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4. 17.(Wed) ~ 18. (Thur)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ㅣ공동 주최ㅣ

시 간 세션 및 주요내용 

  3. 자립하는 삶                                             ※ 사회 : 양윤선(국회방송 아나운서)

13:30-14:00  등 록

14:00-14:40  개회사 : 최경숙(한국장애인개발원장)

 환영사 : 김하중(국회입법조사처장)

             홍일표(국회인권포럼 대표 국회의원)

 축   사 : 문희상(국회의장) 

             이명수(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14:40-15:00  내빈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15:00-15:20  [기조연설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10년,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 김미연(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15:20-15:40  [기조연설 2]  
 포용과 평등에 기반한 삶을 위한 의료접근성 및 전망

  · 토마스 와타나베(아인슈타인재단 모스재활병원 뇌손상센터장)
     Thomas K. Watanabe (Clinical Director, MossRehab Stroke Center,  
      Einstein Medical Center Elkins Park, Einstein Healthcare Network) 

15:40-15:50  휴 식 

  [Session 1] 건강한 삶               ※ 사회 : 이만우(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팀장)

15:50-16:10  [발표 1- ①]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방안

  · 임종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16:10-16:30  [발표 1 - ②] 
 재활치료의 테크놀로지

  · 마이클 솔리노(모스재활병원 재활전문의,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 부교수)
     Michael Saulino (Physiatrist, MossRehab Associate professor,
     Thomas Jefferson University)

16:30-16:50  [현장토론]

16:50-17:00  휴 식

  [Session 2] 행복한 삶               ※ 사회 : 이만우(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팀장)

17:00-17:20  [발표 2- ①]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 방안

  · 배은주(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17:20-17:40  [발표 2- ②]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 정진완(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원장)

17:40-18:00  [현장토론]

시 간 세션 및 주요내용 

  [Session 3] 자립하는 삶                       ※ 사회 : 최한나(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장)

09:30-10:00  등 록

10:00-10:20  [발표 3-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0년의 이야기 “미래와 혁신을 말하다”
  · 김성태(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장) 

10:20-10:40  [발표 3-②]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가 있는 젊은 성인들의 의미 있는 취업 달성
  · 폴라 존슨(신시내티 아동병원 프로그램 전문가)
    - Paula Johnson(Program Specialist for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Medical Center)

10:40-11:00  [발표 3-③]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 고귀염(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부장)

11:00-11:20  [현장토론]

   [Session 4] 차별없는 삶               ※ 사회 : 안성준(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장)

13:30-14:00  등 록

14:00-14:20  [발표 4-①] 
 유니버설디자인 전개과정과 무장애환경 제고방안
  · 윤삼호(한국장애학회 이사)

14:20-14:40  [발표 4-②]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니버설디자인의 사례와 흐름
  ·   다카하시 기헤이(토요대학 라이프디자인학부 인간환경디자인학과 교수)
     Takahashi Gihei(Toyo University, Department of Human
     Environment Design)

14:40-15:00  [발표 4-③]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유니버설디자인 대응의 필요성
  · 류상오(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 과장)

15:00-15:20  [현장토론]

15:20-15:30  휴 식

   [Session 5] 함께하는 삶                      ※ 사회 : 고명균(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15:30-15:50  [발표 5-①]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발전방향: 중증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50-16:10  [발표 5-②] 
 발달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및 발전방향
  · 송지연(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인권강사,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 

16:10-16:30  [발표 5-③] 
 발달장애인의 삶과 자기결정: 후견과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신권철(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30-16:50  [현장토론]

16:50-17:00  폐회식

[ 2일차 ] 2019. 4. 18. (목) 9:30~17:00                           [ 1일차 ] 2019. 4. 17. (수) 13:30~18:00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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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2019년 국제컨퍼런스 :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

국회인권포럼

ㅣ문  의ㅣ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 (02-3433-4501/0696)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02-788-4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