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한통증학회
국

후

연수교육평점 •

체

요금별납

암동우

증식치료 연수강좌

서울

1. 연수교육 평점관리
등록시 의사면허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체류 시간당 제공 평점
체류 시간

평점 인정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평점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평점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평점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4평점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5평점

6시간 이상

6평점
평점 인정 기준

구분

입장 시 바코드 인식 확인

퇴장 시 바코드 인식 확인

평점

Case 1
Case 2

O

X

불인정

X

O

불인정

Case 3

X

X

불인정

Case 4

O

O

인정

3.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
① 당일 참석하여 2회의 출결 확인(바코드 확인)
② 연수교육기관은 행사종료 후 28일 이내에 교육 이수자를 의협에 보고
③ 해당교육 이수자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로그인 (ID 및 비밀번호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동일)
④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란에서 확인

E-mail. painfree@painfree.or.kr
우: 06267

①수
 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바코드 확인) 의무를 시행합니다.
② 학회 입장과 퇴장 시간을 모두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받으셔야 하며, 실 참석 시간(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제외)에 따라 다른 평점이 부여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0, 1705호 (도곡동 양재에스케이허브프리모)
Tel. (02)6241-7582 Fax. (02)6241-8275

2. 평점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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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이제 주위가 초록으로 물들고 더위가 시작하였습니다. COVID-19 pandemic으로

2022. 7. 24. (일) 08:55~17:20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이렇게 대면으로 연수강좌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쁩니다. 회원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증식치료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2000년도 초반에 프롤로 치료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학술대회나 지회 등에서 자주 주제로 다루는
관심 분야입니다만 연수강좌로서는 2004, 2005년 대한통증학회 증식치료 연수
강좌를 실시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문적으로
업데이트 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식치료는 근골격계에서 적응증에 따라 장기간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방법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치료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증식치료
연수강좌의 프로그램 구성은 오전에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 방법, 안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척추 부위와 사지 관절 부위에서 각각 적응증,

교육이수증 발행
■ 전공의 스티커 발행
■ 사전등록: 2022년 6월 13일(월)-7월 15일(금)
■ 전시광고: 2022년 6월 13일(월)-7월 15일(금)
■

방법, 합병증, 그리고 증례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통증학회 증식치료 연수강좌를 통하여 여러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강좌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Tel. 02-6241-7582
E-mail. painfree@painfree.or.kr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대한통증학회 회장

심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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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08:30~08:55

등록

08:55~09:00

개회사

Introduction to Prolotherapy
09:00~09:35 증식치료의 기본 원리와 치료 개념
① 연부조직 손상과 증식치료의 개념
② 증식치료의 치료 기전, 효과
③ 증식치료의 적응증
09:35~10:10 증식치료의 기본 방법과 유의점들
① 증식치료 시 사용약제
② 주사치료의 간격, 횟수, 난치적 환자의 치료
③ 주사치료시 접할 수 있는 이상반응, 합병증의 진단과 처치
10:10~10:45 증식치료 시 감염의 예방 (권고안을 중심으로)
① 안전한 감염관리
② 문헌 및 실제 임상에서의 감염 증례 고찰

진행: 교육이사 김연동
회

장 심우석

좌장 : 서울의대 이평복

11:55~12:30 Prolotherapy of Lumbar Spine and Pelvis
① 요추부 증식치료의 적응증, 방법
② 골반부 증식치료의 적응증, 방법
③ 주사 시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 합병증
④ 주사치료 증례와 실제
12:30~12:50 Discussion
12:50~14:00 Lunch

가톨릭의대 박휴정

Prolotherapy - 사지관절 부위 I

경북의대 오진영

전남의대 강동호

10:45~11:05 Discussion
11:05~11:20 Coffee Break

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배만석

14:35~15:10 Prolotherapy of Knee
① 무릎부위 증식치료의 적응증, 방법
② 주사 시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 합병증
③ 주사치료 증례와 실제

새김의원 노장호

15:10~15:30 Discussion

11:20~11:55 Prolotherapy of Cervical and Thoracic Spine
① 경추부 증식치료의 적응증, 방법
② 흉추부 증식치료의 적응증, 방법
③ 주사 시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 합병증
④ 주사치료 증례와 실제

좌장 : 조선의대 임경준

참정형외과의원 백승일

좌장 : 고신의대 김두식

14:00~14:35 Prolotherapy of Shoulder
① 어깨부위 증식치료의 적응증, 방법
② 주사 시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 합병증
③ 주사치료 증례와 실제

15:30~15:45 Coffee Break

Prolotherapy - 척추부위

청담마디신경외과의원 심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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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Prolotherapy - 사지관절 부위 II

사전등록 •
좌장 : 이상율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상율

15:45~16:20 Prolotherpay of Elbow
① 팔꿈치부위 증식치료의 적응증, 방법
② 주사 시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 합병증
③ 주사치료 증례와 실제
16:20~16:55 Prolotherapy of Ankle & Foot
① 발목과 발부위 증식치료의 적응증, 방법
② 주사 시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 합병증
③ 주사치료 증례와 실제

2022년 6월 13일(월)-7월 15일(금)

1. 등록비

다나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전순신

구분

전문의, 일반의

고위자과정
취득자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기타
(연구원, 의대생, 간호사)

사전등록

120,000원

100,000원

80,000원

80,000원

현장등록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100,000원

*65세 이상 정회원의 경우 등록비 면제

안수정형외과의원 소안수

16:55~17:15 Discussion
17:15~17:20 폐회사

사전등록기간 :

2. 평점 : 6점, 전공의 스티커 발행
3. 사전등록 시 유의사항

교육이사 김연동

① 학회 홈페이지(www.painfree.or.kr)에서 ‘2022년도 대한통증학회 증식치료 연수강좌’ 배너 클릭
후 사전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전등록 완료 후 “사전등록현황”에서 총금액(등록비+2022년까지의 연회비(회원일 경우에
해당))을 꼭 확인하신 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전등록 기간 내에 입금처리되지 못하면 사전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④ 등록취소 요청시한: 2022년 7월 22일(금) 17:00 취소 시에는 성명과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요청 시한내에 취소를 하지 않거나 사전등록을 하고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관리자가 입금 확인을 하기 전까지 등록하신 사전등록은 “사전등록수정” 메뉴를 이용하여 수정
변경 가능합니다. 입금 확인 후 수정 변경을 원하실 때에는 학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총 교육시간 6시간 35분으로 6시간 이상 교육시간 참석 시 이수증 발급(행사 종료 후 이메일 발송)
5. 사전등록비 입금계좌
● 은행명: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04-374182 ● 예금주: 대한통증학회
● 사전등록 시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행사 종료 후 현금영수증 일괄등록 -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문의처

T. 02-6241-7582 E. painfree@painfree.or.kr H. www.painfre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