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상술기교육연구회 신경조절주사요법분과 워크숍(13차)

안녕하십니까? 임상술기교육연구회 신경조절주사요법분과 분과장 오인영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하여 병원현장에서 그리고, 가정내에서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
든 선생님과 가정내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판데믹으로 인한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학회와 연구회에서는 비대면 학회,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였으나 직접 얼굴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연구회 워크숍은 코로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가 소
강상태로 접어든 지금 본 워크숍을 개최하기에 최적이라 판단하였기에 포스트-코로나 첫번째 신
주워크숍을 개최하려 합니다. 본 분과 워크숍은 기존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통증과 자율신경
의 기능적 이상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여러분은 실습을 통하여 실전감각을
익히고 이를 임상현장에서 즉시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은 KTAS의 환자분류기준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학계에서도 6번째 활력징후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
많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두통, 전신쇠약, 역류성식도염, 복통 등의 다
양한 증상을 호소하며 의사를 찾아오고 있으며 전통적인 검사와 치료만으로 만족할 만한 치료효
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코로나를 앓고 난 뒤 발생하는
long COVID 증상들 또한 신경조절주사요법에 훌륭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경조절주사요
법 워크숍은 그간 통증과 자율신경이상증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과 자율신경이상의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
니다.

일시 : 2022년 7월 16일 (토) 오후 1시 – 6시 (5시간)
장소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미래의학관 3층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주최 : 임상술기교육연구회
후원 : 대한응급의학회, 통증기능분석학회
교육비 : 25만원, (기업은행 92500088801046 문형준)
임상술기교육연구회 기존 정회원은 15만원

임상술기교육연구회 정회원 신규 입회시 35만원 (정회원 입회비 + 워크숍 등록비)
* 교육비 입금시 입금자 이름 뒤에 ‘신주분’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주십시오. 예) 오인영신주분
등록사이트 : https://www.procedure.kr/ (로그인 후 온라인 사전등록)
정원 :

18 명

14:30-15:30

15:30-16:30

16:30-17:30

A

C

B

B

A

C

C

B

A

■ 상지 근골격계 신경조절주사
(어깨, 팔)
■ 하지 근골격계 신경조절주사
(요통, 하지)
■ 자율신경조절주사
(두통, 목)
문의 : 분과장 오인영 (e-mail : afgdoc@daum.net

Tel. 010-4740-5102)

* 본 과정을 이수한 분께는 임상술기교육연구회와 통증기능분석학회의 공동인증서를 드립니다.
Programs

13:00-13:15 Registration, Pretest
13:15-14:15 Lecture 1,2 - 신경조절주사요법 개론 및 표면해부학
14:15-14:30 Coffee Break
14:30-17:30 Hands-on Session
17:30-17:40 Procedure related Complication
17:40-18:00 Posttest, Certification and Ending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