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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주제 : Rehabilitation Research - Past, Present, and Future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

In Celebration of the 10 Anniversary of the Korea N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habilitation Research

시간
9:30~10:00
10:00~10:15

초록의 싱그러움과 함께 한해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곡식의 종자를 뿌리는 망종(芒種)

내용

발표자

등 록 (Registration)
개회사 (Opening Ceremony)

이범석 원장 (국립재활원)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조남권 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Session 1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좌장 : 이일영 부회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ealth and Function: Imperatives for Promoting Positive Community Living
Outcom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Kristi W. Hill, Deputy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2018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Better Research for Better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호승희 과장 (국립재활원 재활표준연구과)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Understanding the Nature of Disability: Health Promotion and Health Education

박소연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입니다. 무더운 여름, 연구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심포지엄은 재활연구소 개소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9년 동안 재활연구소의 사업과

10:15~11:55

11:55~12:05

재활연구소 동영상

12:05~12:20

특별공연 1 (관현맹인전통예술단)

12:20~13:30

오찬 (Luncheon)

Session 2 Rehabilitative and Assistive Technology: Current Status and Future Role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재활연구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는
재활연구소가 개소이래 10년 동안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열어가고자 ‘Rehabilitation Research – Past,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15:10~15:30

또한 재활연구소가 그간 수행한 재활연구성과 결과물을 선보이고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Technology as a Game Changer

Luc P. de Witte, Professor
(Centre for Assistive Technology and Connected Healthcare
(CATCH), University of Sheffield, UK, and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ssistive Technology in
Europe (AAATE))

Rehabilitative and Assistive Technology in NRC: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송원경 과장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

Enabling Technologies Enhanced Through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김종배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13:30~15:10

Present, and Future’이란 주제로 재활연구 동향을 나누며 국제

휴식 (Coffee Break)

Session 3 Clinical Rehabilitation Research - Toward the Future

시제품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준비했으니 바쁘시겠지만
함께 참석하시어 그간의 연구 성과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연구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견을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국립재활원장

이범석

좌장 : 박시운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Achieving Optimal Motor Gains in the Clinic Using Rehabilitation Technology

Paolo Bonato, Professor
(Dept.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Harvard
Medical School)

To Make Lives of the Disabled Easier

최 현 과장 (국립재활원 임상재활연구과)

Brain-Computer Interfaces for Motor Rehabilitation: Then, Now and Next

남창수 교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15:30~17:10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 방문석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17:10~17:20

특별공연 2 (이남현 성악가)

17:20~17:30

재활연구 우수 연구원 시상

이범석 원장 (국립재활원)

17:30

폐회 (Closing Ceremony)

이범석 원장 (국립재활원)

※ 세부일정은 행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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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Research

일시 | 2018. 6. 20.(수) 09:30~17:30
장소 |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주제 | Rehabilitation Research - Past, Present, and Future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
•3호선 동대입구역 1번 출구 (도보 5분)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도보 15분)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6번 출구 (도보 20분)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동국대입구 하차
- 녹색 지선 : 7212
- 파랑 간선 : 144, 301, 407, 420
•퇴계로 5가 하차
- 파랑 간선 : 104, 105, 421, 463, 507
- 순환 버스 : 02, 05

사전등록
서울을지로4가우체국

요금별납

원활한 심포지엄 진행을 위해 꼭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은 http://naver.me/50k31H3p 에서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자 200명에 한하여 중식 및 주차권을 제공해드립니다.
※ 사전등록 마감 : 2018. 6.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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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 901-1700 FAX : (02) 901-1930 http://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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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87 전화 : (02) 2275-1101
http://grand.ambatel.com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habilit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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