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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87 전화 : (02) 2275-1101
http://grand.ambatel.com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habilitation Research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 오시는 길

Living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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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5. 24.(금)

2019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2019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세부프로그램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habilitation Research

주제 : Helping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Successful Living in Community
시간

내용

산천이 푸르름에 넘실거리고 만물이 빠르게 성장하여 가득

9:30~10:00

등 록 (Registration)

차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에 국립재활원

10:00~10:10

개회사 (Opening Ceremony)

재활연구소가 2019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Session 1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활연구소는 올해 ‘Helping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Successful Living in Community’를 주제로 한·중·일

10:10~11:50

국립재활원의 합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2009년
부터 이어져온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10년 동안
재활연구소의 사업과 비전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내외

Healthy Living in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Yoshiko Tobimatsu, President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RCD), Japan)

Introduction to Community Rehabilitation and Community Liv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hina

Huang Fubiao, Occupational Therapist
(China Rehabilition Research Center (CRRC), Chin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mmunity Care Mode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호승희 과장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왔습니다. 올해도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의 명성을 이을

12:05~13:30

오 찬 (Luncheon)

만한 재활연구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신의

Session 2 “Technology for All” in Care and Rehabilitation

아울러 재활연구소가 그동안 연구·개발한 연구성과를

Jens D. Strandbech, Project Manager
(Health Innovation Center of Southern Denmark, Denmark)

Bridging the Gap between Technology and Practice in Care and Rehabilitation

송원경 과장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

Soft Technology that Enables People with Hand Disabilities to Grasp

강병현 박사 (서울대학교 인간중심 소프트 로봇 연구센터)

Development of Gerontechnology and Future Challenges in Super-aged Society

박영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15:10~15:30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준비했으니 바쁘시겠지만

Session 3 To Get Ready for Returning Home and to Community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재활원장

휴 식 (Coffee Break)

좌장 : 이일영 부회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Cognitive Dysfunction as the Onset of Incident Depression: Implication for
Primary C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oger S. McIntyre,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Pharmacology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A Clinical Model of Community Reintegration

최 현 과장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Going Home Project in Parkside Rehabilitation Hospital

박인선 원장 (부산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15:30~16:50

감사합니다.

좌장 : 이성재 교수 (단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Health Innovation and Humanoid Robots at the Health Innovation Centre of
Southern Denmark

포스터 전시를 통해 선보이고 연구 수행 결과물인 시제품을
함께 참석하시어 장애인 재활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데

좌장 : 방문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Super-aged Society and Rehabilitation

특별공연 (Special Performance Ⅰ) -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13:30~15:10

이범석 원장 (국립재활원)

Christoph Gutenbrunner, Professor
(Department for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Hannover Medical School, Germany)

11:50~12:05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발표자

Integrative Rehabilitation Strategies for Healthy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theoretical background and models from the German health
and social system

전문가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재활연구 동향을 나누며 국제협력방안을 도모하는 좋은

사회자 : 홍미선 아나운서

2019년 5월

16:50~17:00

특별공연 (Special Performance Ⅱ) - 이남현 국립재활원 홍보대사

이범석

17:00~17:10

특별공연 (Special Performance Ⅲ) - 국립재활원 안단테

17:10~17:20

재활연구 우수 연구원 시상 (Excellence Rehabilitation Research Award Ceremony)

17:20

폐 회 (Closing Ceremony)

※ 세부일정은 행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범석 원장 (국립재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