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ssociation of Manual Medicine

대한도수의학회 2022 
추계 도수의학 학술대회
일시 �   2022년 9월 4일(일) 09:00-16:30

장소 �   세종대 광개토관 B2 컨벤션홀

주관 �   대한도수의학회

평점 �   대한의사협회 6평점, 대한도수의학회 자체평점 20점

사회 오전: 남기세(총무이사)   오후: 김창원(총무이사)

08:55-09:00 개회사 전민호(대한도수의학회 회장)

Session 1. 두경부                               좌장: 김용훈(대한도수의학회 명예회장)

09:00-09:20 공명파를 이용한 두경부 도수치료 정대영(강남성모정형외과의원)

09:20-09:40 두통과 경추부위의 초음파유도 주사 치료 목영준(연세이음정형외과의원)

09:40-10:00 상지저림에 효과적인 신경가동 도수치료 김일환(아틀라스의원)

10:00-10:20 턱관절 도수를 이용한 두통클리닉 박성만(AK신경외과의원)

10:20-10:30 질의응답

10:30-10:50 Coffee break

Session 2. 상지저림                                좌장: 김문간(대한도수의학회 명예회장)

10:50-11:10 해부학과 신경차단술 정리 서수지(서헌만마취통증의학과의원)

11:10-11:30 경추와 상지 도수치료 총정리 최문구(가톨릭정형외과의원)

11:30-11:50 초음파 유도 근막치료              정재욱(프롤로의원)

11:50-12:10 정맥통증을 이용한 상지저림과 통증 치료 이정표(레그웰의원)

12:10-12:20 질의응답

12:20-13:20 Lunch

Session 3.도도수치료와 함께하면 좋은 치료법   좌장: 박정율(대한도수의학회 감사)

13:20-13:40 통증 초보자도 명의를 만들어주는 정주요법 장현동(현병원)

13:40-14:00 기능신경학을 이용한 도수치료 신민철(척본의원)

14:00-14:20 남녀노소 누구나~ 묻지마 자가재활 PNF요법 김병희(건재활의학과의원)

14:20-14:30 질의응답

14:30-14:50 Coffee break 

Session 4. 어깨 유착성 피막염 환자의 다양한 치료   
좌장: 전민호(대한도수의학회 회장)

14:50-15:15 관절 가동범위와 통증을 같이 잡는  도수치료 정재원(연세신통마취통증의학과의원)

15:15-15:40 오십견에서의 고출력 레이져와 도수치료 병행효과    박성익(강남수재활의학과의원)

15:40-16:05 브리즈망과 충격파 조남수(제일정형외과병원)

16:05-16:30 어깨통증과 정맥부전 노환규(하트웰의원)

16:30-16:40 질의응답

▶ 프로그램

▶ 인사말

▶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기간:  ~2022년 8월 31일(수) 오후 5시까지

⦁ 등록비 

평생정회원 무료

정회원, 준회원 무료

비회원 50,000원

  ※ 연회비 납부자는 사전등록이 무료입니다.(연회비 8만원)

⦁ 회원자격 및 혜택 안내
- 준회원:  회비납부, 연수강좌 30시간 미이수자 학술대회 무료, 연수강좌 10%할인
- 정회원:  연회비 8만원 납부, 연수강좌 30시간 이수자 학술대회 무료, 연수강좌 10%할인
- 평생회원:  회비 50만원 일시납, 연수강좌 30시간 이수자 학술대회 무료, 연수강좌 30%할인

⦁ 등록절차
상단의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하여 사전등록 접수 후 등록비 입금
대한도수의학회 홈페이지(www.kamm.or.kr)
문자등록가능 010-2971-5975(이름/면허번호/소속 문자전송)

⦁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701-437792 / 대한도수의학회

⦁ 환불규정
등록취소 및 환불 신청은 사무국 이메일 kamm2016@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이름, 면허번호, 계좌번호 기입)
- 2022년 9월 3일(토)까지: 송금 수수료 제외 후 환불
- 2022년 9월 4일(일)이후: 취소 빛 환불 불가

⦁ 연수평점안내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미참석 시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바코드 체크를 등록데스크에서 하셔야 평점이 

부여됩니다.

⦁ 등록문의
- 대한도수의학회 사무국 전화: 010-2971-5975(문자문의가능)
- 이메일: kamm2016@naver.com

★ 온라인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도수의학회 회원 여러분.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 도수

의학 학술대회를 열어 다양한 주제들을 교류하는 장을 열고자합니다.

오전 세션은 두경부 질환와 상지저림에 대한 도수치료 강의로 시작합니다.

도수치료로 일차적인 치료기법소개 및 초음파 등을 이용한 중재적인 시술을 같이 병행하여  

임상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두통과 경추통, 턱관절 질환, 신경

차단술의 해부학적 정리, 주사시술을 위한 초음파 활용, 정맥통증을 이용한 상지저림 해결 등

의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오후 세션은 임상의에게 도움이 되는 정주요법, 기능신경학을 이용한 도수치료, PNF 재활운동 

치료를 준비하였고 마지막으로 빈도가 많고 유병기간이 긴 오십견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하였습니다.

훌륭한 강사들을 많이 모신 이번 9월 4일 도수의학 추계학술대회를 기억하시고 참여해주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수의학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도수의학회 회장   전 민 호

경기 부천시 부천로 392 현병원 2층 학회사무국
Tel: 010-2971-5975 / Fax: 0504-369-1707 
kamm2016@naver.com

www.kamm.or.kr

http://kamm.or.kr/seminar.html?mode=View&ID=54&categor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