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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재생의학 분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치료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충격파로 치료하고 있는 해외 석학을 초빙하여 치험례를 공유하고, 공학

에서의 체외 충격파 이용을 이해하는 연제와 수년간 체외 충격파를 각 질환에 적용하고 있는 임상 전문가들의 

연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체외 충격파의 급여 문제에 대한 연제

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대한체외충격파학회 회장  정  승  기

INVITATION

PROGRAM

대한체외충격파학회

학술대회
일시. 2018년 6월 17일 (일) 

장소. SC컨벤션 국제회의장

예상평점. 6점

08:30~08:50   등록

08:50~09:00   Opening Address                                                                                                                                                                  회장 정승기

09:00~10:20   Session 1                                                                                                                                                                             좌장 

09:00~09:15   충격파치료의 역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염재광

09:15~09:30   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충격파의 종류 및 특징                                                                                                              선정형외과 선승덕

09:30~10:10   Focused ESWT for Muskulo-Skeletal Disorders Including Fibromyalgia & Myofascial Pain Syndrome
Dr. Hannes Müller-Ehrenberg

10:10~10:20   Discussion
10:20~10:50   Coffee Break 

10:50~12:20   Session 2                                                                                                                                                                              좌장 

10:50~11:30   충격파 현상과 응용                                                                                                                                          안동대학교 기계공학과 김희동

11:30~12:10   ESWT on Finger Contracture                                                                                                                             Dr. Karsten Knobloch
12:10~12:20   Discussion

12:20~13:20   Lunch  & Luncheon Symposium (금융)

13:20~14:35   Session 3                                                                                                                                                                             좌장 

13:20~13:40   ESWT on Shoulder Tendinopathy & Enthesiopathy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노규철

13:40~14:00   ESWT on Elbow, Wrist & Hand Problem                                                                                                          인천터미널정형외과 윤용현 
14:00~14:15   ESWT on Core Problem (L/Back & Pelvic)                                                                                                            정형외과금병원 금기승

14:15~14:30   ESWT on Acute Sport Injury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용범

14:30~14:40   Discussion
14:40~15:10   Coffee Break

15:10~16:20   Session 4                                                                                                                                                                            좌장  

15:10~15:25   ESWT on Anterior Knee Pain                                                                                                                              피노키오정형외과 김재희

15:25~15:40   ESWT on Nerve Problem                                                                                                                                       해맑은신경외과 이성주

15:40~15:55   ESWT on Foot and Ankle                                                                                                                                  인천터미널정형외과 윤용현

15:55~16:10   ESWT on Burn Injury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조윤수

16:10~16:20   Discussion
16:20~16:40   Coffee Break 

16:40~17:45   Session 5                                                                                                                                                                             좌장 

16:40~16:55   ESWT on Impotenc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세웅

16:55~17:20   ESWT on Cellulite                                                                                                                                                           린클리닉 김세현

17:20~17:35   체외충격파치료의 보험, 법적 문제                                                                                                                         피노키오정형외과 김재희

17:35~17:45   Discussion

17:45~17:50   Closing Address                                                                                                                                                                   회장 정승기

※ 단체 등록시 같은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성           명
  (국문)

  (영문)

의사면허번호

등  록  구  분

근    무    지

학  회  가  입 □ 가입             □ 미가입

핸 드 폰 번 호

참    석    증 □ 신청             □ 미신청

E - m a i l

REGISTRATION

INFORMATION

사전등록 마감일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등 록 비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2-209524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정승기)

정회원 가입비 

평생회원 : 500,000원 

학술대회 당일 (6월 17일)까지 정회원 가입시 가입비 20%감면 됩니다.

사전등록방법

1. 학회 홈페이지 (www.kamst.org) 에서 사전등록 신청과 정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
2.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kamstoffice2018@gmail.com) 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등록신청과 등록비 입금이 되어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4.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하도록 하여주십시오.

등 록 신 청 서

정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60,000 80,000

전공의, 수련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40,000 60,000

비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100,000 120,000

전공의, 수련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80,000 100,000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 국기원 정문 앞

버   스

간선버스 (파랑) : 140, 144, 145, 146, 341, 360, 402, 407, 408, 420, 440,  441, 462, 470, 730
지선버스 (초록) : 3412, 4412
광역버스 (빨강) : 1550, 1550-1, 9100, 9200, 9300(인천), 9404, 9408, 9503,  9700, 9711
공항리무진 (갈색) : 6000, 6020 (버스 강남역, 강남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 뉴욕제과 강남역 하나은행, 강남역 세무서앞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