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대한재활의학회

2018년

버스

정류장명 : 세브란스병원앞, 연세대학교앞
간선버스 153, 163, 171, 172, 272, 470, 472, 601, 606,
672, 673, 700, 707, 708, 710, 773, 750A,
750B, 751, 800, 8153
지선버스 03, 04, 05, 76, 567, 770, 6714, 7017, 7613,
7720, 7024, 7726, 7727, 7728, 7713, 7737
광역버스 1000, 1200, 1900, 2000, 2000-1, 7106(M),
7111(M), 7613(M), 8880, 9714
공항버스 6011

성산대교 연희교차로 → 서대문우체국 → 연세대 →
세브란스 본관 앞(응급진료센터) 좌회전 (*좌회전
차량 정체 시, 금화터널 방향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 → 연세대
동문회관 → 세브란스병원본관 지하 주차장 진입 또는
정문으로 진입)

양화대교 동교동 삼거리 → 연희교차로 → 서대문우체국 →
연세대( * 좌회전 차량 정체 시, 금화터널 방향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 → 연세대 동문회관 → 세브란스 본관 지하
주차장 진입)

승용차

서강대교 신촌 로타리 → 연세대 앞 우회전 → 세브란스
본관 앞(응급진료센터) 좌회전( * 좌회전 차량 정체 시,
금화터널 방향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 → 연세대 동문회관 →
세브란스병원본관 지하 주차장 진입 또는 정문으로 진입)

광화문/독립문/서울역
금화터널 빠져나와 1Km 직진 → 연세대 동문회관
→ 세브란스병원본관 지하 주차장 또는 정문 진입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3번출구 → 도보 8분
3호선 독립문역 4번출구 → 470, 710, 750, 7737 버스 환승
경복궁역 1번출구 → 272, 606버스 환승
병원 셔틀버스(1번출구 50m 전방 사학회관 앞)

하계 연수강좌

[주제]

물리의학
일 자
2018년 6월 10일(일)
장 소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주 최
대한재활의학회
평 점
5점

프로그램
08:00~08:50

등록

08:50~09:00

인사말

등록안내
등록비
김미정 (교육위원장)

Session 1. Heat & Cold Therapy의 원리와 임상적용
(EBM, case 포함)
09:00~09:30

Superficial Heat
(HP,PARAFFIN, FLUID, IR)

09:30~10:00

Diathermy (US, SW, MW)

범재원 (중앙의대)

10:00~10:30

Laser & Cold therapy
(CRYOTHERAPY)

10:30~10:50

Q & A, Coffee Breakㅤ

11:20~11:50

Traction
(cervical and lumbar)

11:50~12:20

Massage Therapy

12:20~13:30

Lunchㅤ

(5월 28일까지)

(5월 29일이후)

60,000원

70,000원

50,000원

60,000원

준회원 (재활전공의)

50,000원

60,000원

비회원

70,000원

80,000원

공중보건의, 군의관
(재활의학과)

박지웅 (순천향의대)

* 점심 및 주차료 포함

Session 2. Manipulation, traction, and Massage의
원리와 임상적용 (EBM, case 포함)ㅤ
Manipulation

현장등록

정회원 (재활전문의)

김기훈 (고려의대)

10:50~11:20

사전등록

구분

김원 (울산의대)
전진만 (경희의대)

등록비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송금하시고 참가 신청은 하계
연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rm.or.kr/workshop/?abyear=2018_lec)
계좌번호: 하나은행 278-910017-49804
(예금주: 대한재활의학회)

김리나 (삼육서울병원)

사전등록시 인터넷 사전등록만 하시고 등록비를 송금하지 않을

Session 3. Electrotherapy의 원리와 임상적용 (EBM, case 포함)

경우와, 등록비만 송금하고 인터넷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 및 등록비

13:30~14:00

김지용 (인제의대)
Alternative Therapy
(lontophoresis, Vibration, biofeedback)

14:00~14:30

TENS, ICT, ESWT

한승훈 (한양의대)

사전등록 취소는 6월 1일(금) 17:00까지 가능합니다.

14:30~15:00

EST, FES,
Magnetic stimulation

이호준 (동국의대)

사전등록 기간 내(5월 28일(월) 17:00까지)에 등록을취소하실 경우

15:00~15:20

Q & A, Coffee Break

입금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등록비의 100%를 환불, 5월 29일(화)~6월 1일(금) 17:00까지
취소하실 경우 등록비의 80%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Session 4. Therapeutic exercise의 원리와 임상적용
(EBM, case 포함)
15:20~15:50

Basic of Therapeutic exercise

15:50~16:20

Therapeutic exercise in
musculoskeletal disorders

윤승현 (아주의대)

16:20~16:50

Therapeutic exercise in
cardiopulmonary disorders

이병주 (부산의대)

16:50~17:10

Q & Aㅤ

민경훈 (차의대)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서명지에 2회 자필기재하셔야 합니다.

2회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평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대한재활의학회 사무실

TEL: 02-3295-2011~3, 070-7769-0717
FAX: 02-3295-2014
E-mail: karm@kar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