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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g-Jen WANG  M.D.,Ph.D. Prof.  / Chang Gu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aiwan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정형외과 의사로 1997년에 충격파 치료를 bone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화상과 피부질환 및 비만치료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충격파 치료의 적응증을 점차 확대, 발전시켰으며,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 충격파 치료의 대부로 알려져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하여 2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Center for Shockwave Medicine and Tissue Engineering’을 설립하였고, ISMST 회장(2006~2007)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ISMST  honorary fellow 이며, senator로 활동 중이다

 

 

 Carlo DI MAIO  M.D.,Ph.D. Prof.  /  Cologne University Germany
 

정형외과 의사로서 비수술적 치료에 관심을 갖고 acupuncture needle을 대체하여  targeted shock wave를 이용한 동통     

치료에 대하여 많은 연구 발표를 하였다. Dipioma for acupuncture, Osteologist, Doctor in the rescue service, Trigger point 

therapist IMTT, Dornhock pain therapist, Shockwave therapist, chirotherapy and manual therapeut, Physical therapist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부터 독일 Cologne 대학교의 Advanced training courses of shockwave therapy의 책임을 

맡고 있고, 특별히 shock wave를 이용한 fascia treatment에 조예가 깊다.
 

Pavel NOVAK  Ph.D.  / Swiss Storz Medical AG  Switzerland
 

뮌헨 공대에서 biomedical technology에 대하여 연구하고 학위를 받았으며 이때부터 체외충격파 치료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ISMST 멤버다. 1985~1990년에는 독일 Dornier Medizintechnik GmbH에서 Head of Electronic Development Dep.로 연구

하였고, 1990년부터는 Swiss Storz Medical AG에서 Head of Development and Production으로 있으며, 의료기기 관련 

60개의 특허와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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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8:50    Registration                                                                진행 : 총무이사 김재희

08:50~09:00    Opening Address                                                      대한체외충격파학회 회장 정승기
               Congratulatory Address 1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Congratulatory Address 2                                             대한정형통증의학회 회장 최인호

Session 1    Basic Concepts of ESWT  - Part 1                              좌장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회장 최인호 / 대한체외충격파학회 부회장 선승덕  

09:00~09:10    History and overview of ESWT                                            Pavel NOVAK (Switzerland)  

09:10~10:10    The biological effects of ESW in musculoskelectal disorders  Ching-Jen WANG (Taiwan)     
               (including Hands-On Workshop)                             
10:10~10:20    Discussion
10:20~10:40    Coffee Break

Session 2    Application of ESWT - Part 1                                    좌장 :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이홍근 / 솔병원 나영무 

10:40~11:00    ESWT on neck & back                                                         금병원 금기승
11:00~11:20    ESWT on shoulder                                                                   바른병원 이상진
11:20~11:40    Ultrasound guided ESWT on elbow, wrist & Hand                                                 해맑은신경외과 이성주
11:40~12:00    ESWT on overuse knee problem                                                               피노키오정형외과 김재희 
12:00~12:20    Pain management of knee OA using shock wave                                    정승기정형외과 정승기 
12:20~12:30    Discussion

12:30~13:30    Lunch

12:30~13:00    Luncheon Symposium                                                          

13:10~13:25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창립총회                                                     사회 : 총무이사 김재희

Session 3    Basic Concepts of ESWT  - Part 2                              좌장 :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정덕환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13:30~14:30    Fascia treatment with shock wave (including Hands-On Workshop)                    Carlo DI MAIO (Germany)  
14:30~14:40    Discussion

14:40~15:00    Coffee Break

Session 4   Application of ESWT - Part 2                              좌장 :  대한체외충격파학회 부회장 금기승 / 대한체외충격파학회 회장 정승기

15:00~15:20    ESWT on Foot & Ankle                                                           선정형외과 선승덕
15:20~15:40    ESWT in acute injury care                                                  엘재활의학과 방인걸
15:40~16:00    ESWT on hypertrophic scar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서정훈
16:00~16:40    ESWT on fibromyopathy ; from fibromyalgia to fibrous cellulite                    린클리닉 김세현 
16:40~17:00    ESWT 법, 보험 관련 현안들                                                    피노키오정형외과 김재희

17:00~17:10    Discussion 

17:10~17:30    Closing Address & 기념 촬영                                           대한체외충격파학회 회장 정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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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성        명
  (국문)

  (영문)

의사면허번호

등 록 구 분

근 무 지

학 회 가 입 ㅁ 가입         ㅁ 미가입

핸드폰번호

참  석  증 ㅁ 신청         ㅁ 미신청

E - m a i l

* 단체 등록시 같은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사전등록 마감일 :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등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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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 및 기타 40,000  60,000

 계좌번호 : 신한은행 / 100-032-137271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정승기)

 정회원 가입비 (평생회원) :  500,000원
-  창립학술대회 당일 (5월 28일)까지 정회원 가입시 가입비 20%감면 됩니다.

 사전등록방법 :
1.  학회 홈페이지(www.kamst.or.kr)에서 사전등록 신청과 정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 

2.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kamst@ibmed.co.kr) 또는 Fax(02-2273-7651)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등록신청과 등록비 입금이 되어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4.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00년대 초 체외충격파 치료기가 국내에 도입되어 20년 가까이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피부질환, 혈관 질환, 미용 분야, 

급성 손상 분야가지 다양하게 임상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질환별로 적용되는 충격파의 치료 횟수나 강도 등 

합리적인 치료 기준이 없어 치료자의 경험이나 장비에 따라 치료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체외충격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지식 공유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대한체외충격파학회’를 

설립하고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창립학회에서는 체외충격파 치료 이론 형성에 많이 기여한 대만의 Wang Ching-Jen 교수와 독일의 Carlo Di Maio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과 시연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체외충격파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좋은 치료 효과를 내고 있는 국내의 여러 선생님들의 임상 경험과 치료 

Know-how를 접할 수 있는 연제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체외충격파 치료의 이해를 높이고, 치료 경험을 공유하여 각 진료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17년 5월

                   대한체외충격파학회 회장  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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