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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자· 2018. 4.

20 (Fri) ~21(Sat)

｜ 장 소 · 부산 벡스코

4월 20일 (금)
09:30-10:00

워크숍 등록

15:00-15:20

Coffee break

10:00-12:00

워크숍

15:20-16:10

Poster Session

장소: 컨벤션홀 105호

16:10-18:00

Parallel Symposium I.
Exercise for Healthy People

장소: 컨벤션홀 103호

워크숍 1

장소: 206호
이양수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과제 지향적 보행 훈련
워크숍 2

좌장 : 조강희 (충남의대)

장소: 207호
3D 스캐닝, 모델링 및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상하지 보조기 제작과정
김상준 (삼성서울병원)

16:10-16:50

운동을 통한 근육 키우기 (Exercise for Muscle Hypertrophy)
김은국 (한국체대)

장소: 208호

16:50-17:20

운동을 통한 체중 줄이기 (Exercise for Weight Reduction)

워크숍 3
ABC 허리 운동: 허리가 운동을 만날 때

이상철 (연세의대)

정선근(서울의대)

12:30-13:20

등록

13:20-13:30

개회사

13:30-15:00

Plenary Session : 바람직한 우리나라 재활의료공급체계와 재활의 미래

장소: 1층 컨벤션홀 103 & 108호

17:20-17:50

쇠약 노인을 위한 운동 (Exercise for Fragile Elderly)

17:50-18:00

Q&A

16:10-18:00

Parallel Symposium II.
Physiatrist's Approach with Genetics

좌장 : 윤태식 (이화의대)
13:30-14:0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14:00-14:30

일본의 재활의료전달체계
하마무라 아키노리 (일본리하빌리테이션병원시설협회 명예회장)

14:30-14:45

재활의료전달시스템 현황분석(델파이)

14:45-15:00

패널토의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유승돈 (경희의대)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민성기(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임재영 (서울의대)

장소: 컨벤션홀 108호
좌장 : 성인영 (울산의대)
신용범 (부산의대)

16:10-16:50

전반적 발달지연 환아의 유전학적 평가

16:50-17:20

신경근육질환 환자의 유전학적 평가

장대현 (가톨릭의대)

17:20-17:50

뇌졸중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통한 회복 예측

장원혁 (성균관의대)

17:50-18:00

Q&A

18:30-       

만찬

장소: 컨벤션홀 301호

4월 21일 (토)
08:30-12:30

08:30-09:00

전공의를 위한 워크숍
주제: B
 asic Physiatric Assessment Scale with Video Demonstration II
장소: 컨벤션홀 103호

10:00-10:20

좌장: 고현윤 (부산의대), 김덕용 (연세의대)

10:20-10:30

Q&A

10:30-10:50

Coffee break

10:50-11:30

Fugl-Meyer Assessment (FMA)

양승남 (고려의대)

김재민 (가톨릭의대)

11:30-11:50

Berg Balance scale (BBS)

한은영 (제주의대)

Scale in Musculoskeletal Imaging
- Grading system for spondylolisthesis, Kellgren-Lawrence Radiologic
Grading Scale, Disc hernateion grade, Rotator cuff tear classification,
etc.
민경훈 (차의대)

11:50-12:20

Pressure Ulcer Stage, VCUG,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patients with prosthesis		
유지현 (인제의대)

12:20-12:30

Q&A

Scale for Dysphagia: PAS, ASHA-NOMS, FOIS, etc.

Scale for Conscious level
- Glagow coma scale (GCS), Rancho Los Amigo Scale
김원석 (서울의대)

박진우 (동국의대)
09:00-09:30
09:30-10:00

Scale for Pain Assessment (VAS, NRS,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