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충격파치료학회 

연수강좌
일 시 | 2019년 12월 15일 (일)

장 소 | SC컨벤션센터

KAMST Certification Course(KCC) 시험자격 100점 중 50점 인정 연수교육

REGISTRATION

INFORMATION

준비사무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35 남산센트럴자이 B15
TEL: (02) 2266-2752 
E-mail: kamst2019@gmail.com

05 458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등록비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803-664886 ((주)대한충격파치료학회)

정회원 가입비 평생회원 500,000원 

사전등록방법 
1. 학회 홈페이지 www.kamst.org에서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kamst2019@gmail.com)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등록신청과 등록비 입금이 되어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4.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하도록 하여주십시오.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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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대 자 명  (초대시 기제) 

E - m a i l

※ 단체 등록시 같은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정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50,000 70,000 70,000 90,000

전공의, 수련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40,000 60,000 60,000 80,000

SC 컨벤션 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內 (국기원정문앞)

지 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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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은행, 강남역 세무서앞 하차)

주차안내
개인 차량 주차 시 시간 당 주차비는 3,500원이고, 5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종일주차권이 16,500원이며 등록 데스크에서 선구입 시 
현금 10,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08:00-08:45 등록, 접수 

08:45-08:50 개회사 회장 염재광  

08:50-08:55 축사 고문 정승기 

1. 충격파 치료의 이해 좌장: 정승기/ 김세현

09:00-09:15 충격파의 역사와 원리 한림의대 조윤수 

09:15-09:30 충격파 치료의  종류 한림의대 이용범 

09:30-09:45 충격파 치료의 적응증 고려의대 정웅교

09:45-10:00 충격파 치료의 부작용 및 합병증 인제의대 최정윤

10:00-10:15 Discussion 

10:15-10:45 Coffee Break 

2. 충격파 치료의 실제 좌장: 정진영/이상진

10:45-11:00 효과가 증명된 치료의 방법 및 실제 (Approved standard indications) 바른병원 이상진 

11:00-11:15 새로운치료의 방법으로써의 ESWT (Common empirically-tested clinical uses) 피노키오정형외과 김재희

11:15-11:30 ESWT 의 미래 (Experimental indications) 서울선정형외과 박광선

11:30-11:45 체외충격파로 하는 동안 만들기의 치료원리와 실전 린크리닉 김세현 

11:45-12:00 Discussion

12:00-12:10 2022년 ISMST(세계충격파치료학회) 유치 보고 서울선정형외과 박광선 

12:10-13:20 점심식사 (사진촬영)

3. Industry Session 좌장: 염재광/이용범

13:20-13:30 STORZ 회사추천

13:30-13:40 BTL 회사추천

13:40-13:50 WOLF 회사추천

13:50 -14:00 Discussion

4. 충격파치료와 함께 할 수 있는 치료 좌장: 김재희/조남수

14:00-14:20 줄기세포 치료의 원리와 실제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회장 이희영 

14:20-14:40 흔한 요통의 쉬운 도수치료 대한도수의학회 학술이사 김일환

14:40-15:00 통증을 유발하는 Venous reflux disease의 증상과 치료 하트웰의원/정맥통증연구회 회장 노환규

15:00-15:20 스포츠테이핑의 원리와 실제(하지적용) 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대한스포츠의학회 이사 김태규

15:20-15:30 Discussion 

15:30-16:00 Coffee Break

5. 주사치료의 모든것 좌장: 선승덕/김양수

16:00-16:15 콜라겐주사 가톨릭의대 김양수

16:15-16:30 PDRN 주사 김완호정형외과 김완호

16:30-16:45 히루안주사 경희의대 조남수

16:45-16:55 Discussion

 폐회사 회장 염재광

PROGRAM

INVITATION

대한충격파치료학회 연수강좌

안녕하십니까?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재생의학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치료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이해, 치료 방법 및 결과를 공유하여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응증의 다양화와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외충격파 치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 

하였고,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사용자를 위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수강좌를 통하여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경험을 공유하여 환자에게 더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 충격파 치료 학회 회장 염 재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