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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역대 학회 회칙 변천사

한국의지·보조기학회 회칙 대조표 

1998년 11월 14일 제정 2007년 1월 29일 개정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의지 및 보조기분야의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개최

2) 의지 및 보조기에 관한 연수교육

3) 이 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국제학회와의 학술적교류 및 유대강화

5) 국제회의에 대표 파견

6) 기타 이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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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교류 및 유대강화

5) 국제회의에 대표 파견

6) 기타 이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회원

제6조 (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의사, 의지 및 보조기 제작기사, 재활공학연구 및 

종사자,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 이사회

의 심사에 통과된 자

2)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6조 (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재활공학연구 및 종사자,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심사

에 통과된 자

2)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이사

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

신설항목 제7조 (명예회장)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할 뿐 아니라 학계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의 구성)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이사 ……………………………  17명 이내 

4) 감사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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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재정

신설항목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전액 본회의 고유사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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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한국의지·보조기학회 발자취

국제의지보조기학회 한국지회 준비위원회 회의록

1998

한국의지·보조기학회 발기인총회 회의록

1998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 준비위원회 회의록

1998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총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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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총회 회의록한국의지·보조기학회 회칙 1998 제정본

1998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제1차 이사회 개최 안내 공문

1998

1998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제1차 이사회 회의자료

1998



제4부. 부록 109

한국의지·보조기학회 1999 연수교육 수료증한국의지·보조기학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자료

1999

초창기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임원 명단

1999

National Member Society of Korea 공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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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해외연자 초청 공문

1999

연자 논의(손글씨)

2000

한국의지·보조기학회 1999년 연수교육 팜플렛

1999

1999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제도에 관한 세미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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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지·보조기학회 사전등록 출석표ISPO 한국지부 간담회 참석 명단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자격제도 실시에 따른 안내 공문

2000

의지보조기기사 출제기준 설정 결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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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지·보조기학회 연수교육 수료증 명단한국의지·보조기학회 현장등록 출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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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진 모음전

▶ 1998년  
199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총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1998년  
199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창립총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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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99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미나 

▶ 2001년  
200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미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故 신정순 교수)

▶ 2001년  
200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미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윤서 현  

의지보조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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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00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미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2001년  
200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미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2001년  
200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세미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봉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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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002 홍콩 국제의지보조기학회 아시아 

의지보조기워크숍 후 단체 촬영

▶ 2005년  
2005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태륜  

교수)

▶ 2005년  
2005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연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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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005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2005년  
2005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2006년  
2006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 후 단체 촬영(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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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006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박윤서 현  

의지보조기협회장)

▶ 2006년  
2006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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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서울대학교병원)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당뇨성 절단의 

의지 치료' 김봉옥 교수)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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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한태륜 교수)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박윤서 현 의지

보조기협회장)

▶ 2009년  
2009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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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010년 독일 국제의지보조기학회

(ISPO) 후 단체 촬영

▶ 2010년  
2010년 독일 국제의지보조기학회

(ISPO) 

▶ 2010년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대한 공청회 

및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

연수강좌(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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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대한 공청회 

및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

연수강좌(서울대학교병원, '경추 보조

기의 임상적 적용 및 처방' 서정훈 교수)

▶ 2010년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대한 공청회 

및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

연수강좌(서울대학교병원, 박윤서 현 

의지보조기협회장)

▶ 2010년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대한 공청

회 및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 

연수강좌: 의지보조기 시연(서울대학

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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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010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30차  

이사회(서울대학교병원)

▶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김봉옥 교수)

▶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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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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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33차 이사회

(서울대학교병원)

▶ 2012년  
2011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38차 이사회

(서울대학교병원)

▶ 2012년  
2012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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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013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 2014년  
2014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서울대학교병원)

▶ 2015년  
2015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중앙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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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5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중앙보훈병원, 김현동 교수)

▶ 2016년  
APOSM 2016 후 단체 촬영(서울 코엑스)

▶ 2016년  
APOSM 2016을 마치며(서울 코엑스, 

전민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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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APOSM 2016 Gala Dinner Show 

(서울 코엑스, 태권도시범)

▶ 2016년  
APOSM 2016 후 단체 촬영(서울 코엑스)

▶ 2016년  
APOSM 2016 시상식(서울 코엑스,  

전민호 교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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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APOSM 2016 시상식(서울 코엑스,  

전민호 교수 외)

▶ 2016년  
APOSM 2016 후 단체 촬영(서울 코엑스)

▶ 2016년  
APOSM 2016(서울 코엑스, 한태륜  

교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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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APOSM 2016(서울 코엑스, '한국의  

의지·보조기: 과거, 현재와 미래'  

김봉옥 교수)

▶ 2016년  
APOSM 2016을 등록하는 참석자들

(서울 코엑스)

▶ 2016년  
APOSM 2016 포스터 발표 현장(서울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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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APOSM 2016 개회사(서울 코엑스,  

전민호 교수)

▶ 2016년  
APOSM 2016 환영사(서울 코엑스,  

박윤서 현 의지보조기협회장)

▶ 2016년  
APOSM 2016 축사(서울 코엑스, Rajiv 

Singh Hanspal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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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6년 Asia Council Meeting

▶ 2016년  
2016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총회 

(서울 코엑스)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임원  

워크숍(건국대학교병원, 전민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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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임원  

워크숍(건국대학교병원)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임원  

워크숍(건국대학교병원)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제56차 

이사회(건국대학교병원, 전민호 교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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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 후 단체 촬영(건국대학교병원)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건국대학교병원, '자세유지 보조기 

처방 및 검수' 김동아 과장)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학술

대회(건국대학교병원, 전민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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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안동영 부장)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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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전민호 교수 외)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하지절단 및 절단술 직후의  

창상관리' 남궁식 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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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서울아산 

병원, '하지절단 및 절단술 직후의  

창상관리' 남궁식 임상강사)

▶ 2017년  
2017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워크숍·리뷰코스 후 단체 촬영 

(서울아산병원)

▶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 후 단체 촬영(서울

아산병원)



한국의지·보조기학회 20년사 138

▶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서울아산병원, '손에 

잡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관절염  

재활의 새로운 도전' 신명준 교수)

▶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서울아산병원)

▶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서울아산병원, 전민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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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 개회사(서울아산병원, 

전민호 교수)

▶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서울아산병원, '의지

착용 상태의 보행 훈련' 송창호 의지

보조기기사)

▶ 2018년  
2018년 한국의지보조기학회 춘계연수 

강좌 및 학술대회(서울아산병원, 김현동 

교수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