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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6차 Standing & Balance 세미나; “Bobath meets motor relearning”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을 적용한 “Standing &
Balance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3. 급변하는 치료 환경 속에서 이번 세미나는 기립 과 균형에 관련된 필수적인 치료
접근법을 학습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2018년 09월 08일 (토: 15:00 ~ 19:00)

2. 장

소: APSUN 빌딩 세미나실 (5층)

3. 강

사: JAKOB TIEBEL, Medica 교육팀장 (Germany)

4. 접

수: info@apsuninc.com (전자 우편로만 접수함)

5. 참 가 비: 10만원 (강의록 및 간식 제공)
6. 참 가 자: 의사, 물리치료사
7. 모집인원: 50명
8. 주

최: 앞썬아이앤씨

9. 문

의: 02) 443-4456 (담당: 최동준 / 임승엽)

10.별

첨: 세미나 개요, 강사소개, 및 참가 신청서 (직인생략) 끝.

(주)앞썬아이앤씨

“6

th

Standing & Balance Seminar"

< 세미나 개요 >
1. 일정

2018.09.08.(토) 15:00 ~ 19:00

2. 강사

JAKOB TIEBEL (독일)

3. 주제

보바스 운동신경 재학습을 만나다!

4. 부주제

자세조절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본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신체 인식과 시각적 인지를 위한 보바스 접근에
근거하여 자세조절훈련의 효과에 관하여 학습하는 워크샵 입니다.
강력한 임상적 증거는 자세조절의 훈련의 효과를 증명해 줍니다 보바스의 컨셉과 강력한 임상적 증거들을 접목해 볼까요?
본 워크샵은 자세조절의 치료에 관한 이론적 그리고 실제적 내용과,
체간의 정렬과 안정성의 촉진, 골반의 움직임을 촉진시키고 보행을
위한 체중지지와 이동 훈련, 특히 실제 일상생활과 같은 환경에서 보
5. 요약

행시 입각기와 계단오르고 내리기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접근법과
함께 신체 인식, 시각적 인지 그리고 자세 조절의 핵심이 향상될 것
입니다.
보바스적인 접근법에서 자세조절의 통합된 훈련을 학습하는 것과 임
상적 추론과정에서 표준화된 측정을 사용하여 개별화된 치료목표를
근간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워크샵은 보바스 접근법과 운동신경 학습 원리와 균
형장비를 통한 조합된 최적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는데 있습니다.

< 강사소개 >
1. Qualifications
: Completed apprenticeship as occupational therapist at the state-approved school
for occupational therapy of the German Red Cross Düsseldorf, Germany.

2. Work Experience
: The speaker Jakob Tiebel is occupational therapist. His experience in the medical
field are based on his work in neurorehab in several years.
2012 he changed first into the field of health cares suppliers and 2013 to medica
Medizintechnik GmbH.
Cross-departmental projects in marketing, sales and product management are his
core tasks.
He is specialised on the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robotic treatment
concepts into the clinic daily life and thus significantly involved in developing
therapy concepts of the company.
Parallely he completes a study for applied psychology at the APOLL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for health economy in Bremen.

3. SPEECHES
: Speaker for various trainings, workshops, symposia on the subjects of neuronal
plasticity,

motor

learning,

evidence-based

therapy

and

robotic-supported

treatments.

4. Major Publications
: Main editor of THERAPY, the scientific magazine of medica Medizintechnik GmbH

< 찾아오시는 길 >
1. 주소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27길 3(오금동)
앞썬빌딩 세미나실 (5층)
2. 오시는 방법 : 14분 (도보 이용시)
- 개롱역 1번 출구에서 직진
- 오금동사거리에서 우회전
- 횡단보도 건넌 뒤 우회전
- 청진동해장국에서 좌회전
- 10m 직진 앞썬빌딩 5층 세미나실

< 참가하는 방법 >
1.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e-mail(info@apsuninc.com)로 보내주세요.
2. 계좌로 입금합니다. 국민은행: 021137-01-002046 (예금주: ㈜앞썬아이앤씨)
3. 입금시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 참가 신청서 >

제6차 Standing & Balance Seminar 신청서
한글

소 속

영문

직 책

이
름

휴대폰 번호

e-mail

* 본 과정을 이수하신 분에게 이수증(Certification)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