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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

목

대한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 특별 심포지엄

시각과 아동 발달(Vision and Child development)

위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본 학회는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산하의 소아․청소년 분과학회로 소아․청소년 물리치료와 관련
된 이론과 임상연구, 전문 지식의 교류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장애영․유아의 시각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입, 운동조절 및 운동학습에서의 시각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 심포지엄
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19년 2월 9일(토) 15:00-18:00
2. 주 제 : 시각과 아동발달(Vision and Child development)
3. 장 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B 세미나실
4. 대 상 : 소아․청소년 물리치료사 및 부모, 선착순 50명
5. 등 록 비: 2 만원 (351-0951-6900-73, 농협/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붙임: 특별 심포지엄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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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특별 심포지엄 -

시각과 아동 발달(Vision and Child development)
인사말
본 특별 심포지엄은
국내 소아 망막질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병원 김정훈 교수님과
한국형 장애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가족중심 조기개입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 보급에
앞장서고 계신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부설 영유아발달가족지원 연구소 최진희 박사님을
모시고 이른둥이의 영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각 문제와 개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임
상에 적용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운동조절과 운동학습 측면에서 시각의 역할에 대하여 다루므로 장애 영유아의
운동발달을 목표로 하는 물리치료사 및 부모님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중재하고 계신 물리치료사 및 부모님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1.18.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특별 심포지엄 세부 일정표
시 간

내 용

15:00-15:10

등록 및 소개

15:10~16:00

신생아의 눈 문제

16:00~16:10

질의 및 답변

16:10~17:00

피질시각 장애 영유아 특성에 따른 개입

17:00~17:10

질의 및 답변

17:10~17:50

운동조절 및 운동학습에서 시각의 역할

17:50~18:00

질의 및 답변

연 자

김정훈

최진희

김장곤

연자 소개

김정훈 교수
MD, Ph.D, 서울대학교병원
Ÿ

서울대학교병원 안과학교실 임상교수

Ÿ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Ÿ

소아 관련 망막질환 권위자

최진희 박사
Ph.D, 서초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Ÿ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 부소장

Ÿ

미국 미주리주립대학 유아특수교육학 박사

Ÿ

미숙아 조기개입 프로그램 진행

김장곤 교수
PT, Ph.D, 유원대학교
Ÿ

유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Ÿ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학술이사

Ÿ

서초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영유아발달지원연구소 자문위원

세부 안내
1.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

https://www.snudh.org/portal/contents.do?menuNo=22010000

2. 주

차: 주차권 발급이 불가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3. 강의료: 2 만원 (351-0951-6900-73, 농협/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4. 인

원: 선착순 50명(아동 부모님 단독 참석가능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동 출입은 제한합니다)

5. 신청방법: 구글 설문지 링크(https://goo.gl/forms/FQl6P7O6wGx6VyH92)로 접속하여 사전등록
6. 문

의: 010-6383-5498(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총무이사 김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