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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재활프로그램 체험 워크숍
따스한 봄 햇볕이 가득하고 식물이 성장하는
푸르른 계절에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행사에 앞서,
“국립재활원 재활프로그램 체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재활원 재활프로그램
체험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9. 5. 30.(목) 13:50~17:00, 국립재활원
- 참석대상 : 국내·외 재활분야전문가(재활의학전문의,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시 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기반 사회복귀

이번 재활프로그램 체험 워크숍을 통해 국내·외 재활관련
•재활로봇 현황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재활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13:50~15:00

●등록 비용 : 무료

찾아오시는 길

•운전재활 소개

(재활병원부 사회복귀지원과)
발표 : 송원경 과장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
발표 : 김동아 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

《나래관 3층 중강당》
•Application Status of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으로서

Assistive Devices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표 : Song Guiyun, Chief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for the People with

Assessment, CRRC)

Disabilities in China

끝없는 도전과 변화로 대한민국 장애인의 재활을 선도하는

•Community-based

국립재활원이 되겠습니다.

발표 : Zhang Shuyan, Chief

로봇 재활체험

이범석
운전 재활체험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국립재활원 하차 : 151, 마을버스 강북01
•가오리 하차 : 104, 144, 109, 1144, 1218, 1166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4번출구 : 마을버스 강북01
국립재활원 하차

Rehabilitation (CBR)

(Department of Medical Affairs,

자가운전을 이용하실 경우
[시내방면]

and Integration

CRRC)

길음동 → 삼양동 → 화계사나 4.19 국립묘지 방면 → 국립재활원

2부 국립재활원 재활프로그램 체험 (15:00~17:00)

국립재활원장

●등록 마감 : 2018. 5. 23.(목)

발표 : 김은주 과장

지원 프로그램 소개

2019년 5월

해주시기 바랍니다.(선착순 50명)
●등록 방법 : http://naver.me/5X5sYApG 클릭 후 신청서 작성

1부 국립재활원 재활프로그램 소개
•원장님 인사말

감사합니다.

●심포지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의사가 있으신 분은 사전등록

내 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전등록 안내

[내부순환도로]
월곡동 진출 → 미아사거리 → 수유사거리 → 화계사방면으로 P턴

•재활로봇짐 체험

→ 국립재활원

•로봇재활치료실 체험

[동부간선도로]

•장애인운전시뮬레이터 시연

하계 동일로 진출 → U턴 → 번동사거리 → 화계사 방면 →

•운전인지평가(CPAD)

국립재활원

•운전기능평가(DTS)
•장애인운전연습장

사회복귀 재활체험

※체험 순서는 변동 가능

•(홍보)영상 및 사진 전시
•(체험)원예, 하모니카, 재활체육

주소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TEL : 02-901-1927 FAX : 02-901-1930 http://www.nr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