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한의 아카데미> 원거리 보수교육 안내
가주 한의사(CAB) 면허 또는 NCCAOM 면허가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CAB의 경우 2년 50시간, NCCAOM은 4년 60
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이 원활한 LA 인근 또는 남가주 지역은 그나
마 수월하지만, 교육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면허 갱신할 때마다 힘들기
마련입니다.
<메디컬 한의 아카데미>에서는 그 동안 진행했던 아카데미 강사님들의 명강의를 동영
상으로 촬영, CAB로부터 원거리 보수교육을 허가 받았습니다. 보수교육도 받으시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제 편하게 공부하세요.
-대상: CAB 면허 또는 NCCAOM면허 소지 한의사(남가주 지역 제외), 한의대 학생
① CAB 면허 소지자: 2년 25시간만 원거리 보수교육 가능,
② NCCAOM 면허 소지자: 4년 60시간/ 원거리 보수교육 가능
(CPR 최대 4시간, 한의사 윤리 및 안전 최소 4시간 필수 포함)

-교육비: 1CEU당 $10/ (학생은 50% 할인, 메디컬 한의 연회원은 50% 할인)
DVD 제작료 $10+ 우편 발송료 $5-총 $15이 추가 됩니다.
1강좌 또는 여러 강좌 모두 DVD제작료와 우편발송료 $15은 동일합니다.
-수강방법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셔서 기재하신 후, 체크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 DVD+교재+문제지를 보내드리오며, 동영상을 보신 후에 문제지에 답을 적어 팩
스 또는 이메일로 <메디컬 한의>에 보내주시면, Certificate이 발송됩니다.

*원거리 보수교육 문의 Tel. 323-804-5703 Fax: 213-413-5400
e-mail: medicalhani@gmail.com
*Check 보내실 곳: 3460 Wilshire Blvd. #500 L.A., CA90010
(Pay to Order; Medical Hani)

<원거리 보수교육 강좌 안내 – 각종 침법/ 총 10강좌>
오세준 교수의 ‘원리 사암침 변증론’
CEU 8 $8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가장 HOT한 재현성 있는 진단과 치료!
오세준 교수의 ‘총통침법’

사암침의 효과가 빠르고 간편하게 자침할 수 있다

CEU 6시간 $60(교재비 포함. 발송료 별도)

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하지만 사암침의 치료
법은 자세히 나와있으나 변증론이 나와있지 않아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침법! 총통

서, 막상 임상에서 사용하려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락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사암침 보사관

복진법을 주요진단법으로 병리를 파악하고 병리상
황에 적합한 오행혈 조합으로 침 처방을 구성하는
침법

계의 구성을 안다면 병증에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원리 알고 나면 각종 침법 효과 배가되는
오세준 교수의 ‘경락 조절침’

단순 이론을 넘어 즉효 통증 치료
최락완 교수의 ‘동씨침법’ Ⅰ/ Ⅱ/ Ⅲ

CEU 12 $120. (교재비 포함. 발송료 별도)

CEU 18시간 $180. (교재비 포함. 발송료 별도)

경락이론을 배워도, 실제 임상에서는 혈자리 주치
를 중심으로 치료하기 쉽다. 그러나 경락조절 원리

*각 개별 강의로도 수강가능합니다.
각 강좌별 CEU6시간 $60

를 알면 어떤 질환도 해당 경락의 기운을 조율하

기존의 동씨침법을 넘어선다! 동씨침법 임상 경력

여 경락의 병과 장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환자 치료 시 자침하는 혈자리에서 나타나는 반응

만 10년을 자랑하는 최락완 교수의 통증질환 치료
의 모든 것. 단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

과 기(氣)의 움직임을 이해하면서 시술, 환자의 경

접 임상 실기까지 한꺼번에!

락반응을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생소한 질환도,
치료 경험방을 찾아보지 않고서 증상을 완화시킬

침 자리만 찾아 놓는 치료가 아니라 한의 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소개. 임상

수 있다.

실기도 포함.

단순 사암침은 그만!
주태청 교수의 환자에 맞는 종합 ‘사암침법’

가장 속효성이 있는 치료!
벤자민 강 박사의 ‘화타침법과 경근요법’

CEU 6시간 $60. (교재비 포함. 발송료 별도)
사암침의 에센스만 모았다! 통증질환의 원인은 단

CEU 6시간 $60. (교재비 포함. 발송료 별도)
미국 척추교정 전문의가 개발한 경근요법을 한방

순 통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체와 밀접한

에 적용,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각종 통증 치료

관계가 있다. 사암침은 물론 10여 년 간의 임상
경험을 발휘한 종합 사암침법.

에 속효성 있는 침법 소개. 일반 이론에서 임상 실
기까지 단계적으로 강의

완고성 및 어려운 통증 치료를 위한
서정석 교수의 ‘장부 신경체절침’ Ⅰ

정윤기 원장의 ‘임상에 꼭 필요한 동씨침법’

CEU 6시간 $60. (교재비 포함. 발송료 별도)

특히 미국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동씨침법에 관한

대부분의 만성병, 어려운 통증은 체질적인 장부의

많은 강좌들이 있어서 활용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반면 동씨침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중

대소편차에 의한 부조화와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도에 포기하거나 마땅한 기회가 없어서 접하지 못

발생. 체질별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미주신
경계의 한방조절침법 교육

한 분들을 위해 특별히 원리부터 임상 실전에 이
르기까지 진솔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CEU 7시간 $7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완고성 및 어려운 통증 치료를 위한
서정석 교수의 ‘장부 신경체절침’ Ⅱ

단순 이론은 그만! 원리부터 시작!
이한옥 교수의 ‘임상 사암침법’

CEU 6시간 $60. (교재비 포함. 발송료 별도)

CEU 6시간 $60. (교재비 포함. 발송료 별도)

대부분의 만성병, 어려운 통증은 체질적인 장부의

사암침법은 좋은 효과에도 자세한 원리가 없어 사

대소편차에 의한 부조화와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용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 이 시간엔 오행부터

발생. 체질별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미주신
경계의 한방조절침법 교육

사암침 적용의 원리는 물론 실제 임상 치료까지
꼼꼼히 소개.

<원거리 보수교육 강좌 안내 – 각종 약법/ 총 5강좌>
서정석 교수 ‘임상 다용 핵심 방제 100방’

홍대선 원장의 ‘서양약초와 동종요법’

CEU 5시간 $5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환자 치료를 위해 침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일반적으로 동종요법은 한의사 진료권 밖에 있다고

이바로 약입니다. 하지만 막상 환자가 찾아왔을 때,
알맞은 처방을 내려 약을 사용하기란 어렵습니다.

생각하지만 카이로프랙터, 자연요법사를 포함, 한의

보약에서부터 각종 질환 치료까지, 임상에서 가장

사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왜 미국인들은 동종요법을 선호할까요? 한의사가 꼭

많이 사용되는 핵심 방제 100방을 모아 깔끔하게
정리한 강의입니다.

알아야 할 서양약초는?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

방제 시리즈 ① 이정근 교수의 후세방
<상태의학> 토대로 한 후세방 치험례

방제 시리즈 ② 김영일 교수의 고방
<금궤요략> 의 체질학적 치료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후세

장중경이 지은 <금궤요략>은 <상한론>과 함께

방’이지만,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기란 생각보다

장중경의 동양의학 명서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

쉽지 않다. 다년 간 <상태의학>을 토대로 후세방

한의사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게 사실.

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왔던 이정근 교수 만의 노

이 책으로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정통한 김영일

하우를 꼼꼼하게 소개한다.

교수가 각 병증별 치료법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

방제 시리즈 ③ 서정석 교수의 체질방
임상에 유용한 체질 핵심방제 60방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사암침과 함께 체질 치료는 한국 한의학의 큰 축
을 이룬다. 하지만 의외로 체질방을 적용하는 이
들을 그리 많지 않다. 이번 시간엔 방제의 전문가
로 불리는 서정석 교수가 핵심 체질방 60방을 위
주로 A부터 Z까지 노하우를 공개한다.

<원거리 보수교육 강좌 안내 – 질환 및 검사, 진단/ 총 8강좌>
오세준 교수의 ‘체질학을 활용한 실전 임상’

김호진 교수의 ‘Muscle Taping Therapy’

CEU 5시간 $5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한국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간엔 관절과 근육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여

‘체질’, 하지만 체질을 제대로 실전 임상에 적용하기
란 어렵기 마련입니다.

인체의 각 부위별로 어떻게 테이핑을 해야 하는지,
염좌나 탈구, 근섬유 손상 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

10여 년 동안 체질 및 각종 한의학 이론을 실제 임

엇인지 등 인체 기능을 바로 잡기 위한 부위별 테이

상에 적용하고 있는 오세준 교수 만의 명쾌한 강의
로 ‘체질 의학’의 단초를 찾으십시오.

핑 요법에 대해 강의합니다.

조병홍 원장의

박영돈 원장의 ‘빌링을 위한 각종 질환의 평가’

‘육기의 불문진단 통한 병인 및 치료’

CEU 5시간 $5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CEU 9시간 $9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질환에 대한 효과를

조병홍 원장은 육기의 불문진단을 통한 병인 및 치
료를 풍한, 서습, 조열로 나누어 3회 강의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
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험사로부터 거부를 당하

조 원장은 단순한 이론만이 아닌 임상에서 어떻게

고, 한 번 거부되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침 치료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
고 있으며, 수강생들을 위한 실습도 제공합니다.

카이저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하시고 한의사로도
20년 이상 활동하고 계신 박영돈 원장님이 한의 치
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법에 대해 이론은 물론 실
제 차트를 놓고 생생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서은경 박사의

이종화 박사의

‘한방 디톡스 다이어트’
미국 한의원에 적용하기

한의원에서 ‘의학적 비만클리닉’
제대로 운영하는 법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지난 20년 동안 비만 치료 회원 20만명을 자랑하는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단순 체중감량 탈피-대사증후군, 통증 및 피부질환

한국 생생한의원 서은경 원장의 ‘다이어트’ 원리 소

연계. 한의학의 독창성, 사상의학 접목-체질별 비만

개. 미국 한의원에 한방 다이어트 적용 및 운영 노
하우

치료의 접근과 생활관리. 잠자는 세포 깨우기-인슐린
내성, 렙틴 내성 등 극복하기. 다이어트 상담 위한
메디컬 상식 리뷰(인바디 리딩 포함

이소라 원장의

‘여성 만의 통증치료’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에게 찾아오는 각종 통
증 및 부인과 질병, 편두통, 생리통 등을 과연 어떻
게 치료할 것인가. 기본 이론부터 임상 실기까지 한
번에!
서용석 교수의

‘소아 성장과 주요 병증’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성장에 대해 고민한다.
18년 경력의 서용석 교수가 전하는 소아 장애요소
(호흡기 및 소화기 질환, 야뇨, 잦은 코피, 경기 등)
해법과 소아성장 치료. 침법과 약법을 모두 포함.

김두식 원장의 한의학적 통증 치료 매뉴얼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해부생리학적 이론(인체
근골계, 신경계 기능 및 통증 유발 기전), 통증의 한
의학적 진단 방법 및 임상례, 추나요법, 통증 치료법
및 메뉴얼 작성

<원거리 보수교육 강좌 안내 – 보험빌링, 한의사 윤리/ 총 4강좌>
노정호 박사의 ‘보험 빌링 기초부터 실전까지’

최윤정 원장의 내 손으로 직접 하는 ‘보험빌링’

CEU 5시간 $5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CEU 8시간 $8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한의사가 꼭 알아야 할 보험 빌링의 기본적인 부분,
최근 달라진 것들 검토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주요 보험사/보험 ID), 각 건
강 보험의 타입(PPO/HMO/ ASHP/ 아웃 오브 네트

-실제 적용가능한 보험청구 교육, 최근 변화 중 관심

워크/ 인 네트워크), 각종 혜택(benefit) 체크법/ 각

사인 산재보험 청구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전자차
트 설명 및 사용법

타입별 NPI/ CMS-1500 양식/ ICD-9 CODE/ 한의치
료 CPT CODE/ 오피스 얼라이(Office ally)/ RED
FLAGS OF INSURANCE BILLING/ 워컴/ 빌링 실습

데이비드 김 교수의 ‘한의사 윤리’

찰스 김 전(前) CAB 부위원장의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CAB법률 및 규정을 토대로 한 ‘한의사 윤리’
CEU 6시간 $60(교재 포함, 발송료 별도)

의료 윤리에서부터 각종 법률 및 규정까지, 평소 크
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던 것들로 인해 나중에 문

다년간 가주한의사위원회(CAB)에서 보드 위원 및

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확실히 알
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찰스 김이 한의사들이 꼭 알
아야 할 법률 및 규정에 대해 강의.

아카데미> 원거리 보수교육 신청서 ①
Medical Hani Distant Learning Course Application
이름/ Name

한의원 이름/ clinic name

신청날짜/Date

/
주소/ Address

전화/ Telephone

/

면허번호/ License No.
면허 발급 주/ License Issued Stat

휴대폰/ Cell

e-mail

신청 클래스/ Class(침법 강좌)

check

단순 이론 넘어 즉효 통증 치료 ‘동씨침법’ 1, 2, 3
-강사: 최락완 교수(CEU 18, $180, 교재포함/ 한 강좌엔 CEU6, $60)
환자 질환별 맞춤 치료! ‘임상 사암침법’
-강사: 주태청 교수(CEU 6, $60, 교재포함)
가장 속효성 있는 ‘화타침법과 경근요법’
-강사: 벤자민 강 박사(CEU 6, $60)
완고성 및 어려운 통증 치료! ‘장부 신경체절침’1, 2
-강사: 서정석 교수(CEU 6, $60, 교재포함/ 한 강좌엔 CEU6, $60)
원리 알고 나면 침법 효과 배가되는 ‘경락 조절침’
-강사: 오세준 교수(CEU 12, $120, 교재 포함)
단순 사암침은 그만! 환자에 맞는 ‘종합 사암침’
-강사: 이한옥 교수(CEU 6, $60, 교재 포함)
재현성 있는 진단과 치료! 가장 HOT한 ‘총통침법’
--강사: 오세준 교수(CEU 6, $60, 교재 포함)
‘원리 사암침 변증론’
-강사: 오세준 교수(CEU 8, $80, 교재 포함)
정윤기 원장의 ‘임상에 꼭 필요한 동씨침법’
CEU 7시간 $70(교재 포함)
<메디컬 한의>가 정한 소정의 회원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내용, 환불조건
등에 동의합니다. By signing the application form, I agree with Medical
Hani'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ng policy and right to use acquired
data and its return policy.

서명:
Signature

-----------------------------------------<절 취 선>---------------------------------------------

영수증
Receipt
Paid by:

신청내역/ Description
Received by:

Date:

/

Paid to:

메디컬 한의 원거리 보수교육
Medical Hani Distant Learning Course, Korean
sign

영수금액/ Amount

/

<메디컬 한의 아카데미> 원거리 보수교육 신청서 ②
Medical Hani Distant Learning Course Application
이름/ Name

한의원 이름/ clinic name

신청날짜/Date

/
주소/ Address

전화/ Telephone

/

면허번호/ License No.
면허 발급 주/ License Issued State

휴대폰/ Cell

e-mail

신청 클래스/ 질환 및 검사, 진단

check

‘한방 디톡스 다이어트’
-강사: 서은경 박사(CEU 6, $60, 교재 포함)
‘테이핑 요법(Muscle Taping Therapy)’
-강사: 김호진 교수(CEU 6, $60, 교재 포함)
‘육기의 불문진단 병인/치료’
-강사: 조병홍 원장(CEU 9, $90, 교재 포함)
여성 환자들 치료에 필수! ‘여성 만의 통증치료’
-강사: 이소라 원장(CEU 6, $60, 교재 포함)
한의원의 ‘의학적 비만클리닉’ 운영
-강사: 이종화 원정(CEU 6, $60, 교재 포함)
‘체질학을 활용한 실전 임상’
-강사: 오세준 교수(CEU 5, $50, 교재 포함)
‘빌링을 위한 각종 질환 평가’
-강사: 박영돈 원장(CEU 5, $50, 교재 포함)
한의학적 통증 치료 매뉴얼 작성법 총정리
-강사: 김두식 원장(CEU 6, $60, 교재 포함)
소아 및 청소년의 성장 및 주요 질환 치료
-강사: 서용석 교수(CEU 6, $60, 교재 포함)
<메디컬 한의>가 정한 소정의 회원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내용, 환불조건
등에 동의합니다. By signing the application form, I agree with Medical
Hani'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ng policy and right to use acquired
data and its return policy.

서명: Signature

-----------------------------------------<절 취 선>---------------------------------------------

영수증 Receipt
Paid by:
신청내역/ Description
Received by:

Date:

/

Paid to:

Medical Hani Distant Learning Course, Korean
sign

영수금액/ Amount

/

<메디컬 한의 아카데미> 원거리 보수교육 신청서 ③
Medical Hani Distant Learning Course Application
이름/ Name

한의원 이름/ clinic name

신청날짜/Date

/
주소/ Address

전화/ Telephone

/

면허번호/ License No.
면허 발급 주/ License Issued State

휴대폰/ Cell

e-mail

신청 클래스/ 각종 방제 및 약 처방, 한의사 윤리, 보험빌링

check

‘임상 다용 핵심 방제 100방’
-강사: 서정석 교수(CEU 5, $50, 교재 포함)
방제 시리즈① 후세방-상태의학을 근거로 한 후세방 치험례
-강사: 이정근 교수(CEU 6, $60, 교재 포함)
방제 시리즈② 고방-<금궤요략>의 체질학적 병인과 치료
-강사: 김영일 교수(CEU 6, $60, 교재 포함)
방제 시리즈③ 체질방-임상에 유용한 핵심 체질방제 60방
-강사: 서정석 교수(CEU 6, $60, 교재 포함)
‘서양약초와 동종요법’
-강사: 홍대선 원장(CEU 6, $60, 교재 포함)
‘한의사 윤리’
-강사: 데이비드 김 교수(CEU 6, $60, 교재 포함)
‘보험 빌링 기초부터 실전까지’
-강사: 노정호 박사(CEU 5, $50, 교재 포함)
CAB법률 및 규정을 토대로 한 ‘한의사 윤리)
-강사: 찰스 김 CAB 前 부위원장(CEU 6, $60, 교재 포함)
내 손으로 직접 하는 ‘보험빌링’
-강사: 최윤정 원장(CEU 8, $80, 교재 포함)
<메디컬 한의>가 정한 소정의 회원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내용, 환불조건 등에 동의
합니다. By signing the application form, I agree with Medical Hani'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ng policy and right to use acquired data and its return policy.

서명:
Signature

-----------------------------------------<절 취 선>---------------------------------------------

영수증 Receipt
Paid by:
신청내역/ Description
Received by:

Date:

/

Paid to:

Medical Hani Distant Learning Course, Korean
sign

영수금액/ Amou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