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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ckwave Customers survey

Seminars and workshops

BTL Cheongsong Volunteering program

BTL SWT Distributors CEO Meeting

올 여름, BTL은 독일에서 오신 한스 그로버 강사님를 모시고 서울과 부산에서 세미나를 주최하

였습니다. 부산에서 2015년 8월 28일, 농심호텔에서 진행되었던 세미나는 체외충격파의 역사, 

다양한 체외충격파 방식에 대한 원리 및 비교 설명, 그리고 BTL SWT를 이용하여 soft tissue

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9일,앞썬아이앤씨 사

무실에서 진행되었던 세미나에서는 고강도레이저, 체외충격파 및 일반 물리치료에 대한 원리 

및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 연속으로, BTL Korea는 생명경외클럽 (Veneratio Vitae Club) 

농촌하계봉사활동에 장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올 해 생명경외

클럽 봉사단은 2015년 8월 7일에서 11일까지 청송 대전초등학교에서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드렸습니다.

저희 BTL SWT는 두 대가 설치되었으며,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치료

방법을 익힌 후 직접 치료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우 만족

하셨으며, 선생님들도 좋은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4일, BTL Korea 사무실로 전국 BTL SWT 대리점 사장님들께서 출동하셨습니다! 

이번 사장단 회의는 첫 번째 지역 대리점 사장단 회의로서,  영업실적 발표, 이벤트 공지, 마케

팅 자료 배포 및 영업전략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두 달 동안, BTL Korea에서는 BTL SWT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BTL SWT 장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

도평가를 자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TL SWT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신 분들을 바탕으로 2015년 10월 14일 

BTL Korea 사무실에서 추첨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첨자 발표]

아이패드 당첨자 2명:
한마음정형외과 고광표 원장님
김수로의원 지광일 물리치료사 선생님

교체용 키트 당첨자 3명:
웰빙마취통증의학과 김영택 원장님
해운대 부민병원 박기덕 님
양평엘한방병원 최상현 물리치료실장님

BTL SWT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t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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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Korea 2015 하반기 학회 및 세미나 참여일정

Past events

Upcoming events

2015년 8월 23일, 더K호텔 (서울)

제22회 정형외과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2015년 8월 28일, 농심호텔 (부산)

‘체외충격파 치료의 원리 및 치료방법’ 세미나

                                                 -한스 그로버 강사

2015년 9월 13일,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제2차 연수강좌

2015년 10월 15일 ~ 17일,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센터 (서울)

2015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Learn more: http://www.koa.or.kr/

2015년 10월 17일,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대구)

제7회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Learn more: http://www.sono.or.kr/evts/201503/

2015년 10월 30일 ~ 31일,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센터 (서울)

2015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추계연수강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Learn more: http://www.karm.or.kr/abstract/2015_fall/info.html

2015년 11월 16일 ~ 19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Medica 2015)

Messe Dusseldorf GmbH

Learn more: http://www.medi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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