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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ⅰ

안녕하십니까? 

한국의지·보조기학회 회장 전민호입니다.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에 들어갔던 ‘한국의지·보조기학회  

20년사’가 결실을 맺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날을 멀리 내다보시고  

학회를 만들어 주신 창립 회원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회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마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학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오신 초대 신정순 회장님(2013년 작고)을 비롯하여 한태륜, 김봉옥, 

신지철 역대 회장님, 나은우 고문님, 이승호, 문한석, 이수길, 박정하, 문형근, 조일호  

협회 전 회장님, 박윤서 협회 회장님, 김장환 부회장님의 공로가 컸음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우리 학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여러 분야의 회원들로 학회가  

구성이 되어있지만, 회원들 각자가 서로 화합하며 학회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학회 내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위기가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리 회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지·보조기학회 20년사’가 선배 회원님들의  

노고를 후배 회원님들이 기억하게 하고, 화합과 협력의 역사가 미래에도 유유히  

흘러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지·보조기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20년사’의 발간을 다 함께 축하하고, 20년의 역사가 오늘의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소중히 간직합시다.

한국의지·보조기학회 회장  전 민 호

발간사



한국의지·보조기학회 20년사 ⅱ

학회 창립발기인의 한사람으로서 학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9년 11월 일본 고베 ISPO 세계대회가 학회 탄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모병원  

안용팔교수가 일본재활의학회 원로들로부터 고베대회에 한국에서 많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긴급히 소집한 성모병원 모임에 재활의학회 대표, 보장구협회  

대표 및 의지보조기사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때 안용팔, 문명성, 강세윤, 신정순, 박창일, 김봉옥, 박정하, 이수길, 박윤서,  

이승호 등이 참석했으며, 첫째, 일본 고베대회에 참석 독려 방안, 둘째, ISPO 한국지부  

설립문제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일본 고베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지부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도 2∼3차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용팔 

교수의 정년 퇴직으로 구심체를 잃은 준비모임은 10여년간 방치상태에 있다가, 故  

신정순회장님의 주도로 1998년 11월 14일 한국의지·보조기학회와 KSPO(ISPO 한국

지부) 두 단체가 정식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초창기의 당면 과제는 2000년 첫 시행 예정인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자격시험 

준비작업이었습니다. 5년이상 경력자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대신에 학회에서 주관

하는 연수교육을 80시간 이수하도록 한 경과조치에 의거, 초창기 학회 임원 대부분이 

연수교육 교재 편찬과 강사로 동원되었고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지보조기

기사 시험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학회가 정상 운영되면서 ISPO 세계대회에 많은 인원이 계속 참가하게 되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2006년초 일본 리더들로부터 한국의 APOWK  

개최를 종용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회 기금이 전무하여 대부분 이사들이 회의적이었

지만, 故 신정순회장님과 박윤서부회장의 개인적 열망이 크게 작용하여 개최를 수락

하였고 한태륜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이사들의 헌신으로 2006년 11월 18-19일 

개최된 서울 APOWK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적자를 예상했던 행사가 

기대하지 않았던 5천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학회 재정에 도움이 되었고, 항상 근엄

하기만 하셨던 故 신정순회장님을 잠시 기쁘게 해드렸다는 사실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  박 윤 서

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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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년사 발간 및 기념 행사를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국제의지보조기학회 한국지회 탄생 30주년도 함께 축하드립

니다. 또한 20년이라는 지난 세월 동안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노력

하신 전임 및 현 회장님과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지·보조기학회는 1988년 국내 재활의학과 의사들 및 의지보조기 기사들의 

열정과 관심 하에 탄생하여 국내 장애인들을 위한 의지보조기 제작에 대한 발전 및 

국내 의지보조기 기사 양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6년 국제의지보조

기학회 아시아 워크숍 개최 및 2016년 아시아의지보조기학술대회 한국 개최 등을  

이루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학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 회장님이신  

故 신정순 교수님을 비롯, 한태륜 명예회장님, 김봉옥 전회장님, 신지철 전회장님 및 

전민호 현회장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학회 발전에 앞장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8년 국내 장애인 등록 수는 256만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보조기기가 필요한 

상태로 보조기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와 맞물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수요들에 

대하여 한국의지·보조기학회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은 저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기대에 

한국의지·보조기학회가 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더욱 찬란히 빛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의지·보조기학회는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뒤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의지보조기 분야는 새로운 발돋움을 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지·보조기학회 20년사의 발간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지·보조기학회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지 

보조기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김 희 상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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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역사

1. 학회 창립 및 역사

1988년 국내 재활의학과 의사들 및 의지보조기 기사들의 열정 및 관심 하에 국제의지보조기학회 한국지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9월 22일 신정순 외 13명이 국제의지보조기학회 한국지회에 이어 한국의지

보조기학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1998년 10월 20일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열렸고, 

1998년 11월 14일 신정순 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박윤서 준비위원의 사회로 개회선언이 있었다. 박창일 준비위원의 창립 준비에 관한 경과보고, 신정순 준비위원

장의 인사말씀, 대한재활의학회 전세일 회장의 축사, 한국보장구협회 문한석 회장의 축사, 연세의대 정형외과

학교실 강응식주임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회칙심의 및 통과가 있었으며, 임원선출이 있었고 회장으로 신정순,  

부회장으로 문한석, 김진호가 추대되었다. 신정순 신임회장의 폐회선언이 있었다. 64명의 회원가입이 이루어

졌다. 

■ 발기인 명단(가나다 순) 14명

신정순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세브란스병원

김성우 한국보장구연구소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김진호 서울대학교병원 안경회 경희대학교병원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이수길 정립보조기

문한석 성지보조기상사 이승호 대한의수

박윤서 한국보훈병원 정무현 통합보장구상사

박정하 박의지센터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 창립 위원회 명단(가나다 순) 26명 

신정순(준비위원장) 양승한

김명회 이수길

김병식 이승호

김성우 이일영

나은우 이점복

문한석 장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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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열 정문혁

박영옥 정호영

박윤서 조일호

박정하 조종열

박창일 최병옥

손종권 하상배

신지철 한태륜

이후 1998년 12월 17일 제1차 이사회가 열렸으며 임원진 구성 및 간사를 선출하였고, 연수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9년 5월 8일 제1회 연수교육이 개최되었고, 의지보조기 관련 종사자 및 의공학 관련 종사가 약 300명이 

참석하였다. 

2001년 6월 16일 제1회 의지보조기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005년 11월 26일 제1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어, 현재까지 매년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개최되고 있다. 

2006년 6월 10일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춘계에 개최되다가 2013넌 4월부터 춘계학술

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아시아의지보조기학회(Asian Prosthetics and Orthotics Scientific Meeting, APOSM)와 활발히 교류하

였으며 격년제로 열리는 APOSM 학회에 국내 의지보조기 학회 위원들의 참석이 이루어졌다. 2006년 11월 18

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 회관에서 2006 Asian Prosthetics and Orthotics Workshop을 개최하여, 

세계 13개국의 696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2016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6 APOSM이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25개국 733명이 참석하였다. 

학술지는 편집위원회 투고규정이 마련되어 2008년부터 매년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다.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현재 우리학회는 288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의지보조기학회와 활발히 교류하며 성장하고 있다.  

2. 이사회 

이사회는 1998년 12월 17일 제1차 이사회가 열렸으며 매 분기마다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세계 ISPO 참석 지원 및 2006년 한국 서울여성플라자 회관에서 개최되었던 Asian 

Prosthetics and Orthotics Workshop, 2016년 한국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던 2016 APOSM 준비 및  

개최에 대한 안건, 의지보조기 코드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대한 중대한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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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개최 및 논의 내용 

 일시 장소 논의 안건 

1차 1998년 12월 17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원진 구성, 연회비 책정, 연수교육, 찬조금 기부

2차 1999년  3월 1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수교육 준비위원회 결성

3차 2000년 2월  8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ISPO 한국지회 이사회와 공동 개최,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제도 논의

4차 2000년 11월 10일 플라자호텔 연회비 결정, 탄자니아 회원 지원 논의

5차 2001년 4월 17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회 세미나 논의,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제도 논의

6차 2003년 3월 18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논의

7차 2004년 4월 14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ISPO 한국지회 이사회와 공동 개최, 제11차 ISPO 학술대회 참석 논의

8차 2005년 6월 16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ISPO 한국지회 이사회와 공동 개최, 총회 및 학술대회 결정, 부회장 및 이사 선임

9차 2005년 11월 7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00년 11월부터의 회무 보고

10차 2006년 2월 8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ISPO 한국지회 이사회와 공동 개최, 2005년 학술대회 및 총회 보고, 2006년  

사업계획 논의

11차 2006년 3월 24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ISPO 한국지회 이사회와 공동 개최, 2006 Asian Prosthetics & Orthotics 

Workshop 논의, 연수강좌 실행안 결정

12차 2006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ISPO 한국지회 이사회와 공동 개최, 학술대회 및 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 2007년 

ISPO 학술대회에서 한국지회의 발표 논의

13차 2006년 11월 23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ISPO 한국지회 이사회와 공동 개최, 2006년 회무 보고 및 회계 보고 승인, 2007년  

예산안 결정, 2006년 학술대회 계획안 결정, 일부 회칙 개정안 결정

14차 2007년 1월 29일 서울대학교병원 각 위원회별 행사계획 수립, 학회지 발간 논의, 연수강좌 일시 결정, 2006 

APOWK 결산 보고

15차 2007년 3월 26일 서울대학교병원 APOWK 납세처리 완료, 사업자등록증 발부, 통장 개설, 연수강좌 연제 결정,  

학회지 결정

16차 2007년 5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학회지 발간 논의, 학회 Symbol 논의,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논의, 연수강좌 등록  

현황 보고

17차 2007년 8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공학사 관련 법안 논의, ISPO 회원 등록 및 연회비 납부 논의, 학회교육 및 

연수강좌의 보수교육 인정 건 논의,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위원회 구성

18차 2007년 10월 30일 서울대학교병원 구연 및 주제발표와 총회 개최 논의, 연회비 및 학술대회 등록비 인상 논의, 학술

행사 및 연수강좌의 보수교육 인정 건 논의, 투고규정수정안 통과

19차 2008년 2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결산 보고, 춘계연수강좌 세부 안건 논의, 의지보조기기사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국립재활원과 본 학회와의 공동 주최 경과 보고, 재활보조

기구 품질 관리에 대한 공청회 토의, ISPO 각국 지부 회칙 제정 및 보고에 관한 건, 

임원임기, ISPO 추천안과 보완하여 제정하여 학회지 배부에 관한 토의

20차 2008년 5월 31일 서울대학교병원 ISPO 회원 등록 및 short course 논의, 춘계연수강좌 등록 현황보고

21차 2008년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춘계연수강좌 정산보고, 추계학술대회 진행안 의결, ISPO 연회비 미납자 처리  

논의, 보장구 가격 조사에 관한 용역 작업 진행 보고, 의지보조기 code화, 부품  

표준화, 2차 보수교육 보고 

22차 2008년 11월 11일 서울대학교병원 학술대회 및 총회, 차기 회장 및 임원진 선출 논의, 의지보조기업소 개소 관련  

법령조항 검토, 보조공학법 및 보조기구지원법의 경과보고, 국제학회 논의, 의지

보조기협회의 추계학술대회와 연수 교육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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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2009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병원 이사진 교체 논의, 의지보조기기사 1차 시험 합격률 보고, 부회장 업무 인계, 신임 

임원 및 직원 소개, 연수교육계획, 2009 사업계획 토의, ISPO 방콕 회의 참가 보고, 

북한 학생에게 남한 교과서 기증 논의,  ISPO 연회비 결정, 세무대리 수수료 보고, 

의지 청구 보험수가, 미관용과 기능성 의지 차이,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 논의

24차 2009년 5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신임 이사 추대, ISPO 2009년 연회비 보고, 연수강좌 등록현황과 평점, 강의비  

논의, ISPO에 준하여 교과목, 전문용어 정리

25차 2009년 9월 24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지보조기기사 시험 문제 수정·보완, 보조기에 관련법의 개정 현황, 홍콩 2009 

ISPO workshop 보고, 학회 홈페이지 논의, 추계학술대회 일정 결정, 제13차 ISPO  

안내, 의료기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논의, 학회지 원고 부탁, 보장구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 논의, 보장구학과의 ISPO 표준화와 의지보조기 코드화 작업 추진 건의

26차 2009년 11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2009년 결산 보고, 2010년 예산안 심의, 학회 홈페이지 논의, 임원진의 찬조금  

기부, 장애인복지법 논의

27차 2010년 3월 8일 서울대학교병원 학회 홈페이지 중간보고, 춘계연수강좌 계획 보고, 의료기기법 개정 논의

28차 2010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학회 홈페이지 시연, 제13차 ISPO 보고,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과목과 의지

보조기 용어 정리에 대한 공청회 보고, 추계학술대회 일정 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작업치료사의 보조기 제작 건 논의,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  

사업 소개

29차 2010년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추계학술대회 논의, 학회 홈페이지 논의, 장애인 복지법 및 의지보조기 수가 논의

30차 2010년 10월 25일 서울대학교병원 감사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추계학술대회 논의, 대한재활의학회 제38

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주관으로 시행한 ‘대퇴의지 워크숍’ 보고

31차 2010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형외과용 구두 관련 자문의뢰에 대한 논의, 학회 사무실  

이전 결정

32차 2011년 2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춘계연수강좌 논의, ISPO 회비 납부 논의, 이사회 구성 논의, 국가고시 논의,  

보건복지부의 정형외과용 구두 관련 자문의뢰에 대한 논의

33차 2011년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ISPO 회원 등록 보고, 의지보조기기사 국가고시 논의

34차 2011년 7월 1일 한강호텔 한강옥 의지보조기기사 국가고시 논의, 교재편찬위원장 추대 및 위원회 구성 결정

35차 2011년 9월 2일 서울역 진진바라 추계학술대회 일정 보고, 의지보조기 제작 관련 교과서 제작 관련 보고, 대한재활

의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의지·보조기 연수교육’ 경과

보고, 장애인개발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연구과제 일정 보고

36차 2011년 11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용 구두 보험급여 논의, 의사를 위한 의지보조기 워크숍 개최 논의, 

APOSM 2012 안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논의, 2011년 결산 보고

37차 2012년 3월 15일 서울역 진진바라 춘계연수강좌 논의, 해외학회 활동 논의, 의사를 위한 의지보조기 워크숍 개최 논의,  

학회지 보고, AFO 관련 건강보험공단 자문 회의

38차 2012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춘계연수강좌 명칭, 의지보조기 워크숍 개최,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워크숍 개최, 법규 개정 논의, 정형외과용 구두 임상 적응증

39차 2012년 9월 3일 서울역 진진바라 추계학술대회 논의, APOSM 2012 보고, ISPO 2013 World Congress 안내

40차 2012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총회 보고, 발목관절보조기 유형분류 관련 자문요청 회신, ISPO 2013 World 

Congress 참석 논의

41차 2013년 1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춘계학술대회 논의, 신임 이사회 구성 논의, ISPO 2013 World Congress 참석 논의

42차 2013년 4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춘계학술대회 보고, ISPO 2013 World Congress 참석 보고, 학회 사무실 이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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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차 2013년 9월 12일 서울역 진진바라 추계학술대회 논의, 명예회장 추대 논의

44차 2013년 11월 16일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보고, APOSM 2014 참석 논의 

45차 2014년 2월 17일 서울역 진진바라 춘계학술대회 논의, APOSM 2014 조직위원회 구성 논의

46차 2014년 5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춘계학술대회 보고, 차기 임원단 구성, APOSM 2014 조직위원회 구성 논의

47차 2014년 9월 1일 서울역 진진바라 추계학술대회 개최 논의, APOSM 2016 조직위원회 보고, 해외학회 공지

48차 2014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추계학술대회 논의, 총회 보고, APOSM 2016 조직위원회 보고

49차 2015년 1월 21일 서울역 진진바라 춘계학술대회 논의, 고문제도 도입에 대한 회칙변경 논의, 학회 엠블럼 제작 논의

50차 2015년 5월 9일 중앙보훈병원 한국의지보조기협회와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개최 준비,  

학회 엠블럼 제작 논의, APOSM 2016 준비위원회 보고

51차 2015년 8월 25일 서울역 진진바라 한국의지보조기협회와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준비,  

학회 엠블럼 제작 보고, APOSM 2016 준비위원회 보고

52차 2015년 11월 15일 고려대학교 APOSM 2016 실행위원회 보고, 2015년 감사보고

53차 2016년 1월 4일 온라인 회의 춘계학술대회 개최 여부 결정

54차 2016년 11일 5일 삼성동 코엑스 차기회장 및 임원진 선출, 춘계학술대회 준비, 학회지 발간 논의, 대한재활의학회 

유관학회 결정, 회계보고

55차 2017년 2월 22일 서울역 그릴 춘계학술대회 일정 및 내용 논의, 신임 이사회 구성 논의, 2016년 결산 및 2017년 

예산안 보고, 학회지 발간 논의

56차 2017년 6월 3일 건국대학교병원 춘계학술대회 현황 보고, 세무회계사무소 교체 논의, 새 학회 홈페이지 구축 논의,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 논의, 연수강좌 및 리뷰코스 개최 논의

57차 2017년 8월 23일 서울역 만복림 춘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논의, 20주년 행사 기획 논의, 

홈페이지 운영 논의

58차 2017년 11월 11일 서울아산병원 추계학술대회 중간 결산 보고, 학회지 일정 보고, 20주년 행사 기획 논의, 홈페이지 

운영 논의

59차 2018년 2월 12일 서울역 그릴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춘계학술대회 일정 논의, 20주년 행사 기획 논의, 홈페

이지 구축 논의

60차 2018년 7월 18일 서울역 그릴 춘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추계학술대회 일정 논의, 정회원증 제작 보고, 홈페이지 

구축 보고 및 운영 논의, 20주년 행사 기획 논의, 학술대회 우수 연제상 규정 논의

61차 2018년 10월 17일 서울역 그릴 추계학술대회 진행상황 보고 및 논의, 20주년 행사 기획 논의, 학회지 발간 논의,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안 보고, 홈페이지 운영 논의, 학술대회 우수 연제상 

규정 및 시상 논의, 회칙개정 논의

3. 학술대회 

2005년 11월 26일 제1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어 현재까지 매년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개최되고 있다. 

2006년 6월 10일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춘계에 개최되다가 2013년 4월부터 춘계학술대회

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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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계학술대회 2005년 11월 26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 세미나

2. 연제발표 및 특강

제1회 춘계연수강좌 2006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1. 척추측만증의 진단과 치료

2. 고전적 Boston 보조기

3. Boston 보조기 시스템

4. 척추측만증 TLSO

5. 하지부정렬증후군과 척추측만증

6. 척추측만증 밴드형 척추보조기

제2회 추계학술대회 2006년 12월 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 의지소켓과 절단단 사이의 압력

2. 보조기의 임상적 적용

제2회 춘계연수강좌 2007년 5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단하지 보조기의 최신 지견(Recent advances in AFO)

제3회 추계학술대회 2007년 11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상지의지 Upper Extremity Prosthesis

제3회 춘계연수강좌 2008년 5월 31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의 의지(성장단계에 따른 고려를 중심으로)

제4회 추계학술대회 2008년 11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의 보조기(성장단계에 따른 고려를 중심으로)

제4회 춘계연수강좌 2009년 5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당뇨 발과 당뇨성 절단에 대한 보조기와 의지

제5회 추계학술대회 2009년 11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Uncommon lower extremity amputations

제5회 춘계연수강좌 2010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척추보조기란?

제6회 추계학술대회 2010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대퇴의지(Transfemoral Prosthesis)

제6회 춘계연수강좌 2011년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단하지 보조기의 최신 지견(Recent Advances in AFO)

제7회 추계학술대회 2011년 11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 휠체어 및 자세보조기구의 의학적 고려사항 및 제작

제7회 춘계연수강좌 2012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하퇴의지

제8회 추계학술대회 2012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하지 보조기

제9회 춘계학술대회 2013년 4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상지의지

제10회 추계학술대회 2013년 11월 16일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척추 측만증·골절과 보조기

제1회 워크숍 2013년 11월 16일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하지의 생체역학검사와 발보조기(Solid foot orthosis)의 

제작

제11회 춘계학술대회 2014년 5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 하지 의지(Lower Extremity Prostheses for 

Elderly)

제12회 추계학술대회 2014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교정용 신발 및 관련 정책과 단하지 보조기

제13회 춘계학술대회 2015년 5월 9일 중앙보훈병원 상지 보조기 및 의지·보조기 재료학

제14회 추계학술대회 2015년 11월 15일 고려대학교 1부 - 자유연제발표

2부 - 의지 Session; All about Prosthetic Knees

3부 - Joint Symposium; Education and Post-graduate      

Course in Orthotics and Prosthetics Field

4부 - 보조기 Session; Orthotics in Pediatric

5부 - Assistive Technology;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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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워크숍 2015년 11월 15일 고려대학교 1부 - 1. Unity™

           슬리브 없는 높은 진공(Elevated Vacuum) 시스템

2부 - 1. Orfit

           Clinical Guideline for Hand Splint

        2. 의지 무릎의 선택 및 세팅

          (Selection and Setting of Prosthetics Knee Joint)

제15회 춘계학술대회 2017년 6월 3일 건국대학교병원 생체역학과 자세유지, 기립 및 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제16회 추계학술대회 2017년 11월 11일 서울아산병원 당뇨병성 하지절단 전후의 창상 및 통증관리에 대한 다학

제간 접근

제3회 워크숍 2017년 11월 11일 서울아산병원 주제1.  3D 스캐닝, 모델링 및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상·하지 보조기 제작과정

주제2. 하지의지의 기본정렬

제1회 리뷰코스 2017년 11월 11일 서울아산병원 1. 상지의지학Ⅰ[전완의지] - 소켓 종류 및 특징 등

2. 상지의지학Ⅱ[상완의지] - 케이블 & 하니스 시스템 등

3. 하지의지학Ⅰ[하퇴의지] -  소켓 및 현가장치

(suspension) 등

4. 하지의지학Ⅱ[대퇴의지] -  무릎관절 및 정렬

(alignment) 등

제8회 춘계연수강좌 2018년 5월 12일 서울아산병원 Gait Training for Lower Limb Prosthesis(다리의지 보행 

훈련)

제17회 춘계학술대회 2018년 5월 12일 서울아산병원 Rehabilitation Technology / Management of Arthritis 

(재활 기술 및 관절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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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역대 회장 사진

1998-2006 신정순 회장  

2006-2010 한태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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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 김봉옥 회장  

2014-2016 신지철 회장  

2016-현 재 전민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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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연혁

▶ 1998년 

1. 1998년 9월 22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발기인 총회가 있었다. 

발기인은 신정순, 김진호, 안경회, 박창일, 한태륜, 나은우, 신지철, 정무현, 이수길, 박정하, 박윤서, 

이승호, 문한석, 김성우 였으며, ISPO 한국지회에 이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창립 준비위원

회를 준비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신정순 선생을 추대하였고, 창립 총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 1998년 10월 20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창립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창립위원은 신정순, 김명회, 김병식, 김성우, 나은우, 문한석, 박광열, 박영옥, 박윤서, 박정하, 박창일, 

손종권, 신지철, 양승한, 이수길, 이승호, 이일영, 이점복, 장영재, 정문혁, 정호영, 조일호, 조종열,  

최병옥, 하상배, 한태륜 총 26명이었다. 회칙 검토 및 창립총회를 결의하였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진행하며, 창립총회 후 연수강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3. 1998년 11월 14일 연세의대 2층 243호 강의실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박윤서 준비위원의 사회로 개회선언이 있었다. 박창일 준비위원의 창립 준비에 

관한 경과보고, 신정순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씀, 대한재활의학회 전세일 회장의 축사, 한국보장구협회 

문한석 회장의 축사, 연세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강응식주임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회칙심의 및 통과가 있었으며, 임원선출이 있었고 회장으로 신정순, 부회장으로 문한석, 김진호가 추대

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정순 신임회장의 폐회선언이 있었다.

4. 1998년 12월 17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에서 임원진 구성 및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연회비 책정, 연수교육, 찬조금 기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64명의 회원가입이 이루어 졌다.

1999년

1. 1999년 1월 26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교육위원회 모임이 열렸다.

연수교육에 대한 세부일정을 의논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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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9년 3월 12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가 열렸다. 

연수교육 날짜를 정하였고, 연수교육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3. 1999년 3월 29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연수교육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연수교육의 전체주제는 ‘단하지보조기’로 하고 연자 및 연제를 결정하였다. 

4. 1999년 5월 8일 국립재활원에서 제1회 연수교육이 개최되었다.

의지보조기 관련 종사자 및 의공학 관련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하였다.

2000년

1. 2000년 2월 8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ISPO 한국지회 이사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르는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다.

2. 2000년 6월 15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교육관련회의가 열렸다. 

의지보조기기사 관련 80시간의 연수교육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다.

3. 2000년 11월 10일 플라자호텔 4층 도원에서 제4차 이사회가 열렸다.

연회비를 결정하였고, ISPO 본부에서 신청한 탄자니아 회원 지원 논의 및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2001년 

1. 2001년 4월 17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가 열렸다. 

학회세미나 및 현행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 2001년 6월 16일 연세의대 지하 강의실에서 제1회 의지보조기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특강으로 하상배 교수의 하지의지의 발전방향, 박윤서 소장의 의지보조기기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후 의지보조기기사 직무 기술에 대한 네 분 연자들의 주제토의가 있었다.

2003년

1. 2003년 3월 18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6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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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 2004년 4월 14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이사회가 열렸다.

2005년 

1. 2005년 6월 16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이사회가 열렸다

2.  2005년 9월 30일 한강호텔 1층 작업실에서 학술위원회가 열렸다. 국시원 위지보조기기사 실기시험  

문항개발 작업 및 학술대회 초안을 작성하였다.

3. 2005년 11월 7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9차 이사회가 열렸다.

4. 2005년 11월 26일 연세의대 1층 강당에서 2005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 

1. 2006년 2월 8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가 열렸다.

2. 2006년 3월 24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이사회가 열렸다. 

2006 Asian Prosthetics & Orthotics Workshop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2006년 4월 5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2006 Asian Prosthetics & Orthotics Workshop에 대하여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회

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한태륜 부회장을 조직위원장으로 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하기로 하였다. 

4. 2006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스카이라운지 제1회의실에서 제12차 이사회가 열렸다. 

2007년 ISPO 학술대회에서 한국지회의 발표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5. 2006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임상 제2강의실에서 2006년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6.  2006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 회관에서 2006 Asian Prosthetics and Orthotics 

Workshop이 개최되었다. 세계 13개국의 696명이 참석하였다.

7. 2006년 11월 23일 연세의대 재활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이사회가 열렸다. 

8. 2006년 11월 23일 연세의대 의대강의실 243호에서 2006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9.  2006년 12월 2일 연세의대 243호 강의실에서 2006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및 ISPO 한국지회 총회

가 열렸다. ‘신임회장 한태륜, 부회장 김봉옥, 보훈병원 박윤서’ 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며,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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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찬, 김현동 교수를 선출하였다. 신정순 전회장을 만장일치로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2007년 

1. 2007년 1월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스카이라운지 제1회의실에서 제14차 이사회가 열렸다.

학회지 발간에 대한 안건이 있었다. 

2. 2007년 3월 26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15차 이사회가 열렸다.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였으며, 학술지는 년1회, 발간사는 메드랑으로 하기로 하였다.

3.  2007년 5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2강의실에서 2007년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단하지 보조기의 최신지견’으로 6명의 연자, 6명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4. 2007년 5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16차 이사회가 열렸다.

2006년 이후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내용을 심포지엄 형식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5. 2007년 8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17차 이사회가 열렸다.

재활공학사 관련 법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학회교육, 연수강좌도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6. 2007년 10월 30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18차 이사회가 열렸다. 

편집위원회 투고규정 수정안이 통과되어 학술지를 책자로 발간키로 하였다. 보수교육이 2008년부터  

2년에 8시간으로 의무화 하기로 결의였다.

7.  2007년 11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2강의실에서 2007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상지의지’였다.  

2008년

1. 2008년 2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19차 이사회가 열렸다.

재활보조기구 품질 관리에 대한 공청회 관한 토의가 있었다.

2. 2008년 5월 31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20차 이사회가 열렸다.

ISPO 회원 등록 및 Short Course에 대해 논의하였다. 

3.  2008년 5월 31일 서울의대 동창회관인 함춘회관 강당에서 2008년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소아의지’였다. 

4. 2008년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스카이라운지 제1회의실에서 제21차 이사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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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Code화, 부품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 2008년 11월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스카이라운지 제1회의실에서 제22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지보조기업소 개소관련 법령조항에 대한 검토와 보조공학법 및 보조기구지원법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6.  2008년 11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 제1강의실에서 2008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

는 ‘소아의 보조기(성장단계에 따른 고려를 중심으로)’였다. 

2009년

1.  2009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23차 이사회가 열렸다. 

동년 시행된 의지보조기 1차 시험의 합격률 및 의지 청구 보험수가, 미관용과 기능성 의지 차이,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2. 2009년 5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24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진이 교체되었고 신임이사로 송준찬, 김현동, 유제청, 손병창이 추대되었다. ISPO에 준하여 교과목 

전문용어를 정리하였다(인체운동학, 재료의학, 의공학, 의학, 생체역학). 

3.  2009년 5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강의실에서 2009년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당뇨발과 당뇨성 절단’에 대한 보조기와 의지였다. 

4. 2009년 9월 24일 서울대학교병원 스카이라운지에서 제25차 이사회가 열렸다. 

학회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 인포랑이 시연하였고, 홈페이지 구축비와 유지비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보장구 학과의 ISPO 표준화와 보조기와 의지 코드화 작업 추진을 건의하였다. 

5.  2009년 11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B 강당에서 2009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흔하지 않은 하지절단’으로 연제발표를 하였다.

의지 보조기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정명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이  

특강을 하였다.

6. 2009년 11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26차 이사회가 열렸다.

2010년 

1. 2010년 3월 8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27차 이사회가 열렸다.

2.  2010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제1강의실에서 2010년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척추보조기란?’이었다.

3. 2010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28차 이사회가 열렸다.



한국의지·보조기학회 20년사 16

4. 2010년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29차 이사회가 열렸다.

5. 2010년 10월 25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30차 이사회가 열렸다.

6.  2010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2010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대퇴의지’였다. 

7. 2010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31차 이사회가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정형외과용 구두 관련 자문의뢰의 건이 논의되었다. 

2011년 

1. 2011년 2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32차 이사회가 열렸다. 

2. 2011년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33차 이사회가 열렸다.

3.  2011년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11년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단하지보조기의 최신 지견’이었다.

4. 2011년 7월 1일 한강호텔 내 한강옥에서 제34차 이사회가 열렸다.

5. 2011년 9월 2일 서울역 진진바라 한식당에서 제35차 이사회가 열렸다. 

6.    2011년 11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A강당에서 2011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휠체어 및 자세보조기구의 의학적 고려사항 및 제작’이었다.

7. 2011년 11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A강당에서 2011년 정기총회가 였렸다.

8. 2011년 11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36차 이사회가 였렸다.

정형외과용 구두 보험급여 관련건에 대해 한국의지보조기협회와 본학회가 협의하여 공동의 의견을 내놓

기로 하였다.

2012년 

1. 2012년 3월 15일 서울역 진진바라 한식당에서 제37차 이사회가 열렸다.

2.  2012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12년 춘계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하퇴의지’였다.

3.  2012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38차 이사회가 열렸다. 

춘계연수강좌 명칭을 춘계학술대회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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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 9월 3일 서울역 진진바라 한식당에서 제39차 이사회가 열렸다. 

5.  2012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2012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장하지보조기’였다. 

6. 2012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2012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7. 2012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40차 이사회가 열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짧은다리 보조기 유형분류 및 표준제작방법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아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였다. 

2013년 

1. 2013년 1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41차 이사회가 열렸다. 

의지보조기협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목발보조기의 표준제작과정의 검토에서 단하지보조기의  

원가분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의지보조기기사협회에서 2일간 발보조기 전문가 과정을 

주관하였고, 추후 자격증 부여와 실무적인 것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의료보장구학과 교육과

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2.  2013년 4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13년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상지의지’였다. 

3. 2013년 4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42차 이사회가 열렸다.

4. 2013년 9월 12일 서울역 진진바라 한식당에서 제43차 이사회가 열렸다. 

한태륜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고, APOSM 2016 한국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신정순 학술상을 제정하여 학술 발표를 활성화하고 명예 회장님을 기리기로 하였다. 

44차 이사회부터는 7개 위원회에서 각각 발표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5.  2013년 11월 16일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3층 강당에서 2013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척추 측만증·골절과 보조기’였다.

6.  2013년 11월 16일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3층 강당에서 2013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7. 2013년 11월 16일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제44차 이사회가 열렸다. 

44차 이사회부터는 7개 위원회에서 각각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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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2014년 2월 17일 서울역 진진바라 한식당에서 제45차 이사회가 열렸다. 

짧은다리 플라스틱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의 유형구분 및 기준액 조정에 대한 논의 및 자문을 하였다.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2014년 5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2014년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

다. 주제는 ‘노인의 하지의지’였다. 일본의 Kazuhiro Sakai가 ‘Prosthetics & Orthotics Provisional 

Systems and Educational Systems in Japan’이라는 주제로 특강하였다. 

3. 2014년 5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원에서 제46차 이사회가 열렸다. 

차기 회장으로 연세의대 신지철교수가 선출되었다. APOSM 2016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

며 조직위원장으로 울산의대 전민호 교수가 선출되었다. 

4. 2014년 9월 1일 서울역 진진바라 한식당에서 제 47차 이사회가 열렸다. 

APOSM 2016 개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의료보장구학과의 위기에 대한 상의가 있었다. 

5.  2014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교정용 신발 및 관련 정책과 단하지보조기’였다. 

6.  2014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7. 2014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가든뷰에서 제48차 이사회가 열렸다. 

수동휠체어 급여기준 관련 자문 요청서 내용이 논의 되었다. 

2015년 

1. 2015년 1월 21일 서울역 진진바라 한식당에서 제49차 이사회가 열렸다. 

향후 춘계학술대회는 의지보조기협회와 의지보조기학회 각각 시행하기로 하였다. 

추계학술대회는 의지보조기협회와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양측 

학술위원장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학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자문위원으로 김봉옥, 나은우, 

박윤서 회원을 추대하였다. 

학회 엠블럼 제작에 대해 모든 이사진이 동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  2015년 5월 9일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2015년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상지 보조기 및 의지·보조기 재료학’이었다. 

3. 2015년 5월 9일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제50차 이사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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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엠블럼은 한국의지보조기학회, ISPO 한국지회의 로고를 통일하기로 하였다. 

4. 2015년 8월 25일 서울역 진진바라 한식당에서 제51차 이사회가 열렸다.

5.  2015년 11월 15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2015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자유연제발표, 의지 Session, Joint symposium, 보조기 Session, Robot session으로 진행되었다. 

Workshops이 1, 2부로 진행되었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6.  2015년 11월 15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2015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7. 2015년 11월 15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층 소강의실에서 제52차 이사회가 열렸다. 

2016년 

1. 2016년 1월 4일 제53차 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춘계학술대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22명의 임원 중 1분은 해외연수로 연락 불가하였고, 14분은  

개최유보, 7분이 개최를 찬성하여 2016년 춘계학술대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2. 2016년 11월 4-6일 코엑스에서 2016 APOSM이 개최되었다. 

25개국 733명이 참석하였다. 

3. 2016년 11월 5일 코엑스 회의실 203A에서 2016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2017년 

1. 2017년 2월 22일 서울역 그릴에서 제55차 이사회가 열렸다.

신임 이사회 구성 및 춘계학술대회 일정 및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2.  2017년 6월 3일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대강당에서 2017년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생체

역학과 자세유지, 기립 및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였다.

3.  2017년 6월 3일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제2회의실에서 최초로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위원회의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동일한 장소에서 제56차 이사회가 열렸다.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내용을  

검토하고, 홈페이지 운영업체 변경안을 논의하였다. 전공의/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Review 

course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4. 2017년 8월 23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제57차 이사회가 열렸다.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인정 신청 및 회원학회 신청 안을 검토하였고, 추계학술대회, 워크숍 및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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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최종안을 논의하였다. 학회 20주년 행사 기획안 초안을 논의하였다.

5.  2017년 11월 11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2017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당뇨병성 하지

절단 전후의 창상 및 통증관리에 대한 다학제간 접근’이었다. 같은날 오전에 ‘3D프린팅을 이용한 상하지 

보조기 제작’과 ‘하지의 기본정렬’이라는 주제로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6. 2017년 11월 11일 서울아산병원 남경에서 제58차 이사회가 열렸다.

학회지 발간 계획, 2018년 춘계학술대회 계획, 학회 20주년 행사 계획, 홈페이지 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18년 

1. 2018년 2월 12일 서울역 그릴에서 제59차 이사회가 열렸다.

2018년 춘계학술대회 계획을 확정하였다. 학회 20년사 책자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새 홈페이지  

시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2018년 5월 12일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2018년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춘계학술대회를 연수강좌, 특강, 심포지엄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오전 연수강좌에서는 ‘다리의지  

보행 훈련’이라는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3D 프린팅’과 ‘외골격 로봇’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1부 특강, ‘다학제간 접근을 통한 관절염 환자 치료’를 주제로 2부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3.  2018년 7월 18일 서울역 그릴에서 제60차 이사회가 열렸다.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내용을 논의하였다. 학회 20년사 책자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신규 홈페이지 

구축 및 정회원증 제작을 보고하였다.

4.  2018년 10월 17일 서울역 그릴에서 제61차 이사회가 열렸다.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내용을 논의하였다. 20주년 행사 기획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홈페이지 운영 논의, 

학회지 발간 논의, 회칙개정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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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진으로 보는 학회 역사

▶ 1998년  
199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총회 

개회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故 신정순 교수)

▶ 1998년  
199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총회 

개회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故 신정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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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199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총회 

후 단체 촬영(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1999년  
1999년 제1회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연수교육(국립재활원, 한태륜 교수)

▶ 1999년  
1999년 제1회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연수교육 장면(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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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999년 제1회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연수교육(국립재활원, 故 신정순 교수)

▶ 2000년  
2000년 제2회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연수교육 후 단체 촬영

▶ 2001년  
200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미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故 신정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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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00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미나

(박윤서 현 의지보조기협회장)

▶ 2001년  
200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미나 

등록 데스크

▶ 2001년  
2001년 영국 국제의지보조기학회에서 

비틀즈 노래 제창(김봉옥 교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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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001년 영국 국제의지보조기학회에서 

비틀즈 노래 제창(김봉옥 교수 외)

▶ 2001년  
2001년 영국 국제의지보조기학회에서 

외국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 

(김봉옥 교수 외)

▶ 2005년  
2005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후 단체 촬영(연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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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한 2006년  

국제의지보조기학회 아시아 의지보조기 

워크숍 개회식(서울여성플라자회관)

▶ 2006년  
2006년 국제의지보조기학회 아시아 

의지보조기 워크숍: 주요인사들 테이프 

커팅식(서울여성플라자회관)

▶ 2006년  
2006년 국제의지보조기학회 아시아 

의지보조기 워크숍 후 단체 촬영(서울

여성플라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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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006년 국제의지보조기학회 아시아 

의지보조기 워크숍(서울여성플라자 

회관, 한태륜 교수 외)

▶ 2006년  
2006년 국제의지보조기학회 아시아  

의지보조기 워크숍(서울여성플라자 

회관, 한태륜 교수 외)

▶ 2006년  
2006년 국제의지보조기학회 아시아  

의지보조기 워크숍(서울여성플라자회관,  

‘Prosthetics and Orthotics Education 

and Professional Practice in Australia’  

T. M. Bach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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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006년 국제의지보조기학회 아시아 

의지보조기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치고

▶ 2006년  
2006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 2006년  
2006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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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006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총회 후 단체 촬영(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2006년  
2006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총회(연세대학교 의과대학, 

故 신정순 교수)

▶ 2007년  
2007년 캐나다 국제의지보조기학회

(ISPO)(이시욱 교수· 故 신정순 교수· 

한태륜 교수·박윤서 현 의지보조기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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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007년 캐나다 국제의지보조기학회

(ISPO)(한태륜 교수 외)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한태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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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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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신지철 교수)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

술대회(서울대학교병원, '의지보조기에 

관련 정책 현안' 정명현 사무관)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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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대한  

공청회 및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강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

병원)

▶ 2010년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대한  

공청회 및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강좌(서울대학교병원)

▶ 2010년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대한  

공청회 및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강좌(서울대학교병원, '경추 

보조기의 적응증 및 처방' 서정훈  

교수(연자), 김봉옥 교수(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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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대한  

공청회 및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

학회 춘계연수강좌(서울대학교병원, 

'Biomechanics of the Spine' 손병창 

교수)

▶ 2010년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 2010년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조병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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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 2010년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30차 이사회

(서울대학교병원)

▶ 2010년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정기총회

(서울대학교병원, 한태륜 교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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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정기총회 

(서울대학교병원)

▶ 2010년  
2010년 독일 국제의지보조기학회

(ISPO) 후 단체 촬영

▶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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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박윤서 현 한국

의지보조기협회장)

▶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전민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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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김봉옥 교수)

▶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한태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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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32차  

이사회(서울대학교병원)

▶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32차  

이사회(서울대학교병원)

▶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33차  

이사회(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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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012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 2012년  
2012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김봉옥 교수)

▶ 2012년  
2012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하퇴의지의 제작 교육(서울대학

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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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012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Total surface 

bearing의 개념을 중심으로' 손미숙  

의지보조기기사)

▶ 2012년  
2012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 2012년  
2012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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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012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김봉옥 교수)

▶ 2012년  
2012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 2013년  
2013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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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013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故 신정순 교수)

▶ 2013년  
2013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선천성 상지 결손' 

이혁진 교수)

▶ 2014년  
2014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Fabrications of 

AK Prostheses for Elderly' Charles 

Wang, C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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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5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중앙보훈병원)

▶ 2015년  
2015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중앙보훈병원)

▶ 2016년  
APOSM 2016 후 단체 촬영(서울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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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APOSM 2016(서울 코엑스, 

OTTOBOCK 및 OSSUR 부스)

▶ 2016년  
APOSM 2016 개회사(서울 코엑스,  

전민호 교수)

▶ 2016년  
APOSM 2016 워크숍(서울 코엑스)



한국의지·보조기학회 20년사 46

▶ 2016년  
APOSM 2016 워크숍(서울 코엑스)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 후 단체 촬영(건국대학교병원)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건국대학교병원, '자세유지 보조기 

처방 및 검수' 김동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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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건국대학교병원, '자세유지 보조기 

임상 서비스 및 동향' 홍성태 보조공

학사)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 후 단체 촬영 

(서울아산병원)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전완 의지-소켓 종류 및 특징 

등' 조병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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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3D 스캐닝, 모델링 및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상·하지 보조기 제작 

과정’ 김상준 교수)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3D 스캐닝, 모델링 및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상·하지 보조기 제작 

과정’ 김상준 교수)

▶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 후 단체 촬영(서울

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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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서울아산병원, 김현동 

교수·안동영 부장)

▶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서울아산병원, '근력과 

밸런스 강화훈련' 유근수 물리치료사)

▶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임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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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회 현황

1. 학회기구도 및 임원진명단

명예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명예교수

회     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자     문 김봉옥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 회 장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김장환 한서대학교 의료복지공학과

박윤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학술위원장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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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홍보위원장 조병모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기획정책위원장 김상준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재정위원장 송준찬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대외협력위원장 장영재 세브란스병원 보장구센터

법제위원장 서정훈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교육위원장 안동영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정보위원장 양혜은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보험위원장 황창호 울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총무위원장 김우섭 고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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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강   필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노덕우 오서코리아

박동현 오토복코리아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이수길 정립보조기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허정용 신세계의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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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임호용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양희승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총무간사 장민철 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자호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2. 역대 임원진 명단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임원 / 국제의지보조기학회 한국지회 임원>

2007년  

명예회장	 신정순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박윤서 (서울보훈병원 보장구센터)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정하 (박의지센타)

이사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고시위원장)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 의료및보험위원장)  

   이시욱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문무성 (재활공학연구센터)

   김장환 (한서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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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모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장인수 (순천제일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안동영 (서울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정동훈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이수길 (정립보조기)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문형근 ((주)엠에스)

   정문혁 (새한보조기)

   신원수 (세움보조기)

  김태광 (오토복코리아 - 재정위원장)   

감사 김병식 (국립재활병원)

   송준찬 (지오메디텍)

2008년  

명예회장	 신정순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명예교수)

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박윤서 (서울보훈병원 보장구센터)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정하 (박의지센타)

이사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고시위원장)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 의료및보험위원장)  

 이시욱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문무성 (재활공학연구센터)

 김장환 (한서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조병모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장인수 (순천제일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안동영 (서울보훈병원 보장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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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훈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이수길 (정립보조기)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문형근 ((주)엠에스)

 정문혁 (새한보조기)

 신원수 (세움보조기)

 김태광 (그린필병원 - 재정위원장)   

감사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송준찬 (지오메디텍)

2009년  

명예회장 신정순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명예교수)

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윤서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박정하 (박의지센타)  

이사 김장환 (한서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김태광 (그린필병원)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류제청 (재활공학연구소)  

 문형근 (엠에스메디텍사)

 복수경 (건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총무이사)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송준찬 (지오메디텍)

 신원수 (세움보조기)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안동영 (서울보훈병원 보장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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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길 (정립보조기)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이시욱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장인수 (순천제일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 의료및보험위원장)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조병모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감사 서정훈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임규동 (Korea O&P)

2010년  

명예회장 신정순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명예교수)

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윤서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박정하 (박의지센타)

이사 김장환 (한서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김태광 (그린필병원)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류제청 (재활공학연구소)  

   문형근 (MS의지)

   복수경 (건양의대 재활의학교실 - 총무이사)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송준찬 (지오메디텍)

   신원수 (세움보조기)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안동영 (서울보훈병원 보장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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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길 (정립보조기)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이시욱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장인수 (순천제일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 의료및보험위원장)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조병모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감사 서정훈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임규동 (Korea O&P)

2011-2012년  

명예회장 신정순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명예교수)

회장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문형근 (MS의지)

   김장환 (한서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 교재편찬위원장)

이사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윤서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총무이사)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 용어위원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 의료및보험위원장)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이수길 (정립보조기 - 대외협력위원장)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 재정위원장)

   조병모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 정책홍보위원장)

   서정훈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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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준찬 (지오메디텍)

   신원수 (세움보조기)

   안동영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이시욱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이진복 (한서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임규동 (Korea O&P)  

   장인수 (순천제일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장영재 (세브란스병원 보장구센터)

감사 조윤우 (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강  필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2013년  

명예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회장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문형근 (MS의지)

  김장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 교재편찬위원장)

  

이사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윤서 (오서코리아)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총무이사)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 용어위원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 의료및보험위원장)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이수길 (정립보조기 - 대외협력위원장)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 재정위원장)

   조병모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 정책홍보위원장)

   서정훈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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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송준찬 (지오메디텍)

   신원수 (세움보조기)

   안동영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이시욱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이진복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허정용 (신세계의진센터)  

   장인수 (순천제일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장영재 (세브란스병원 의지보조기팀)

감사 조윤우 (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강  필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2014년  

명예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회장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조일호 (신성산업사)

  김장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 교재편찬위원장)

이사 박윤서 (오서코리아)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총무이사)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 용어위원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 의료및보험위원장)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이수길 (정립보조기 - 대외협력위원장)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 재정위원장)

   조병모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 정책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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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훈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송준찬 (지오메디텍)

   신원수 (세움보조기)

   안동영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이시욱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진복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허정용 (신세계의지센터)  

   장인수 (순천제일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장영재 (세브란스병원 의지보조기팀)

감사 조윤우 (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강  필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2015년  

명예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회장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자문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윤서 (오서코리아)

부회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조일호 (신성산업사)

  김장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이사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겸 제도위원장)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조병모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 정책홍보위원장)

   송준찬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 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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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재 (세브란스병원 보장구센터 - 대외협력위원장)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수길 (정립보조기)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서정훈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조윤우 (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안동영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허정용 (신세계의지센터)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이진복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총무 양혜은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감사 강  필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양희승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2016년 

명예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회장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자문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박윤서 (오서코리아) 

   김장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이사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겸 제도위원장)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조병모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 정책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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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준찬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 재정위원장)

 장영재 (세브란스병원 보장구센터 - 대외협력위원장)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수길 (정립보조기)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서정훈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조윤우 (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안동영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허정용 (신세계의지센터)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이진복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총무  양혜은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감사  강  필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양희승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2017년  

명예회장  한태륜 (서울대학교병원 명예교수) 

회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자문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나은우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회장   신지철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박윤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 

   김장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이사  김현동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 학술위원장)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편집위원장)  



제1부. 학회의 역사와 활동 63

   조병모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 홍보위원장)

   김상준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 기획정책위원장)

   송준찬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 재정위원장)

   장영재 (세브란스병원 보장구센터 - 대외협력위원장) 

   서정훈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 법제위원장) 

   안동영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교육위원장)

   양혜은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 정보위원장)

   황창호 (울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보험위원장)

   김우섭 (고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 - 총무위원장)

   강  필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노덕우 (오서코리아)

   박동현 (오토북코리아)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손병창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수길 (정립보조기)

   이승호 (대한의수족연구소)

   허정용 (신세계의지센터)

총무간사 장민철 (영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자호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감사  임호용 (한국복지대학교 의료보장구과)

   양희승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3. 역대 회원 현황

2007년  

회원 총 190명

 (의사 84명, 기사 45명, 대표 32명, 관련학과 교수 9명, 관련업계 4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학생 

1명, 기타 8명)

* 신입회원 42명(의사 25명, 기사 13명, 관련학과 교수 3명, 대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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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회원 총 204명

 (의사 89명, 기사 50명, 대표 33명, 관련학과 교수 10명, 관련업계 4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학생

1명, 기타 10명)

* 신입회원 13명(의사 5명, 기사 5명, 대표 1명, 관련학과 교수 1명, 기타 1명)

2009년  
회원 총 217명

 (의사 100명, 기사 52명, 대표 33명, 관련학과 교수 10명, 관련업계 4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학생 1명, 기타 10명)

* 신입회원 13명(의사 11명, 기사 2명)

2010년  

회원 총 233명

 (의사 104명, 기사 54명, 대표 35명, 관련학과 교수 10명, 관련업계 12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학생 1명, 기타 10명)

* 신입회원 16명(의사 4명, 기사 2명, 대표 2명, 관련업계 8명)

2011년  
회원 총 249명

 (의사 108명, 기사 56명, 대표 37명, 관련학과 교수 10명, 관련업계 20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학생 1명, 기타 10명)

* 신입회원 16명(의사 4명, 기사 2명, 대표 2명, 관련업계 8명)

2012년  

회원 총 255명

 (의사 113명, 기사 57명, 대표 37명, 관련학과 교수 10명, 관련업계 20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학생 1명, 기타 10명)

* 신입회원 6명(의사: 5명, 기사 1명)

2013년  

회원 총 258명

 (의사 113명, 기사 59명, 대표 37명, 관련학과 교수 10명, 관련업계 20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학생 1명, 기타 10명)

* 신입회원 3명(기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 명예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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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회원 총 260명

 (의사 114명, 기사 60명, 대표 37명, 관련학과 교수 10명, 관련업계 20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학생 1명, 기타 10명)

* 신입회원 2명(의사 1명, 기사 1명)

2015년  
회원 총 254명

 (의사 115명, 기사 51명, 대표 42명, 관련학과 교수 17명, 관련업계 10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학생 1명, 기타 12명)

* 신입회원 7명(의사 4명, 기사 3명)

2016년  

회원 총 261명

 (의사 122명, 기사 51명, 대표 42명, 관련학과 교수 17명, 관련업계 10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학생 1명, 기타 12명)

* 신입회원 7명(의사 7명)

2017년  

회원 총 277명

 (의사 131명, 기사 53명, 대표 42명, 관련학과 교수 18명, 관련업체 10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2명, 학생 1명, 기타 13명)

*신입회원 16명(의사 9명, 기사 2명, 관련학과교수 1명,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기타 1명)

2018년  

회원 총 288명

 (의사 135명, 기사 57명, 대표 42명, 관련학과 교수 21명, 관련업계 10명, 공학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2명, 학생 1명, 기타 13명) 

* 신입회원 11명(의사 4명, 기사 4명, 관련학과교수 3명)

4. 역대 의지보조기기사 국가고시 합격률

•응시과목:  보건의료관계법규, 운동·생체역학, 재활공학·재료학, 보조기학, 해부·생리학, 재활의학,  

의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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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시험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전년대비

합격률편차(%)

1 2000.11.19 2000.11.29 1,022 932 268 28.8 -

2
필기: 2001.10.28

실기: 2001.11.11

필기: 2001.11.03

실기: 2001.11.21
255 242 153 63.2 ▲34.4

3
필기: 2002.11.10

실기: 2002.12.01

필기: 2002.11.19

실기: 2002.12.10
206 186 86 46.2 ▼17.0

4
필기: 2004.02.13

실기: 2004.03.14
2004.03.19 55 42 2 4.8 ▼41.4

5
필기: 2005.02.20

실기: 2005.03.20
2005.03.25 75 65 18 27.7 ▲22.9

6
필기: 2006.02.12

실기: 2006.03.19

필기: 2006.02.28

실기: 2006.03.24
107 88 26 29.5 ▲1.8

7
필기: 2007.02.10

실기: 2007.03.17

필기: 2007.03.03

실기: 2007.03.21
129 119 76 63.9 ▲34.4

8
필기: 2008.02.17

실기: 2008.03.22

필기: 2008.03.03

실기: 2008.03.25
130 117 40 34.2 ▼29.7

9
필기: 2009.02.15

실기: 2009.03.21

필기: 2009.03.10

실기: 2009.03.26
189 172 83 48.3 ▲14.1

10
필기: 2010.02.07

실기: 2010.03.13

필기: 2010.02.27

실기: 2010.03.18
162 156 66 42.3 ▼6.0

11
필기: 2011.01.28

실기: 2011.03.12

필기: 2011.02.22

실기: 2011.03.17
170 157 84 53.5 ▲11.2

12
필기: 2012.02.05

실기: 2012.03.03

필기: 2012.02.22

실기: 2012.03.10
140 126 42 33.3 ▼20.2

13
필기: 2013.02.03

실기: 2013.03.09

필기: 2013.02.23

실기: 2013.03.16
137 128 69 53.9 ▲20.6

14
필기: 2013.12.21

실기: 2014.02.15

필기: 2014.01.17

실기: 2014.02.22
121 108 65 60.2 ▲6.3

15
필기: 2014.12.20

실기: 2015.02.14

필기: 2015.01.14

실기: 2015.02.23
88 84 63 75.0 ▲14.8

16
필기: 2015.12.13

실기: 2016.02.13

필기: 2016.01.05

실기: 2016.02.22
116 113 60 53.1 ▼21.9

17
필기: 2016.12.18

실기: 2017.02.11

필기: 2017.01.04

실기: 2017.02.21
113 107 69 64.5 ▲11.4

18
필기: 2017.12.02

실기: 2018.02.03
2018.02.14 113 108 55 50.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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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활동

국제의지보조기학술대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Prosthetics and Orthotics (ISPO) 

1st  1974 Montreux, Switzerland

2nd 1977 New York, USA

3rd 1980. 9. 8-10. 4 Bologna, Italy

4th 1983. 9. 5-9 London, United Kingdom

5th 1986. 6. 29-7. 4 Copenhagen, Denmark

6th 1989. 11. 12-17 Kobe, Japan

7th 1992. 6. 28-7. 3 Chicago, USA

8th 1995. 4. 2-7 Melbourne, Australia

9th 1998. 6. 28-7. 3 Amsterdam, Netherlands

10th 2001. 7. 1-5 Glasgow, United kingdom 한국 회원 참석 시작

11th 2004. 8. 1-6 Hong Kong, China

12th 2007. 7. 28-8. 2 Vancouver, Canada

13th 2010. 5. 10-15 Leipzig, Germany

14th 2013. 2. 4-7 Hyderabad, India

15th 2015. 6. 22-25 Lyon, France

16th 2017. 5. 8-11 Cape Town, South Africa

17th 2019. 10. 5-8 Kobe, Hyogo, Japan

국제의지보조기학회 아시안의지보조기 워크숍 (ISPO South East Asia Advanced Workshop)

2002 Hong kong, China 

2006. 11. 17-19 Seoul Women Convention center, Seoul, Korea 13개국, 696명 참석

아시아의지보조기학술대회 (Asian Prosthetics and Orthotics Scientific Meeting, APOSM) 

1st 2009 Hong Kong, China

2nd 2012. 8. 3-5 Kobe, Japan

3rd 2014. 11. 28-30 Taipei, Taiwan  

4th 2016. 11. 1-4 COEX, Seoul, Korea 25개국, 733명 참석 

5th 2018. 11. 7-9 Bangkok,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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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회 회칙

1998년  11월 14일 제정  

2006년 12월   2일 개정     

2007년  1월 2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한국의지·보조기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rosthetics and Orthotics)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각 시도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우리나라 의지 및 보조기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의지 및 보조기 분야의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개최, 전시사업

2) 의지 및 보조기에 관한 연수교육

3) 이 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국제학회와의 학술적 교류 및 유대 강화

5) 국제회의에 대표 파견

6) 기타 이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 (구성) 이 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재활공학연구 및 종사자,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

2)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7조 (명예회장)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할 뿐 아니라 학계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

의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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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8조 (의무)

1) 회원은 의료윤리와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이 회의 각급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이 회의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의 구성)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이전 2명)

3) 이사 ---------------- 20명 이내 (이전 17명)

4) 감사 ----------------  2명

제11조 (임원 선출)  이 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은 현 회장단이 지명한 전형위원이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또한 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 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 보선) 궐위임원은 회장단이 보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이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분담하여 심의 처리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의

제15조 (회의) 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의결)  이 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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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총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 학술회의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전에 각각 회의목적 및 토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부의 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7장 이사회

제20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되 회장이 회의 개최 2주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제 안건의 심의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4)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

5) 총회 및 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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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 수행 상 중요한 사항

제8장 위원회

제22조 (구성)

1) 이사회에서는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3조 (사무국 및 직원)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24조 (경비의 충당)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회비 및 심사료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전액 본회의 고유사업에 사용한다. 

제26조 (재산의 관리) 이 회의 재산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무담당 이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27조 (예산집행) 이 회의 예산은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한다.

제28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 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장 징계

제29조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징계조치를 한다.

1) 의료윤리를 위배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소정의 회비를 2년간 체납한 자

4)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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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칙

제30조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 (규정의 제정)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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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위원회별 주요활동

1.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2007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 제1회 추계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연수강좌 등을 열어 회원들 간의 학문적인 교류 및 토론의 장을 열었다. 정기학술 

대회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매년 가을에만 개최하였고 연수강좌는 2006년부터 매년 봄에 한  

차례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는 학술대회를 1년에 2회 춘·추계에 개최하였으며 초록 발표, 특강, 세미나 등

을 시행하고 있다(학술대회 연표 참조). 2017년부터는 정기 학술대회의 아침 첫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신설

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였다. 현재까지 총 12회의 추계학술 

대회와 4회의 춘계학술대회, 그리고 7회의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다. 

2007-2014년 정선근 초대위원장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김현동 위원장이 맡고 있다.  

•위원장: 김현동(부산백병원) 

•간사: 이진복(한서대학교)

- 위원:  강필(한국복지대학교), 송준찬(대구보건대학교), 신명준(부산대학교병원), 양혜은(중앙보훈병원), 

정동훈(나사렛대학교), 홍보영(성빈센트병원) 

학술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춘계·추계 학술대회, 연수강좌 준비 및 개최

(2) 정기학술대회 주제, 연자 및 좌장 선정

(3) 정기학술대회 초록 심사, 평가 및 선정

(4) 해외 연자 초청 및 강의 제목 선정 

학회장 학술위원회 위원장 주관업무

신정순 (1998 - 2006) 이사회 이사 

한태륜 (2006 - 2010) 학술위원회 신설 정선근 정기학술대회

연수강좌 

김봉옥 (2010 - 2014) 정선근 정기학술대회

연수강좌

대한재활의학회 학술대회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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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철 (2014 - 2016) 김현동 정기학술대회

의사를 위한 의지 보조기 검수 처방 워크숍

대한재활의학회 학술대회 워크숍/Parallel Symposium 

전민호 (2016 - 현재) 김현동 정기학술대회

의사를 위한 의지 보조기 검수 처방 워크숍

대한재활의학회 학술대회 Parallel Symposium

 

2.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2007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신지철 초대 편집위원장을 시작으로 2011-

2014년 김현동 편집위원장, 2015-2016년 복수경 편집위원장에 이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용일 편집위원

장이 맡고 있다. 2007년 1권 1호를 시작으로 2017년 11권 1호까지 보조기, 의지 관련한 임상연구, 제작 및 정

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매년 발간되었다. 

•위원장: 신용일(부산대학교병원)

편집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학회지 발간 

(2) 투고 논문 심사 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 

(3) 투고 규정 제정 및 논의  

3. 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는 의지·보조기 학회의 임무와 활동에 대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알리고 

의지·보조기 학회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 그리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장으로는 조병모 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들로는 이광호 간사 및 이성재, 심우섭, 김경남, 송창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조병모(한국복지대학교)

•간사: 이광호 ㈜HBT

•위원:  이성재(순천제일대학교), 심우섭(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김경남(오소피아), 송창호(오토복  

코리아) 

홍보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지·보조기 관련 행사 및 교육 정보 홍보 업무 

(2) 의지·보조기학회 및 세미나 홍보 업무 

(3) 의지·보조기 전시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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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지·보조기(보장구) 인식 개선 홍보 등

주요 활동

(1) 2006 Asian Prosthetics and Orthotics Workshop in Korea전시회 성공 개최(홍보위원 주관)

(2) 의지·보조기 학회 홈페이지 관리 개선 - 관리자 역할 강화, 메인 화면 및 사진 게시판 등 개선 

(3)  SNS / 블로그 활용 홍보 - 홍보 공지사항 등 이외의 자유 게시물, 회원들과의 공유의 장으로 활용.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활동·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 재활 사례를 

스토리로 구성하여 콘텐츠화. 학회 활동 및 구성원, 일반인 들의 토론의 공간 형성 

(4) 학회 정회원(회비 납부자) 및 후원자 연간 감사 선물 지급 제도 의견 개진

(5) 명확한 콘셉을 홍보하고 유명인사 활용 홍보 방안 개진

4.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그 간 총무위원회에서 맡던 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2017년 기획위원회 이름으로 분리하여  

행사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상준 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들로는 이숙정 간사 및 이보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김상준(삼성서울병원)

•간사: 이숙정(대전성모병원)

•위원: 이보람(국립재활원) 

기획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념대회 행사 준비 및 진행 

5.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2008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학회 재정관련 업무와 기금 조성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2008년 김태광 초대 재정위원장을 시작으로 2011-2014년 이승호 재정위원장에 이어 2015년부터 현재

까지 송준찬 재정위원장이 맡고 있다. 

•위원장: 송준찬(대구보건대학교)

재무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 재정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

(2) 예산 지출 의결에 관한 사항 검토

(3) 학회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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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외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는 국제학회 등에서 연자 초청에 필요한 업무들과 행사에 필요한 스폰서 등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국제 행사 및 교육 관련 정보를 국내외 학회들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위원장으로는 장영재 위원장이 맡고 있다. 

•위원장: 장영재(세브란스병원) 

대외협력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학회 연자 초청 기준 마련 

(2) 연자 국내 숙소 조정 등 연자 초청에 필요한 업무 담당

(3) 국제학회에 필요한 스폰서 부스 및 광고 업체 등 협조 요청

(4) 국제 의지보조기 관련 행사에 관련된 교육 정보 공유 

7. 법제위원회

법제위원회는 2017년부터 만들어졌으며, 학회 법제 업무와 규정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정훈  

위원장이 맡고 있다. 학회 회칙은 1998년 11월 14일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2일 1차 개정, 2007년  

1월 29일 2차 개정 되었고, 2018년 3차 개정 예정이다.

•위원장: 서정훈(한강성심병원) 

법제 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 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각 위원회와 협의된 기타 학회 내 제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의료 법령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의 위촉사항  

8.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17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초대위원장은 안동영 위원장이 맡고있다. 2017년 추계

학술대회에는 “의지학, 보조기학 관련 전공자를 위한 Review Course”를 주제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 

춘계학술대회는 “다리의지 보행 훈련” 주제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 위원장: 안동영(중앙보훈병원) 

• 간사: 성우성(중앙보훈병원) 

• 위원:  강필(한국복지대학교), 김장환(한서대학교), 복수경(충남대학교병원), 손병창(나사렛대학교),  

송창호(오토복코리아), 양희승(중앙보훈병원), 이성재(순천제일대학교), 임준일(오서코리아),  

장영재(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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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의지, 보조기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수 강좌 및 워크숍 개최

(2) 의지, 보조기 관련 전공자를 위한 Review Course등 학회 내 교육

(3)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학회 위상 강화 활동  

9. 정보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그 간 총무위원회에서 맡던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2017년 정보위원회 이름으로 분리하

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의지보조기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홈페이지가 활발한 교류와 

정보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또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편을 준비 중이다. 

•위원장: 양혜은(중앙보훈병원)

정보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관리

(2) 온라인 회원관리

(3) 학술대회 등 행사 공지

(4) 정보 제공: 강의록, 관련자료 업로드 

10. 보험위원회 

보험위원회는 의지보조기 및 보장구의 국민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보험위원회 이름으로 2017년 신설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310호(2017.4.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17호(2017.6.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21호(2017.10.2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98호(2018.2.19)

가 되도록 시행하였다. 또한 2018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향후  

보장구 급여 확대를 위한 정부 사업 발주 추진, 보장구 처방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기획 과제 지원 및 그 외 장기적으로 보장구 관련한 용역 과제 개발을 장기적 추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다. 

초대위원장으로는 황창호 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들로는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황창호(울산대학교병원)

•간사: 김충린(울산대학교병원)

•위원:  김보련(제주대학교병원), 범재원(중앙대학교병원), 윤서연(분당제생병원), 이숙정(대전성모병원), 

황기훈(동의의료원)

보험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장구에 대한 보험 관련 내용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반영

(2) 보장구 급여 품목 및 결정가격의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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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구 관련 산재 및 건강보험의 산정기준 개선 건의

11.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는 2009년부터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2009-2010년 복수경, 2011-2012년 조강희, 

2013-2014년 복수경, 2015-2016년 양혜은이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위원장으로는 

김우섭 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들로는 이자호, 장민철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

학회 2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위원회와 함께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위원장: 김우섭(고려대 구로병원) 

•간사: 장민철(영남대학교병원), 이자호(인천성모병원)

총무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 활동의 일반적인 업무 총괄 지원

(2) 회장의 회무 보좌

(3) 각종 회의 회무 담당

(4) 회원 관리 및 회비 징수

(5) 학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학회의 공문서 수발

(7) 학회의 각 위원회 간 업무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