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제2회
한국재활로봇학회
정기학술대회 
- 재활과 로봇의 만남 - 
2019.12.06(금)

주최 : 한국재활로봇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3층 대강당

* 제목 접수  : ~ 2019년 11월 30일(토)

* 초록 접수  : ~ 2019년 12월 03일(화)

* 사전등록 마감 : ~ 2019년 12월 05일(목)

* Rehabilitation robotics, Assistive robotics,
Socially interactive robotics , Brain machine
interfaces in rehabilitation, Wearable devices,
Human biomechanics ,Virtual/Augmented/
Mixed reality, Sensor technologies, Advanced
prosthetics, Others

● 회원가입 : rehabrobot.or.kr

● 사전등록 : 사전등록은 현금, 카드는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현장에서 결제 

    - 신한은행 : 100-022-043639 한창수

● 현장등록 : 현금/카드 결제 가능

● 비등록 참자가의 중식 참가비는 인당 1만원 별도 현장 납부 가능

● 학술대회 논문집 권당 2만원 추가구매 가능합니다.

행사 주요 일정

논문 모집 개요

추계학술대회 등록비

등록안내

프로그램

시간 3층 대강당 B2 중강당

08:00∼09:00 등록 이사회 / 평의원회

09:00∼10:30

Session 1(좌장 : 김덕용, 강성재)
- Key note lecture
Trend of Advanced Prosthetics
Robot Technology
:강성재(재활공학연구소)

- Oral presentation
분야 : Rehabilitation Robotics,

Advanced Prosthetics

Session 2(좌장 : 나동욱, 권대규)
- Key note lecture
Experience in wearable
technologies for rehabilitation
: 나동욱(세브란스병원)

- Oral presentation
분야 : Wearable Device,

Sensor Technologies,
Human Biomechanics

10:30~11:00

11:00∼12:00

12:00∼13:10 점심 총회

13:10~14:30

14:30~15:30

15:30~17:00

Session 3(좌장 : 김미정, 강태훈)
- Key note lecture
A human-robot interaction
perspective on assistive and
rehabilitation robotics
: 정봉근(서울대학교)

- Oral presentation
분야 : Brain-machine interface,

Assistive Robotics,
Sociallyinteractive robotics

Session 4(좌장 : 범재원, 이종하)
- Key note lecture
Application of VR in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서한길(서울대학교 병원)

- Oral presentation 
분야 : Virtual/Augmented/Mixed

Reality, Others

17:00~18:00

Coffee Break & Poster Viewing

폐회

Invited Session "Emerging technologies" (좌장 : 문인혁, 박시복)

1) Soft Robotics (서울대학교 강병현박사)

2) AI Doctor based on EKM (경희대학교 Dr. Taqdir)

Plenary session " 로봇재활의 수가화 전략“  (좌장 : 김영호, 배하석)

1)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재활로봇 적용 전략(서울아산병원 김대열교수)

2) 재활로봇 수가화 추진현황(국립교통재활병원 김태우교수)

패널토의

12월 06일 (금)

Coffee Break

사전등록

(2019.12.05.까지)
현장등록

정회원 70,000원 80,000원

준회원 (전공의) 40,000원 50,000원

학생회원 40,000원 50,000원

90,000원 110,000원

- -

구분

회원

비회원

학부생(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