내과 등 다른 과로 강사와 실무진이 넘어가는 상태가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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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노인의학과 관련된 정책 자문이나 법률 검토도 대한재활의학회가 아닌 대한내과학회나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어, 대한재활의학회에서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노인재활에 관련된 학회를 만들 필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기존 노인 관련 학회 

일을 보시던 한태륜, 이양균, 김상범, 김희상, 강성웅, 서경묵, 전민호, 김미정 교수 등은 대한재활

의학회 내의 SIG, 노인재활 관련 연구나 임상 및 의료 정책 자문, 노인병원 또는 노인재활전문병원

과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학회 조직의 빠른 구성이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으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2009년 11월 16일에 강성웅, 김미정, 김용욱, 김준성, 김창환, 김철, 김형섭,  

김희상, 박선구, 박시복, 박지웅, 백남종, 성덕현, 유승돈, 윤동환, 이규한, 이규훈, 이상헌, 이양균, 

이양수, 전민호, 조강희, 최은석, 한태륜, 황지혜 회원(가나다 순) 들이 모여서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의 발기인 대회를 열었으며, 두 차례의 상임이사회를 거쳐 2010년 3월 7일 221명의 참석하에  

초대 회장님으로 한태륜 교수님, 초대 이사장님으로 이양균 교수님, 초대 총무님으로 김미정 교수

님을 추대하여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창립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한양대 HIT 강당에서 성황리

에 개최하였다.

성공적인 창립총회에 이어 매년 춘·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미래를 대비한 임원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노인재활에 대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전공의를 위한 노인재활 리뷰코스

도 개설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정규 학회로서 필요한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연 2회 발간하

고 있으며, 정기적인 집담회도 개최하였고, 정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와 협조로 

노인 정책의 연구, 개발, 자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1년 9월 26일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국민 대상으로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회를 열어 대한노인회와 복지부와 협동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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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한태륜 초대 회장님, 이양균 초대 이사장님, 특히  

김미정 초대 총무님, 그리고 임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초대 임원진 이후의 임원들도 노인재활의 학문적 연구, 회원과 전공의의 학술적 지침을  

위한 교과서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의 검토, 재활의학 전문의 시험의  

세부 분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이에 대한 결실로 2014년 춘계학술대회부터는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에 대한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고, 2015년 10월 13일에는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낙상 예방 심포지엄을, 2016년 8월에 교과서를 발간하여 우수 교과서로 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를 공포하여 그해 12월에 제1회 노인재활 인정의 시험을  

치렀으며 현재까지 44명의 노인재활 인정의를 배출하였다.

본 학회가 대한의학회 소속의 의학회로 인정 받지는 못하였지만, 창립 10년 동안 회원 수는 400

명의 정회원, 394명의 준회원 및 홈페이지 회원 343명 확보하였고, 노인재활의학과 관련된 3개의 

연구회 설립, 두 차례의 임상 가이드라인 발표, 교과서 발간,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정립, 전공의를 

위한 노인재활의 리뷰코스 마련, 학회지 발간, 정기적인 집담회 개최,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

소견서 작성법에 대한 연수강좌를 개최하는 등 정규 학회다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학회 성립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역대 회장님, 이사장님, 총무님,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축하드립니다.

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장  김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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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혁

학회 창립 배경

대한 노인재활의학회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재활 관련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노인재활 관련 임상, 연구 및 제도를 담당할 학회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창립되었다. 2009년 10월  

31일 노인재활의학회 창립 준비 모임이 열려 총 23인이 참석하였고 회장 한태륜 교수, 이사장  

이양균 교수, 총무이사 김미정 교수를 중심으로 회장단을 구성하기로 논의하였다. 

창립 준비 모임 참석자 명단(가나다순)

강성웅(연세의대), 김덕용(연세의대), 김미정(한양의대), 김상범(동아의대), 김준성(가톨릭의대), 김희상(경희의대), 

박시복(한양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백남종(서울의대), 서정환(전북의대), 성덕현(성균관의대), 유승돈(경희의대),  

윤동환(경희의대), 이삼규(전남의대), 이성재(단국의대), 이시욱(서울의대), 이양균(순천향의대), 임상희(제주의대), 

장성호(한양의대), 전민호(울산의대), 정선근(서울의대), 조강희(충남의대), 한태륜(서울의대)

2009년 11월 16일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발기인 대회가 열렸으며 학회 명칭 및 회칙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발기인 명단(가나다순)

강성웅(연세의대), 김미정(한양의대), 김용욱(연세의대), 김준성(가톨릭의대), 김창환(인하의대), 김철(인제의대), 

김형섭(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희상(경희의대), 박선구(러스크병원), 박시복(한양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백남종(서울의대), 성덕현(성균관의대), 유승돈(경희의대), 윤동환(경희의대), 이규한(청담병원), 이규훈(한양의대), 

이상헌(고려의대), 이양균(순천향의대), 이양수(경북의대), 전민호(울산의대), 조강희(충남의대), 최은석(가톨릭의대),  

한태륜(서울의대), 황지혜(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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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0년 1월 5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학술대회를 논의하였으며, 2010년 1월 7일 제1회  

이사회를 통해 학술대회 일정을 결정하였다. 2010년 1월 29일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회 로고 

및 학회 영문 명칭, 창립총회 식순 및 학회 연자 및 좌장을 결정하였다.

2010년 3월 7일 창립총회 및 제1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

여 노인재활에 대한 최신 지견 및 우수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2010년 11월 6일 리뷰코스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리뷰코스 또는 연수강좌의 이름으로 노인  

재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2011년 6월 30일부터 학회지를 출간하여 노인재활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학문 발전에 힘쓰고 

있다.

2016년 8월 27일 노인재활의학 교과서를 출판하여 노인재활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에 선정이 되었다.

2016년 12월 24일 노인재활전문의 인정의 시험을 시행한 이래로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를 운영

하여 4회의 인정의 시험을 통해 총 44명의 노인재활 인정의를 배출하였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회원은 794명이다.  

또한 매년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하며 노인재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

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2009년 10월 31일 서울 하얏트호텔 A룸 창립 준비 모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창립, 

회장단, 창립총회 논의

2009년 1 1월 16일 서울역 이즈미 발기인 대회 회칙, 창립총회, 임원진  

논의

2010년   1월  5일 한양대 동문회관 7층 중식당 임시 이사회 학술대회 논의

2010년   1월  7일 한양대 동문회관 7층 중식당 제1차 이사회 학술대회 일정 결정

2010년   1월 29일 삼성동 홍영재 청국장 제2차 이사회 학회 로고, 영문 명칭 결정

2010년   2월  6일 한양대 동문회관 7층 중식당 제3차 이사회 평의원회 및 창립총회 논의

2010년   3월  7일 한양대 HIT 6층 대회의실 창립총회 및 제1회 춘계학술대회 노인재활 관련 개략

2010년   3월  7일 한양대 동문회관 7층 중식당 제1회 평의원회 각 위원회 보고 

2010년   4월  3일 한양대학교 계단강의실  

403호

제1회 워크숍 각 상임위원회 보고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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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2010년 5월 1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제4세미나실

소위원회 통합워크숍 교육, 학술, 연구 합동  

워크숍

2010년 5월 12일 만복림 제4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리뷰코스, 

교과서, 월례 집담회 논의

2010년 7월 12일 한양대 동문회관 7층 중식당 제5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리뷰코스, 

월례 집담회 논의

2010년 8월 25일 만복림 제6차 이사회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

대회 주제 결정, 수입 및 

지출 예산

2010년 9월 12일 한양대 HIT 6층 대회의실 2010년 추계학술대회 Frailty syndrome

2010년 10월 22일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C 2010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노인 정신건강

2010년 11월 6일 한양대학교 계단강의실 2010년 리뷰코스 노인재활 분야 종합 리뷰

2010년 12월 6일 한양대학교 계단강의실 제1회 집담회 당뇨

2010년 12월 20일 루안 제7차 이사회 겸 송년회 2010년 학술대회, 리뷰코

스 보고, 2011년 학술행사 

및 일정 논의, 학회지 논의

2011년 2월 14일 만복림 제8차 이사회 2011년 학술대회 논의

2011년 3월 12일 한양대 동문회관 7층 중식당 제2회 평의원회 노인요양병원, 간병사 교육, 

노인의 날 행사 논의

2011년 3월 12일 한양대 HIT 6층 대회의실 2011년 춘계학술대회 신DRG정책 및 노인의  

척추질환과 정신질환

2011년 4월 28일 제9차 이사회 홈페이지, 낙상가이드라인, 

학회지 관련 논의

2011년 6월 8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제2차 집담회 치매

2011년 6월 30일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창간호 

발간

2011년 7월 4일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노바티스 18층

제10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낙상가이드

라인

2011년 8월 31일 진진바라 제11차 이사회 낙상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회, 홈페이지, 간병인

교육, 연수강좌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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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2011년 9월 17일 경희대학교 청운관 2011년 추계학술대회 노인과 운동

2011년 9월 26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함께하는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2011년 10월 28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A 2011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노인과 낙상

2011년 11월 5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2011년 연수강좌 노인재활 분야 종합 리뷰

2011년 11월 9일 만복림 제12차 이사회 집담회, 학회지, 2012년  

학술대회 및 임원진 관련 

논의

2011년 12월 7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제3차 집담회 노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전

2011년 12월 20일 만복림 제13차 이사회 수입지출 및 예산, 2012년 

행사 일정 및 춘계학술대회 

일정, 임원진 관련 논의

2012년 2월 27일 보나베띠 제14차 이사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좌장, 패널 논의

2012년 3월 10일 한양대 HIT 6층 대회의실 2012년 춘계학술대회 Parkinsonism & fracture 

rehabilitation

2012년 3월 10일 한양대 동문회관 7층 중식당 제3회 평의원회 각 위원회 보고

2012년 5월 31일 서초동 긴자 제15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관련 논의

2012년 6월 13일 한양대학교병원 신관  

6층 세미나실

제4차 집담회 중추성 진전 VS 말초성 

진전

2012년 7월 27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골다공증 워크숍

2012년 8월 21일 보나베띠 제16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연수강좌, 

학회지 관련 논의

2012년 9월 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12년 추계학술대회 Well Aging

2012년 10월 12일 서울 하얏트 호텔 남산 I 2012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Dementia rehabilitation

2012년 10월 22일 진진바라 제17차 이사회 연수강좌, 집담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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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2012년 11월 3일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 2012년 연수강좌 Pathophysiology of 

human aging & clinical 

implication

2012년 12월 12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제5차 집담회 노인의 코골이

2013년 3월 2일 한양대학교병원 동관  

5층 재활의학과 회의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발전  

워크숍

2013년 3월 9일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 2013년 춘계학술대회 Aging with disabilities

2013년 6월 12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제6차 집담회 노인의 성

2013년 6월 25일 보나베띠 제18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논의, 학회지 보고

2013년 8월 21일 보나베띠 제19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전공의  

연수강좌

2013년 9월 14일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 2013년 추계학술대회 노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지와 하지 질환

2013년 10월 25일 그랜드하얏트 서울 볼룸 C 2013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Strategies to fight against 

sarcopenia in the elderly

2013년 11월 2일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 2013년 연수강좌 Pathophysiology of 

human aging & clinical 

application

2013년 11월 27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제7차 집담회 노인의 영양 관리

2014년 1월 8일 스시K 제20차 이사회 결산보고, 회무 회계 감사

주요 학회 일정 논의

2014년 2월 4일 보나베띠 제21차 이사회 춘계학술대회, 신임 임원진  

구성 및 평의원 선출 논의

2014년 2월  

22-23일

부산일루아호텔 2014년 Expert meeting

2014년 3월 8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

2014년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치매, 노인 질환의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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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2014년 5월 14일 만복림 제22차 이사회 치매특별등급진단 및 의사 

소견서 작성법 연수강좌 

진행 보고 

2014년 5월 18일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강좌

2014년 6월 18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제8차 집담회 퇴행성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

2014년 7월 11일 강남세브란스병원 1동 7층 

인흥홀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임원 

워크숍

2014년 8월 26일 만복림 제23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리뷰코스, 

노인재활 인정의 논의

2014년 9월 13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2014년 추계학술대회,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교육

노인 환자에서의 임종과 

관련한 문제

2014년 10월 24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홀 A

2014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Osteoporosis and hip 

fracture in the elderly

2014년 11월 18일 동보성 제24차 이사회 노인재활 교과서, 인정의, 

연수강좌 논의, 학회지 보고

2014년 11월 29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2014년 연수강좌 Rehabilitation for aging-

related disorders

2015년 1월 21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제9차 집담회 노인 호흡기계 질환의  

약물 및 재활치료

2015년 2월 11일 동보성 제25차 이사회 춘계학술대회, 연수강좌 

논의, 노인재활 교과서  

논의, 학회지 보고

2015년 3월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2015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평의원회

노인의 어지럼증, Well 

aging

2015년 5월 26일 동보성 제26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노인재활 

교과서, 대한노인회 공동

행사 논의

2015년 8월 26일 산천 봉피양 제27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연수강좌, 

노인재활 교과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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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2015년 9월 19일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2015년 추계학술대회 건강한 노년, 파킨슨 질환

의 진단 및 치료, 노인의 

정신심리 문제 

2015년 10월 13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함께하는  

낙상 예방 심포지엄

2015년 10월 31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홀 A

2015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Dementia

2015년 11월 14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하 강당

2015년 연수강좌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관리

2015년 12월 1일 서울역 이즈미 제28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연수강좌 

결산보고, 인정의, 노인재활 

교과서, 춘계학술대회 논의

2016년 2월 10일 서울역 이즈미 제29차 이사회 감사보고, 춘계학술대회,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논의

2016년 3월 12일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3층 

대강당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및  

평의원회

Common rheumatism 

in the elderly, Vascular 

problems in elderly

2016년 4월 25일 만복림 제30차 이사회 위원회 구성, 연수강좌,  

교과서 출판 논의

2016년 6월 1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2016년 대한재활의학회  

하계연수강좌

Aging and related 

chronic diseases

2016년 6월 20일 서울역 명가의 뜰 제31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논의, 위원회 

구성, 교과서 발간 준비, 

연구회 활성 방안 논의

2016년 8월 27일 노인재활의학 교과서 발간

2016년 8월 29일 서울역 명가의 뜰 제32차 이사회 의학회 가입, 추계학술대회, 

산하 연구회 활성화 논의

2016년 10월 8일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강당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및

노인재활의학 교과서 출판기념회

Frailty and sarcopenia

2016년 11월 28일 해우리 시청점 제33차 이사회 결산보고,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논의,  

대한의학회 가입 논의,  

노인재활 인정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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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행사명 내용

2016년 12월 24일 중앙대병원 4층 대강의실 제1차 노인재활 인정의 시험

2017년 1월 9일 만복림 제34차 이사회 춘계학술대회, 노인재활 

인정의 논의, 산하 연구회 

논의

2017년 3월 11일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 2017년 춘계학술대회 Pharmacotherapy in 

geriatric rehabilitation 

2017년 3월 27일 서울역 진진바라 제35차 이사회 대한의학회 논의, 2차  

노인재활 인정의 시험 논의

2017년 6월 12일 만복림 제36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의학회 

가입, 2차 노인재활 인정

의 시험 논의

2017년 9월 2일 중앙대학교병원 4층 강당 제2회 노인재활 인정의 시험

2017년 9월 2일 중앙대학교병원 4층 송봉홀

(구, 동교홀)

2017년 추계학술대회 노인의 운동: 재활의학적 

접근

2017년 10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볼룸 B 2017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Geriatric assessment in 

rehabilitation

2017년 11월 27일 서울스퀘어 루싱 제37차 이사회 춘계학술대회 및  

행사일정 논의

2018년 1월 29일 서울스퀘어 루싱 제38차 이사회 학술대회 일정 및 내용 논의

2018년 3월 24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2018년 춘계학술대회,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교육

고령친화산업과 노인재활

2018년 5월 18일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  

지하 2층 제2세미나실

제39차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임원 소개 및 임명장 수여,  

임기 중 주요 사업 계획 

논의

2018년 6월 25일 만복림 제40차 이사회 위원회 구성, 학술대회,  

집담회, 홈페이지, 인정의 

논의

2018년 7월 16일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관 

지하 1층 대강당

제10차 집담회 파킨슨병 재활의 최신지견

2018년 8월 22일 만복림 제41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리뷰코스, 

홈페이지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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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8일 중앙대학교병원 4층 송봉홀 2018년 추계학술대회 재활의료기관과 노인재활 

이슈

2018년 10월 26일 서울드래곤시티 Room C 2018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Focused review

Osteoporosis update

2018년 11월 17일 한양대학교병원 3층 강당 제3회 인정의 시험

2018년 11월 17일 한양대학교병원 3층 강당 2018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암재활학회 리뷰코스

암환자의 재활치료 및  

노인환자의 재활치료   

2018년 11월 26일 만복림 제42차 이사회 학술대회,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논의 

2019년 1월 28일 만복림 제43차 이사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홈페이지 

일반인 대상 질병 소개  

업데이트 논의

2019년 3월 9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2019년 춘계학술대회,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교육

노인 뼈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낙상 골절

2019년 3월 25일 만복림 제44차 이사회 집담회, 대한의학회 가입, 

소식지, 대한의학회 임상

진료지침, 추계학술대회, 

홈페이지 논의

2019년 5월 29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제11차 집담회 고관절 골절 재활에서  

체중부하 이슈

2019년 6월 24일 만복림 제45차 이사회 추계학술대회, 리뷰코스, 

대한의학회 가입, 인정의 

시험 논의

2019년 9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대강당

2019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연수강좌  

노인재활

2019년 10월 12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제4회 인정의 시험

2019년 10월 12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1층 세미나실

2019년 추계학술대회 재활의학과 의사가 알아

야할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

2019년 10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  

Room B

2019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초고령사회에서 이동성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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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8일 만복림 제46차 이사회 인정의, 2020년 일정,  

산하 연구회 논의

2019년 11월 3일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1층 제1세미나실

2019년 부산연수강좌 노인 근골격계 재활 및  

노인 인지 재활

2019년 12월 6일 해초섬 제47차 이사회 10주년 기념행사,  

노인재활 교과서 개정, 

2020년 일정 논의

2019년 12월 7일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2019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암재활학회 리뷰코스

암환자의 재활치료 및  

노인환자의 재활치료

2020년 1월 6일 만복림 제48차 이사회 대한의학회 가입,  

춘계학술대회,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10주년  

기념행사 논의



151부. 학회 역사 및 활동

학회 발기인 대회
2009년 11월 16일(월) 
서울역 이즈미

3. 사진으로 보는 10년사

제1회 평의원회
2010년 3월 7일(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7층 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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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2010년 3월 7일(일)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



171부. 학회 역사 및 활동



18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2010년 추계학술대회
2010년 9월 12일(일)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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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평의원회
2011년 3월 12일(토)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7층 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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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춘계학술대회
2011년 3월 12일(토)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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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함께 하는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2011년 9월 26일
백범김구기념관

출처: 이미정, 백세시대, "무서운 낙상, 이렇게 피하세요", 백세시대 (100ssd.co.kr), 2011.09.30 

대핚노읶회

대핚노읶재홗의학회

대핚재홗의학회

보건복지부

낙상, 예방핛 수 있습니다. 

2011년 노인의 날

본 자료는 대핚노인재활의학회에서
제작된 자료이며, 임의로 무단 변경
및 무단 배포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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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추계학술대회
2011년 9월 17일(토) 
경희대학교 청운관 지하 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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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평의원회 
2012년 3월 10일(토)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7층 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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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춘계학술대회 
2012년 3월 10일(토)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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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추계학술대회 
2012년 9월 8일(토)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 C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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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춘계학술대회 
2013년 3월 9일(토)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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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부. 학회 역사 및 활동

2013년 추계학술대회 
2013년 9월 14일(토)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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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pert Meeting 
2014년 2월 22일(토)~23일(일)  
부산 일루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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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춘계학술대회 
2014년 3월 8일(토)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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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추계학술대회 
2014년 9월 13일(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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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은식, 엠디저널, "노인의료복지 선진화 위해 매진할 것!", 엠디저널(mdjournal.kr),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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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춘계학술대회 
2015년 3월 14일(토)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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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계학술대회
2015년 9월 19일(토)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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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함께 하는  
낙상 예방 심포지엄 
2015년 10월 13일(화)  
백범김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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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지영, 백세시대, “낙상예방 심포지엄”, (“낙상 예방은 규칙적인 운동으로부터”- 백세시대 (100ssd.co.kr)),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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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춘계학술대회 
2016년 3월 12일(토)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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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추계학술대회 및  
노인재활의학 교과서 출판기념회
2016년 10월 8일(토)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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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춘계학술대회 
2017년 3월 11일(토)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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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부. 학회 역사 및 활동

2017년 추계학술대회 
2017년 9월 2일(토)  
중앙대학교병원 4층 송봉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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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춘계학술대회 
2018년 3월 24일(토)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1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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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집담회 
2018년 7월 16일(월)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관 지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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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계학술대회 
2018년 9월 8일(토)  
중앙대학교병원 4층 송봉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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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리뷰코스
2018년 11월 17일(토) 
한양대학교병원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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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춘계학술대회 
2019년 3월 9일(토)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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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집담회 
2019년 5월 29일(수)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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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계학술대회 
2019년 10월 12일(토)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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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연수강좌 
2019년 11월 3일(일)  
BEXCO 제2전시장 1층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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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회장, 이사장

역대 회장 1대 회장 한태륜

2대 회장 나은우

3대 회장 고현윤

4대 회장 이양균

5대 회장 김희상

역대 이사장 1대 이사장 이양균

2대 이사장 김상범

3대 이사장 강성웅

4대 이사장 서경묵

5대 이사장 박시복

4. 학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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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임원

제1기 임원진

직위 이름 소속

회장 한태륜 서울의대

이사장 이양균 순천향의대

차기 회장 나은우 아주의대

차기 이사장 김상범 동아의대

총무위원장 김미정 한양의대

학술위원장 이시욱 서울의대

재무위원장 최은석 가톨릭의대

정보위원장 김동환 경희의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용욱 연세의대

홍보위원장 김준성 가톨릭의대

편집위원장 임길병 인제의대

연구위원장 김동휘 고려의대

정책위원장 이종민 건국의대

기획위원장 박선구 러스크병원

법제위원장 김희상 경희의대

교육위원장 박시복 한양의대

보험위원장 김창환 인하의대

무임소 강성웅 연세의대

무임소 서경묵 중앙의대

무임소 전민호 울산의대

무임소 김철 인제의대

무임소 조강희 충남의대

무임소 이삼규 전남의대

감사 고현윤 부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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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고영진 가톨릭의대

간사 이규훈 한양의대

간사 박지웅 순천향의대

제2기 임원진

직위 이름 소속

회장 나은우 아주의대

이사장 김상범 동아의대

차기 회장 고현윤 부산의대

차기 이사장 강성웅 연세의대

총무위원장 김미정 한양의대

학술위원장 이시욱 서울의대

편집위원장 김용욱 연세의대

수련교육위원장 김동휘 고려의대

연구위원장 이규훈 한양의대

대외협력위원장 배하석 이화의대

보험위원장 임길병 인제의대 

법제위원장 이삼규 전남의대

기획위원장 최경효 울산의대

정책위원장 이성재 단국의대

정보위원장 김동환 경희의대

홍보위원장 김돈규 중앙의대

재무위원장 안재기 인제의대

개원위원장 민성기 제니스병원

무임소 고현윤 부산의대

무임소 고영진 가톨릭의대

무임소 김희상 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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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소 서경묵 중앙의대

무임소 조강희 충남의대

무임소 전민호 울산의대

무임소 김철 인제의대

무임소 성덕현 성균관의대

무임소 정선근 서울의대

무임소 김준성 가톨릭의대

무임소 김창환 인하의대

무임소 서정환 전북의대

무임소 이상헌 고려의대

무임소 강성웅 연세의대

감사 최은석 가톨릭의대

감사 박시복 한양의대

간사 박지웅 순천향의대

간사 이종화 동아의대

전임 회장 한태륜 서울의대

전임 이사장 이양균 순천향의대

제3기 임원진

직위 이름 소속

회장 고현윤 부산의대

이사장 강성웅 연세의대

차기 회장 이양균 순천향의대

차기 이사장 서경묵 중앙의대

총무위원장 김용욱 연세의대

학술위원장 이규훈 한양의대

편집위원장 김창환 인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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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위원장 김동휘 고려의대

재무위원장 조강희 충남의대

정보위원장 유승돈 경희의대

대외협력위원장 배하석 이화의대

홍보위원장 김돈규 중앙의대

연구위원장 김미정 한양의대

법제위원장 김준성 가톨릭의대

정책위원장 이성재 단국의대

기획위원장 최경효 울산의대

보험위원장 임길병 인제의대

무임소 고영진 가톨릭의대

무임소 김상범 동아의대

무임소 김철 인제의대

무임소 김희상 경희의대

무임소 나은우 아주의대

무임소 성덕현 성균관의대

무임소 전민호 울산의대

무임소 한태륜 서울의대

감사 이시욱 서울의대

감사 이원일 가톨릭의대

제4기 임원진

직위 이름 소속

회장 이양균 순천향의대

이사장 서경묵 중앙의대

차기 회장 김희상 경희의대

차기 이사장 박시복 한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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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회장 고현윤 부산의대

직전 이사장 강성웅 연세의대

총무위원장 김돈규 중앙의대

학술위원장 이종민 건국의대

편집위원장 김창환 인하의대

홍보위원장 이규훈 한양의대

재무위원장 최경효 울산의대

정보위원장 서경호 중앙의대

대외협력위원장 이삼규 전남의대

보험위원장 임길병 인제의대

연구위원장 임재영 서울의대

법제위원장 김준성 가톨릭의대

정책위원장 이성재 단국의대

기획위원장 김동휘 고려의대

교육위원장 유승돈 경희의대

이사 김미정 한양의대

이사 김 철 인제의대

이사 배하석 이화의대

이사 이시욱 서울의대

이사 성덕현 성균관의대

이사 전민호 울산의대

이사 김상규 백석요양병원

이사 한태륜 서울의대

이사 김병희 건국의대

감사 조강희 충남의대

감사 김용욱 연세의대

총무간사 이상윤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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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강성웅(연세의대), 고현윤(부산의대), 김돈규(중앙의대), 김동환(경희의대), 김동휘(고려의대), 김미정(한양의대),  

김병희(건재활의학과), 김상범(동아의대), 김상규(백석요양병원), 김용욱(연세의대), 김종문(건국의대),  

김준성(가톨릭의대), 김창환(인하의대), 김철(인제의대), 김희상(경희의대), 나은우(아주의대), 민성기(제니스병원),  

박기영(대구가톨릭의대), 박시복(한양의대), 박중현(연세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배하석(이화의대),  

복수경(충남의대), 서경묵(중앙의대), 서경호(중앙의대), 서정환(전북의대), 성덕현(성균관의대), 송대헌(가톨릭의대),  

신용일(부산의대), 신희석(경상의대), 안재기(인제의대), 유승돈(경희의대), 윤동환(경희의대), 이규훈(한양의대),  

이삼규(전남의대), 이상운(일산중심병원), 이상윤(중앙의대), 이상헌(고려의대), 이성재(단국의대), 이시욱(서울의대),  

이양균(순천향의대), 이원일(가톨릭의대), 이종민(건국의대), 임길병(인제의대), 임재영(서울의대), 장재혁(부산의대),  

전민호(울산의대), 전영순(지안재활의학과), 정광익(한림의대), 조강희(충남의대), 최경효(울산의대),  

최은석(가톨릭의대), 한수정(이화의대), 한태륜(서울의대)

제5기 임원진

직위 이름 소속

회장 김희상 경희의대

이사장 박시복 한양의대

차기 회장 강성웅 연세의대

차기 이사장 전민호 울산의대

직전 회장 이양균 순천향의대

직전 이사장 서경묵 중앙의대

총무위원장 윤동환 경희의대

교육위원장 이종민 건국의대

기획위원장 김동휘 고려의대

대외협력위원장 이규훈 한양의대

법제위원장 최경효 울산의대

보험위원장 임길병 인제의대

연구위원장 임재영 서울의대

재무위원장 이시욱 서울의대

정보위원장 김기찬 고신의대

정책위원장 이성재 단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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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김창환 인하의대

학술위원장 유승돈 경희의대

홍보위원장 김현정 을지의대

이사 김 철 인제의대

이사 김미정 한양의대

이사 김상규 백석요양병원

이사 김용욱 연세의대

이사 서정환 전북의대

이사 이상운 일산중심병원

이사 조강희 충남의대

이사 최은희 한림의대

이사 한수정 이화의대

감사 김돈규 중앙의대

감사 김준성 가톨릭의대

총무간사 전진만 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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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기구도

회장

이사장

  

  

  감사

총
무
위
원
회

학
술
위
원
회

편
집
위
원
회

홍
보
위
원
회

재
무
위
원
회

정
보
위
원
회

보
험
위
원
회

연
구
위
원
회

법
제
위
원
회

정
책
위
원
회

기
획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대
외
협
력
위
원
회

위원회 구성 변화

1기

•총무

•학술

•재무

•정보

•대외협력

•홍보

•편집

•연구

•정책

•기획

•법제

•보험

•교육

2기

•총무

•학술

•재무

•정보

•대외협력

•홍보

•편집

•연구

•정책

•기획

•법제

•보험

•수련교육

•개원

3기

•총무

•학술

•재무

•정보

•대외협력

•홍보

•편집

•연구

•정책

•기획

•법제

•보험

•수련교육

4기

•총무

•학술

•재무

•정보

•대외협력

•홍보

•편집

•연구

•정책

•기획

•법제

•보험

•교육

5기

•총무

•학술

•재무

•정보

•대외협력

•홍보

•편집

•연구

•정책

•기획

•법제

•보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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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 현황

역대 회원 수 추이

연도 정회원(명) 준회원(명) 총회원(명)

2010년 185 107 292

2011년 214 177 391

2012년 259 231 490

2013년 277 240 517

2014년 303 251 554

2015년 309 266 575

2016년 318 274 592

2017년 335 293 628

2018년 369 338 707

2019년 399 394 793

2020년 1월 400 394 794

2020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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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위원회

연혁 및 역할

총무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며,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

정기적 학술행사 개최를 지원하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재정, 회원관리, 

학회 사무실 운영 등의 전반적인 학회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향후 계획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재활의학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

재활의학 교과서의 개정을 지원하고, 대한의학회의 산하 학회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회기별 위원장/간사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1기(2010-2012) 김미정(한양의대) 이규훈(한양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2기(2012-2014) 김미정(한양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이종화(동아의대)

3기(2014-2016) 김용욱(연세의대) 박중현(연세의대)

5. 위원회 및 연구회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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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2016-2018) 김돈규(중앙의대) 이상윤(서울의대)

5기(2018-2020) 윤동환(경희의대) 전진만(경희의대)

회기별 위원회의  진행 업무

• 1기

- 학회 창립

- 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함께 하는 낙상예방 가이드라인 발간

-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창간

• 2기

- 골다공증워크숍 시행

• 3기 

-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강좌 개최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노인회와 함께 하는 낙상 예방 심포지엄 개최

• 4기

- 노인재활의학 교과서 출판 

- 제1차 노인재활 인정의 시험 시행

• 5기: 대한노인재활의학회 & 대한암재활학회 리뷰코스 시행

주요 활동 및 업무

학술행사 개최 지원: 학술대회, 집담회, 리뷰코스 등의 개최를 지원한다.

학회 운영:  학회 사무실 운영, 회원관리, 재정의 확보 및 집행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학회 운영을 위한 필수

적인 회의를 주관한다.

각 위원회 지원: 각 위원회에 업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추진: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각 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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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위원회

연혁 및 역할

학술위원회는 2010년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춘·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구연·포스터 발표를 통해 회원들이 수행한 우수 연구 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업무

•춘·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교육, 산하 연구회 발표 세션 포함)

•연구 발표(구연, 포스터) 장려

•집담회 프로그램 구성(한시적으로 담당)

향후 계획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 및 노인재활의학 저변 확대를 위해 기초 연구, 임상의학, 노인재활 관련  

국가사업 및 정책 등의 최신지견을 반영한 학술 활동 주제를 다양하게 구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활의학뿐 아니라 타 과 및 타 직종을 포괄하여 국내·외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가진 연자

를 추천하고자 한다.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이시욱(서울의대) 김대열(울산의대) 장성호(한양의대), 유승돈(경희의대),  

이인식(건국의대)

2기(2012-2014) 이시욱(서울의대) 오병모(서울의대) 김대열(울산의대), 이인식(건국의대),  

장성호(한양의대), 유승돈(경희의대)

3기(2014-2016) 이규훈(한양의대) 김태곤(한양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전진만(경희의대).  

신준호(국립재활원)

4기(2016-2018) 이종민(건국의대) 이호준(동국의대) 배하석(이화의대), 오병모(서울의대),  

김은주(국립재활원), 이승열(순천향의대),  

오무연

5기(2018-2020) 유승돈(경희의대) 이승아(경희의대) 강민정(효자병원), 김우섭(서울보훈병원),  

김민재(인천성모병원), 신명준(부산의대),  

오병모(서울의대), 이상철(연세의대),  

임성훈(가톨릭의대), 전진만(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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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및 업무

춘·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회원들에게 유익한 최신지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학술 활동 주제를 구상한다. 

재활의학, 타 과, 타 직종을 포괄하여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가진 연자를 추천한다.    

연구 활동 장려: 회원들이 매년 수행한 우수 연구 활동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학술상 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구연·포스터에 대해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여한다.

집담회 프로그램 구성(한시적): 산하 연구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교육위원

회로 업무 이관되었다.

3) 편집위원회

연혁 및 역할

편집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제1호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발간을 시작으로 노인재활 의학 전 분야의 임상,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논문 발간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

•정기 학회지 발간

•투고 논문 심사 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

•투고 규정 제정 및 논의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 업무

향후 계획

지속적으로 양질의 논문 발간을 위한 관리 업무 계속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임길병(인제의대) 이호준(동국의대) 김덕영(차의대), 김용균(명지병원), 

김현정(을지의대), 임상희(명지병원), 

오민균(경상의대)



771부. 학회 역사 및 활동

2기(2012-2014) 김용욱(연세의대) 이호준(동국의대) 김덕영(차의대), 김용균(명지병원), 

김은주(국립재활원), 김현정(을지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오민균(경상의대), 

임상희(명지병원), 좌경림(부산의대), 

한은영(제주의대), 한재영(전남의대)

3기(2014-2016)

4기(2016-2018)

5기(2018-2020)

김창환(인하의대) 좌경림(인하의대) 김덕영(차의대), 김용균(명지병원), 

김은주(국립재활원), 김현정(을지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복수경(충남의대), 

양승남(고려의대), 오민균(경상의대), 

이호준(동국의대), 임상희(명지병원), 

임성훈(가톨릭의대), 한은영(제주의대), 

한재영(전남의대)

회기별 위원회의 진행 업무

•1기 : 창간호 발간, 투고 규정 제정

•2기:  학회지 투고 규정 수정 및 학회지 발간 

•3기:  대한재활의학회 전공의 시험 공식 유관 학회지 등록, 학회지 발간 지속, 학회지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 업무

주요 활동 및 업무

정기 학회지 발간

투고 논문 심사 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

투고규정 제정 및 논의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 업무 

4) 홍보위원회 

연혁 및 역할

홍보위원회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창립과 함께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제1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1기 김준성 위원장을 시작으

로는 현재는 김현정 위원장이 맡고 있다.

업무

•학회 및 노인재활에 대해 관련 전문직 및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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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언론 홍보

•학회 홈페이지 일반인 광장 통해 질병 소개

•소식지 발송

향후 계획

•노인재활의 중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 활성화

•회원들에게 학회 소식지 발송 및 노인재활 최신 지견 등에 대해 홍보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김준성(가톨릭의대) 윤승현(아주의대) 박기영(대구가톨릭의대), 박노경(대전선병원), 

이규훈(한양의대), 이삼규(전남의대), 

이성재(단국의대), 한수정(이화의대)

2기(2012-2014) 김돈규(중앙의대) 윤경재(성균관의대) 한수정(이화의대), 윤승현(아주의대),

채희동(서울의료원), 서경호(한일병원)

3기(2014-2016) 김돈규(중앙의대) 윤경재(성균관의대) 한수정(이화의대), 윤승현(아주의대),

채희동(서울의료원), 서경호(한일병원)

4기(2016-2018) 이규훈(한양의대)

5기(2018-2020) 김현정(을지의대) 박재현(한양의대) 김은주(국립재활원), 박지웅(순천향의대), 

박기덕(가천의대), 최효선(을지의대)

회기별 위원회의  진행 업무

•1기: 낙상예방 가이드라인 홍보

• 3기:  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함께 하는 낙상예방 심포지엄 홍보

•5기: 학회 홈페이지에 일반인을 위해 노인 재활 및 질병별 소개 업데이트

주요 활동 및 업무

노인 재활 및 학술 대회 언론 홍보

일반인 대상 노인 질병 및 노인재활에 대한 홍보 

소식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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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위원회 

연혁 및 역할

재무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최은석 위원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이시욱 위원장이 맡고 있다.

업무

학회 재정 관련 업무와 기금 조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계획

안정적 재정 관련을 위해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유지 개선 확대해 간다.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최은석(가톨릭의대) 김재민(가톨릭의대) 김은주(국립재활원), 김철준(대전웰니스병원), 

박기영(대구가톨릭의대), 박윤길(연세의대), 

손성곤(보바스병원), 윤동환(경희의대), 

이삼규(전남의대), 이상헌(고려의대), 

이성재(단국의대)

2기(2012-2014) 안재기(인제의대)

3기(2014-2016) 조강희(충남의대)

4기(2016-2018) 최경효(울산의대) 황창호(충남의대)

5기(2018-2020) 이시욱(서울의대)

주요 활동 및 업무

춘계·추계학술대회, 집담회, 리뷰코스 등 학술행사 후원 독려

온라인 배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제시 

학회 수입 예산 관련 총무위원회 협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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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위원회 

연혁 및 역할

정보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학회 홈페이지 구축을 시작으로 

학술, 보험, 교육, 연구위원회 등의 자료 게시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 홈페이지 관리(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 각 위원회 연계를 통한 홈페이지 관리 및 업데이트

• 노인재활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향후 계획

• 개편된 홈페이지의 영문 사이트 보완 및 수정

• 홈페이지 활성화 및 모바일 연동 앱 구축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김동환(경희의대) 윤동환(경희의대) 김민욱(가톨릭의대), 임상희(제주의대), 

오기영(순천향의대), 신경호(봉직의)

2기(2012-2014) 김동환(경희의대) 박용범(인제의대) 윤동환(경희의대), 김민욱(가톨릭의대), 

임상희(명지병원), 오기영(순천향의대), 

신경호(봉직의)

3기(2014-2016) 유승돈(경희의대) 박용범(인제의대) 전진만(경희의대), 임상희(명지병원)

4기(2016-2018) 서경호(가천의대) 윤경재(성균관의대) 이용택(성균관의대), 정승현(국립암센터), 

박희동(서울의료원)

5기(2018-2020) 김기찬(고신의대) 신명준(부산의대), 

이종화(동아의대)

김동규(건국의대), 김원석(서울의대)

회기별 위원회의  진행 업무

• 1기: 홈페이지 구축, 운영 관리

• 2기: 각 위원회 자료 수정 보완, 회원관리 방안 개선

• 3기: 홈페이지 업체 관리 현황 점검/회원 현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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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영문 홈페이지 개설

• 5기: 노인재활 인정의 검색 보완, 포인트 제도 도입

주요 활동 및 업무

홈페이지 관리(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및 연동 앱 구축 예정)

학술 및 위원회 활동을 포함하는 관련 자료 제공(정기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집담회/노인재활 관련 국내외 학

술행사 일정 홍보/학술행사 앨범 아카이브)

홈페이지 광고 게재를 통한 수익 창출

노인재활 인정의 병원 등 정보 제공 

7) 대외협력위원회 

연혁 및 역할

대외협력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재활과 관련한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

2016년 노인재활의학 관련 유관 학회의 담당자와 연락처를 정리

향후 계획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노인재활을 보급하기 위한 대외 협력 방안을 모색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김용욱(연세의대)

2기(2012-2014) 배하석(이화의대)

3기(2014-2016) 배하석(이화의대)

4기(2016-2018) 이삼규(전남의대) 임상희(명지병원) 신용일(부산의대), 이양수(경북의대), 

한수정(이화의대)

5기(2018-2020) 이규훈(한양의대) 신준호(국립재활원) 이원재(보훈병원), 박지웅(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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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및 업무

유관 학회와의 네트워킹 

8) 보험위원회 

연혁 및 역할 

보험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계획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그에 따른 재활의학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노인재활의학 관련 수가를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위원 양성이  

요구된다.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김창환(인하의대)

2기(2012-2014) 임길병(인제의대) 임상희(명지병원)

3기(2014-2016) 임길병(인제의대)

4기(2016-2018) 임길병(인제의대) 유지현(인제의대) 김용균(명지병원), 이호준(동국의대), 

원유희(전북의대)

5기(2018-2020) 임길병(인제의대) 유지현(인제의대) 김용균(명지병원), 이호준(동국의대), 

원유희(전북의대)

회기별 위원회의  진행 업무

• 1기: 노인재활의학 관련 보험 업무, 심평원, 보험공단과의 공조

• 2기: 노인재활의학 관련 보험 업무, 심평원, 보험공단과의 공조

• 3기: 노인재활의학 관련 보험 업무, 심평원, 보험공단과의 공조

• 4기: 노인재활의학 관련 보험 업무, 심평원, 보험공단과의 공조

• 5기: 노인재활의학 관련 보험 업무, 심평원, 보험공단과의 공조

           관련 보험사항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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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및 업무

노인재활 보험 관련 현안 처리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개시

관련 학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 연대 

9) 연구위원회 

연혁 및 역할

연구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김동휘 위원장을 시작으로 현재

는 임재영 위원장이 맡고 있다.

업무

• 학술집담회 준비 및 개최

• 장기적 연구과제 도출

• 학술적 발전 도모

향후 계획

학술집담회를 통해 학문적인 교류 및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추가 연구

회를 공모하여 학술적 발전을 도모한다.

회기별 위원장/간사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김동휘(고려의대) 양승남(고려의대) 유승돈(경희의대), 박근영(가톨릭의대), 

최재익(최재활의학과의원), 

복수경(충남의대), 신용일(부산의대)

2기(2012-2014) 이규훈(한양의대) 신준호(국립재활원) 윤동환(경희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김태곤(한양의대), 남희승(연세의대), 

김우섭(서울보훈병원)

3기(2014-2016) 김미정(한양의대)

4기(2016-2018) 임재영(서울의대) 이승열(순천향의대) 김원석(서울의대), 김원(울산의대), 

전진만(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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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2018-2020) 임재영(서울의대) 이승열(순천향의대) 김원석(서울의대), 김원(울산의대), 

김보련(제주의대), 김은실(예수병원), 

전진만(경희의대)

회기별 위원회의 진행 업무

• 1기:  학술집담회 방향 설정(주제, 횟수 등), 노인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의 양상 분석(다기관  

연구), 낙상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발표, 노인의 날 노인들에게 브로슈어 배포, 장기  

학습 교육안 도출

• 3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과제명: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비용에 대한 수요조사)

• 4기: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산하 연구회 지원 제도 설립, 산하 연구회 설립

• 5기: 기존 연구회 활동 계속 지원 및 활성화, 신규 연구회 지원 공모

- 빅데이터 연구 지원

- 춘계^추계 학술프로그램에 연구회 세션 준비, 연구회 세션 운영 개선 방안

- 정기 학술집담회 agenda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연자 지원

-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개발

노인골절 재활 임상진료지침(대한재활의학회와 공동 개발)

- 근감소증 진단 Update

주요 활동 및 업무

학술집담회 개최

 장기적 연구과제 도출

 학술적 발전 도모

10) 법제위원회 

연혁 및 역할

법제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7일을 시작으로 주로 학회  

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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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학회의 정관과 운영에 관련하여 제 규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학회와 관련된 의료법령과  

회칙 등의 개정에 중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계획

학회의 각 위원회가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동시에 학회가 발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김희상(경희의대)   

2기(2012-2014) 이삼규(전남의대)

3기(2014-2016) 김준성(가톨릭의대) 임성훈(가톨릭의대)

4기(2016-2018) 김준성(가톨릭의대) 임성훈(가톨릭의대)

5기(2018-2020) 최경효(울산의대) 송선홍(울산의대) 한재영(전남의대), 김보련(제주의대), 

김두환(계명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회기별 위원회의 진행 업무

• 1기: 65세 이상 원로 회원 대우에 관한 내규 필요(제1회 워크숍)

• 2기:  안정적인 학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충 방법 모색, 별도의 학회기금(장학/연구) 마련,  

학회의 내실을 위한 연구, 학회지 등 지원, 대국민 또는 대정부 정책 관련 활동 증가 요약

(제3회 통합 워크숍)

• 3기: 회장 유고 시 또는 이사장 유고 시 어떻게 할지를 논의(22차 이사회)

           회칙 수정 관련(22차 이사회 통과)

• 4기: 보고 및 토의사항 없음

• 5기: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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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및 업무

학회와 관련된 의료법령 등에 관한 역할

학회 위원회 규정 혹은 회칙 개정에 관한 역할

각 위원회와 협의된 기타 학회 내 제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역할

기타 학회의 위촉사항, 원로 재활 교수 활용 방안, 연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 별도의 학회기금(장학/연구) 

마련, 안정적인 학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충 방법 모색, 학회의 내실을 위한 연구, 학회지 등 지원,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규정 등의 관한 역할 

11) 정책위원회 

연혁 및 역할

정책위원회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창립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노인재활 관련 정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자문, 건의, 협조 역할

향후 계획

• 노인재활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의견 조율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

• 춘계 또는 추계학회 정책 특강 준비

• 위원회 4회, 워크숍 1회 개최

• 정부 노인정책 파악 및 참여 모색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이종민(건국의대) 신형익(서울의대) 유우경(한림의대), 복수경(건양의대), 

김은주(국립재활원), 임민식(참재활의학과), 

이종민(건국의대), 이양수(경북의대),

2기(2012-2014) 이성재(단국의대) 이종민(건국의대), 신용일(부산의대), 

이양수(경북의대), 복수경(충남의대), 

김은주(국립재활원), 한재영(전남의대)

3기(2014-2016) 이성재(단국의대) 김은주(국립재활원) 이종민(건국의대), 이양수(경북의대), 

신용일(부산의대), 복수경(충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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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2016-2018) 이성재(단국의대) 김은주(국립재활원) 이종민(건국의대), 이양수(경북의대), 

신용일(부산의대), 복수경(충남의대)

5기(2018-2020) 이성재(단국의대) 김은주(국립재활원) 이종민(건국의대), 이양수(경북의대), 

신용일(부산의대), 복수경(충남의대)

회기별 위원회의  진행 업무

2018년부터는 추계학술대회 정책 세션을 제안하여 2018년은 ‘커뮤니티케어’, 2019년은 ‘재활

의료기관 본사업 시행’을 주제로 정책 이슈들을 공유

주요 활동 및 업무

정부 및 기타 기관의 노인재활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노인재활 관련 정책 건의 및 협조

노인 간병 재활 매뉴얼 개발 

12) 기획위원회

연혁 및 역할

기획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노인재활 인정의 QC 시험을 시작

으로 매년 노인재활 인정의 시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 노인재활 인정의 시험 문항 출제와 실시

•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규정 관리

향후 계획

• 지속적인 노인재활 인정의 QC 시험의 진행

• 노인재활의학회의 비전과 미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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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박선구(러스크병원)

2기(2012-2014) 최경효(울산의대)

3기(2014-2016) 최경효(울산의대) 전진만(경희의대) 

4기(2016-2018) 김동휘(고려의대) 이승화(중앙보훈병원) 양은주(서울의대), 김기훈(고려의대) 

박근영(가톨릭의대)

5기(2018-2020) 김동휘(고려의대) 이승화(중앙보훈병원) 양은주(서울의대), 김기훈(고려의대) 

박근영(가톨릭의대)

주요 활동 및 업무

2016년 노인재활 인정의 QC 시작

2018년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규정안 제정

2020년 노인재활의학회 비전과 미션 제정 

13) 교육위원회

연혁 및 역할

교육위원회는 2010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리뷰코스, 제1차 집담회를 시작으

로 노인재활과 관련된 의료인 즉, 전문의, 전공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집담회가 2015년 중단되었고, 2018년부터 3개의 연구회가 집담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위원회가 주최하게 되었다. 2016년 대한재활의학회 하계연수강좌에서 

노인 관련 주제를 다뤘고,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학술행사가 필요할 수 있어, 리뷰

코스가 중단되었다. 2018년부터 리뷰코스가 다시 시행되었고, 2020년 리뷰코스를 온라인으로 시행

하였다.

업무

(1) 전공의 기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리뷰코스

(2) 업데이트된 내용을 밀도 있게 다루는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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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노인 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환자, 보호자, 치료사, 전공의 교육에 적극적인 활동-교육프로그램, 

전문가 과정 개설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박시복(한양의대) 장성호(한양의대) 김민욱(가톨릭의대), 석현(순천향의대), 

서관식(서울의대), 이인식(건국의대), 

신용범(부산의대)

2기(2012-2014) 김동휘(고려의대) 김리나(삼육서울병원) 김태곤(한양의대), 박근영(가톨릭의대),

윤승현(아주의대), 임재영(서울의대)

3기(2014-2016) 김동휘(고려의대) 김리나(삼육서울병원) 임재영(서울의대), 박근영(가톨릭의대),

김우섭(고려의대)

4기(2016-2018) 유승돈 (경희의대) 전진만(경희의대) 김동환(경희의대), 김용욱(연세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이종화(동아의대),

장성호(한양의대), 한재영(전남의대)

5기(2018-2020) 이종민(건국의대) 이상윤(서울의대)

회기별 위원회의  진행 업무

• 1기:  재활의학과 전공의 3-4년 차를 대상으로 노인재활 리뷰코스 신설, 노인재활 학습목표 

개발

• 2기: 노인재활 리뷰코스 시행

• 3기: 노인재활 리뷰코스 시행

• 4기: 대한재활의학회 하계연수강좌 노인재활 진행

            제1회, 제2회 노인재활 인정의 시험

• 5기: 노인재활 리뷰코스, 집담회 시행 

주요 활동 및 업무

전공의 기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리뷰코스

업데이트된 내용을 밀도 있게 다루는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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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원위원회 

연혁 및 역할

개원위원회는 2012년에 만들어져 2년간 활동했으며, 개원의 및 봉직의 연계, 의료계 유관 단체

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담당하였다.

업무

• 대한의사협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치료사협회와의 업무 협조

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2기(2012-2014) 민성기(제니스병원) 임민식(참재활의학과의원) 이재환(연세재활의학과)

주요 활동 및 업무

재활의학과 개원의 및 봉직의 근무 전문의들과의 연계 구축 

; 정례적인 지역 모임 및 대표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노인재활의학 활성화 독려

대외단체들과 업무 협조 관계 구축

- 대한의사협회 활동 내역 중 노인재활의학 필요성 홍보

- 각과 개원의협의회 단체에 노인재활의학 홍보

의료기사 및 간호사 단체와의 노인재활의학 발전 협력 유도

대한재활의학회 학술대회 연제 선정 시 노인재활의학 연제 반영 

15) 낙상 예방 TFT 

연혁 및 역할

낙상 예방 TFT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 가족 및 도우미들을 위한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제작을 목표로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하였다.

노인, 가족 및 도우미들을 위한 노인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대한재활의학회 회원 

및 타 직종들에게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을 소개 및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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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별 위원장/간사/위원

회기(연도) 위원장 간사 위원

1기(2010-2012) 김동휘(고려의대) 양승남(고려의대) 김태곤(한양의대), 

김리나(삼육의료원 서울병원),

류주석(차의대), 박근영(대구가톨릭의대),

복수경(충남의대), 신용일(부산의대),

유승돈(경희의대),

한지아(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주요 활동 및 업무

낙상 예방 TFT workshop

- 2010년 4월 13일, 서울대 그릴

- 2011년 6월 24일, 서울성모병원 회의실

- 2011년 7월, 서울성모병원 회의실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 2011년 9월 26일 노인의 날에 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함께하는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 2011년 10월 28일 대한재활의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투고

•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양승남, 김태곤, 김리나, 류주석, 박근영, 복수경, 신용일, 유승돈,  

한지아, 김동휘, 김미정, 김준성, 이양균, 한태륜. 노인, 가족 및 도우미들을 위한 노인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Geriatric Rehabilitation 2011;1:106-110

16) 교과서 집필

연혁

노인재활의학 교과서 집필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질환에서 노인들의 적절한 진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집필이 시작되어 2016년 발간되었다.

2014년 7월 이사회에서 노인재활의학회의 사업으로 교과서 편찬 제안을 상정하였다. 당시  

고현윤 회장님과 강성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진 모두의 공감 속에 1차 발표를 하였고,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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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과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의 일정은 2014년 여름부터 10월까지 주제 및 편집 

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봄까지 1차 집필을 완료하고  

출판사를 섭외 발간하는 것이었다. 당시 위원장인 김창환  

교수를 비롯하여 이호준 간사와 김덕영, 김용균, 김은주, 

김현정, 박지웅, 복수경, 양승남, 오민균, 임상희, 임성훈, 

좌경림, 한은영, 한재영 교수님께서 위원으로 수고하셨다.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인재활의학 교과서의 얼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누어 1부는  

노인 정책과 관련된 주요 주제와 노화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2부는 주로 재활의학에서 감당하는 다양한 질환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저자들은 각 분과에서 주로 임상을 맡고 계신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저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전

에 전체 교과서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들과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key word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대강의 기획은 2015년 4월말까지 분야별 책임편집자 선정 및 저자 선정, 원고  

청탁의 완료를 목표하여 4월까지 참고문헌 작성법 등 가이드라인 설정하여 저자들에게 원고청탁

을 하였다. 이후 1년 반 정도 원고의 접수, 2차 점검 및 원고 교정, 교열과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이 일에 군자출판사에서 맡아 수고를 하여 2016년 10월 노인재활 교과서 출판 기념식 및 

교과서 판매를 하게 되었다. 참고로 1판 교과서 서문에 교과서를 기술해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교과서 주요 편집위원 명단 및 역할

교과서 편집위원

김창환(인하의대), 김덕영(차의대), 김용균(서남의대), 김은주(국립재활원), 김현정(을지의대), 박지웅(순천향의대),

복수경(충남의대), 양승남(고려의대), 오민균(경상의대), 임상희(차의대), 임성훈(가톨릭의대), 이호준(동국의대),

한은영(제주의대), 한재영(전남의대), 좌경림(인하의대)

역할

노인재활의학 교과서의 얼개를 만들었고,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누어 1부는 노인 정책과 관련된 

주요 주제와 노화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2부는 주로 재활의학에서 감당하는 다양



931부. 학회 역사 및 활동

한 질환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노인재활 교과서의 구성은 첫 부분에서 고령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인구와 경제학적(의료 비용) 

변화의 크기를 가늠하여 노인 의료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는 자료를 실었다.

둘째 부분은 노년기의 생리적 변화 중 재활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해하면 좋은 분야들을 다뤘다.

셋째 부분은 노인재활의 포괄적 평가를 다뤘고, 넷째 부분은 노인 질환을 중심으로 각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적 진단, 평가 및 재활치료에 이르는 분야를 다뤘다. 

다섯째 부분은 지역사회와 노인재활이라는 주제로 노인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고려

하였다.

17) 노인골절재활연구회 

연혁 및 역할

• 노인골절재활연구회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산하 연구회로 2017년에 설립됨. 

• 노인골절재활과 관련된 학술 내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재활방법 표준진료지침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골절 통합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각 병원에 확산 적용함. 

• 이를 통해 노인골절 및 수술 후 기능 저하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업무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집담회 주제 제안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학술대회 시 연구회 세션 개최

향후 계획

• 표준화된 체계적 노인골절재활에 대한 학술 토론 및 연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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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회장/간사/위원

연도 회장 간사

2017-2020 임재영(서울의대) 범재원(서울의대)

위원

서경묵(중앙의대), 김돈규(중앙의대), 이상윤(서울의대), 김보련(고려의대), 신희석(경상의대), 

이창한(경상의대), 김철현(경북의대), 방희제(충북의대), 이구주(국립교통재활병원),  

한재영(전남의대), 박형규(전남의대), 이호준(동국의대), 백소라(강원의대),  

고은실(국립중앙의료원)

연구회의  진행 업무

•2018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진행

    [Introduction of fragility fracture rehabilitation management (FIRM)]

- FIRM  다기관 임상 연구 현황    임재영(서울의대) 

- FIRM  지역사회 연계 방안    김보련(제주의대)

•2019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제 11차 집담회

    [고관절 골절 재활에서 체중부하 이슈]

- 고관절 골절 환자의 골절 수술과 관절 치환술   유준일(경상의대 정형외과)

- 고관절 골절 재활에서 최적 체중부하 방법  이창한(경상의대)

•연구회 정기 세미나(2017.4.21, 2017.10.20, 2018.4.20)

• 노인골절 재활 방법 비교 효과 연구 진행 상의: 평가 및 치료 표준화, FIRM 병원 내 실증 및  

확산, FIRM 지역사회 확산 및 연계 방안

주요 활동 및 업무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집담회 주제 제안

- 노인골절재활과 관련된 학술 내용과 최신 연구 동향을 연구하고, 집담회 주제를 제안하고 구성

연구회 세션 개최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골절재활 연구 및 홍보를 위하여 연구회 세션을 구성하고 진행

공동 임상연구 계획 및 진행

- 국내 노인골절재활의 표준진료지침 제정 및 확산 적용을 위해 2017-2018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노인 골절 환자 재활방법의 비교 효과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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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감소증재활연구회 

연혁 및 역할

근감소증재활연구회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산하 연구회로 2017년에 설립됨. 근감소증과 

관련된 학술 내용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에서 근감소증의 기전 및 역학 연구, 재활  

임상 연구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업무

• 근감소증재활연구회의 정기 세미나 개최,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학술대회 시 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향후 계획

• 연구회 주관 공동 임상 연구 계획 및 진행

연구회 회장/부회장/간사/위원

연도 회장 부회장 간사

2017-2020 정선근(서울의대) 김돈규(중앙의대) 이상윤(서울의대)

위원

고은실(국립의료원), 김원(울산의대), 범재원(서울의대), 신명준(부산의대),  

오병모(서울의대), 임재영(서울의대), 전진만(경희의대)

연구회의  진행 업무

•2018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진행

- 초음파를 이용한 근감소증 진단     이상윤(서울의대)

- 근감소증의 재활       신명준(부산의대)

•2019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진행

- Spinal sarcopenia: assessment and management   이상윤(서울의대)

- Update of meta-analysis on the interventions of sarcopenia  박재현(한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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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및 업무

근감소증 재활연구회 정기 세미나

-  근감소증과 관련된 학술 내용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에서 근감소증의 기전 및 역학 연구, 임상 연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활동을 진행

연구회 세션 개최

-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정기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근감소증 연구 및 홍보를 위하여 연구회 세션을 구성하고 

진행

공동 임상 연구 계획 및 진행

-  국내 근감소증의 진단 및 치료지침의 제정을 위한 공동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고자 함. 

-  대한근감소증학회, 대한노인병학회 산하 근감소증연구회, 대한신장학회 산하 근감소증 및 여림에 대한 연구회

(SATISFACTION) 등과 연계하여 집담회, 연구 모임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타 과와의 공동 연구를 기획함.

19)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재활연구회

연혁 및 역할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재활연구회는 2017년부터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의 재활 치료의  

적정성과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현행 제도내에서의  

보험 급여 기준 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업무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의 재활과 관련한 연구

(1) 병리 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최신 지견의 공유

(2) 재활 치료의 적정성과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

(3) 재활 적용 기술의 보급과 교육

향후 계획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재활 연구 모임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기획한다.

(1) 정기 연구회 모임(연 2회 이상)

- 저널 발표

- 증례 토의

(2)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에 자료 공유(증례보고, 논문 등)



971부. 학회 역사 및 활동

연구회 회장/부회장/간사/위원

연도 회장 부회장 간사 위원

2017-2018 전민호(울산의대) 김창환(인하의대) 임성훈

(가톨릭의대)

성덕현(성균관의대), 김용욱(연세의대), 

유승돈(경희의대), 배하석(이화의대),

한은영(제주의대), 김형섭(일산병원),

박기덕(가천의대), 장원혁(성균관의대),

윤서연(분당제생병원)

2019-2020 김창환(인하의대) 임성훈

(가톨릭의대)

성덕현(성균관의대), 김용욱(연세의대), 

유승돈(경희의대), 배하석(이화의대),

한은영(제주의대), 김형섭(일산병원),

박기덕(가천의대), 이주강(가천의대),

장원혁(성균관의대), 

윤서연(분당제생병원), 

정세희(서울의대), 서한길(서울의대)

연구회의  진행 업무

• UPDRS 등에 대한 회원교육

• 2018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진행

1. Posture, gait and balance     임성훈(가톨릭의대)

2. Non-motor problems     서한길(서울의대)

• 2018년 제10차 집담회 진행 

1. 특발성 파킨슨병과 다계통위축증의 감별 진단   임성훈(가톨릭의대)

2. 파킨슨병에서의 보행분석     박기원(인천대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3. 증례 토의: Restless leg syndrome in Parkinson disease  김창환(인하의대)

• 2018년 리뷰코스 참여 

Session Ⅱ. 노인환자 재활치료 

- 파킨슨병의 재활치료     서한길(서울의대)

• 2019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진행 

- 파킨슨병 환자에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평가해야 할 것인가? 

        김은주(국립재활원)

-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을 위한 평가는 언제 어떤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는가? 

        양승남(고려의대)

• 2019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요 세션 참여

Session Ⅰ.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 바로 알기   좌장: 전민호(울산의대) 

- 파킨슨병 진단이 어려운가?     김중석(가톨릭의대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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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에서 유용한 영상검사  류창우(경희의대 영상의학과) 

- 초기 파킨슨병과 감별해야 할 근골격계 질환   박기덕(가천의대) 

Session Ⅱ. 파킨슨병의 치료        좌장: 김창환(인하의대) 

-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치료계획을 위한 평가   양승남(고려의대) 

- 파킨슨병 약물치료의 부작용-응급 운동 이상반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권겸일(순천향의대 신경과) 

- 파킨슨병의 실제적인 재활치료(motor symptom)  장원혁(성균관의대) 

- 파킨슨병의 non-motor 증상에 대한 치료   정세희(서울의대) 

주요 활동 및 업무

연구회의 목적 및 방향 토의

- 연구회 역할 및 학술 방향 논의, 다기관 연구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정기 춘·추계 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진행 및 주요 세션 참여 

집담회 진행



2부. 학술 활동

1. 학술대회

2. 학술집담회

3. 리뷰코스(연수강좌)

4. 연구회 학술 활동

5. 낙상 예방 활동

6. 워크숍

7. 우수연제상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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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는 2010년 3월 7일(일) 제1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

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기 학술대회는 노인재활의 최신 지견과 제도를 폭넓게 다루

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중추적인 학술대회다. 역대 학술대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일자: 2010년 3월 7일(일)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대회의실 

창립 총회   좌장: 한태륜(서울의대)

Session I. 좌장: 이강우(성균관대)

Biology of aging 최은석(가톨릭의대)

Functional assessment for elderly 이시욱(서울의대) 

Session Ⅱ. 좌장: 나은우(아주대) 

Rehabilitation of balance impairment in elderly 김은주(국립재활원)

Fitness in elderly 임길병(인제의대) 

Session Ⅲ. Luncheon symposium 좌장: 이양균(순천향대)  

Treatment in OA (symptomatic slow acting drugs)   이규훈(한양의대) 

Medical Tx for OA : potential DMOAD   최찬범(한양의대) 

Session Ⅳ. 좌장: 한태륜(서울의대) 

노인재활 정책 관련 특강 김원종(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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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Geriatric stroke rehabilitation 유승돈(경희의대)

Rehabilitation of degenerative CNS disease 김용욱(연세의대) 

Session Ⅵ. 좌장: 김상범(동아의대) 

Geriatric rehabilitation unit 박인선(파크사이드 재활병원) 

Nutritional rehabilitation and health supplements 이혜리(연세의대) 

2010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0년 9월 12일(일)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대회의실

Session I. Frailty syndrome 1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Difinition, epidemiology & pathophsiology of frailty syndrome 이인식(건국의대) 

Clinical manifestation and genetic phenotypes of frailty 이호준(동국의대) 

Assessment of frailty 임재영(서울의대) 

Session Ⅱ. Frailty syndrome 2 좌장: 고영진(가톨릭의대) 

Treatment & prevention of frailty 김대열(울산의대) 

Falls and frailty 장성호(한양의대) 

특강 좌장: 한태륜(서울의대) 

건강보험노인의료비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정정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Session Ⅲ. Sensory impaimenls in geriatrics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Visual impairments in geriatric patients 이성진(순천향의대) 

Hearing loss in geriatric patients 채성원(고려의대) 

Session Ⅳ. Special issues in geriatric rehabilitation 좌장: 김상범(동아의대) 

Sexual function in the elderly 손환철(서울의대) 

Hormonal treatment for the elderly 김성운(경희의대) 

Hypertension treatment for elderly 김광일(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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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1년 3월 12일(토)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대회의실

구연 세션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Session I. 특강: 노인 재활 분야의 신DRG정책  좌장: 한태륜(서울의대)

신포괄수가제 관련 주요 논쟁점 강길원(충북대)

신포괄수가제의 이해 이충섭(심사평가원)

패널토의                                                                          이충섭(심사평가원), 강길원(충북대),
전민호(울산의대).  
신정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Session Ⅱ. 노인 척추 질환

노인의 경추 질환 이인식(건국의대) 

노인의 요추 질환 서관식(서울의대) 

노인의 압박 골절 서정환(전북의대) 

Session Ⅲ. 노인의 정신건강

우울증과 불안 박진경(경희의대) 

섬망과 치매 최준호(한양의대) 

수면 장애 신철(고려의대) 

Session Ⅳ. 만성 뇌질환 환자의 내과적 관리

고혈압의 관리 김대희(울산의대) 

당뇨 및 지질 이상의 관리 조영민(서울의대) 

2차 예방 및 향신경약제 김현영(한양의대) 

2011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1년 9월 17일 (토)    장소: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강당

Session I. 건강한 노인과 운동 좌장: 서경묵(중앙의대)

노화에 따른 운동 능력의 변화 이인식(건국의대) 

운동과 장수와의 관계(노화 방지를 위한 운동) 이시욱(서울의대) 

노인에서의 운동처방(ACSM 가이드라인) 김동환(경희의대) 

Session Ⅱ. 노인 환자에서의 운동 프로그램 좌장: 김상희(경희의대) 

Interactive video game을 이용한 재활 운동 장성호(한양의대) 

치매 방지를 위한 운동 요법 최인성(전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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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노인의 운동 양은주(서울의대) 

Session Ⅲ. 특강: 장수 노인의 생활 방식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노인의 정신건강 박상철(서울의대) 

Session Ⅳ. 노인에서 흔한 문제: 낙상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한 타이치 운동프로그램의 낙상 예방 효과 소희영(충남대) 

노인을 위한 낙상 예방 맞춤운동의 개발 및 효과 은 영(경상대) 

낙상의 분류 및 위험요인, 평가 송선홍(울산의대) 

낙상 방지 가이드라인 양승남(고려의대) 

Session Ⅴ. 노인의 비뇨기과적 문제: 요실금과 절박뇨 좌장: 김상범(동아의대) 

비뇨기계의 신경 생리학 오병모(서울의대) 

요실금/절박뇨의 진단 이동환(가톨릭의대) 

요실금/절박뇨의 최신 치료 김장환(연세의대) 

2012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2년 3월 10일(토)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대회의실

Session I. Scientific session 좌장: 나은우(아주의대) 

구연 세션

Session Ⅱ. Parkinsonism 최신 지견 좌장: 김상범(동아의대) 

Update of pathophysilolgy & evaluation 정선주(울산의대 신경과) 

Update of medical treatment 김종민(서울의대 신경과) 

Update of rehabilitation for mobility (gait & posture) 김용욱(연세의대) 

Update of rehabilitation of other aspects (pain, swallowing, etc.) 오병모(서울의대) 

Session Ⅲ. 노인 정책 좌장: 한태륜(서울의대)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패널토의 김희상(경희의대), 이성재(단국의대),
조강희(충남의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Session Ⅳ. L/E fracture rehabilitation 최신 지견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Tretment update of hip fracture in elderly 하용찬(중앙의대 정형외과) 

Treatment update of lower leg & ankle fracture in elderly 정홍근(건국의대 정형외과) 

Rehabilitation protocols/guidelines update of hip frature & THRA 김동휘(고려의대) 

Rehabilitation protocols/guidelines update of TKRA 이규훈(한양의대) 

Rehabilitation protocols/guidelines update of lowoer leg fractures 이홍재(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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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2년 9월 8일(토)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 C홀

Session I. Well aging 좌장: 김희상(경희의대)

Practical management in anti-aging clinic 권용욱(AG 클리닉) 

Evidence based medicine pros of anti-aging 이종화(동아의대) 

Evidence based medicine cons of anti-aging 박지웅(순천향의대) 

Session Ⅱ. Osteoporosis 좌장: 강성웅(연세의대)

Medical (Pharmacologic) management 정호연(경희의대) 

Rehabilitation management 한재영(전남의대) 

Session Ⅲ. Sports in elderly 좌장: 박시복(한양의대) 

Golf 서경묵(중앙의대) 

Mountain climbing, hiking 이시욱(서울의대) 

Cycling 손민균(충남의대) 

Session Ⅳ. GI problems in elderly 좌장: 김상범(동아의대) 

Constipation 임정윤(동국의대 내과) 

Dyspepsia 이진혁(울산의대 내과) 

Polypharmacy in elderly GI disorder patients 홍경섭(서울의대 내과) 

2013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3년 3월 9일(토)   장소: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

Session I. Scientific session 좌장: 강성웅(연세의대)

구연 및 포스터

Session Ⅱ. Aging with disabilities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Cerebral palsy 권범선(동국의대) 

TBI & stroke 신준호(국립재활원) 

Spinal cord injury 서정환(전북의대) 

Postpolio 임재영(서울의대) 

Session Ⅲ. 정책 좌장: 나은우(아주의대)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박소연(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패널 토의 이시욱(서울의대)



1052부. 학술 활동

Session Ⅳ. Pulmonary disorders & rehabilitation Mx in elderly 좌장: 김상범(동아의대)

Restrictive lung disorders 윤영순(동국의대 내과) 

Obstructive lung disorders 윤호일(서울의대 내과) 

Rehabilitation Mx of pulmonary disorders 김동현(한림의대) 

Aspiration pneumonia 홍상범(울산의대) 

2013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3년 9월 14일(토)   장소: 중앙대병원 4층 동교홀

Session I: Management of lower extremity disorders in elderly 좌장: 나은우(아주의대)

Hip problems 이규훈(한양의대) 

Knee problems 김동환(경희의대) 

Ankle/Foot problems 안재기(인재의대) 

Session Ⅱ: Lower leg edema in elderly 좌장: 강성웅(연대의대)

Approach to leg edema of unclear etiology 이상구(울산의대) 

외과적 접근 윤상섭(가톨릭의대) 

재활의학적 접근 복수경(충남의대) 

Session Ⅲ: 정책 특강 좌장: 한태륜(아주의대)

우리나라 노인의료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Session Ⅳ: Management of upper extremity disorders in elderly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Shoulder problems 윤준식(고려의대) 

Elbow problems 이종화(동아의대) 

Wrist/Hand problems 이인식(건국의대) 

Session V: Dementia 좌장: 김상범(동아의대)

Clinical features and diagnosis 한지원(서울의대) 

Pharmacological management 문소영(아주의대) 

Nonpharmacological management 김용욱(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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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4년 3월 8일(토)   장소: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

Session I: Scientific session 좌장: 나은우(아주의대)

구연 및 포스터

Session Ⅱ: Dementia: an update 좌장: 강성웅(연세의대)

Epidemiology & pathogenesis 한수정(이화의대)

Assessment 양동원(가톨릭의대)

Pharmacologic management 김어수(연세의대)

Nonpharmacologic management 김형섭(일산병원)

Session Ⅲ: 노인 의료 정책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Session Ⅳ: 노인 질환 약물치료의 최신경향 I 좌장: 서경묵(중앙의대)

노인에서의 약물 역동학 및 약물치료 원칙 노용균(한림의대)

노인 고혈압의 약물치료 김석연(서울의료원)

노인 당뇨병의 약물치료 구보경(서울의대)

Session Ⅴ: 노인 질환 약물치료의 최신경향Ⅱ 좌장: 한태륜(서울의대)

노인 골다공증의 약물치료 윤동환(경희의대)

노인 관절염의 약물치료 이규훈(한양의대)

노인 우울증 및 수면장애의 약물치료 최준호(한양의대)

2014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4년 9월 13일(토)    장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Session I. 노인 환자에서의 임종과 관련한 문제(Terminal stage 
care for geriatric patients)

좌장: 한태륜(강원도재활병원)

의학적 유언 작성법 및 의학적 관점에서 본 연명치료 고영진(가톨릭의대)

연명의료 결정의 법적 과제 석희태(경기대 법학과)

종교적 관점에서 본 연명치료 구인회(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연명치료에 있어서 재활의학의 역할 김형섭(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Session II.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교육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김민욱(가톨릭의대)



1072부. 학술 활동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MMSE 및 신경심리검사) 정세희(서울의대)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온석훈(한림의대)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 양승남(고려의대)

치매단계(CDR 및 GDS) 한은영(제주의대)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유승돈(경희의대)

2015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5년 3월 14일(토)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Session I. Scientific session 좌장: 강성웅(연세의대 재활의학과)

Scientific session(구연)  

Session II. 노인의 어지럼증(Senile dizziness)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재활의학과)

중추성 어지럼증 남효석(연세의대 신경과) 

말초성 어지럼증 이승환(한양의대 이비인후과) 

약물과 관계된 어지럼증 이원재(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어지럼증의 재활치료 김형섭(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Session III. 정책 세미나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재활의학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보건의료정책 이형훈(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Session IV. 웰에이징(Well aging) 좌장: 서경묵(중앙의대 재활의학과)

성공적인 노화란? 송기민(한양의대 보건학과) 

노인의 예방접종 문송미(가천의대 감염내과) 

호르몬 요법 김광민(아주의대 가정의학과) 

비타민, 각종 보충제, Detox 오한진(비에비스나무병원 갱년기·노화
방지센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운동 윤동환(경희의대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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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5년 9월 19일(토)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Session I: 건강한 노년 좌장: 강성웅(연세의대)

노인의 건강진단 조비룡(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장수와 운동 임길병(인제의대) 

노인의 성생활 최강현(경기대, 부부행복연구원) 

노인의 주택 및 거주시설 고상균(관동대 건축학부) 

Session Ⅱ: 특강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노인의료정책의 현황 및 향후계획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ssion Ⅲ: 파킨슨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좌장: 서경묵(중앙의대)

파킨슨 질환의 병태생리 및 감별진단 안태범(경희의대 신경과) 

파킨슨 질환의 약물치료 고성호(한양의대 신경과) 

파킨슨 질환의 재활치료 김형섭(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Session Ⅳ: 노인의 정신심리 문제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우울증 오동훈(한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수면장애 배정호(이화의대 이비인후과) 

섬망 및 치매 신준호(국립재활원) 

2016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6년 3월 12일(토)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Session I: Scientific session 좌장: 강성웅(연세의대)

Scientific session

Session Ⅱ: Common rheumatism in the elderly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Osteoarthritis 이종화(동아의대) 

Rheumatoid arthritis 조수경(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Osteoporosis 박용범(인제의대 상계백병원) 

Rehabilitation for rheumatism in the elderly 전진만(경희의대) 

Session Ⅲ: 정책 세미나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정책 강의 및 패널 토의 이재용(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Session Ⅳ: Vascular problems in elderly 좌장: 서경묵(중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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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on and hyperlipidemia 이해영(서울의대 순환기내과) 

Ischemic heart disease 최의영(연세의대 심장내과) 

Claudication vs pseudo-claudication 조진현(강동경희대 외과) 

Rehabilitation for vascular disease in elderly 주민철(원광의대) 

2016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6년 10월 8일(토)     장소: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강당

Session I: Overview of frailty and sarcopenia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Definition and epidemiology 김경민(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Biological markers 이승열(순천향의대 재활의학과) 

Associated factors of frailty 김우진(인제의대 재활의학과) 

Sarcopenia in chronic diseases 박기덕(가천의대 재활의학과) 

Special Lecture 좌장: 이종민(건국의대)

Sarcopenia: diagnosis, intervention, and perspective Der-Sheng Han, MD, PhD. (Dept. of 
PMR,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노인재활의학 교과서 출판 기념회
- 경과보고 및 기념행사

Session Ⅱ: Diagnostic approach to frailty and sarcopenia 좌장: 김희상(경희의대)

Issues with norms and diagnostic criteria 김태곤(한양의대 재활의학과) 

Screening & evaluation tools 김선욱(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Comprehensive assessment of sarcopenia 이상윤(중앙의대 재활의학과) 

Session Ⅲ: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frailty and sarcopenia 좌장: 서경묵(중앙의대)

Nutritional support 백현욱(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Current developing or suggested medication 김돈규(중앙의대 재활의학과) 

Rehabilitation approaches: Exercise and others 신명준(부산의대 재활의학과) 

Cross talk; parkinsonism, dementia, osteoporosis etc 유승돈(경희의대 재활의학과) 

Session Ⅳ: Lessons from cases 좌장: 김준성(가톨릭의대)

Frailty 강효정(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Sarcopenia 김원(울산의대 재활의학과) 

지정토론 이삼규(전남의대 재활의학과),
오병모(서울의대 재활의학과)



110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2017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7년 3월 11일(토)      장소: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

Main theme: “Pharmacotherapy in geriatric rehabilitation”

Session I. Challenges in geriatric pharmacotherapy 좌장: 박시복(한양의대)

Understanding and managing polypharmacy in the elderly 김창오(연세의대 노년내과)

Evidence and process of de-prescribing 강석(고려의대 재활의학과)

Problematic neurological side effect in geriatric pharmacotherapy 강은경(강원의대 재활의학과)

Medication adherence in elderly patients 최재경(건국의대 가정의학과)

Scientific session 좌장: 이종민(건국의대)

Oral presentation

Session II. Pharmacotherapy update 1 좌장: 김창환(인하의대)

Hypertension 박덕우(울산의대 심장내과)

Dyslipidemia 정인경(경희의대 내분비내과)

Osteoporosis 민경훈(차의대 재활의학과)

Stroke secondary prevention and NOACs 이종윤(국립의료원 신경과)

Session III. Pharmacotherapy update 2 좌장: 김미정(한양의대)

Geriatric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박지은(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Medication for parkinson disease 이웅우(을지의대 신경과)

Medication in geriatric musculoskeletal pain 원선재(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2017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7년 9월 2일(토)    장소: 중앙대학교병원 4층 송봉홀(구, 동교홀)

정책 세션 좌장: 김희상(경희의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방향 김민주(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Plenary session I: 운동이 치료다(Exercise is medicine)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노인에서 운동 시 고려할 점과 운동의 효과 임재영(서울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은 어떻게 처방할까? 배하석(이화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의 스포츠 손상과 예방 임길병(인제의대 재활의학과) 

Plenary session II: 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재활운동 좌장: 서경묵(중앙의대) 

Hospital-acquired deconditioning의 재활운동 정희연(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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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예방을 위한 재활운동 신명준(부산의대 재활의학과) 

치매 환자의 재활운동과 인지재활 박기덕(가천의대 재활의학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재활운동-생활체육 연계 시스템 박현태(동아대 건강관리학과) 

Clinical practice session: Challenging cases in geriatric 
rehab

좌장: 이종민(건국의대) 

당뇨발이 있는 노인 환자의 재활치료: 증례와 리뷰 이홍제(인제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의 비정형 부전골절의 진단과 치료: 증례와 리뷰 하용찬(중앙의대 정형외과) 

진행암이 새롭게 발견된 고령자의 상담과 치료 의사결정: 증례와 리뷰 손정식(서울의대 가정의학과) 

2018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8년 3월 24일(토)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Session I. 고령친화산업과 노인재활 I 좌장: 박시복(한양의대)

노인복지용구 현황과 처방 가이드 신명준(부산의대)

ICT 융합 치료기기 전민호(울산의대) 

노인을 위한 기능성 게임 장성호(한양의대)

Session Ⅱ. 고령친화산업과 노인재활 II 좌장: 서경묵(중앙의대)

고령친화식품 신원선(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이경신(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교육

Part I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치매의 정의, 진단 과정 그리고 인지재활 이주강(가천의대)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MMSE, SNSB, CERAD, LICA) 신준호(국립재활원)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Alzheimer, lewy body, 
frontotemporal)

장원혁(성균관의대) 

Part II 좌장: 유승돈(경희의대)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 김태우(국립교통재활병원)

치매단계/중증도(CDR 및 GDS)와 환자/보호자 교육 김형섭(일산병원)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임성훈(가톨릭의대)

Parallel session - 구연 발표 및 연구회 session

Oral presentation 좌장: 이종민(건국의대)



112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산하연구회 발표 좌장: 임재영(서울의대)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재활연구회 
Basic evaluation for PD patients in rehabilitation

Posture, gait and balance 임성훈(가톨릭의대)

Non-motor problems 서한길(서울의대)

근감소증재활연구회 
Recent update of diagnosis and rehabilitation for sarcopenia

초음파를 이용한 근감소증 진단 이상윤(서울의대)

근감소증의 재활 신명준(부산의대)

노인골절재활연구회 
Introduction of fragility fracture rehabilitation  management (FIRM)

FIRM 다기관 임상 연구 현황 임재영(서울의대)

FIRM 지역사회 연계 방안 김보련(제주의대)

2018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8년 9월 8일(토)    장소: 중앙대학교병원 4층 송봉홀

Session I: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재활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병전 근감소증(쇠약)과 중환자실 치료 예후 장명훈(부산의대)

Post-intensive care syndrome (PICS)과 재활 강효정(중앙보훈병원)

급성기 노인 환자의 평가 실제 사례 이종민(건국의대)

노인 입원 환자의 섬망과 치료 원칙 함봉진(서울의대) 

Special lecture: community care 좌장: 김희상(경희의대)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방향과 전망 황승현(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사업과 CBR 김동아(국립재활원)

Session Ⅱ: 재활의학과 의사가 해야 할 노쇠(frailty) 환자 관리 좌장: 전민호(울산의대)

재활의학과 입원이 필요한 노쇠 환자 범주 임재영(서울의대)

재활의료기관에서 노인 맞춤형 노쇠 평가 전진만(경희의대)

노쇠 방지를 위한 운동 김미정(한양의대)

노쇠 관리를 위한 임상진료지침(Asia-Pacific vs UK) 임성훈(가톨릭의대)

Session Ⅲ: 노인 환자를 잘 진료하기 위한 기본기 다지기 좌장: 강성웅(연세의대)

재활의학과 의사가 알아야 할 영상 판독 I - 폐 단순 x ray 및 폐 CT 용환석(고려의대 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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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심방세동 위주)의 진단 - EKG, 홀터검사 판독, F/U term 진은선(경희의대 심장혈관내과)

흔히 보는 노인 소화기계의 증상 관리 - 변비 & 설사 정다현(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요양병원 현장에서 겪는 환자 문제: 봉직의 vs 지도전문의 crosstalk 이윤정(명지병원)

2019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9년 3월 9일(토)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Session I: Bone health in the elderly: osteoporosis 좌장: 강성웅(연세의대)

Recent update on osteoporosis diagnosis: bone turnover 
markers, FRAX, TBS

김덕윤(경희의대 핵의학과/내분비내과)

Osteoporosis and specific disease: stroke 이후영(국립교통재활병원)

Goal-directed therapy in osteoporosis management: 
rehabilitation and antiresorptive drugs

이호준(동국의대)

Session Ⅱ: Life-threatening condition after fall and hip 
fractures in the elderly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fall prevention in older people 김동휘(고려의대)

Hip fracture: operative indication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 노재휘(순천향의대 정형외과)

Hip fracture rehabilitation protocol in korea (FIRM) 범재원(중앙의대)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교육 좌장: 이종민(건국의대)

치매의 정의, 진단 과정 그리고 인지재활 이주강(가천의대)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MMSE, SNSB, CERAD, LICA, MoCA) 신준호(국립재활원)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류창우(경희의대 영상의학과)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 김태우(국립교통재활병원)

치매단계/중증도(CDR 및 GDS)와 환자/보호자 교육 장원혁(성균관의대)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임성훈(가톨릭의대)

Parallel session - 구연 발표 및 연구회 session

Oral presentation 좌장: 유승돈(경희의대)

산하 연구회 발표 좌장: 김창환(인하의대)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재활연구회

파킨슨병 환자에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평가해야 할 것
인가?(What should be assessed for rehabilitation in people with IPD?)

김은주(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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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을 위한 평가는 언제 어떤 간격으로 시행하여
야 하는가?(When and at what intervals  should evaluation for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IPD be carried out?)

양승남(고려의대)

근감소증재활연구회

Spinal sarcopenia: assessment and management 이상윤(보라매병원)

Update of meta-analysis on the Interventions of sarcopenia 박재현(한양의대)

2019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9년 10월 12일(토)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Session I: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 바로 알기 좌장: 전민호(울산의대)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단 기준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 강원섭(경희의대 정신과)

파킨슨병의 진단이 왜 어려운가? 김중석(가톨릭의대 신경과)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에서 유용한 영상검사 류창우(경희의대 영상의학과) 

초기 파킨슨병과 감별해야 할 근골격계 질환 박기덕(가천의대)

Special Lecture: 정책 이슈 좌장: 박시복(한양의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시행계획(안) 김동아(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수가 및 기준 변영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차장)

Session Ⅱ: 파킨슨병의 치료 좌장: 김창환(인하의대)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치료계획을 위한 평가 양승남(고려의대)

파킨슨병 약물치료의 부작용 - 응급 운동 이상반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권겸일(순천향대 신경과) 

파킨슨병의 실제적인 재활치료(motor symptom) 장원혁(성균관의대)

파킨슨병의 non-motor 증상에 대한 치료 정세희(서울의대)

Session Ⅲ: 노인 환자를 잘 진료하기 위한 기본기 다지기 좌장: 김상범(동아의대)

노인에서 유산균의 효능 김성운(경희의대 내분비내과)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 윤재승(가톨릭의대) 

노인에서 흔한 말초혈관질환 강진모(가천의대 외과) 

말초혈관질환의 운동프로그램 이종화(동아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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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Focused review 

대한노인재활의학회는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최신 지견을 알리고자 Parallel symposium과 Focused review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회의 

추계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과 1회의 Focused review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Parallel symposium

일자: 2010년 10월 22일(금) 오전 8:30-10:00    장소: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C

노인 수면장애 홍승철(가톨릭의대 정신과)

노인 우울증 김어수(연세의대 정신과)

노인 운동과 정신건강 김미정(한양의대 재활의학과)

2011년 Parallel symposium

일자: 2011년 10월 28일(금) 오전 8:30-10:00     장소: 서울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 A 

주제: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Introduction 김동휘(고려의대)

Screening test for fall risk & fall prevention strategies I 신용일(부산의대)

Fall prevention strategies II 복수경(충남의대)

Fall prevention strategies III & multifactorial fall prevention 박근영(가톨릭의대)

2012년 Parallel symposium

일자: 2012년 10월 12일(금) 오전 8:20-9:50     장소: 서울 하얏트 호텔 남산 I 

주제: Dementia rehabilitation 좌장: 나은우(아주의대)

Diagnosis 장재혁(부산의대) 

Behavioral problem and its management 한창수(고려의대 정신과) 

Rehabilitation approach 김용욱(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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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Parallel symposium

일자: 2013년 10월 25일(금) 오전 8:30-10:00     장소: 그랜드하얏트 서울 볼룸 C

주제: Strategies to fight against sarcopenia in the elderly 좌장: 나은우(아주의대)

Assessment for sarcopenia 김돈규(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

Rehabilitation exercise for sarcopenia 임재영(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Nutrition for elderly sarcopenia 오한진(관동의대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2014년 Parallel symposium

일자: 2014년 10월 24일(금) 오전 8:30-10:00     장소: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홀 A

주제: Osteoporosis and hip fracture in the elderly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Pharmacotherapy for osteoporosis and prevention of hip 
fracture

최한석(동국의대 내분비내과)

Surgical treatment for osteoporotic hip fracture 전영수(경희의대 정형외과)

Rehabilitation after osteoporosis and hip fracture 서정훈(한림의대)

2015년 Parallel symposium

일자: 2015년 10월 31일(토) 오전 8:30-10:00     장소: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홀 A

주제: Dementia 좌장: 고현윤(부산의대) 

Pathophysiology and diagnosis in dementia 오동훈(한양의대 정신과) 

Medical treatment in dementia 박기정(경희의대 신경과) 

Rehabilitative treatment in dementia 김형섭(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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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Parallel symposium

일자: 2017년 10월 21일(토) 오전 8:30-10:00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볼룸 B

주제: Geriatric assessment in rehabilitation 좌장: 김돈규(중앙의대)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definition and role 임재영(서울의대) 

Geriatric screening tools 강은경(강원의대) 

Assessment of frailty and sarcopenia 범재원(중앙의대) 

Assessment of ADL and IADL 김은실(전주예수병원) 

2018년 Focused review

일자: 2018년 10월 26일(토) 오전 16:30-18:00    장소: 서울드래곤시티 Room C

주제: Osteoporosis update 좌장: 김희상(경희의대) 

골다공증의 진단과 낙상위험 평가의 실제 김동환(경희의대)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최신지견 김정희(서울의대 내분비내과)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운동 처방 신명준(부산의대) 

2019년 Parallel symposium

일자: 2019년 10월 18일(토) 오전 8:30-10:00     장소: 서울드래곤시티 Room B

주제: 초고령사회에서 이동성 관련 이슈 좌장: 박시복(한양의대)

노인에서 운전과 관련된 생리 변화 이승아(경희의대) 

노인의 운전 능력 평가 도구 김동아(국립재활원) 

이동 능력의 미래 - 노인을 위한 착용형 로봇 기술 유재관(LIG 넥스원 미래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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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집담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는 학술대회 외에도 노인재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의를 듣고 토론하

는 시간을 갖기 위해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번의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차 집담회

일자: 2010년 12월 6일(월)    장소: 한양의대 계단강의동 4층 세미나실

Medical treatment of diabetes for elderly 김신곤(고려의대)

Exercise for elderly diabetic patients 윤동환(경희의대)

제2차 집담회

일자: 2011년 6월 8일(수)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치매의 병태생리와 진단 및 평가 이학영(경희의대 신경과)

치매의 약물치료 박근영(가톨릭의대)

치매의 재활의학적 접근 고명환(전북의대)

치매의 보완의학적 접근 장원혁(삼성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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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집담회

일자: 2011년 12월 7일(수)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진전의 분류 및 진단 고성범(고려의대 신경과)

진전의 치료 및 재활의학과적 접근 김형섭(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제 4차 집담회

일자: 2012년 6월 13일(수)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신관 6층 세미나실

중추성 진전 김영서(한양대학병원 신경과)

말초성 진전 이승환(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제5차 집담회

일자: 2012년 12월 12일(수)    장소: 한양대학병원 본관 3층 강당

노인 환자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조석현(한양의대 이비인후과)

노인 수면무호흡증과 인지 기능 오동훈(한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제6차 집담회

일자: 2013년 6월 12일(수)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여성 노인의 성 호정규(한양의대 산부인과)

남성 노인의 성 박성열(한양의대 비뇨기과)

제7차 집담회

일자: 2013년 11월 27일(수)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영양가 만점 식단 관리 백희준(한양대병원 영양팀장)

노인의 치아 관리 황경균(한양의대 치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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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집담회 

일자: 2014년 6월 18일(수)    장소: 한양대학교 본관 3층 강당

퇴행성관절염의 줄기세포치료(PROS & CONS) 김석중(가톨릭의대 정형외과),  
박중현(연세의대)

제9차 집담회

일자: 2015년 1월 21일(수)     장소: 한양대학교 본관 3층 강당

노인 호흡기계 감염질환의 약물치료 김창오(연세의대 노년내과)

노인 호흡기계 질환의 재활치료 김동현(한림의대 재활의학과)

제10차 집담회

일자: 2018년 7월 16일(월)    장소: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관 지하 1층 대강당

특발성 파킨슨병과 다계통위축증의 감별 진단 임성훈(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파킨슨병에서의 보행 분석 박기원(인천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종례 토의 김창환(인하의대 재활의학과)

제11차 집담회 

일자: 2019년 5월 29일(수)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고관절 골절 환자의 골절 수술과 관절 치환술 유준일(경상의대 정형외과)

고관절 골절 재활에서 최적 체중부하 방법 이창한(경상의대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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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뷰코스(연수강좌)

대한노인재활의학회는 재활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노인재활 리뷰코스(연수강좌)를 운영하

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대한암재활학회와 함께 리뷰코스를 운영하였다. 대한재활의학회  

2016년 하계연수강좌와 2019년 추계연수강좌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2014년, 2018년, 2019년에는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연수강좌를 개최

하였다.

2010년 리뷰코스

일자: 2010년 11월 6일    장소: 한양의대 계단강의동 4층 세미나실

Aging of organ systems 신용범(부산의대)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관리 이인식(건국의대)

골다공증의 병태생리 및 약물치료 석 현(순천향의대)

골다공증의 재활치료 윤동환(경희의대)

Osteoarthritis pathophysiology and medical treatment 서관식(서울의대) 

골관절염의 재활치료(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포함) 김민욱(가톨릭의대)

Rehabilitation for neurodegenerative movement disorders 김용욱(연세의대)

재활 평가 도구 장성호(한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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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수강좌

일자: 2011년 11월 5일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노화의 생리적 변화(부동증후군 포함) 이삼규(전남의대)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관리(낙상 포함) 이인식(건국의대) 

골다공증의 병태생리 및 약물치료 오기영(순천향의대)

골다공증의 재활치료 윤동환(경희의대) 

골관절염의 병태생리 및 약물치료 서관식(서울의대) 

골관절염의 재활치료(인공관절수술 후 재활 포함) 김민욱(가톨릭의대)

퇴행성 신경질환의 재활 김용욱(연세의대) 

재활 평가 도구(ADL/QOL) 장성호(한양의대)   

2012년 연수강좌

일자: 2012년 11월 3일    장소: 중앙대학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

주제: Pathophysiology of human aging & clinical implication

Cardiovascular changes 한은영(제주의대)

Pulmonary changes 김동현(한림의대)

Musculoskeletal changes 임재영(서울의대)

Central neurological changes 양승남(고려의대)

Neurosensory changes 임성훈(가톨릭의대)

Psychosocial changes 김태희(서울의대)

2013년 연수강좌

일자: 2013년 11월 2일    장소: 중앙대학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

주제: Pathophysiology of human aging & clinical application

Peripheral neurological changes 이정수(가톨릭의대)

Gastrointestinal changes 이규훈(한양의대)

Urological changes 윤승현(아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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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crine and metabolic disorders 양은주(서울의대)

Nutrition needs and deficiencies in old age 김리나(삼육서울병원)

Pharmacology and aging 김형섭(일산병원)

2014년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강좌

일자: 2014년 5월 18일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대강당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김민욱(가톨릭의대)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MMSE 및 신경심리 검사) 오병모(서울의대)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장원혁(성균관의대)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 김형섭(일산병원)

치매단계(GDS 및 CDR) 박기덕(가천의대)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유승돈(경희의대)

2014년 연수강좌

일자: 2014년 11월 29일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주제: Rehabilitation for aging-related disorders

노화의 생리적 변화 원선재(가톨릭의대)

재활평가도구(ADL, QoL, Dementia 등) 신명준(부산의대)

노인과 운동 김리나(삼육서울병원)

치매 환자의 재활치료 이호준(동국의대)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치료 정세희(서울의대)

노인환자와 약물치료 김동환(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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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수강좌

일자: 2015년 11월 14일    장소: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하 강당

주제: Rehabilitation for aging-related disorders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관리(낙상 포함) 장성호(한양의대)

골관절염의 병태생리 및 약물치료 박중현(연세의대)

골관절염의 재활치료(인공관절수술 후 재활 포함) 원선재(가톨릭의대)

근감소증(sarcopenia)의 재활치료 임재영(서울의대)

골다공증의 약물 및 재활치료 이창형(부산의대)

말초혈관질환의 재활치료 김보련(제주의대)

2016년 대한재활의학회 하계연수강좌

일자: 2016년 6월 12일(일)    장소: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주제: Aging and related chronic diseases

Part 1: Basic understanding of aging 좌장: 이양균(순천향의대)

Physiologic changes in aging 김미정(한양의대)

Practical geriatric assessment: recent update 유승돈(경희의대)

Musculoskeletal changes in aging 임재영(서울의대)

Neurologic changes in aging 김태우(국립교통재활병원)

Part 2: Major geriatric problems and management 좌장: 김희상(경희의대)

Swallowing and nutritional care in the elderly 김돈규(중앙의대)

Pain and strategy for pain management in the elderly 이종화(동아의대)

Delirium and Its management in the elderly 김용욱(연세의대)

Prevention of falls and rehabilitation after osteoporotic fracture 김동휘(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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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강좌

일자: 2018년 3월 24일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치매의 정의, 진단 과정 그리고 인지재활 이주강(가천의대)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MMSE, SNSB, CERAD, LICA) 신준호(국립재활원)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Alzheimer, Lewy body, Frontotemporal) 장원혁(성균관의대)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 김태우(국립교통재활병원)

치매단계/중증도(CDR 및 GDS)와 환자/보호자 교육 김형섭(일산병원)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임성훈(가톨릭의대)

2018년 리뷰코스

일자: 2018년 11월 17일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3층 강당

노인 환자의 재활치료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변화 임성훈(가톨릭의대)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 이소영(제주의대) 

재활평가도구(ADL, QoL 등) 장성호(한양의대)

치매 환자의 재활치료 이주강(가천의대)

골관절염의 재활치료 김동환(경희의대)

파킨슨병의 재활치료 서한길(서울의대)

2019년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 연수강좌

일자: 2019년 3월 9일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치매의 정의, 진단 과정 그리고 인지재활 이주강(가천의대)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MMSE, SNSB, CERAD, LICA, MoCA) 신준호(국립재활원)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류창우(경희의대 영상의학과)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 김태우(국립교통재활병원)

치매단계/중증도(CDR 및 GDS)와 환자/보호자 교육 장원혁(성균관의대)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임성훈(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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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연수강좌 

일자: 2019년 9월 1일(일)   장소: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

주제: 노인재활 및 암재활            좌장: 김동환(경희의대)

1부. 노인재활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 강윤주(을지의대)

Fraility and Sarcopenia 최신지견 범재원(중앙의대)

포괄적 노인평가(Geriatric Assessment in Rehabilitation - ADL, IADL 포함) 강은경(강원의대)

노인에서의 근력 및 균형향상을 위한 운동 전진만(경희의대)

2019년 리뷰코스

일자: 2019년 12월 7일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노인 환자의 재활치료  

중추신경계의 노화 신준호(국립재활원)

호흡기계의 노화 최원아(연세의대)

노인 어지럼증의 재활 좌경림(인하의대)

말초신경계의 노화 김창환(인하의대)

노인 심장질환의 재활 이구주(충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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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회 학술 활동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산하 연구회에는 2017년에 설립된 근감소증재활연구회, 노인골절재활연

구회,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재활연구회가 있으며, 2018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산하 연구회 세

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역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감소증재활연구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8년 3월 24일(토)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세션 I. 주제: Recent update of diagnosis and rehabilitation for sarcopenia

초음파를 이용한 근감소증 진단 이상윤(서울의대)

근감소증의 재활 신명준(부산의대)

2019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9년 3월 9일(토)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제1세미나실

세션 I. 좌장: 김창환(인하의대)

Spinal sarcopenia: assessment and management 이상윤(보라매병원)

Update of meta-analysis on the interventions of sarcopenia 박재현(한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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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골절재활연구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8년 3월 24일(토)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세션 I. 주제: Introduction of fragility fracture rehabilitation management (FIRM)

FIRM 다기관 임상 연구 현황 임재영(서울의대)

FIRM 지역사회 연계 방안 김보련(제주의대)

제11차 집담회 

일자: 2019년 5월 29일(수)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고관절 골절 환자의 골절 수술과 관절 치환술 유준일(경상의대 정형외과)

고관절 골절 재활에서 최적 체중부하 방법 이창한(경상의대 재활의학과)

3)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재활연구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8년 3월 24일(토)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세션 I. 주제: Basic evaluation for PD patients in rehabilitation

Posture, gait and balance 임성훈(가톨릭의대)

Non-motor problems 서한길(서울의대)

제10차 집담회

일자: 2018년 7월 16일(월)    장소: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관 지하 1층 대강당

특발성 파킨슨병과 다계통위축증의 감별 진단 임성훈(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파킨슨병에서의 보행 분석 박기원(인천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종례 토의 김창환(인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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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리뷰코스

일자: 2018년 11월 17일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3층 강당

파킨슨병의 재활치료 서한길(서울의대)

2019년 춘계학술대회

일자: 2019년 3월 9일(토)    장소: 경희의료원(정보행정동 지하 1층 제1세미나실)

세션 I. 좌장: 김창환(인하의대)

파킨슨병 환자에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평가해야 할 것인가? 
(What should be assessed for rehabilitation in people with IPD?)

김은주(국립재활원)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을 위한 평가는 언제 어떤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는가? 
(When and at what intervals should evaluation for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IPD be carried out?)

양승남(고려의대)

2019년 추계학술대회

일자: 2019년 10월 12일(토)     장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지하 1층 세미나실

Session I: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 바로 알기 좌장: 전민호(울산의대)

파킨슨병의 진단이 왜 어려운가? 김중석(가톨릭의대 신경과)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에서 유용한 영상검사 류창우(경희의대 영상의학과) 

초기 파킨슨병과 감별해야 할 근골격계 질환 박기덕(가천의대)

Special Lecture: 정책 이슈 좌장: 박시복(한양의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시행계획(안) 김동아(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수가 및 기준 변영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차장)

Session Ⅱ: 파킨슨병의 치료 좌장: 김창환(인하의대)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치료계획을 위한 평가 양승남(고려의대)

파킨슨병 약물치료의 부작용 - 응급 운동 이상반응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권겸일(순천향대 신경과) 

파킨슨병의 실제적인 재활치료(motor symptom) 장원혁(성균관의대)

파킨슨병의 non-motor 증상에 대한 치료 정세희(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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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상 예방 활동

대한노인재활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함께하는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일자: 2011년 9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주관: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노인회

후원: 대한재활의학회, 보건복지부

사회: 김준성(대한노인재활의학회 홍보이사)

개회사 한태륜(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장)

기념사 이심(대한노인회 회장)

축사 김세주(대한재활의학회 회장)

이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현(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국장)

낙상 예방이 중요한 이유 김미정(대한노인재활의학회 총무이사)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김동휘(대한노인재활의학회 연구이사)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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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Geriatric Rehabilitation 2011; 1: 106-110

노인, 가족 및 도우미들을 위한 노인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양승남 • 김태곤1 • 김리나2 • 류주석3 • 박근영4 • 복수경5 • 신용일6 •  
유승돈7 • 한지아8 • 김동휘 • 김미정1 • 김준성4 • 이양균9 • 한태륜1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1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2삼육 의료원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3차의과대학 분당 차병원 재활의학교실, 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5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6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7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8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9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10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Fall Prevention Guidelines for Elderly, Families,  
and Caregivers

Seung Nam Yang, M.D., Taikon Kim, M.D.1, Lina Kim, M.D.2, Ju Seok Ryu, M.D.3,  
Geun-Young Park, M.D.4, Soo-Kyung Bok, M.D.5, Yong-Il Shin, M.D.6, Seung Don Yoo, M.D.7,  

Zee-A Han, M.D.8, Dong Hwee Kim, M.D., Mi Jung Kim, M.D.1, Joon Sung Kim, M.D.4,  
Yang Gyun Lee, M.D.9 and Tai Ryoon Han, M.D.10

Department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san 425-707, Korea, 
1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133-792, Korea,  

2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Sahmyook Medical Center Seoul Hospital, Seoul 130-711, Korea, 3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Bundang 463-070, Korea, 4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137-701, Korea, 5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7-721,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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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s a brief and easy summary of the Korean Academy of Geriatric Rehabilitation 
Medicine Guidelines for Falls Prevention (2011). This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falls 
prevention in elderly, which may be used by old people, their families, and caregivers, and 
includes the recommendations for falls prevention. The related resources are presented on the 
Korean Academy of Geriatric Rehabilitation Medicine’s Web site (http://kag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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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지 역사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Geriatric Rehabilitation)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의 공식학술지로서 

노인재활의학 전 분야의 임상,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발간하는 동료 평가(Peer review)  

학술지이다. 2011년 6월 창간호가 발간된 이후 현재까지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본 학회지는 원저, 

종설, 증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노인재활 관련 논문을 투고 받고 있으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투고

가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의 발간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초대 편집위원장은 임길병  

교수(인제의대)이며, 간사는 이호준 교수(동국의대), 위원으로는 김덕영 교수(차의대), 김용균 교수 

(관동의대), 김현정 교수(을지의대), 임상희 교수(관동의대), 오민균 교수(경상의대)로 총 7인으

로 구성되어 2010년 시작되었다. 이후 2012-2013년 2기 편집위원회로 2기 편집위원장 김용욱 교수

(연세의대), 간사는 이호준 교수(동국의대), 기존의 위원에 김은주 교수(국립재활원), 박지웅 교수 

(순천향의대), 좌경림 교수(부산의대), 한재영 교수(전남의대)가 들어와 총 11명이 되었다. 이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제3기 편집위원회로 편집위원장 김창환 교수(인하의대), 간사는 좌경림 

교수(인하의대), 위원으로는 복수경 교수(충남의대), 양승남 교수(고려의대)가 추가로 합류하여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노인재활의학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 논문을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편집위원장과 간사가 논문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위원들이 논문 심사를 하여 노인재활에 관련한 논문을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에 실어왔다. 

이후 대한재활의학회 전문의 시험 공식 유관 학회지로 2014년부터 인정 받아 전공의 논문게재

지에 포함되었다. 

현재까지 출판된 학회지는 2011년 6월 창간호가 출간된 이후 2019년 9월에 발간한 9권 2호까지 



1413부. 학회지

발간되었다.

편집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학회지 발간

2) 투고 논문 심사 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

3) 투고 규정 제정 및 논의

4)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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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뇌질환 환자에서 나타나는  

보행동결

KGR 
2011-9

2011-11-11 2011-12-05 2011-12-01 종설 이인식 건국의대  

재활의학과

노화에 따른 운동능력의 변화

KGR 
2011-10

2011-11-14 2011-12-07 2011-12-01 종설 최인성, 

이삼규

한재영 전남의대  

재활의학과

치매 방지를 위한 운동 요법

KGR 
2011-11

2011-11-15 2011-12-09 2011-12-01 종설 송선홍 울산의대  

재활의학과

낙상의 분류 및 위험 요인, 평가

KGR 
2011-12

2011-11-23 2011-12-08 2011-12-01 종설 장성호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대화형 비디오 게임(Interactive Video 

Game)을 이용한 재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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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R 
2011-13

2011-11-24 2011-12-09 2011-12-01 종설 김동환 경희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의 운동 처방

KGR 
2011-14

2011-11-25 2011-12-07 2011-12-01 종설 양승남 김동휘 고려의대  

재활의학과

노인, 가족 및 도우미들을 위한 노인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

KGR 
2011-15

2011-12-09 2011-12-19 2011-12-01 원저 박언진 장성호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척추측만증과 하지근 과긴장의 유병률 

조사

 2권(2012년)

1호

　

KGR 
2012-1

2012-05-19 2012-05-31 2012-06-01 종설 유승돈 경희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의 뇌졸중 재활: 흔한 문제 중심

KGR 
2012-2

2011-11-23 2012-05-30 2012-06-01 종설 장성호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노인과 낙상

KGR 
2012-3

2012-05-30 2012-06-02 2012-06-01 종설 양은주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노인 암 생존자를 위한 운동

KGR 
2012-4

2012-05-15 2012-05-30 2012-06-01 종설 정선주 울산의대  

신경과

파킨슨병의 원인과 임상진단

KGR 
2012-5

2012-05-18 2012-05-31 2012-06-01 종설 오응석 김종민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파킨슨증의 치료

KGR 
2012-6

2012-05-31 2012-06-02 2012-06-01 종설 김형섭 김용욱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자세이상 및 

보행장애의 재활

KGR 
2012-7

2012-05-22 2012-06-02 2012-06-01 종설 오병모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파킨슨병의 통증 및 연하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KGR 
2012-8

2012-05-30 2012-06-18 2012-06-01 종설 김창환 인하의대  

재활의학과

경도 파킨슨병 환자의 장애물 보행에 

대한 연구 - 예비연구 -

2호 KGR 
2012-9

2012-11-15 2012-12-04 2012-12-01 종설 서정환 전북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KGR 
2012-10

2012-11-23 2012-12-03 2012-12-01 종설 하용찬 중앙의대  

정형외과

노인에서 발생한 고관절 주위 골절의 

수술적 치료

KGR 
2012-11

2012-11-28 2012-12-05 2012-12-01 종설 김동휘 고려의대  

재활의학과

고관절 골절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최신 치료지침

KGR 
2012-12

2012-11-20 2012-12-10 2012-12-01 종설 이규훈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슬관절 치환술 후 재활

KGR 
2012-13

2012-11-21 2012-12-05 2012-12-01 종설 이홍재 인제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 발목과 하퇴 골절 후 재활  

치료

KGR 
2012-14

2012-11-29 2012-12-07 2012-12-01 종설 김형국 장성호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비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양측 손과 

발의 피부 온도 차이

KGR 
2012-15

2012-11-12 2013-12-07 2012-12-01 증례 오민균 경상의대  

재활의학과

노인 환자에서 패혈성 쇼크와 파종성 

혈관 내 응고 후 발생한 대칭성 말초 

괴저 1예

 3권(2013년)

1호 KGR 
2013-1

2013-05-01 2013-06-10 2013-06-01 종설 한은영 제주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의 심혈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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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R 
2013-2

2013-05-29 2013-06-07 2013-06-01 종설 임상희 관동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의 심장재활

KGR 
2013-3

2013-06-12 2013-06-13 2013-06-01 종설 최원아 연세의대  

재활의학과

노화에 따른 호흡기능의 변화

KGR 
2013-4

2013-06-10 2013-06-12 2013-06-01 종설 김동현 한림의대  

재활의학과

노인 호흡기 질환의 재활치료

KGR 
2013-5

2013-06-03 2013-06-07 2013-06-01 종설 김용균 관동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 연하 기능의 변화

KGR 
2013-6

2013-06-07 2013-06-10 2013-06-01 종설 차동연 동국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의 연하장애: 관리와 영양학적 

측면

2호 KGR 
2013-7

2013-12-10 2013-12-16 2013-12-01 종설 구남이 동국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의 약동학 및 약물 처방 원칙

KGR 
2013-8

2013-10-16 2013-10-30 2013-12-01 종설 김형섭 김용욱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치매의 약물치료

KGR 
2013-9

2013-11-07 2013-11-08 2013-12-01 종설 윤동환 경희의대  

재활의학과

골다공증의 약물치료

KGR 
2013-10

2013-11-05 2013-11-11 2013-12-01 종설 김창오 연세의대  

내과

노인 호흡기질환에서의 항생제 치료

KGR 
2013-11

2013-10-11 2013-10-23 2013-12-01 종설 김현옥 경상의대  

내과

노인 관절염의 약물 치료

KGR 
2013-12

2013-10-02 2013-10-16 2013-12-01 종설 김진택 을지의대  

내과

노인 당뇨병의 경구 약제 치료

KGR 
2013-13

2013-11-05 2013-11-08 2013-12-01 종설 이은신 경상의대  

재활의학과

노인 뇌졸중 재활: 내과적 합병증에  

대한 발병률과 위험요인

 4권(2014년)

1호

　

KGR 
2014-1

2014-06-01 2014-06-29 2014-09-01 종설 김민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치매의 정의와 진단과정

KGR 
2014-2

2014-06-05 2014-07-03 2014-09-01 종설 한수정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치매의 역학과 병인

KGR 
2014-3

2014-09-10 2014-09-17 2014-09-01 종설 김광동 오병모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간이정신상태검사 및 신경심리검사를 

사용한 인지기능의 평가

KGR 
2014-4

2014-06-05 2014-06-29 2014-09-01 종설 장원혁 성균관의대  

재활의학과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KGR 
2014-5

2014-07-25 2014-08-08 2014-09-01 종설 김형섭 김용욱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치매의 재활치료 및 비약물치료

 5권(2015년)

1호

　

KGR 
2015-1

2015-01-02 2015-02-09 2015-03-01 종설 이승환 한양의대  

이비인후과

노인에서의 말초성 현훈

KGR 
2015-2

2014-12-29 2015-01-30 2015-03-01 종설 이원재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노인에서의 약물에 의한 어지럼증

KGR 
2015-3

2015-01-03 2015-02-05 2015-03-01 종설 좌경림 김창환 인하의대  

재활의학과

중추성 어지럼의 진단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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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R 
2015-4

2014-07-24 2014-08-08 2015-03-01 종설 김종문 김형섭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어지럼증의 재활치료

KGR 
2015-5

2015-01-10 2015-02-10 2015-03-01 원저 권범선, 

이호눈, 

양동찬

남기연 동국의대  

재활의학과

새로운 기침보조기의 호흡재활치료  

효과

2호 KGR 
2015-6

2015-07-31 2015-08-16 2015-09-01 종설 오한진 비에비스  

나무병원

비타민, 건강식품, 디톡스

KGR 
2015-7

2015-08-03 2015-08-17 2015-09-01 종설 문송미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노인의 예방접종

KGR 
2015-8

2015-07-29 2015-08-15 2015-09-01 종설 김광민 아주의대  

가정의학교실

남성 갱년기

KGR 
2015-9

2015-08-01 2015-08-18 2015-09-01 종설 김영우 송기민 한양의대  

보건학과

퇴직 이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생애 설계

KGR 
2015-10

2015-08-04 2015-08-11 2015-09-01 종설 최용민 임선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의 어지럼증 및 평형계의  

해부학 및 생리

 6권(2016년)

1호

　

KGR 
2016-1

2016-02-08 2016-02-27 2016-03-01 종설 임성훈 김준성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중심으로  

한 골다공증 치료

KGR 
2016-2

2016-02-14 2016-02-25 2016-03-01 종설 오민균 경상의대  

재활의학과

노인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중심으로

KGR 
2016-3

2016-02-15 2016-02-25 2016-03-01 종설 좌경림 김창환 인하의대  

재활의학과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약들

KGR 
2016-4

2016-02-16 2016-02-28 2016-03-01 종설 최희은 인제의대  

재활의학과

비타민 D와 K2를 적용한 골다공증  

치료

KGR 
2016-5

2016-02-17 2016-02-28 2016-03-01 종설 이호준 동국대 일산

병원 재활의

학과

골다공증의 운동치료

2호 KGR 
2016-6

2016-08-09 2016-08-27 2016-09-01 종설 정수진 서경호 동탄성심병원 

재활의학과

골형성제를 사용한 골다공증의 치료

KGR 
2016-7

2016-08-14 2016-08-29 2016-09-01 종설 방희제 충북의대  

재활의학교실

노인에서의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의한 이차성 골다공증

KGR 
2016-8

2016-08-15 2016-08-29 2016-09-01 종설 유승돈 경희의대  

재활의학교실

뇌졸중 후 골다공증 환자의 임상 양상

 7권(2017년)

1호 KGR 
2017-1

2017-01-02 2017-01-27 2017-03-01 종설 문명훈 신명준 부산의대  

재활의학과

근감소증에 대한 운동과 영양 측면에

서의 재활의학적 접근

KGR 
2017-2

2017-01-03 2017-01-28 2017-03-01 종설 이승열 순천향의대 

재활의학과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따른 근감소증의 

생물표지자

KGR 
2017-3

2017-01-06 2017-01-30 2017-03-01 종설 김대영 박기덕 가천의대  

재활의학과

노화와 만성 질환에서의 근감소증

KGR 
2017-4

2017-01-02 2017-01-25 2017-03-01 원저 엄경은 이종민 건국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의 이동능력(Mobility) 평가 방법: 

체계적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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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R 
2017-5

2017-01-04 2017-01-29 2017-03-01 증례 양서연 김원 울산의대  

재활의학과

간이식을 받은 후의 근감소증에서의 

재활치료: 증례보고

2호 KGR 
2017-6

2017-07-02 2017-07-27 2017-03-01 종설 이상윤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근감소증의 포괄적인 평가

KGR 
2017-7

2017-07-03 2017-07-28 2017-09-01 종설 김우진 박영숙 인제의대 

재활의학과

노쇠 및 노쇠와 연관된 인자들

KGR 
2017-8

2017-07-06 2017-07-30 2017-09-01 종설 김돈규 중앙의대  

재활의학과

현재 개발 중이거나 연구 중인 근감소

증에 대한 약물

KGR 
2017-9

2017-07-04 2017-07-29 2017-09-01 증례 김은석 정한영 인하의대 

재활의학과

파킨슨병 환자에서 낙상과 연관된 비골 

신경병증과 횡문근융해증후군: 증례보고

 8권(2018년)

1호 KGR 
2018-1

2018-02-02 2018-02-27 2018-03-01 종설 오승렬 임재영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게 운동 시 고려 사항과 운동 

효과

KGR 
2018-2

2018-02-03 2018-02-28 2018-03-01 종설 배하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에서의 운동처방

KGR 
2018-3

2018-02-06 2018-02-18 2018-03-01 종설 김지용 임길병 인제의대 

재활의학과

노인의 스포츠 손상과 예방

KGR 
2018-4

2018-02-02 2018-02-25 2018-03-01 원저 차은겸 신명준 부산의대 

재활의학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IT 융합 기능

성 게임 훈련 효과 검증

KGR 
2018-5

2018-02-02 2018-02-25 2018-03-01 원저 문명훈 신명준 부산의대 

재활의학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신체 기능에 

대한 단면 연구

KGR 
2018-6

2018-02-04 2018-02-28 2018-03-01 원저 정혜원 한수정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뇌졸중 환자의 영양 상태 및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면 연구

2호 KGR 
2018-7

208-06-28 2018-08-14 2018-09-01 원저 이종민 김동아 국립재활원 

재활의학과

뇌졸중 환자의 운전인지지각능력평가

를 위한 선별 검사

KGR 
2018-8

2018-06-30 2018-08-16 2018-09-01 원저 김용민 오기영 순천향의대 

재활의학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한 한국 

노인의 우울증과 빈혈의 상관 관계

KGR 
2018-9

2018-08-01 2018-08-23 2018-09-01 원저 이종원 이종민 건국의대 

재활의학과

노인 환자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퇴원 후 기능적 이동 능력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KGR 
2018-10

2018-07-13 2018-08-01 2018-09-01 증례 김은석 김창환 인하의대 

재활의학과

파킨슨병 환자에서 고관절 골절

KGR 
2018-11

2018-07-29 2018-08-03 2018-09-01 증례 김동주 한재영 전남의대 

재활의학과

머리떨굼 증상이 있는 파킨슨병에서 

재활치료 중재: 증례보고

KGR 
2018-12

2018-07-15 2018-08-17 2018-09-01 증례 한 용 김현정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척추골절 진단 

을 받은 노인 환자에 대한 사례 연구

KGR 
2018-13

2018-08-01 2018-08-20 2018-09-01 증례 구현정 임선 가톨릭  

부천성모  

재활의학과

고형종양과 연관된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노인에서의 연하장애에 대한  

증례보고

 9권(2019년)

1호

　

KGR 
2019-1

2019-01-03 2019-01-303 2019-03-01 종설 양미령 전진만 경희의대 

재활의학과

재활의료기관에서의 노인 포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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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게재승인일 출판일 원고 종류 주저자 교신저자 소속 논문 제목

KGR 
2019-2

2019-02-10 2019-02-20 2019-03-01 종설 강효정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집중치료 후 증후군과 재활

KGR 
2019-3

2019-01-26 2019-02-04 2019-03-01 원저 유영환 좌경림 경희의대 

재활의학과

뇌졸중 환자에서 섬망이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

KGR 
2019-4

2019-01-02 2019-01-27 2019-03-01 원저 유명철 유승돈 경희의대 

재활의학과

골다공증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서  

정맥 내 또는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의 효과

KGR 
2019-5

2019-01-04 2019-01-26 2019-03-01 증례 유영환 좌경림 인하의대 

재활의학과

우측 방사관 경색에 의해 발생한 Foix-

Chavany-Marie 증후군: 증례보고

2호 KGR 
2019-6

2019-07-27 2019-08-02 2019-09-01 종설 김은주 국립재활원 

재활의학과

파킨슨병 환자의 ICF 기반 기능 평가

KGR 
2019-7

2019-06-27 2019-07-02 2019-09-01 원저 김소중 고성화 부산의대 

재활의학과

편마비 뇌졸중 환자에서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을 이용한 체성분의 비교

KGR 
2019-8

2019-07-03 2019-07-17 2019-09-01 증례 임주영 정한영 인하의대 

재활의학과

Holmes 진전에 대한 반복 두개자기 

자극치료

KGR 
2019-9

2019-06-15 2019-07-15 2019-09-01 증례 임주영 정한영 인하의대 

재활의학과

양측 Opercular Syndrome 환자에서 

TMS를 이용한 연하장애의 원인관찰: 

증례보고

KGR 
2019-10

2019-06-29 2019-07-30 2019-09-01 증례 이원철 문자영 건양의대 

재활의학과

하반신 마비가 동반된 장티푸스균에 

의한 감염성 척추염 1례: 증례보고

KGR 
2019-11

2019-07-03 2019-08-10 2019-09-01 증례 황상원 신지철 연세의대 

재활의학과

하퇴 절단 및 다발성 골절 환자에서 

의지 및 보조기 장착을 통한 조기  

기립 훈련: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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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지 투고규정

제정: 2010년 10월 23일

1차 개정: 2014년  5월 26일

2차 개정: 2020년  7월  6일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정규 학술지로서 노인재활의학 전 분야의 임상,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년 2회 게재한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Geriatric 

Rehabilitation이다.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126:36-47, http://acpoline.org)’을 근간으로 작성되었 

으며 본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원고의 채택  

여부 및 게재 순서는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논문

의 윤리성, 정당성, 독창성과 학술적 의의 등을 심사하며 내용의 정정, 보완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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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1) 투고 자격과 저자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정회원, 준회원이나 노인재활의학과 관련된 모든 임상과  

기초 연구를 수행한 자 중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논문의 저자는 연구에  

충분히 참여하고 연구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의 자격은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하였거나 원고의 작성에 공헌하고, 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논문의 주 저자(책임연구자)는 교신저자와 제1저자를 

주 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는 심사 진행 중에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락 및 수정을 직접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복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리고 그 외의 

저자들도 실제 연구에 참여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1저자나 교신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그 외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노인재활의학에 관련되는 분야의 원저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한다.

(3) 중복 게재와 이차 게재

윤리 규정 및 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 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 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 라인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을 따른다. 제출된 원고 

와 동일한 또는 상당 부분 중첩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원고 전체나  

원고의 중요한 부분, 표, 그림 등이 다른 학술지와 기타 정기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단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 

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이차 게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이차 출간한  

논문 표지의 하단에 이 논문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술해야 한다. 중복 게재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학술지에 중복 게재  

고지, 게재 취소 및 향후 게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 이해관계

저자는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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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따라서 원고를 제출할 때에 표지 다음 장에 이해관계에 관한 공지문을 추가하여야 한다.

(5) 윤리 규정

연구 대상이 사람인 논문의 경우 연구 참여 중 정신적, 신체적 위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www.wma.net)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험자 또는 보호자

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 

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제시해야 하며,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규정이

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는 해당 병원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 시 환자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저작권 양도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 속하며,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학회지 발간과 원고 접수

본 학회지는 연 2회 (5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하며, 게재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접수된 원고

는 논문 체재검사를 거친 후에 원고의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원고의 게재 승인일은 심사

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8) 원고의 제출

원고를 처음 제출할 때는 접수용으로 ① 표지, ② 원고 1부, ③ 논문 게재 신청서 및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 ④ 논문접수시 점검표를 파일로 제출한다. 논문 게재 신청서, 저작권에 대한 동의

서 및 논문 점검표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동의서에

는 논문의 제목, 날짜, 모든 저자(들)의 이름, 소속기관명 및 주소, 전화번호와 모든 저자들의 친필  

서명을 기록해야 하며, 교신저자명, 교신저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를 기록 후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이나 그림은 파일(예: jpg, gif, tif 혹은 Microsoft Office 

Powerpoint 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첨부 파일 제목은 투고한 논문 제목과 일련번호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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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다(예: 노인 치매환자의 재활-Fig 1.jpg). 논문 점검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표시된 사항과  

실제 접수된 논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단 반송한 뒤 저자가 투고  

규정을 준수케 한 뒤 원고를 다시 투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결정된 원고

는 편집위원회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사진이나 그림은 그림 파일 (예: jpg file, bmp file, etc; 

300dpi이상)형식으로 전자 메일로 제출한다. 인쇄소에서 제작된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

야 하고, 최종 교정을 의뢰 받은 저자는 일주일 내로 교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 

위원장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9) 원고의 심사와 수정

접수된 모든 원고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2인

이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1) 게재 확정 2) 보완 후 게재 3) 보완 후 재심, 4) 게재 불가 

로 결정한다. 보완 후 게재 혹은 재심으로 판정 받은 경우 교신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수정내용을 “교정내역서”에 요약하여 제출하며, 새 원고에는 수정된 부분을 적색  

글씨 혹은 형광 음영 등으로 표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편집위원회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방침에 따라 

원고의 자구와 체제를 고칠 수 있다. 영어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내용 

외의 영문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 

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통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

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 포기로 간주한다. 채택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종류, 게재 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10) 게재 및 별책 인쇄 본 비용

원저 및 증례보고에 있어서는 도안료 및 제판비와 그 밖의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

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투고 원고 작성

(1) 원고의 형태

원고는 아래 한글이나 MS word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A4 편집

용지의 한쪽 면에 사방 3cm의 여백을 두고, 글자 크기는 전산 프로그램의 크기 12로 하고 행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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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한글 프로그램의 줄 간격 200%, MS word 프로그램의 줄 간격 double space)으로 하여 작성

해야 한다. 모든 원고는 초록부터 순서대로 쪽수(page)를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2) 사용 언어 및 측정 단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 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최신판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한글 원고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  

용어, 고유 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부득이 외국어로 사용할 때에는  

대소문자의 구별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고유 명사, 지명, 인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

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를 처음 기술할 때에 번역어 다음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도량형은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고, 온도는 섭씨로 

기록한다. 방사선학적, 혈액학적 또는 임상 화학적 측정치는 국제 단위 체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의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ttp://physics.nist.gov/cuu/Units/index.

html 참조).

(3) 영문의 약어

영문의 약어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본문 내에서 2회 이상 쓰일 때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약어

를 사용할 경우는 본문 내 최초 단어에서 원어와 그 약어를 기술한다. 다음 예와 같이 사용한다. 

(예; “---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를 이용하여--”로 기술하고, “motor evoked 

potential” 대신 “MEP”를 이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널리 알려진 한글 용어가 있는 경우  

영문 약자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4) 띄어쓰기

표준 띄어쓰기를 준용한다(http://www.hangeul.or.kr 참조). 한글 및 영문에서 산술 부호인 ±, =, 

+, - (minus), × 등의 앞뒤는 한 칸씩 띄어 쓰고(예; 25.3 ± 1.2). 음수 표시가 아닌 글자 간의 “-” 

(hyphen)은 두 단어 사이를 띄지 않는다(예; post-stroke). 영어문장에서 “,”, “;”, “.” 및 “:” 표시  

뒤에는 한 칸씩 띄어 쓴다. 한글에서는 괄호 앞을 띄어 쓰지 않고, 영문에서는 괄호의 앞을 한 칸

씩 띄어 쓴다(예;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 (motor evoked potential)). 괄호 안에  

괄호를 넣을 경우 [ ]을 사용한다(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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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저 원고의 작성 순서 및 요령

원저 원고는 표지, 초록, 서론,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에), 참고

문헌, 표와 그림의 순서로 작성한다.

가) 표지

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원고의 국문 제목,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 기관을 각

각 줄을 바꾸어 기재한 후 영문으로 동일한 내용을 위의 순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영문  

성명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저자가 다수이면서 소속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 저자 이름 및 소속 기관 명에 

어깨번호 1,2,3 순서로 표시한다. 표지 하단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우편 

번호를 포함한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를 기록하고, 이해관계와 연구비 수혜

사항 등은 표지 다음 장에 따로 기술한다.

나) 제목(Title)

국문제목은 30자 이내로 하고 영문제목은 20단어 이내로 한다.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 

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에 관한 연구”, “---에 대한 임상적 고찰”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국문 제목은 의학용어사전(대한의사협회 편저)에 있는 한글을 기재함

을 원칙으로 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괄호 안에 영어를 기재한다. 적절한 한글 번역어가  

없어 영어 단어를 한글 제목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어 첫 자는 항시 대문자로 기술

한다. 영어 제목의 명사, 형용사(본동사, 부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기술하고, 제목 내의 

약물명은 반드시 일반명(generic name)으로 기록하고 상품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초록(Abstract)

영문으로 작성하며 양식은 목적(Objective),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

(Conclusion)의 4항목으로 나눈 규정(structured)된 형식으로 250 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각 양식에서는 연결된 문단으로 기술하며, 결과에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다. 초록 하단에는 Index Medicus의 주제색인(MeSH: Medical Subject Headings)을 참고하

여 5개 이내의 Key Words를 알파벳 순으로 첫 자를 대문자로 하여 작성하며 각 용어는 (,)

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서론(Introduction)

연구의 목적을 간결,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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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

마) 연구대상 및 방법(Materials & Methods)

연구대상 및 방법을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술하되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 경우에 각 군에 대한 채택 기준

과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기자재나 시약의 경우 이름과 괄호 안에 제조회사,  

도시 및 국가를 표기한다(예: Flow Cytometer (Coulter Electronic Inc., New York, USA). 원고  

심사를 할 때에 저자의 소속이 노출될 만한 기관명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소제목은 1), 

(1), 가), (가)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계를 기술할 때 이용한 통계법과 사

용한 프로그램명을 기술하고 유의수준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바) 결과(Results)

연구 결과는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만을 기술한다.  

소제목은 1), (1), 가), (가)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과에 대한 통계적  

의의를 기술하고, 표와 그림을 사용할 경우 본문에는 중요한 경향과 요점을 기술한다.  

값은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오차로 기술하며, P값의 P는 소문자를 사용한다(예;  

p ＜ 0.05).

사) 고찰(Discussion)

고찰은 역사적, 교과서적인 내용 혹은 연구 목적과 결과에 관계없는 내용은 가능한 줄이

고 연구 목적에 합당하고 요약 또는 결론 유도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저자의 결과와 비교  

해석하여 기술해야 한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서론과 결과의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아) 결론(Conclusion)

결론은 단순한 결과의 나열을 지양하고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새로운 내용을 연구의 목적

과 연관시켜 간결하게 언급한다.

자)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필요한 경우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 학회 발표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 연구 기여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료 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 처리, 실험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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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기록하며, 중요한 것만을 기록하여 40개 이내로 

인용 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어깨번호를 사용하고, 어깨번호에

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연속되는 일련번호는 “-”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어깨번호는 이름이 인용된 경우는 조사 앞에 윗 첨자를 붙이고, 문장의 경우 마침표 및  

쉼표 다음에 어깨번호를 붙인다. 본문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을 가급적 기술

하지 않고 어깨번호를 이용하나 인용문헌의 저자를 기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만 사용 

하며 2인 저자까지는 모두 기술하고 3인 이상은 “등”을 사용하여 표기한다.(예: 1인: 김1

은, 2인: 박과 정2은, 3인 이상: David 등3은) 국내 문헌의 저자를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에

는 한글로 표시한다.(예: 김 등1은 뇌졸중 환자들에서 재활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 문헌은 영문저자명은 last name은 모두 쓰고 first 및 middle name은 첫 자만 대문자로 

붙여 쓴다. 국내 문헌도 영문으로 기재한다. 저자명은 6인 이하인 경우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는 최초 6인 이후에 “et al”로 끝맺는다. 게재 예정으로 채택되었지만 출판

되지 않은 논문은 몇 월 발표 예정이라는 단서를 권, 쪽 항 에 넣고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약자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자를 사용한다. 만약 Index Medicus

에 없는 경우에는 출판된 원래의 이름대로 기록한다. 다음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의

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의 표기 양식을 따른다.

(가) 정기학술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연도; 권수: 쪽수

(예: Fried LP, Tangen CM, Walston J, Newman AB, Hirsch C, Gottdiener J, et al.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2001;56:146-157)

(나) 기관이 저자인 정기학술지: 기관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년도;권수:페이지수 

(예: Diabetes Prevention Program Research Group. Hypertension, insulin, 

and proinsulin in participants with impaired glucose tolerance. Hypertension 

2002;40:679-686)

(다)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명; 발행연도:쪽수 

(예: Frontera WR, Silver JK, Rizzo TD. Essential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nd ed, Philadelphia: Saunders; 2008:579-582)

(라) 단행본의 장(Chapter) 인용: 저자명. 장명. In: 저자명, editor(s). 도서명.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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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판사명; 발행연도:페이지 수 

(예: Sinaki M.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In: Braddom RL, editor.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3rd ed, Philadelphia: Saunders; 2007:929-950)

(마)  학술대회 회보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연도 및 개최일시; 개최도

시, 개최 국가. 발행지: 출판사명; 발행년도 

(예: Harnden P, Joffe JK, Jones WG, editors. Germ cell tumours V. Proceedings 

of the 5th Germ Cell Tumour Conference; 2001 Sep 13-15; Leeds, UK. New York: 

Springer; 2002)

(바) 위논문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dissertation]. 발행지: 출판사명, 발행년도 

(예: Borkowski MM. Infant sleep and feeding: a telephone survey of Hispanic 

Americans [dissertation]. Mount Pleasant (MI): Central Michigan University; 2002)

(사) 국내 문헌의 영문 작성:

(예: Park BK, Park JH, Lee HC. Effect of bilateral contraction of proximal arm 

muscle on electromyographic activity in hemiplegic patients. J Korean Acad Rehab 

Med 2006;30:13-18)

(아)  부록(supplement) 들어가는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연도;권수(부록  

권수):쪽수

(예: Geraud G, Spierings EL, Keywood C. Tolerability and safety of frovatriptan 

with short- and long-term use for treatment of migraine and in comparison with 

sumatriptan. Headache. 2002;42(Suppl 2):93-99)

(자)  기타 예시되지 않은 형태의 기재형식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nlm.nih.gov/bsd/uniform_

requirements.html)를 따른다.

카) 표(Tables)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의 표는 독립된 용지에 인쇄 

한다. 분량은 1쪽을 넘지 않는다.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표의 수는 원칙적으로 5개 이내로 제한한다. 표의 제목은 명료하게 절 또는 구의  

형태로 기술하되 표의 제목에서 관사와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의 첫 자는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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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표시한다. 표의 제목은 표 윗부분에 쓰고 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별도 설명은 표  

아래 부분에 기술한다. 표는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예: Table 1, Table 2). 

표에 사용하는 모든 약어는 표에 하단에 풀어서 설명하되, 어깨번호 없이 약자, 콜론, 원어 

의 순으로 기술한다(예: 표 속의 약어 RM -> 표의 하단에 RM: Rehabilitation Medicine).  

p값은 0.05미만인 경우에는 *, 0.01미만의 경우에는 **를 사용하고(예: * p<0.05), 별도 설명

은 다음의 부호들(*, †, ‡, §, ||, ¶, **, ††, ‡‡)을 순서대로 사용한다. 표를 작성할 때

에 가로줄은 3개만 사용하는데 표의 가장 윗줄은 복선으로 하고 나머지 두 줄은 단선으로  

하며 세로줄은 사용하지 않는다.

타) 그림과 사진(Figures)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강조할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림

은 본문 내용에 나오는 순서대로 Fig. 1, Fig. 2 로 표기하고 영문으로 그림 아랫부분에  

쓴다. 그림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작성

하며,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쓴다. 설명의 둘째 줄 이하는 첫째 줄 왼쪽 시작과 맞추며 

그림 작성에 사용된 부호와 약자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

의 그림을 사용한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 

1A, Fig. 1B). 그림 및 사진 파일의 해상도는 300만 화소 이상의 jpg, gif, tif, 혹은 Microsoft 

Office Powerpoint 파일로 만들어야 한다. Fig. 1A, Fig.1B 등과 같이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을 사용한 경우는 한 개의 이미지로 통합하여 만들어야 한다. 이미 출판된 

Figure, Graph 등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고,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현미경 사진의 경우 배율을 기록한다.

(6) 원저 이외의 원고의 작성 순서 및 요령

논문 작성의 일반적인 사항과 점검 사항은 원저 원고의 논문 작성 순서 및 요령에 준한다.

가)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며 소정의 심사 후 게재

한다. 영문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규정된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Key 

Words는 5개 이내, 참고문헌 50개 이내로 한다. 종설의 원고 작성 순서는 표지, 내 표지,  

초록, 서론, 본론, 결론,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에), 참고문헌, 표와 그림의 순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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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례보고

증례보고는 희귀한 질환, 증상이 기존 것과 다른 경우,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를 한 경우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원고 작성 순서는 표지, 내 표지, 초록, 서론, 증례보고, 고찰,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에), 참고문헌, 표와 그림의 순서로 작성한다. 초록은 150 단어 이내의 영문으

로 작성하며 규정된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Key Words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 서론에는 증례와 관련된 일반적 배경과 그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증례의 

임상 소견은 증례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고찰에는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하며 질환에 대한 전반적이고 장황한 문헌 고찰은 피한다. 

표와 그림의 수는 합하여 5개 이내로, 참고문헌은 20개 이내로 제한한다.



4부. 노인재활 인정의

1. 합격자 명단

2.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규정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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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

No. 지역 병원명 의사명

1 서울 대림재활요양병원 이양균

2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서경묵

3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김돈규

4 경기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김동휘

5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김미정

6 경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준성

7 인천 인하대병원 김창환

8 서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김 철

9 서울 경희대학교병원 김희상

10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박시복

11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박주현

12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서정환

13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유승돈

14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삼규

15 서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이상윤

16 서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이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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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이종민

18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조강희

19 서울 서울아산병원 최경효

20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한재영

21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강성웅

22 경남 영남권역재활병원 고현윤

23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김동환

24 경북 안동병원 김종문

25 경기 아주대학교요양병원 나은우

26 서울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27 경기 이상운재활의학과의원 이상운

28 경기 지안재활의학과의원 전영순

29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최원아

30 부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김기찬

31 김하워드

32 서울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현정

33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이규훈

34 서울 국립재활원 이아리

35 경북 안동병원 최은희

36 군의관 김원빈

37 서울 경희대학교병원 소윤수

38 서울 경희대학교병원 유명철

39 서울 경희대학교병원 윤동환

40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이규현

41 대전 브레인요양병원 이종민

42 경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이준경

43 충남 공주의료원 이형남

44 서울 경희대학교병원 전진만

※ 2021년 8월 근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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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부. 노인재활 인정의

2.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규정

제정: 2016년 11월 28일

개정: 2018년  6월 13일

개정: 2020년 12월 14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이하 본 회) 노인재활 인정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의】 

본 회가 인정하는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은 본 회 전문의사로서 노인재활 연구,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제 3 조 【인정의 관리】 

노인재활 인정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 수행은 기획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 4 조 【인정의 자격 요건】 

본 회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인증시험(이하 본 시험)에 응시자격을 가지는 회원 중, 시험에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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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을 부여한다. 응시자격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자격인정 신청 시 본회 정회원으로 본 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집담회, 리뷰코스에 참가하여 

취득한 평점의 총점이 3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2.  본 회 회원이면서 3년 이상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정

의 시험 응시 시점에서 3년 이내 취득평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3.  본 회 준회원인 전공의일 경우 수련 과정 중 1항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정회원에 준하여 응시자격

이 주어지며,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증은 본 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발부함. 

제 5 조 【연수평점】 

1. 각 연수교육의 이수 평점은 다음과 같다.

  a. 학술대회: 100점 

  b. 집담회: 50점 

  c. 리뷰코스: 75점

2. 역대 회장 및 임원진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50점)을 부여한다. 

3.  본 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본 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행사에  

연자 혹은 좌장으로 참가한 경우 1회당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4.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와 본 회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학술지에 노인재활 관련 논문과 종설을  

게재한 경우, 주저자(제1저자 및 책임저자)에 대하여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즉, 노인재활의

학회지의 경우 100점, 그 외 학회지에 대하여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5. 본 회가 수여하거나 인정하는 노인재활 관련 학술상 수상 시 매회 50점을 인정한다. 

 

제 6 조 【자격인증시험】 

1. 본 시험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2.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필요 내용을  그 시험기일 1개

월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3. 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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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기획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확정 발표하며,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5.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해당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2년간 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없다.

제 7 조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 유효기간과 갱신】 

노인재활 인정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노인재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격 갱신이 필요하

며, 관련 업무는 기획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인정의 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본 회는 인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당 인정의에게 만료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인정의는 인정의 자격증에 명시된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갱신자격 인정기준은 인정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연수교육 평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한다. 

4.  기획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의 갱신 여부를 판정하고, 자격 갱신된 자에 대하여  

본 회에서는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갱신료 5만원을 징수한다.

5.  5년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갱신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정의 자격은 정지

된다. 이러한 정지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300 평점 외에 초과 1년당 100

점을 추가하면 갱신자격이 주어진다. 정지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인정의 자격은 상실되며, 단,  

본 시험에 새로 응시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2018년 이전에 시행한 인정의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이 규정을 소급 인정한다. 





5부. 부록

회칙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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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정: 2009년 12월 16일

개정: 2010년   2월  3일

개정: 2016년  2월 23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Korean Academy of Geriatric Rehabilitation Medicine, 약자: KAGRM)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노인재활의학 분야의 연구와 검증, 교육 및 제도 마련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

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1695부. 부록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인재활의 연구발표와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노인재활의학의 교육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5) 노인재활 관련 정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자문, 건의 및 협조

6) 노인재활 관련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7) 노인재활 관련 치료기기 및 수가 등에 관한 심의, 검증 및 건의

8) 노인재활 관련 광고, 전시 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해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1.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노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소정의 입회 등

록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1. 재활의학 전공의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노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공의, 연구원,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등록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으로 평의원회 의 인준에 의한다.

4) 찬조회원: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찬조회원의 종류와 연회비는 따로 내

규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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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회원: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노인재활 관련 연구자로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본 회의 입회원서, 소정의 입회금 및 당해 연도 연회비를 제출, 납부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의사의 윤리,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만 65세 이상인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연회비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참가비를 면제 

받는다.

제9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4 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차기 회장  ..................................... 1명

3) 직전 회장  ..................................... 1명

4) 이사장  ......................................... 1명

5) 차기 이사장  .................................. 1명

6) 직전 이사장  .................................. 1명

7) 이사  ............................................ 20명 내외

8) 감사  ............................................ 2명

9) 평의원  ......................................... 5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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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 선출)

본 회의 차차기회장, 차차기이사장 및 차기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하

며 총회에 보고한다.

추천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및 이사회가 추천한 3인

(역대 회장 또는 이사장 중 1인, 현직이사 중 2인)으로 구성한다.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 총회 종료 시부터 시작하여 2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 보선)

궐위임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이사장 궐위 

시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2) 차기 회장은 다음 회기의 회장이 되며, 회의에 참여하여 회장을 도와 회무를 집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도와 회의에 참여하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분담하여 심의 처리한다.

6)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평위원회에 보고한다.

7) 이사장은 이사진 중에서 필요에 따라 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는 각각 총무, 학술, 편집, 

수련교육, 재무, 정보, 대외협력, 홍보, 연구, 법제, 정책, 기획, 보험 등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가감 할 수 있다.

8)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이사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

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15조 (자문위원회)

1) 본 학회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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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총 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학술 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평의원 ⅓이상의 요

구가 있거나 회장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각각 회의목적 및 토의사

항, 일시, 장소 등을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총회에서 제기된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여 이사

회에 전달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임무)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회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감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19조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로 20

명 내외로 한다.

3)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중 3번 이상 불참한 자는 이사자격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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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사장과 함께 학회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이사장이 위촉한 이사

들로 구성된다.

제20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년차 학술 대회 전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인준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인준 및 의결을 시행한다.

1) 총회에 보고할 제 안건의 심의와 의결

2)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인준, 보궐, 및 탄핵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선출 인준에 관한 사항

5)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를 포함한 감사 인준에 관한 사항

7) 지부 학회 인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평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어서 부의된 사항

9) 기타 본 학회 사업 수행에 중요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임무)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1) 사업 기획 및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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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및 학술대회, 강연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의 심사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 및 평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부학회 신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주요 사항

6) 기타 총회 및 학회와 관련된 사항

제24조 (임원의 발언)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7 장  평 의 원 회

제25조 (구성)

1) 평의원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 

50 명 내외 로 구성한다.

2)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회 의원이 된다.

4)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 (평의원회 개최와 의결)

1)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평의원 1/5 이상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3) 평의원회는 정원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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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평의원회의 사항)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준 및 의결을 시행한다.

1) 본 회의 차차기회장, 차차기이사장 및 차기감사에 대해 추천위원회에서 선출 결과를 인준한다.

2)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5) 지부학회 신설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주요 사항

7) 기타 총회 및 학회와 관련된 사항

제 8 장  위 원 회

제28조 (구성)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 임기와 같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

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장  재 정

제29조 (경비의 충당)

1)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수익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4) 본 회의 해산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

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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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 집행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32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징 계

제33조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1) 의료윤리를 위배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4) 기타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제 11 장  사 무 국

제34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35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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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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