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오시는 길

The Korean
Orthopedic Pain
Society

�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이메일
로 보내 주신 후 입금계좌로 입금(신청서와
등록비가 모두 확인되어야 사전등록 완료됩
니다.)
� 등록마감 : 2019년 2월 26일(화)

2019년 제14회

※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회원
7만원
15만원

비회원
15만원
20만원

전공의/군의관/전임의
10만원
15만원

대한정형통증의학회

※ 정회원은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입회하신 분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12번지 서울건국대학교병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6-514782 대한정형통증의학회
� 모든 등록자분들께는 대한정형통증의학회에서
TPI 자격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전공의는 제외)

� Subway

※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의국 노옥주
TEL: 02-958-8348, FAX: 02-964-3865
E-mail: noj77@naver.com

� Bus

� 등록신청서
성

명

속

구

분

연수강좌

건대입구역사거리 하차
240, 721, 3220, 2222, 3217, 3218, 3219, 4212
건대역 하차
2223, 2224

장 소: 건국대학교병원 지하3층 대강당

� Shuttle Bus

평 점: 대한의사협회 6점

일 시: 2019년 3월 3일(Sun)

건대병원� 노인복지관� 보훈회관, 정립회관� 광진구청� 건대병원
병원 도착시간: 08:45, 10:15, 12:35, 14:05, 16:05
무료셔틀버스는 둘째∙넷째 토요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첫째∙셋째 토요일은 1회(08:30)만 운행합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번호
소

2호선: 건대입구역 3번 출구
7호선: 건대입구역 3번 출구

�

정회원 �

비회원 �

전공의/군의관/전임의

대한정형통증의학회
Mobile:
연

락

총 무: 경희의대 정비오
부총무: 아주의대 박영욱, 성균관의대 박세진,
경희의대 백종훈, 차의대 안태근

처
E-mail:

입

금

자

입

금

일

2019년

월

일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의국 노옥주
TEL: 02-958-8348, FAX: 02-964-3865
E-mail: noj77@naver.com
Homepage: http://www.kopas.or.kr

대한정형통증의학회

2019년 제 14회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연수강좌

모시는 글

08:30~08:50
08:50~09:00

등
록
개회사

제 1부 만성 통증에 대한 효과적인 약물 요법
안녕하십니까?
기해년을 맞아 모든 분들께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
니다. 저희 대한정형통증의학회에서는 2019년 3월 3일 건국
대학교병원에서 제 14회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은 어느 한 분과에 국한되지 않고 정형외과 의사
라면 누구나 진료 현장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문제이며 환자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증 치료는 가장 기본인
약물 치료부터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와 근막통증 증후군의 병태 생리 및 각 부위별 TPI 주사
요법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증례 중심 강의로 진료 현장
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특별강의 시간
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정책 변경 및 비급여 진료
범위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손 보험과 마찰이 없는 도수
치료의 적절한 청구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저명한 전문가 선생
님들을 모시고 도수치료의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각 부위별로 도수 치료 시연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본 연수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좌장 및 연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 간에
최신 지식과 다양한 임상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정형통증
의학회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증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9:00~09:20
09:20~09:40
09:40~10:00
10:00~10:20
10:20~10:40

만성 통증에 대한 NSAID 장기 사용시 유의점
잘 낫지 않는 신경병증의 효과적인 약물 치료
정신질환 환자 같은 통증 환자: 항우울제의 적절한 적응증 및 사용법
만성 관절통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Discussion

10:40~11:00

Coffee Break

제 2부 TPI
근막통증 증후군, 안 움직여 생기는 병인가요? 정확한 병태생리는?, 임상양상, 감별질단
근막통증 증후군의 치료, 두경부 및 척추의 TPI 주사 요법
근막통증 증후군의 치료, 견갑부의 TPI 주사 요법
근막통증 증후군의 치료, 사지의 TPI 주사 요법
Discussion

12:40~13:40

점심시간 및 사진촬영

특별강의

대전한국병원 이광진 / 한양의대 김영호
중앙의대 정형외과
경희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중앙의대 정신건강의학과
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이재성
한진희
김선미
이혜순

차의대 정형외과
선정형외과 정형외과
탄탄병원 정형외과
차의대 재활의학과

안태근
선승덕
김경천
김종문

중앙의대 최인호 / 원광의대 심대무
문케어 이후 보험체계 및 비급여 진료 범위의 전망
실손보험과 마찰이 없는 도수치료 청구하기
Discussion

제 3부 도수치료의 원리 및 종류
14:30~14:50
14:50~15:10
15:10~15:30
15:30~15:50

도수치료의 종류 및 효과 - 근거중심
도수치료의 기능신경학적 이해
도수치료의 역사, 원리 및 현황
Discussion

15:50~16:10

Coffee Break

제 4부 다양한 방법의 도수치료의 실제

2019년 3월

16:10~16:30
16:30~16:50
16:50~17:10
17:10~17:30
17:30~17:50
17:50~18:10

척추 측만증의 통증 조절을 위한 도수치료: 도수치료 시연
X-ray 분석을 통한 도수치료: 도수치료 시연
상지 저림의 증상 완화를 위한 도수치료: 도수치료 시연
견관절 및 견갑 주위 도수치료의 실제: 도수치료 시연
척추 도수치료의 실제: 도수치료 시연
Discussion

대한정형통증의학회 회장 김 영 호

18:10

폐회사

새해 건승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빕니다.

회장 김영호

아산충무병원 김정만 / 정병원 한정수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40

13:40~14:00
14:00~14:20
14:20~14:30

프로그램

고려의대 정형외과 김학준
삼성생명 파트장 김진구

연세사랑병원 김성재 / 가천의대 김영규
아틀라스의원 내과 김일환
척본의원 신민철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문상호

순천향의대 이병일 / 한양의대 최충혁

로하스SOT의원
현병원
여의도가톨릭정형외과의원
강남성모정형외과의원

바른의원
일반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장동봉
한상준
장현동
최문구
정대영

학술위원장 김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