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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통증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제법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과 2년 이상 이어지는 COVID-19 

Pandemic 상황에서 일상도 지치실 텐데, 통증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한통증학회는 5월 셋째 주 21, 22일 토일 양일에 걸쳐 "Multi-Universe in Pain Medicine"의 슬로건 아래 제

73차 대한통증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지방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로 상황이 악화되어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역시 통증의학을 처음 접하시는 전공의 선생님부터 통증의학 전문가 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최신 업데이트된 지식까지 다양하게 준비하여, 어느 한 세션도 놓치기 아까운 강

의들, 포스터를 제외하고 총 29개 세션 68개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등록자 분들께 강의 동영상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푸짐한 경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토요일 학술대회는 “IASP 2022 Global Year for Translating Pain Knowledge to Practice”의 주제를 시작으로, 

통증의학에서의 진단, 기초 연구, 동반 질환, 약물 처방 및 중재적 시술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Orofacial 

Pain, Headache, Cancer Pain, Fibromyalgia 그리고 Neuropathic Pain 세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하우

를 들으실 수 있으며, COVID-19 세션에서는 통증을 포함한 관련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RPS의 진단 및 신체 감정과 장애 진단에 대한 세션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Metaverse in Pain Medicine 

세션에서는 통증 교육과 임상에서 Metaverse와 Virtual Reality가 어느 정도 까지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요일 연수교육에서는 Lumbosacral Pain, Advanced Spine Proedure, Regenerative 

Medicine, Nutrition 세션과 어깨와 무릎 관절에 대한 Live demonstration을 마련하여 개원하신 회원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녹색으로 만연한 5월에 대면으로 못 뵈어 아쉽지만, 온라인 학술대회로서 최선을 다해 기획하고 다양한 경품도 

준비하였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만나서 다 함께 인사 나누는 날을 기다리며, 

회원님들 모두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대한통증학회 회장 심 우 석

인사말Ⅰ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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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특징ⅠProgram Features

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구성: 35개 Session, 68개 강의와  

포스터 발표

Metaverse를 통증 의학에 적용하기 위한  

Expert들의 강의

Advanced Technique에 대한  

맥을 짚는 Practical한 강의

COVID-19 그리고 COVID-19 백신과  

연관된 통증에 대한 최신 분석

Ultrasound Live Demonstration,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Physical Examination에 대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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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DEMO

Room B 5월 22일(일)

Live Demo ILive Demo I

Live Demo II

09:00-10:30

Shoulder & Elbow

노장호 (새김의원)

13:30-15:00

P/Ex for Knee

김동휘 (조선의대 정형외과)

P/Ex for Ankle
성기선 (성균관의대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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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ⅠProgram at a Glance

제73차 학술대회 5월 21일(토)

Room A Room B Room C Room D Room D-1

08:25-08:30 개회식

08:30-10:00

Global Year for 

Translating Pain 

Knowledge to 

Practice

(IASP 2022)

Fibromyalgia
Metaverse in 

Pain Medicine

Poster 

Presentation

10:00-10:30 Coffee Break

10:30-12:00 Orofacial Pain CRPS

Advanced 

Technique for 

Neuropathic 

Pain

Poster 

Presentation

12:00-12:30 총회

12:30-12:50

Luncheon 

Symposium I

(비아트리스)

Luncheon 

Symposium II

(부광약품)

Luncheon 

Symposium III

(메드트로닉)

Luncheon 

Symposium IV  

(한국다케다제약)

12:50-13:30

13:30-15:00 Headache

Therapeutic 

Consideration 

in Comorbid 

Patients

COVID-19 

Related Issues

보험 Workshop I

(비공개, 참석대상자 

별도 공지)

15:00-15:30 Coffee Break

15:30-16:40

Considerations 

When 

Prescribing 

Medications

Review of 

Interventions for 

Cancer Pain

Legal Issues

보험 Workshop II

(비공개, 참석대상자 

별도 공지)

15:30-16:50

16:40-17:00 Coffee Break

17:00-18:00
Poster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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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ⅠProgram at a Glance

2022년도 춘계 연수교육 5월 22일(일)

Room A Room B Room C

09:00-10:30 Basics of Lumbosacral Pain Live Demo I Sports Medicine

10:30-11:00 Coffee Break

11:00-12:30
Practical Tips of Advanced 

Spine Procedure
알아두면 유용한 검사법들 Medications

12:30-13:10
Luncheon Symposium V

(한국다이이찌산쿄) 

Luncheon Symposium VI

(경보제약)

Luncheon Symposium VII

(SK케미칼)

13:10-13:30

13:30-15:00 재생의학 Live Demo II 영양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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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ⅠProgram

Room A 5월 21일(토)제73차 학술대회

08:25-08:30 개회식

IASP 2022: Global Year for Translating Pain Knowledge to Practice 좌장 : 성춘호 (가톨릭의대)

08:30-08:55 IASP ICD-11 Update 김신형 (연세의대)

08:55-09:20 Animal Models for Translational Pain Research 김웅모 (전남의대)

09:20-09:45 Human Cells and Tissue in Pre-Clinical Studies: Human DRG 김원중 (이화의대)

09:45-10:00 Discussion

10:00-10:30 Coffee Break

Orofacial Pain  좌장 : 임경준 (조선의대)

10:30-10:55 Trigeminal Neuralgia 최성수 (울산의대)

10:55-11:20 Atypical Facial Pain (Dx, DDX Tip, Tx) 이현영 (조선의대)

11:20-11:45 치과 영역에서의 Orofacial pain 권대근 (경북치대 구강안면외과) 

11:45-12:00 Discussion

12:00-12:30 총회 

Luncheon Symposium I (비아트리스) 좌장 : 김해규 (부산의대)

12:30-12:50 The First-Line Treatment for Cancer Related Neuropathic Pain in Global Guidelines;  

 Value of Lyrica  박상준 (연세의대) 

Headache 좌장 : 심우석 (성균관의대)

13:30-13:55 Migraine 배대웅 (가톨릭의대 신경과) 

13:55-14:20 Tension Type Headache 이승현 (성균관의대) 

14:20-14:45 Useful Interventions for Headache Related Conditions 박정현 (가톨릭의대) 

14:45-15:00 Discussion

15:00-15:30 Coffee Break

Considerations When Prescribing Medications 좌장 : 이우용 (인제의대)

15:30-15:50 Opioids: Mechanisms and Assessment of Addiction in Chronic Pain Patients 오진영 (경북의대)

15:50-16:10 Opioid Addiction의 치료 전략 박성철 (차의대)

16:10-16:30 Consideration Regarding Gabapentidoids 김연동 (원광의대)

16:30-16:4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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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ⅠProgram

Room B 5월 21일(토) 제73차 학술대회

Fibromyalgia 좌장 : 김경훈 (부산의대)

08:30-08:55 Fibromyalgia 진단기준 / 가이드라인 이상은 (인제의대)

08:55-09:20 Somatization에 대한 이해 이상진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09:20-09:45 Myofascial Pain Syndrome(MPS)과의 감별 Point 김초롱 (한양의대)

09:45-10:00 Discussion 

10:00-10:30 Coffee Break

CRPS  좌장 : 김두식 (고신의대)

10:30-10:55 CRPS 진단 및 진단 기준에 대한 논란 (Debate)  남상건 (서울의대) 

10:55-11:20 외래에서 적용할 수 있는 Intervention들 (SCS, ITP 제외) 이진영 (성균관의대) 

11:20-11:45 CRPS 환자의 재활 전략들 민경훈 (차의대 재활의학과) 

11:45-12:00 Discussion

Luncheon Symposium II (부광약품) 좌장 : 이원형 (충남의대)

12:30-12:50 The Importance of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Fibromyalgia  문호식 (가톨릭의대)

Therapeutic Consideration in Comorbid Patients 좌장 : 이영복 (연세원주의대)

13:30-13:55 Intervention Guideline in Patients with Coagulation Issues 조누리 (가천의대)

13:55-14:20 Pain Medication Guideline in Patients with Nephropathy 박선희 (경북의대 신장내과)

14:20-14:45 통증 의사가 처방할 만한 Anxiolytics 김지영 (연세의대) 

14:45-15:00 Discussion

15:00-15:30 Coffee Break

Review of Interventions for Cancer Pain 좌장 : 김대현 (국립암센터)

15:30-15:50 For Cancer Pain of Abdominal Region  이선열 (충남의대)

15:50-16:10 For Cancer Pain of Pelvic Region  정혜선 (중앙의대)

16:10-16:30 For Cancer Pain for Spine Metastasis 변경조 (부산의대)

16:30-16:4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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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Pain (IASP 2021)  
좌장 : 성춘호 (가톨릭의대)

08:30-08:55 Basics of Back Pain (Mechanism, Anatomy, and etc.) 
이진영 (성균관의대)

08:55-09:20 Current Management Algorithm for Low Back Pain

[North American Spine Society (2020.5) Updated Guideline]  
오진영 (경북의대)

09:20-09:45 Options for Intractable Back Pain  
최성수 (울산의대)

09:45-10:00 Discussion 　

10:00-10:30 Coffee Break

프로그램ⅠProgram

Room C 5월 21일(토)제73차 학술대회

Metaverse in Pain Medicine 좌장 : 이평복 (서울의대)

08:30-09:15 Using Metaverse in Pain Education & Practice  고재철 (고려의대)

09:15-09:45 Using Virtual Reality to Treat Pain and Anxiety 문지연 (서울의대)

09:45-10:00 Discussion

10:00-10:30 Coffee Break

Advanced Technique for Neuropathic Pain 좌장 : 정진용 (대구가톨릭의대)

10:30-10:55 Review of SCS (Spinal Cord Injury, Postspinal Surgery Syndrome,  

 Axial Pain, Stimulation Mode, and etc.) 박기범 (계명의대)

10:55-11:20 Overview of Deep Brain Stimulation  박영석 (충북의대 신경외과)

11:20-11:45 ITP & 연관된 흔히 만나는 문제들 유용재 (서울의대)

11:45-12:00 Discussion

Luncheon Symposium III (메드트로닉) 좌장 : 김용익 (순천향의대)

12:30-12:50 Spinal Cord Stimulation Mechanism & Indication We Should Know 유용재 (서울의대)

COVID-19 Related Issues 좌장 : 임소영 (한림의대)

13:30-13:55 COVID-19의 내과적인 후유증들 (만성기 생존자 사례들) 배성만 (울산의대 감염내과)

13:55-14:20 COVID-19 백신의 Overview  강철인 (성균관의대 감염내과)

14:20-14:45 COVID-19 / COVID-19 백신과 연관한 MSK Pain 사례들 최은주 (서울의대)

14:45-15:00 Discussion

15:00-15:30 Coffee Break

Legal Issues 좌장 : 최상식 (고려의대)

15:30-15:50 CRPS 진단과 환자 사례별 정리 이형곤 (전남의대) 

15:50-16:10 CRPS의 신체 감정과 증례 김은수 (부산의대) 

16:10-16:30 CRPS의 장애 진단과 증례 최종범 (아주의대) 

16:30-16:4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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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ⅠProgram

Room D 5월 21일(토) 제73차 학술대회

Poster Presentation 좌장 : 손지선 (전북의대), 홍성준 (한림의대)

08:30-10:00 Complications & Pharmacology (P. 1~5)

 Pain Research - Animal Study, Neuroscience, Big Data Study, Epidemiological Study, Etc (P. 6~11)

10:00-10:30 Coffee Break

Poster Presentation 좌장 : 심재항 (한양의대), 임윤희 (인제의대)

10:30-12:00 Interventions I (P. 12~16)

 Interventions II (P. 17~22)

Luncheon Symposium IV (한국다케다제약) 좌장 : 이종환 (동아의대)

12:30-12:50 파브리병 그것이 알고싶다 이평복 (서울의대)

Poster Presentation 좌장 : 고영권 (충남의대), 홍지희 (계명의대)

17:00-18:00 Miscellaneous Issues (P. 23~26)

 Ultrasound (P.27~29)

Room D-1 5월 21일(토)

보험 Workshop I (비공개, 참석대상자 별도 공지) 좌장 : 송후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30-14:05 Introduction and Doctrinal Interpretation: Revised Public Notice about  

 Nerve Block 신화용 (중앙의대) 

14:05-14:40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C-arm Guided Nerve Block, Radiofrequency  

 Treatment and Neuromodulation 이준호 (순천향의대)

14:40-15:00 Discussion

15:00-15:30 Coffee Break

보험 Workshop II (비공개, 참석대상자 별도 공지) 좌장 : 윤덕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30-16:05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Epidural Nerve block, Peripheral Nerve Block,  

 Sympathetic Nerve block, Neurolysis and Other Pain Treatment 문호식 (가톨릭의대)

16:05-16:30 Case Review: Nerve Blocks and Other Pain Management 신화용 (중앙의대) 

16:30-16:5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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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ⅠProgram

Room A 5월 22일(일)춘계 연수교육

Basics of Lumbosacral Pain 좌장 : 윤경봉 (연세의대)

09:00-09:25 Radiculopathy / Radicular Pain / Myelopathy, etc 개념 구분하기 인치범 (건양의대) 

09:25-09:50 Joint Related Interventions 김두환 (울산의대) 

09:50-10:15 Overview of Epidural Approach  김응돈 (가톨릭의대) 

10:15-10:30 Discussion

10:30-11:00 Coffee Break

Practical Tips of Advanced Spine Procedure 좌장 : 김용철 (김용철마취통증의학과의원)

11:00-11:35 Practical Tips of Epiduroscopy  이형곤 (전남의대) 

11:35-12:10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ecompression  박학수 (박학수마취통증의학과의원)

12:10-12:30 Discussion

Luncheon Symposium V (한국다이이찌산쿄)  좌장 : 김창재 (가톨릭의대)

12:30-13:10 Current Topic on Pharmacotherapy for Neuropathic Pain  문지연 (서울의대) 

재생의학 좌장 : 유시현 (서울성모마취통증의학과의원)

13:30-13:55 Overview of Regenerative Medicine (Prolo, Collagen, PDRN 등 정리) 권소영 (가톨릭의대) 

13:55-14:20 Practical Technique: Focused on Injection Point (Joint) 배만석 (참마취통증의학과의원) 

14:20-14:45 Practical Technique: Focused on Injection Point (Spine) 양경승 (성모Y통증의학과의원) 

14:45-15:0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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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ⅠProgram

Room B 5월 22일(일) 춘계 연수교육

Live Demo I 좌장 : 문동언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의원)

09:00-10:15 Shoulder & Elbow 노장호 (새김의원)

10:15-10:30 Discussion

10:30-11:00 Coffee Break

알아두면 유용한 검사법들 좌장 : 전영훈 (경북의대)

11:00-11:25 QST / QSART 손은희 (충남의대 신경과) 

11:25-11:50 EMG / NCV 신경진 (인제의대 신경과) 

11:50-12:15 적외선 체열촬영의 적용 장호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12:15-12:30 Discussion

Luncheon Symposium VI (경보제약)  좌장 : 이상율 (명의마취통증의학과의원)

12:30-13:10 급성 통증관리를 위한 비마약성 진통제 사용  이재도 (중앙보훈병원)

Live Demo II 좌장 : 양종윤 (메디인병원)

13:30-14:10 P/Ex for Knee 김동휘 (조선의대 정형외과)

14:10-14:45 P/Ex for Ankle 성기선 (성균관의대 정형외과) 

14:45-15:0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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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ⅠProgram

Room C 5월 22일(일)춘계 연수교육

Sports Medicine 좌장 : 조대현 (조대현마취통증의학과의원)

09:00-09:25 Common Sports Injury: 급성기 치료 전략 이강근 (이강근마취통증의학과의원) 

09:25-09:50 요통의 운동 치료 김기원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09:50-10:15 Covid-19 시대 집에서 할수 있는 효과적인 관절 운동법 김종문 (안동병원 재활의학과)

10:15-10:30 Discussion

10:30-11:00 Coffee Break

Medications  좌장 : 김영기 (울산의대)

11:00-11:25 일반 진통제 사용시 주의할 점들 김상훈 (조선의대) 

11:25-11:50 기타 쓸만한 관절약들  김정은 (한림의대) 

11:50-12:15 Topical Agents  정호순 (순천향의대) 

12:15-12:30 Discussion

Luncheon Symposium VII (SK케미칼) 좌장 : 최봉춘 (세연통증클리닉) 

12:30-13:10 The Role of SYSADOA in the OA Treatment 김영훈 (가톨릭의대) 

영양 관련 이슈 좌장 : 김갑수 (김갑수마취통증의학과의원)

13:30-13:55 골다공증 처방 이현승 (충남의대 내분비내과) 

13:55-14:20 도움될 수 있는 보조 영양제들 & 처방시 주의점 노용균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14:20-14:45 의사들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제안 이지선 (서울성모병원 영양팀장)

14:45-15:0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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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사전등록

사전등록기간: 2022년 3월 14일(월)-5월 12일(목)

1. 등록비

제73차 학술대회[5월 21일(토)] 2022년도 춘계 연수교육[5월 22일(일)]

등록구분
전문의,
일반의

고위자과정
취득자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기타(연구원,
의대생, 간호사,

대학원생)
등록구분

전문의,
일반의

고위자과정
취득자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기타(연구원,
의대생, 간호사,

대학원생)

사전등록 100,000원 70,000원 40,000원 40,000원 사전등록 100,000원 70,000원 40,000원 40,000원

현장등록 불 가 현장등록 불 가

※ 65세 이상 정회원의 경우 등록비 면제

2. 평점:  5월 21일(토) 6평점 예정, 5월 22일(일) 5평점 예정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스티커 행사별 발행 (5/21 학술대회, 5/22 연수교육)

3. 사전등록 시 유의사항

①  학회 홈페이지(www.painfree.or.kr)에서 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배너 클릭 후 사전등록을 진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전등록 완료 후 “사전등록 현황”에서 총 금액[등록비+2022년까지의 연회비(회원의 경우만 해당)]을 꼭 확인하신 

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전등록 기간 내에 입금처리되지 못하면 사전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④  등록취소 요청시한: 2022년 5월 19일(목) 17:00  

등록취소시에는 성명과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요청시한 내에 취소를 하지 않거나 사전등록을 하고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관리자가 입금 확인을 하기 전까지 등록하신 사전등록은 “사전등록수정” 메뉴를 이용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입금 확

인 후 수정을 원하실 때에는 학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전등록비 입금계좌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40-004-374182 •예금주 : 대한통증학회

•사전등록 시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행사 종료 후 현금영수증 일괄 등록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문의처 

•학회 사무실(전화 : 02-6241-7582 / 팩스 : 02-6241-8275 / E-mail : painfree@painfree.or.kr / www.pain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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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연수교육 평점

1. 연수교육 평점관리

등록시 의사면허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점이수자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평점인정 기준

① 오프라인 연수교육과 동일하게 60분당 1평점을 인정합니다.

② 수강자가 반드시 60분 이상 온라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평점 인정 가능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인정 예시]

·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시간 1시간 미만: 1평점 인정 불가

·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평점

 EX)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시간 1시간 40분: 1평점만 인정 (2평점 인정 불가)

·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시간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2평점

·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평점

·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4평점

·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시간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5평점

·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시간 6시간 이상 → 6평점

3. 온라인 진행 형태 : 실시간 화상 강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 분 실시간 강의시간 강의내용(강의장 별) 체크인 체크아웃

2022년 5월 21일(토)

08:25-08:30 개회사

08:30-10:00 1 Session 08:20부터 10:09까지

10:00-10:30 Coffee Break

10:30-12:00 2 Session 10:20부터 12:09까지

12:00-12:30 총회

12:30-12:50 3 Session 12:20부터 12:59까지

12:50-13:30 Lunch

13:30-15:00 4 Session 13:20부터 15:09까지

15:00-15:30 Coffee Break

15:30-16:40 5 Session 15:20부터 16:49까지

16:40-17:00 Coffee Break

17:00-18:00 6 Session 16:50부터 18:09까지

※ 세션별로 체크인/체크아웃을 정해진 시간내에 해야 평점이 인정됩니다.

4.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

① 연수교육기관은 행사종료 후 28일 이내에 교육 이수자를 의협에 보고

② 해당교육 이수자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로그인(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동일)

③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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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강의원고 및 약력접수

강의원고 및 약력접수기간 : 2022년 3월 14일(월)-4월 22일(금)

1. 강의원고 및 약력접수 안내

① 접수기간과 수정가능 기간은 동일합니다.

②  학회 홈페이지(www.painfree.or.kr)에서 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배너 클릭 후 강의원고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파일 형식은 doc, docx 또는 hwp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파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④ 이미지 파일은 jpg 또는 gif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강의원고접수 완료 후 “강의원고접수 현황” 에서 접수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연 슬라이드 접수기한 : 2022년 5월 13일(금) 24:00

1. 강연 슬라이드 접수안내

①  접수방법 : www.webhard.co.kr (ID: gaonpco@gaonpco.com / PW: gaon1025) 

Guest 폴더 올리기전용 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강연자료

② 올리기 전용 폴더는 관리자 외에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③ 동영상이 있으신 분은 별도로 폴더를 만드신 후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담당자 : 제73차 학술대회 진행사무국 가온컨벤션 배진성 팀장 

 Tel: 02-2038-7988, Mobile: 010-2562-2012, E-mail: gaonpco@gaonpco.com

연자 공지사항

1. 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강연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맡아주신 강의 시간을 일정표에서 확인하여 배정된 강의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의는 같은 Session의 타 강의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된 강의의 범위 내에서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강의 원고는 A4사이즈로 Point 10, 작성하여 주시고 줄간격은 1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분량에는 제한

이 없으나, 여러 방에서 동시에 강의가 진행되어 듣고싶은 강의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강의를 듣지 않고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각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설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  모든 연자께서는 당일 등록데스크에 오셔서 참석 확인 후 해당 Session 시작 10분전까지 강의실에 마련된 연자 대

기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강의가 끝나는 대로 지체하지 않고 연속 진행합니다.

7.  당일 안전을 위하여 강의용 슬라이드 원본을 USB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파일이 있는 경우 꼭 Preview 

Ro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강의료는 당일 등록데스크에서 서명 확인 후 전달 드리오니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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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초록접수

초록접수기간 : 2022년 3월 14일(월)-4월 22일(금)

1. 초록접수 시 유의사항

① 접수기간과 수정가능 기간은 동일합니다.

②  학회 홈페이지(www.painfree.or.kr)에서 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배너 클릭 후 초록접수를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초록접수는 포스터 발표로 진행됩니다.

④ 채택여부를 확인하신 후 발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초록접수 시 작성요령

① 국문 또는 영문 접수가 가능하오나 가급적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② 제목은 120byte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본문은 연구배경,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의 소제목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며, 공란을 포함하여 총 

2,880byte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증례 보고의 경우 본문은 서론, 증례, 결론의 소제목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며, 공란을 포함하여 총 

2,400byte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참고문헌은 2개까지 가능하며 초과 시 편집될 수 있습니다.

⑥ 그림과 표는 2개까지 첨부 가능하며 초과 시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워드파일 불가)

⑦  초록접수 시 글자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제한된 글자 수 이후에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초록접수 완료 후 “미리보기”화면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초록접수 완료 후 “초록접수 현황”에서 접수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심사 후 5월 2일(월) 채택 여부 및 포스터 번호가 지정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포스터 발표자 사전등록 안내

포스터 발표자는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스터 발표 안내

1.  본문의 구성은 연구배경,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으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례보고의 경우 본문은 서론, 증례, 결론으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터 발표는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Discussion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① 발표시간 : 5월 21일(토) 08:30-10:00, 10:30-12:00, 17:00-18:00

② 장소 : Room D

③ 파일형식 : 동영상

④ 동영상 시간: 7분

⑤ 접수기한 : 5월 13일(금)까지

⑥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포스터 선정 및 시상

1. 포스터 발표에 대한 우수 포스터상은 좌장의 추천을 받아 학술상 운영위원회에서 3편을 선정합니다.

2. 상패와 상금을 수여합니다.

3. 시상식은 2022년 제74차(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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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안내

더케이호텔 서울

이번 학술대회는 연자 및 좌장만 현장 참석하여 LIVE Web Seminar로 진행됩니다. 숙박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케이호텔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TEL: 02-571-8100, FAX: 02-571-7055, Website: www.thek-hotel.co.kr

•주차비는 객실 이용시 무료 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5번 출구. 도보 5분 소요

객실 Type
객실가(원)

조식(원) 예약마감일
21일(금) 22일(토)

Business Double 130,000 130,000
20,000 4월 29일(금)

Deluxe Twin 130,000 130,000

*봉사료, 부가세 포함

※  숙박 신청은 하단의 예약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하단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접수처:  brusco22@hanmail.net 

최동진 지배인, 010-949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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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초록집 광고

온라인 및 초록집 광고 접수기간 : 2022년 3월 14일(월)-4월 29일(금)

본 학회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 드리며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은 2022년 5월 21일(토)-22일(일) Live Web Seminar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신청방법 

학회 홈페이지(www.painfree.or.kr) ▶ 2022년도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배너 클릭 ▶ 온라

인 신청

온라인 광고

1. 이미지광고(온라인시청페이지 배너광고): 180*60픽셀 (신청 시 파일 업로드, jpg 또는 gif)

2. 제품영상광고(브레이크시간 활용): 3분이내(신청 시 파일을 가온 gaonpco@gaonpco.com로 접수)

- 금액:  3,000,000원(부가세 별도)

- 최대 2개까지 가능

초록집 광고

- 광고 크기: 가로 210mm, 세로 280mm (신청 시 파일 업로드, pdf)

- 금액: 700,000원(부가세별도)

학술대회 자료집 광고(토) 연수교육 자료집 광고(일)

표4 70만원 표4 70만원

표2 70만원 표2 70만원

표3 70만원 표3 70만원

내지 70만원 내지 70만원

입금 계좌번호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40-004-374182   •예금주 : 대한통증학회

•납입기한 : 2022년 4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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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verse in The Korean Pain Society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홍보할 수 있어요.”“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홍보할 수 있어요.”

온라인 광고를 신청해 주신 후원사에는 메타버스 전시부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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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안내

온라인 강의평가 설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경품응모를 원하시는 경우 성명과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5월 21일(토) 리쥬란 화장품 5명,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원권) 15명

•5월 22일(일) 리쥬란 화장품 5명,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원권) 15명

강의 시청 중 질문사항을 Q&A창에 올려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

•5월 21일(토)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원권) 40명

•5월 22일(일)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원권) 30명

당첨자 발표

개별 통보 예정이며, 경품은 행사 이후 보내드립니다.

리쥬란 화장품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원권) 

강의평가 설문하고 경품을 받으세요. (2일간 총 40명)

Q&A 질문하고 경품을 받으세요. (2일간 총 70명)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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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A 2022 주요 안내

초록 제출 안내

• 초록 제출 기간 

: 2022년 1월 3일(월)-5월 2일(월)

• 초록 제출 방법 

: 홈페이지(www.aaca2022.org) 접속 → Abstract 메뉴 내 Submission guideline 확인 → 초록 제출(Submit  

  Abstract Now)

•초록 카테고리

Pharmacology & Neuromuscular Blocker Cancer Pain

Obstetric Anesthesia Intervention

Circulation & Cardiovascular Anesthesia Neuroscience & Neuroanesthesia

Anesthesia for Transplantation Equipment, Monitoring & Engineering

Respiration & Thoracic Anesthesia Pediatric Anesthesia

Regional Anesthesia & Acute Pain Transfusion & Blood Management

Critical Care & Airway Management Geriatric Anesthesia

Chronic Pain, Neuropathic Pain & CRPS Education & Quality Control

Spinal Pain & Musculoskeletal Pain

등록 안내

• 조기 등록 기간 

: 2022년 2월 1일(화)-5월 31일(화)

• 통증의학 고위자과정 취득자 특별 혜택 안내 

: 통증의학 고위자과정 취득자는 메인프로그램 주말등록시 할인된 금액 적용 (홈페이지 참조)

•주요 안내

①  당일 현장 등록 불가 

: 온라인으로 조기, 사전등록만 가능하며 당일 현장등록은 불가합니다.

②  일부 Optional 프로그램의 조기 등록마감 가능 

: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강의실별 인원제한으로 일부 Optional 프로그램(추계연수강좌, 지도전문의교육, KMA 필수교  

  육) 등록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③ 의협의 평점인정방침에 따라, 국내참가자의 의사평점은 현장참여만 인정됩니다.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Nov 10 [Thu]-Nov 13 [Sun] 2022
COEX SEOUL KOREA

11월 10일(목)-13일(일),
AACA 2022(Asian Australasian Congress of Anaesthesiologists)가�서울�코엑스에서�개최됩니다.

AACA는 4년�주기로�아시아�및�오세아니아를�순회하며�개최되는�마취통증분야�국제학술대회입니다.
이번�행사는 대한통증학회�추계학술대회와�함께�개최되오니�통증학회�회원분들의�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① 당일�현장�등록�불가(온라인으로�조기, 사전�등록만�가능)
② 강의실별�인원제한에�따른�일부 Optional 프로그램�조기�등록마감�가능
③ 대한의사협회의�평점인정방침에�따라�현장참여�시에만�평점�인정(추후�변동�가능)

통증의학�고위자과정�취득자�특별�혜택�안내
통증의학�고위자과정�취득자�대상�메인프로그램�주말�등록�시�할인된�금액�적용(홈페이지�참고)

AACA 2022에�초록을�우선�제출한 100명�중
1명을�추첨하여 24K 순금�골드바를�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AACA 2022 홈페이지�및 SNS 통해�확인해�주세요!

2022년 06월 03일(금)

2022년 05월 31일(화)

Pharmacology & Neuromuscular Blocker
Obstetric Anesthesia
Circulation & Cardiovascular Anesthesia
Anesthesia for Transplantation
Respiration & Thoracic Anesthesia

Regional Anesthesia & Acute Pain
Critical Care & Airway Management
Chronic Pain, Neuropathic Pain, & CRPS

Cancer Pain
Intervention
Neuroscience & Neuroanesthesia
Equipment, Monitoring & Engineering
Pediatric Anesthesia

Transfusion & Blood Management
Geriatric Anesthesia
Education & Quality Control

Spinal Pain & Musculoskeletal Pain

초록�제출�안내

등록�안내

초록접수�마감

초록 카테고리

초록�제출�이벤트

주요�안내

조기등록�기간�내�메인프로그램과�추계연수강좌를�함께
등록하시고�등록비 5만원 할인�받아가세요!(선착순�마감)

전공의�할인�혜택

조기등록�마감



The 16th Asian Australasian Congress of Anaesthesiologists

The 99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he 74th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Pain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