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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비만, 체형 좌장

14:00~14:25 신의 한수- 나를 차별화 하는 상담 tip  윤장봉 나우비클리닉

•비만환자 상담시 꼭 짚고 가야 할 사항은?
•환자가 좋아하는 의사는 이 점이 다르다

오동재

14:25~14:50 주사기로 할 수 있는 체형치료 총망라  이금정 사랑받는여성의원

•각 주사치료의 기전과 제조법 
•효과적인 시술 노하우의 디테일 공개

14:50~15:15 Upgrade 주사 요법  양동훈 전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회장

•지방분해주사, HPL은 알겠는데, MPL 주사. 그건 뭔데?
•PPC 똑똑하게 써보자 - PLD등 ppc를 기반으로 하는 시술들

15:15~15:45 Coffee Break

15:45~16:10 기본 비만 장비 120% 활용법  한우하 센트럴피부과

•Carboxy만 가지고도 한 사이즈 줄일 수 있다 
•엔더몰러지, 고주파, 저준위레이저의 작동원리
•combination 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방법 연구

김하진

16:10~16:35 최신 Upgrade 비만 장비  박현준 메이린압구정

•최신 비만장비로 고급환자 사로잡기 
•냉동치료와 리포소닉, 울트라쉐이프의 활용법

Advanced

Advanced

Basic

Basic

Basic

시간 비만, 체형 좌장

인 사 말 윤장봉

09:30~09:55 외래에서 처음 시작하는 비만약물 처방  김선형 G7클리닉

•비만약물의 총정리 - 성분, 작용원리, 처방시 주의점
•비만약 이렇게 처방을 시작하라
•나의 처방을 upgrade 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정제연

09:55~10:20 비만처방의 최신 동향과 규제  김정은 365mc

•비만시장의 현 trend를 알아야 산다
•비만약의 규제 -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규제없는 약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10:20~10:45 비만약 부작용,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문지현 미소의원

•알고보면 효과, 모르면 부작용
•부작용 이렇게 대처하면 좋다
•약물효과 없는 경우 어떻게 할까?

10:45~11:15 Coffee time (LG생명과학) 

11:15~11:40 비만약물처방 고수들은 이렇게 한다  김하진 365mc

•365mc, 나우비 기본약물 케이스별 3종 공개
•진짜 비만환자와 마른 비만환자 처방은 이런 차이점을 둔다
•고수의 처방, 노하우란 이런 것이다

이금정

11:40~12:05 최근 issue가 되고 있는 비만 뉴스들  최찬영 오리진클리닉

•update 연구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비만상담의 든든한 evidence를 챙겨드리는 시간

12:05~12:30 환자들이 흔히 묻는 질문에 대한 의학적 답변  강재헌 서울백병원

•1일 1식, 간헐적 단식 - 어떤 근거가 있을까?
•다이어트시 떨어지는 기초대사량 대처법
•단백질 보충제 - 어떤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 믿을까?
•탄수화물 중독 이를 막을 방법은?

12:30~13:30 Lunch

13:30~14:00
Dessert symposium (휴온스) : Volumizing filler Elravie® & Multi injecctor Dermashine® 

얼굴 숨은 볼륨 살리기 김준모 아트라인의원

비만, 체형 (A room, 그랜드볼룸 101/102호)PROGRAM

Advanced

Advanced

Advanced

Basic

Basic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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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에스테틱 좌장

14:00~14:25 보톡스를 활용한 다양한 안면시술  권병소 엔비유클리닉

•보톡스만으로도 10년 젊어지게 할 수 있다.
•더모톡신을 사용한 간단한 리프팅
•점점 더 다양해지는 얼굴 보톡스의 영역

한우하

14:25~14:50 보톡스를 이용한 체형교정  황승국 세븐데이즈

•바디보톡스 : 아직 끝나지 않은 보톡스의 마술
•승모근 줄이기/쇄골 만들기/휜 종아리 교정/팔, 허벅지 라인 교정
•내가 할 줄아는 보톡스 시술부위는 총 몇 군데?? 

14:50~15:15 필러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 및 시술 노하우 (HA필러와 칼슘필러를 중심으로) 

 박현근 로데오클리닉

•필러선택 이젠 어렵지 않다.
•나에게 딱 맞는 필러 고르는 법
•얼굴 부위에 따른 주입테크닉

15:15~15:45 Coffee break 

15:45~16:10 필러 시술을 위한 얼굴 분석 및 부작용 응급처치  김봉철 라마르이수점

•필러 시술을 위한 얼굴의 미적인 분석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애플페이스 만들기 (동영상)
•필러 부작용 괴사! 이젠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다

강태도

16:10~16:35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HIFU) 장비의 다양한 활용 및 조합

  오승민 체인지클리닉

•다운타임 없이 할 수 있는 리프팅의 모든 것
•HIFU 장비와 고주파 장비의 결합
•HIFU 장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법

16:35~16:55 탄력과 모공치료 상급자되기  박현준 메이린압구정

•모공치료의 한계, 이렇게 극복한다. 
•이플러스를 이용한 모공치료 
•똑같은 모공은 없다!!  종류에 따른 맞춤형 모공치료

Advanced

Advanced

Advanced

Basic

Basic

Basic

에스테틱 (B room, 그랜드볼룸 103호)PROGRAM

시간 에스테틱 좌장

인 사 말 윤장봉

09:30~09:55 비싼 장비없이 하는 미백 모공 탄력 치료  한우하 센트럴피부과

•MTS, Stamp, Mesogun, Dermashine 물광주사의 모든 것

•저가 장비를 활용한 매출창출 기법 

김민정

09:55~10:20 색소 흉터 걱정없는 여드름 치료의 A to Z  이재효 피그마리온 의원

•여드름 고객 놓치지 않는 비법 대공개
•여드름 고객이 많은 병원이 성공하는 비결

10:20~10:45  외래에서 흔히 보는 피부질환 놓치지 않고 치료하기 송경필 예스가정의학과

•피부질환을 놓치지 않아야 미용환자가 는다.
•보험진료로도 수익 창출 충분히 가능하다.

10:45~11:15 Coffee time (ING)

11:15~11:40 CO2 Laser만 잘 사용해도 레이저 고수된다  고정아 동안중심 목동점

•흉터 적은 점빼기부터 시작하는 미용병원 만들어 가기
•자신감 있는 레이저 치료의 첫걸음 (이럴땐 CO2 Laser가 훨씬 낫다)

이재효

11:40~12:05 색소치료를 위한 다양한 Q-switch Laser 활용법  조창환 동안중심의원

•새로운 장비 구입없이 기존 레이저 활용으로 최대 효과 만들기
•532, 694, 1064 파장과 다양한 Pulse duration의 사용이 가지는 의의: 
  선택적 광응고술의 현재

12:05~12:30 홍조치료와 롱펄스 레이저 활용하기  김형문 미애로여성의원

•롱펄스레이저 532, 755, 1064 실전 활용 및 원리
•롱펄스 하나로 미백 홍조 탄력 모두 정복하기 
•장비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시술법 대공개

12:30~13:30 Lunch

13:30~14:00 Dessert symposium (메디톡스)

Advanced

Advanced

Basic

Basic

Basic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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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Advanced

Basic

Basic

항노화 (C room, 그랜드볼룸 104호)PROGRAM

시간 항노화 좌장

09:30~09:55 성인예방접종 과연 필요한가? 박민수 ND의원

•놓치지 말아야 할 성인예방접종은?
•새로운 백신 (대상포진, 수막구균예방접종) 살펴보기 
•폐렴구균, 파상풍, A/B형 간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요약정리

정창원

09:55~10:20 성장호르몬 치료! 알고나면 할 수 있다  김상우 팜스프링 서울의원

•성장호르몬의 다양한 적응증 (내장비만, 성장클리닉, 항노화 등)
•성장호르몬의 검사방법과 치료방법
•실제 클리닉에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할때 주의할 점

10:20~10:45 우리 병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항노화 검사

 정승필 영남대 가정의학과

•항노화 검사의 최신경향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여러가지 항노화 검사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0:45~11:15 Coffee time (휴온스) : 비타민C와 암환자 관리  손정일 분당 나라의원

11:15~11:40 비타민D,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된 것인가?  정수진 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골다골증 외 비타민D의 다양한 치료 효과 (항암, 면역강화, 근력강화 등) 
•비타민D 검사결과의 올바른 해석
•주사치료냐? 약물치료냐?

박민수

11:40~12:05 백옥주사 vs 신데렐라 주사 남승우 비타민의원

•백옥주사! (글루타치온 주사) 최근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신데렐라주사! (치옥트산) 꾸준한 인기의 비결은? 

12:05~12:30 여러가지 영양주사요법의 적응증과 주의사항 종합정리

 어해용 대한비타민C 암연구회 부회장 

•여러가지 COCKTAIL 주사 요법 소개
•맞춤형 수액주사 - 환자상태에 따른 선택요령

12:30~13:30 Lunch

13:30~14:00 Dessert symposium (ING)  

시간 에스테틱 어드벤스 좌장

14:00~14:25 실리프팅에서 시작하는 리프팅 입문 윤정현 연세팜스 클리닉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실리프팅의 기초와 핵심 총정리
•새로운 실리프팅의 강자 금실 리프팅

오승민

14:25~14:50 돌기실을 이용한 리프팅 어드밴스 과정 김석주 클리닉10

•돌기실을 이용한 차원이 다른 페이스리프팅 
•효과 업, 부작용 다운 돌기실 노하우 대공개

14:50~15:15 탈모 클리닉의 세팅과 전략 이재효 피그마리온 의원

•탈모 클리닉 세팅,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탈모치료 방법 (프로페시아부터  주사치료 및 모발이식 까지)

15:15~15:45 Coffee break 

15:45~16:10 필러의 오늘과 내일 : 특수필러 총정리 황승국 세븐데이즈

•스컬트라, 엘란쎄, 덱스트란 필러 등 특수 필러에 관한 궁금증 이젠 
   더 이상 없다.
•왠지 두려운 non-HA filler 자신감 있게 시작하기

남승우
16:10~16:35 아직도 회사에서 정해준 값으로 레이저를 쓰십니까?

 김형문 미애로

•레이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레이저마스터 되기
•레이저 변수값 결정의 순서와 올바른 쿨링기법

Advanced

Advanced

Advanced

Basic

Basic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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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D room, 컨퍼런스룸 208호)PROGRAM

시간 수술 좌장

09:30~09:55 아름다운 어깨+팔 라인을 위한 시술 총정리   권병소 엔비유클리닉

•팔과 겨드랑이의 지방제거 (지방흡입과 주사요법을 중심으로)
•어깨선의 시작은 승모근부터 – 승모근보톡스

조인배

09:55~10:20 지방흡입의 9부 능선 허벅지 지방흡입

(지방흡입의 대가는 결국 허벅지에서 결정된다)  고혜원 라엔미성형외과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허벅지 라인이란?
•허벅지 지방흡입 시 특별한 주의점과 부작용 대처법 
•디자인부터 수술 방법, 사후관리까지 노하우 공개 (동영상) 

10:20~10:45 복부+옆구리+러브핸들+브라라인 지방흡입으로 완벽한 코르셋라인 만들기

(웃고 들어가서 울며 나온다는 복부 지방흡입 마스터하기) 장지연 디올메디컬허브

•복부 지방흡입 상담법과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점들
•흉터를 최소화하며 360˚ 흡입하는 노하우 (동영상)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과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  

10:45~11:15 Coffee break 

11:15~11:40 초보 미용의사가 알아야 할 외과적 기본 상식 이선호 365mc

•봉합사의 종류 및 적절한 적용
•절개창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봉합법
•Wound healing의 메카니즘과 이에 근거한 scar management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 “염증”의 예방 및 대처법  

김석주

11:40~12:05 얼굴 지방이식 무작정 따라하기 정창원 리에스클리닉

•지방이식의 실전 노하우
•초보의들이 알아야 하는 지방이식의 모든 것
•PRP, 줄기세포 등 지방이식의 장점과 제한점 

12:05~12:30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미니 지방흡입으로 지방흡입 입문하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미니부터 시작해보자)  조인배 지세븐클리닉   

•미니 지방흡입의 개념과 적은 비용으로 세팅하기                                         
•미니 지방흡입 시 주의할 점과 사후관리
•각 부위별 미니 지방흡입 방법 (사진, 동영상) 

12:30~13:30 Lunch

13:30~14:00 디저트

시간 수술 좌장

14:00~14:25 눈 수술의 시작: 비절개 쌍꺼풀 수술 송형민 VIP성형외과

•매몰법 쌍꺼풀 수술의 개념 
•적응증 및 환자선택시 주의사항
•수술의 Key-point 및 부작용의 대처 (동영상)

하승룡

14:25~14:50 짧은 시간에 끝내는 간단한 Rhinoplasty

(초보자를 위한 코수술 첫걸음) 김준모 아트라인클리닉

•현대 여성이 원하는 코 모양이란?
•Simple dorsal augmentation만으로 100%만족하는 환자군들 수술 동영상

14:50~15:15 유방확대술 개론 (미용수술의 main stream이 될 유방확대술을 배워보자)

 이해영 形클리닉

•다양한 절개법과 그 장단점들
•유선하 vs 근막하 vs 이중평면 유방확대술의 비교 
•수술 동영상 
•합병증과 치료법

15:15~15:45 Coffee break 

15:45~16:10 특화된 지방이식으로 차별화에 성공해보자

(지방이식의 틈새시장 체형지방이식)  성기수 라일락클리닉

•보형물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를 위한 지방이식 유방확대술
•지방이식을 통한 힙업 수술  
•종아리 지방이식을 통한 휜다리 교정술
•4080세대를 겨냥한 손등 지방이식 최찬영

16:10~16:35 스키니 종아리를 위한 시술 총정리  김대겸 디올메디컬허브

•수술을 통한 종아리 지방제거 및 종아리 근육 축소술
•주사를 이용한 종아리 지방 및 근육축소술
•스키니 종아리를 위한 일상 관리

Advanced

Advanced

Basic

Basic

Basic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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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신청서

※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학회 팩스(02-552-6019)로 보내주시고 신청하신 사전등록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한은행 140-009-516930 (예금주: 대한비만체형학회 윤장봉)으로 입금해주시면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전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www.ons.or.kr/abstract), ‘등록현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입금이 확인되면 2~3일 이내로 기재하신 이메일로 등록 및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영문성명은 학술대회 참가증 발급에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재를 부탁드리며, 의사면허번호가 없으신 업체

    및 일반회원은 학술대회 참가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를 신청하신 업체 및 일반회원에게는 국문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원활한 학회 진행을 위해 가능하면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구분

□ 정회원, 메인강좌 사전등록 : 5만원

□ 준회원/비회원, 메인강좌 사전등록 : 8만원

※ 메인강좌, ‘초대권 등록’은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www.ons.or.kr/abstract)

에서만 사용, 등록 가능합니다.

※ 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 사전등록은 인원제한(150명)이 있어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www.ons.or.kr/abstract)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제한된 인원

이 초과되면 자동 마감됩니다. 또한 등록비(8만원) 입금만 가능하며, 초대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성    명

(국문)

(영문)

의사
면허번호

병 원 명

휴대전화

e-mail

주    소

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E room, 그랜드볼룸 105호)PROGRAM

시간 코디 사회

09:30~10:00 코디가 꼭 알아야 할 최신 트렌드 치료법 오승민 체인지클리닉

•최근 뜨고 있는 골드 리프팅 등 리프팅시술법 정리
•신개념 필러와 기존 필러의 장단점

김봉철
10:00~11:00 비만시술 후의 구체적인 관리방법 배우기 한우하 센트럴 피부과

•비만주사부터 각종 장비까지 동영상 소개
•각각의 시술에서 꼭 알아야할 구체적 관리방법 익히기

11:00~11:30 Coffee break

11:30~12:00 보톡스 필러 상담 이것만은 숙지하자 김경구 아트라인 천호

•흔히 나오는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 제시
•제품비교 포인트, 지속시간, 적응증 등에 대하여

오승민
12:00~12:30 포괄적인 비만환자 상담 이렇게 해보자 어경남 365mc부산점대표원장

•약물부터 지방흡입까지 다양한 방법 중 어떤 치료를 권유할까?
•비만환자의 특징과 상담시 유의할 점에 대해

12:30~14:00 Lunch

14:00~14:30 의료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무균테크닉 김유수 서울재활의학과

•감염관리의 시작, contamination 개념잡기
•주사바늘, 수술기구 다루기, 상처소독의 구체적인 방법 

김경구 14:30~15:30 코디에서  슈퍼스타 코디로  유  현 끌리닉에스

•코디와 슈퍼스타 코디의 차이점
•왜 슈퍼스타 코디가 필요한가?
•슈퍼스타 코디가 병원의 경쟁력이다

15:30~16:00 Coffee break

16:00~16:30 고수의 상담케이스 엿보기 - 에스테틱 윤미소 본클리닉

•초진과 재진상담의 차이점과 끌고가는 노하우
•컴플레인 케이스와 블랙컨슈머 감별법

김유수16:30~17:00 전문가와 함께 하는 패널토의

 나혜영 365mc, 윤미소 본클리닉, 유  현 끌리닉에스

•파트별 전문가 3인의 상담비법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시간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자

※ 패널토의에서 케이스발표를 원하시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이메일(eunyi83@nate.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