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h KM 통증연구회
심포지엄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
왜 올바르게 운동해야 하는가?

출판 기념 저자

강연회

안녕하십니까?
초판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치료”를 출간한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통증의 개념과
초음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필자는 시대에 발 맞추어 가기 위한 개정판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학회에 쫓아 다니느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2년전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주말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책을 집필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필자는 “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 2판”의
책을 통해 초음파를 이용하여 국소 마취를 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통증 치료를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특히 처음 하는 분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설명과 그림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원 진료 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올바르게 운동해야 하는가?”를 출간하였습니다. 필자는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환자도 많이 보았지만, 잘못된 운동으로 건강을 도리어 더 해친 사람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가 있는 것처럼, 약이 되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되는 운동도 있습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몸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고, 각 나이에 적절한 운동 방법, 병적
상태에 따라 운동이 왜 바뀌어야 하는 가를 살펴보고, 운동 치료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디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와 왜 올바른 운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분의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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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20 ~ 13:20
연수평점 4점

강의 스케쥴
출간기념 저자 강의 1
초청 연자 특강
출간 기념 저자 강의 2

출간기념 저자 강의 1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의 개요

초음파 유도하 만성
경추 통증 중재시술

초청 연자 특강
통증 치료 의사의 환자와의
communication skills

직원 관리 하는 법과
직원의 고객 관리 요령
비수술적 통증치료
분야의 최신
Hot Topic 10가지

출간기념 저자 강의 2
(왜 올바르게 운동해야 하는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들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기본 원칙

10:00
~
10:30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
: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의 개요
- 전주 마디클리닉 이상훈

10:30
~
11:10

잘되는 병원은 이유가 있다
: 통증 치료 의사의 환자와의 communication skills
- 강북 삼성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송정민
11:10 ~ 11:40

11:40
~
12:20

Coffee Break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
: 초음파 유도하 만성 경추 통증 중재시술
- 전주 마디클리닉 이상훈
12:20 ~ 13:20

Lunch

13:20
~
14:00

잘되는 병원은 이유가 있다
: 직원 관리 하는 법과 직원의 고객 관리 요령
- 아홉가지약속치과 행정원장 김우섭

14:00
~
14:40

왜 올바르게 운동해야 하는가?
: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들
- 전주 마디클리닉 이상훈
14:40 ~ 15:10

Coffee Break

15:10
~
15:40

비수술적 통증 치료 분야의 최신 hot topic 10가지
- 계명의대 이동규

15:40
~
16:20

왜 올바르게 운동해야 하는가?
도움이 되는 운동의 기본 원칙
- 전주 마디클리닉 이상훈

전주 마디클리닉
이상훈 원장

아홉가지약속치과

김우섭 행정원장

강북 삼성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송정민 교수

계명의대
이동규 교수

운동하지 맙시다!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며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이유를 알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은 한국에 존재하는 희한한 10대 미스터리 안부 중 몇 가지다.
1.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로맨스... 114 안내원의 멘트 “사랑합니다. 고객님”
보지도 않은 날 왜 사랑하는 거지? 진정 날 사랑하는 것인가?
2. 신용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자화상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고 몇 달
째 연락이 없다. 언제 밥을 먹자는 말?
3. 결과 모르는 만능 치료법 “운동해! 그러면 건강해져.” 운동은 만병치료?
하기만 하면 정말 모두 건강해 질까?
셋 중 가장 덜 이상한데도 한 번 더 생각하면 가장 막무가내인 것이 바로 세
번째 미스터리다. 그렇다면 과연 운동을 하기만 하면 정말 건강해지는
것일까? 사람들은 대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는다. 아픈
사람은 그만큼 운동을 게을리 해 그렇다고 무작정 단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전의 앞뒤가 있는 것처럼 운동에도 양면성이 있으며, 약이 되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되는 운동도 있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처럼 무서운 게
없지만 운동은 더더욱 그렇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심혈관 뿐 아니라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일단 필요하다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사람마다 운동의 그릇이 각각 다르다는 걸 우선 알아야 한다. 개인의 생활
패턴이 각각 다르듯이 이에 따라 특정 관절의 쓰임새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일에 따라 특정 부위를 더 많이 쓰거나 운동의 강도가 적정선을
넘는 경우도 많다. 무엇이든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하지 않던가. 혹시
알고 있는가? 잘 못된 운동으로 인해 건강을 되찾기보다 건강을 외레 더 해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이는 필자의 경험에 의해 무수히 증명되고 있다.

초음파 유도하 신경 차단술의 단점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초음파는 조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검사이다. 시술자는 연부 조직의
단면 초음파 해부학을 이해해야 하며, 2차원으로 연속되는 영상들을
연상하여 이를 3차원으로 재 구성해 이해해야 하며, 바늘 끝과 타겟 신경을
동시에 촬영하여 이 구조물의 3차원적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초음파 유도하 신경 차단술은 자칫하면 blind
technique보다 위험 해질 가능성 높다. 초음파 유도하 신경 차단술을 하기
위해서는 시술 부위를 보다 넓게 소독해야 하며, 초음파 탐촉자를 멸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blind technique 보다 2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시술 중 바늘의 중간 부위를 바늘 끝으로 오인하여 바늘을 지나치게 밀어
넣어 신경에 손상을 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초음파
유도하 신경 차단술을 위해서는 적절한 스캔 기술뿐 아니라 올바른 초음파
유도하 바늘 삽입술을 배우며 시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국소 마취를 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통증
치료를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쓰여 졌다. 이를
위해서 1) review of anatomy, 2) pre-scan, 3) planning the needle
trajectory, 4) injection procedure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연수강좌 참석비 및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 20,000원
현장등록 / 30,000원
※ 사전신청과 관계없이 행사 당일 결재 될 경우 참석비 30,000원이 적용됩니다.
사전 등록 취소로 환불요청은 사전등록마감일까지 입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전등록방법
온라인 신청 : http://www.kmpain.org
사전 등록 마감일 : 2017년 4월 5일 (수) 오후 6시
정원 : 300명

사전등록비 결재 : 국민은행 756401-01-549444 (마디씨이오그룹주식회사)
문의 : +82 10 3633 9210
담당자 : 최현희(diarad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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