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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광사홀

주최. 대한체외충격파학회

INFORMATION
준비사무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32 (98-1 낙원빌딩 1층)
TEL: (02) 2266-2752    FAX: (02) 2266-2753
E-mail: kamstoffice20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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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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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마감일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등록비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2-209524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정승기)

정회원 가입비   평생회원: 500,000원 

사전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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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

자가용 이용시

의과대학 본관 지하 주차장, 교수 연구동 옆 철골 주차장, 안암병원 외래 

주차장, 또는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주차장과 학회장의 거리는 도보로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하철 이용시

6호선 안암역(안암병원) 1번출구 도보(3분)

(자세한 안내는 도면에 보이시는 화살표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REGISTRATION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연수강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안암동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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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국내에 체외충격파 치료가 도입되어 20여년 가까이 임상에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체외 충격파의 치료가 더욱 활성화 되어 

팔, 다리, 척추 분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영역을 넘어 비뇨기과, 피부 미용,  화상, 심장 질환 영역까지 다양하게 치료 분야가 

확장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한체외충격파 학회에서는 체외 충격파의 치료 이론을 연구하고 정립하여, 효과 있고 안전

하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연수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체외충격파의 급여 문제에 대하여 저명한 변호사, 손해사정인을 모시고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연수강좌에 참여하셔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고, 열띤 토론을 통하여 치료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환자 

치료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체외충격파학회 회장  염 재 광

INVITATION

08:50~09:00    Opening Address                                                                                                                                            회장 염재광      

Session 1                                                                                                                                                                  좌장: 정승기, 노규철

09:00~09:15    충격파치료 원리(작용기전)와 역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정진영

09:15~09:30    충격파치료 종류와 특징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정형외과 이용범

09:30~09:45    ESWT on Calcification Diseas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양수

09:45~10:00    ESWT on Tendinopathy & Enthesopathy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정웅교

10:00~10:10    Q&A

10:10~10:40    Coffee Break

Session 2                                                                                                                                                                  좌장: 염재광, 금기승

10:40~10:55    ESWT on Myopathy & Fasciopathy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노규철

10:55~11:10    ESWT on Bony Problem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최정윤

11:10~11:25    ESWT on Acute Injury                                                                                                                         서울바른병원 이상진

11:25~11:40    충격파치료에 왜 실패할까?                                                                                                             피노키오정형외과 김재희

11:40~11:50    Q&A

11:50~12:50    Lunch (홍보대사 위촉, Luncheon Symposium)

Session 3                                                                                                                                                                  좌장: 정진영, 이상진

12:50~13:10    손해사정인이 바라보는 충격파치료와 개인보험                                                                            공인손해사정 대표 엄재연 

13:10~13:35    알쓸신법 -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박한 법률상식                                                                법무법인 준산 대표 변호사 황정민 

13:35~14:05    Q&A & Discussion (손해사정인, 변호사, 충격파학회)

14:05~14:35    Coffee Break

Session 4                                                                                                                                                                  좌장: 김양수, 정웅교

14:35~14:55    Physic, Basic Mechanism of ESWT in Urology                                                                            연세우노비뇨기과 도성훈

14:55~15:15    비뇨기과 영역에서의 충격파치료 임상 효과                                                                                      서경근비뇨기과 서경근

15:15~15:25    Q&A

15:25~15:45    Coffee Break

Session 5                                                                                                                                                                  좌장: 이용범, 윤용현

15:45~16:05    화상재활 분야에서 화상흉터에 대한 충격파치료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조윤수

16:05~16:35    종아리, 발목 섬유부종의 이해와 충격파를 이용한 치료                                                                             린클리닉 김세현

16:35~16:45    Q&A

16:45~16:50    경품 추첨

16:50~17:00    Closing Address                                                                                                                                             회장 염재광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연수강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