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충격파치료학회 연수강좌 

안녕하십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다행히 일상으로의 회복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학회 모임이 대면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covid 19 판데믹 시기는 온라인 학회 개최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온라인과 대면 모임의 장점을 살려서 이번 

연수강좌는 hybrid로 개최하여 좀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

는 연수강좌의 일반적인 연제에 실제의 적용 사례를 포함하였으며, 특히 충격파 치료와 함께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하여 해외 특강으

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연수 강좌를 통하여 충격파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해와 적용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3년 7월 세계충격파치료학회(ISMST)의 대구 개최를 앞두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충격파치료학회 회장 정진영

사전등록 마감일  2022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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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시 KCC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성                명
(국문)

(영문)

의 사 면 허 번 호

회   원   구   분

근      무      지

참   석   방   법 □ 온라인 참석     □ 오프라인 참석

학   회   가   입 □ 가입              □ 미가입

핸   드   폰   번   호

참      석      증 □ 신청              □ 미신청

초   대   자   명 (초대시 기제)

KCC시험응시여부 □ 응시              □ 비응시

E  -  m  a  i  l

INVITATION

정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50,000 70,000 7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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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ATION

일시. 2022년 11월 20일 (일)    장소. 세종대학교 대양 AI 센터    방식. 대면 및  온라인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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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09:25-09:30   개회사   회장 정진영

1. 충격파 치료란 무엇인가? 좌장: 정승기 / 노규철

09:30-09:40   충격파의 역사와 원리  한림의대 이호원

09:40-09:50   충격파 치료의  종류 및 적응증 한림의대 이용범

09:50-10:00   충격파 치료의 부작용 및 합병증 인제의대 최정윤

10:00-10:15   Discussion

 

10:15-10:40   Coffee Break   

 

2. 충격파 치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좌장: 정진영 / 이용범

10:40-10:55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써의 ESWT (Common empirically-tested clinical uses) 피노키오정형외과 김재희

10:55-11:05   ESWT in Skin 이을성형외과 배지선

11:05-11:15   ESWT in Urology 스탠탑비뇨기과 안치현

11:15-11:25   ESWT in Neurology 강남베드로병원 정윤교

11:25-11:35   골프 분야의 충격파 치료 캠프나인정형외과 이상진

11:35-11:45   Discussion

 

Industry Session  

11:45-12:20    추후확정 

12:20-13:20    점심식사 

 

 3. 해외연자 강의  좌장: 염재광 / 박광선

13:20-13:50   EMTT & SHOCK WAVES – the boost for rehab Dr. Ludger Gerdesmeyer

13:50-14:00   Discussion

 

4. Current issue 좌장: 정진영

14:00-14:10   2022 ISMST in Prague 서울선정형외과 박광선

14:10-14:15   Discussion

14:15-14:40    Coffee break  

5. 질환별 충격파 치료의 실제  좌장: 선승덕 / 조남수

14:40-14:55   급성 손상에도 충격파 치료가 효과가 있나요? 탑정형외과 윤태연

14:55-15:10   충격파를 이용한 족저근막염의 치료 실제 연세본 정형외과 이재만

15:10-15:25   충격파를 이용한 외상과염의 치료 헤아린정형외과 이준구 

15:25-15:40   충격파를 이용한 하지 부종 치료의 실제 린클리닉 김세현 

15:40-15:55   충격파를 이용한 신경통 치료의 실제 서울선정형외과 박신후

15:55-16:10   Discussion

 

16:10-16:20   폐회사  회장 정진영

16:20-16:50   KAMST Certification Course(KCC) 시험 

PROGRAM 대한충격파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