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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프로그램 4월 5일(토요일) 

시 간 1층그랜드볼룸 좌 장

피부관리실세팅하기 Dr.선소현(피그마리온)

보험진료를보면서피부관리실운영하기
16:00~16:20

기존피부관리실업그레이드하기

다양한피부관리실운영노하우

이제보툴리늄톡신과필러를동시에사용하자 Dr.황승국(비엔영고은하늘)

16:20~16:40 보툴리늄톡신과필러를동시에사용해야하는필요성

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환자분석과시술노하우

이제적극적으로입술성형을하자 Dr.신문석(거울피부과)

아름다운입술의미용학적분석

16:40~17:00 필러를이용한예쁜입술만들기

입술의지방이식

Law facial rejuvenation

17:00~17:20

 

Coffee Break

■학술대회안내및업체워크숍안내

쪾4월5일~6일코엑스그랜드볼룸, 아셈홀

쪾학술대회사전등록(5만원) 방법 : 3가지방법중택 1

1) 학회홈페이지중앙에학술대회사전등록배너를클릭하시어“사전등록하기”에서신청하신후

사전등록비용 5만원을입금해주시면사전등록이완료됩니다.

2) 학회에서보내드린참가신청서를작성하시어학회팩스로보내주신후사전등록비용 5만원을입금해주시면

사전등록이완료됩니다. (학회팩스번호 : 02-552-6019)

3) 쿠폰등록 : 대한비만체형학회에서발행한 5만원권학술대회쿠폰을소지하신분은홈페이지사전등록의

“쿠폰등록”에서쿠폰하단에있는일련번호를입력하시면사전등록이완료됩니다.

4) 입급계좌번호 :신한은행

 

626-01-003258청학의원권정원

쪹토요일저녁식사, 일요일점심식사제공

쪹현장등록비용은 10만원입니다.

쪹참가증(attendance) 제공

쪹주차비는지원되지않으니가능하면대중교통을이용해주세요.

(당일일일주차권2만원판매-등록대문의)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정제연

(메디월드의원)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학술대회프로그램 4월 5일(토요일) 

시 간 1층그랜드볼룸 좌 장

나는MTS (메조롤러)를이렇게이용한다 Dr.안재석(끌리닉에스)

MTS와프락셔널레이저는다르다
17:20~17:40

MTS와프락셔널레이저병용하기

수면마취없이 2.0 MTS 시술하기

Fractional Laser의모든것 Dr.허의종(나노네이쳐)

과연비싼장비를사야할것인가?
17:40~18:00

다양한 fractional laser와각각의장단점

시술전후처치및반드시알아야할주의사항

18:00~18:40 저녁식사및전시관람

잡티, 주근깨, 기미등색소질환치료의노하우 Dr.이종민(리엔유클리닉)

18:40~19:00 다양한색소병변의병인과진단

기미의관리와치료적접근

19:00~19:20
난치성기미치료의최신지견 Dr. Mike Wang

Tyrosinase interface factor (TIF)를이용한색소질환의치료

최근시술하는필링에대하여 Dr.원시권(닥터라인클리닉압구정점)

19:20~19:40 Chemical Peeling & Laser Peeling

19:40~20:00 Coffee Break

임상에서접하는흉터와다양한치료법 Dr.이재효(피그마리온클리닉)

20:00~20:20 Skin defect의분류

원인에따른치료방법 : filler, laser, 지방이식, 줄기세포성장인자이용등

여드름 PDT 정말효과적인가 Dr.이황희(NB클리닉)

20:20~20:40 왜 PDT를하면새로운여드름이안날까?

현재이용하고있는약물의종류

여드름과여드름흉터치료 Dr.이환석(미엔미클리닉)

여드름의약물치료
20:40~21:00

여드름의스킨케어

여드름흉터의치료방법들

정제연

(메디월드의원)

이재효

(피그마리온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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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김선형

(G7클리닉)

윤장봉

(트리니티클리닉)

학술대회프로그램 4월 6일(일요일)  

시 간 1층그랜드볼룸 좌 장

비만원인론 Dr.이무열(중앙대학교의과대학)

09:00~09:20 위기에처한유전자

지금껏이렇게먹을것이풍부한세상에살아본적이없다.

비만의병태생리학 Dr.이무열(중앙대학교의과대학)

체중증가감소가근육, 체지방에미치는영향
09:20~09:40

체중변동의생리학

요요현상의이해

식이충동조절을도와줄수있는신경정신과적접근방법 Dr.윤장봉(트리니티클리닉)

09:40~10:00 비만환자의심리를제대로이해하기

스트레스 management 측면에서바라본비만치료

10:00~10:20
의료현장에서비만환자의공감을이끌어낼수있는실질적인면담법

Dr.김선형(G7 클리닉)

10:20~10:40
소아청소년비만 Dr.성은주(강북삼성병원)

치료의적기는언제이며어떤치료방법을선택할것인가

10:40~11:00 Coffee Break  

Slow-releasing phentermine, phentermine, phendimetrazine, 

11:00~11:20
diethylpropion Dr.강지현(건양대학교의과대학)

새로운형태의펜터민제제는기존제제에비해어떤장점을가지고있는가?

다른교감신경흥분성식욕억제제는새롭게자리를잡아갈것인가? 

Orlistat, Fluoxetine Dr.윤장봉(트리니티클리닉)

11:20~11:40
세계적으로는가장많이판매되지만국내판매량은적은 Orlistat

한때는비만치료의중심에있었지만이제는 sibutramine에게자리를양보하고있는
fluoxetine

Sibutramine을이용한병합요법 Dr.임옥근(한빛의원)

11:40~12:00 많은 Generic이출시된 Sibutramine의재조명및이를이용한병합요법의모든것

Off-label 약물들은어떤종류가있으며어떻게사용하는것이적절할것인가? 

12:00~12:20 Dr.정제연(메디월드의원)

Drcabose, ephedrine, caffeine, topiramate, green tea extract 등을중심으로

※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학술대회프로그램 4월 6일(일요일)  

시 간 1층그랜드볼룸 좌 장

12:20~12:40 다양한비만치료제어떻게병합하여사용할것인가 Dr.김창열(에스앤미의원)

12:40~14:00 Lunch and Luncheon  Symposium

14:00~14:20
주사를이용한체형치료 Dr.정제연(메디월드)

지방분해주사, Hyaluronic acid,mesotherpy, mesodissolution

14:20~14:40 HPL & Hydrolipoclasia의원리와방법 Dr.한우하(에스라인클리닉)
「동영상강의」

14:40~15:00 Laser Assisted Lipoplasty : 레이저를이용한체형성형술
Dr.최찬영(선이고은의원) 

15:00~15:20 Carboxy를이용한국소비만치료및체형치료
Dr.김주연(메리디안의원) 

「동영상강의」

탈모 1 Dr.이재효(피그마리온클리닉)

다양한모발이식술과(모발이식, 무모증이식, 눈썹이식, 흉터이식등)과
15:20~15:40

효과적인수술후관리법

피그마리온모발이식센터

탈모 2 Dr.이준호(벨리시모탈모클리닉)

15:40~16:00 외래에서접하는탈모의종류와진단그리고환자창출을위한

효과적인상담기법

16:00~16:30 Coffee Break 

장비를이용한체형성형술과피부탄력치료 Dr.강태도(강재활닥터포유의원)

16:30~16:50
체외충격파

고주파

Nd.-yag. 및 diode laser.

다양한방법을통한종아리근육축소술 Dr.장두열(체인지클리닉)

16:50~17:10
고주파근육퇴축술

화학적신경용해술

신경차단술을이용한축소술

의료기 STYLEX를활용한체형교정 Dr.서경배(한림재활의학과휜다리클리닉)

17:10~17:30 휜다리교정의원리와효과 「동영상강의」

힙업과뱃살, 허벅지군살(Saddle bag) 제거의원리와효과

정제연

(메디월드의원)

윤장봉
(트리니티클리닉)

스폰서 : 한미약품

강태도

(강재활닥터포유
클리닉)



PROGRAM PROGRAM

10 제12차대한비만체형학회학술대회 11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학술대회워크숍

쪾4월5일 : 아셈홀203호, 208호 쪾4월6일 : 아셈홀203호

쪾이번학술대회워크숍은토요일8개일요일8개의다양한업체참석으로비만, 에스테틱체형분야의

최신기기및약물에대한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 

학술대회워크숍4월 5일 (토요일)
룸 시간 주제 강사 업체

바이오알카미드를이용한 Permanent filler의활용및 Live 시연

17:00~18:00
- 바이오알카미드를이용한안면윤곽술

라이브강좌 그린코스코
- 코높이기 8자주름볼살

A - 시술시유의할점및부작용에대한대처

CO2 프락셀레이져(터치셀)를이용한피부미용
19:00~20:00 - CO2를이용한피부치료의원리 - 임상적적응증 라이브강좌 EL테크놀러지

- 환자관리요령

퓨라젠의임상적사용
17:00~18:00 - 하알루론산을이용한 filler의장점 - 퓨라젠의구조및사용방법 라이브강좌 한올제약

B - 퓨라젠을이용한쁘티성형

보톡스, 필러(레디어스)를이용한 Facial rejuvenation
19:00~20:00 - 보톡스와필러를결합한안면윤곽술 라이브강좌 대웅제약

- 임상적적응증과사용방법

냉동요법을이용한피부·비만치료기

C
17:00~18:00

- 치료전후모습 - 치료효과를높이기기계의사용방법
동영상강좌 MB코리아

더마큐(메조롤러) 동영상/
19:00~20:00

- 메조롤러란? 더마큐의특징 - 더마큐를이용한임상적적응증 라이브강좌
바이온인터네셔날

■지방흡입술워크숍안내(optional)
쪾4월5일~6일코엑스아셈홀201호

쪾국내와국초청강연(Dr. Nelson)으로구성된지방흡입워크숍은개원가에서많은케이스와노하우를자랑하는연자들로

높은워크숍을개최합니다. 대한비만체형학회의모든것을이번지방흡입술워크숍에서공개합니다.

본지방흡입술워크샵은전강의가동영상강의로최대한도움을드리고자노력하였습니다.

▶Dr. Nelson

전세계에서주목받는학술대회강의와30여개의저자로활동중인지방흡입술의대가

Dr. Nelson을초청하여회원여러분들께폭넓은강의와다양한체험을할수있도록제공합니다.

쪾지방흡입수술사전등록(25만원) 방법 : 인원제한(사전등록으로만신청가능합니다.)

1) 학회홈페이지중앙에학술대회사전등록배너를클릭하시어“지방흡입술워크숍”에서신청하신후

사전등록비용25만원을입금하시면사전등록이완료됩니다.

2) 지방흡입술워크숍은일반강좌와완전히별개로진행됩니다.

3) 입급계좌번호 :신한은행 626-01-003258청학의원권정원

쪹토요일저녁식사, 일요일점심식사제공

쪹참가증(attendance) 제공

쪹주차비는지원되지않으니가능하면대중교통을이용해주세요. (당일일일주차권2만원판매- 등록대문의)

지방흡입술워크숍 4월 5일(토요일)  

시 간 코엑스 2층아셈홀 201호 좌 장

지방흡입의시작 Dr.최윤숙(닥터최바디라인)

지방흡입수술환자의상담어떻게할것인가?

16:00~16:20 지방흡입수술전준비사항 : 상담차트, 검사차트, 전후사진, 필요검사, 
환자준비에대한설명

수술경과에대한설명, 향후추적관찰은어떻게할것인가?

부작용에대한설명과대처방안, 환자에대한설명시반드시주의할점은?

지방흡입수술과마취 Dr.정채홍(바스키아의원)

다양한마취방법과각각의장단점
장두열

16:20~16:40 지방흡입을비롯한미용술기에사용할수있는안전하고간편한마취방법

(체인지클리닉)

튜메슨트용액의조성및환자에따른다양한응용및주의사항

마취의부작용및응급상황대처요령 : 수술실에서일어나는마취사고를방지하려면?

지방흡입과해부학 Dr.장두열(체인지클리닉)

16:40~17:00 지방흡입디자인에활용되는해부학의재조명

고수들이말하는지방흡입디자인의키포인트

학술대회워크숍4월 6일 (일요일)
룸 시간 주제 강사 업체

10:00~11:00
어코니아레이져를이용한국소지방축소술
- 레이저의지방용해원리 - 레이저지방용해술프로토콜

라이브강좌 AMG 메디칼

고주파를이용한종아리근축소술

11:00~12:00
신기술노블레스맞춤성형 Lipo satation(자가지방이식시스템) 동영상강좌 네오메디컬스

A
- 효과를높이기위한방법, 치료시유의사항
- 자가지방이식시스템의임상적적응및사용에대한임상증례

프락셔날 CO2레이져를이용한여드름흉터치료및스킨 rejuvenation
14:00~15:00 - CO2를이용한피부치료의원리 - 임상적적응증 동영상강좌 비즈메카

- 환자관리요령

16:00~17:00 폴라방식과 RET방식을이용한 Dual-system 피부리프팅비만관리 동영상/라이브강좌 성환이엔비

10:00~11:00
Fractional Laser를이용한흉터치료(Lux Masters) & 
고출력 RF를이용한지방융해술(Adipo - tolysis)

라이브강좌 아마오리엔트

프락셔날레이져, 엔디야그레이져를이용한피부미용
11:00~12:00 - 모자이크레이저를이용한피부흉터모공의치료 동영상/라이브강좌 루트로닉

B - 에디야그레이저를이용한기미치료기법-레이저토닝

14:00~15:00 water - jet을이용한미용지방흡입술 동영상강좌 오리엔트엠쥐

RF를이용한종아리신경퇴축술
16:00~17:00 - 종아리축소술의치료방법 - 효과를높이기위한방법 동영상강좌 동진국제무역

- 치료시유의사항

※본워크숍은사정에따라업체또는시간이변동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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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워크숍 4월 5일(토요일) 

시 간 코엑스 2층아셈홀 201호 좌 장

지방흡입수술장비 Dr.고혜원(라엔미클리닉)

17:00~17:20 수술실의세팅과인력구성

지방흡입에필요한장비의종류와선택

지방흡입캐뉼라의종류와수술부위에따른캐뉼라의선택

지방흡입과수술후관리 Dr.장지연(트리니티클리닉) 장두열

수술후관리와부작용에대한대처방안 : 「동영상강의」
(체인지클리닉)

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관리방법, 나타나는부작용해결하기

17:20~17:40 수술직후치료및관리

Hematoma, seroma의치료및관리

PIH의예방및치료

Post-op irregularity의예방및치료

17:40~18:00 Discussion

18:00~19:00 저녁식사및전시관람

19:00~20:00 Dr. Nelson 초청강연 - Laser Assisted Liposuction  「동영상강의」

지방이식의시작 Dr.조영신(영클리닉)

20:00~20:20 지방이식환자의상담 「동영상강의」

지방이식에필요한준비사항 : 장비및기구의선택

지방이식수술시반드시유의할사항들

지방이식 Dr.고혜원(라엔미클리닉)

자가지방이식어디를어떻게하면좋은결과를얻을수있을까? 「동영상강의」 권병소

20:20~20:40 : 해부학적인고려및유의점 (트리니티클리닉)

지방의채취와이식방법 & 수술후처치

부위별자가지방이식 Dr.권병소(트리니티클리닉)

20:40~21:00 안면부자가지방이식 : 눈밑, 볼살, 이마, 코, 턱, 입술 「동영상강의」

수술동영상

주의점및부작용에대한대비

21:00~ Discussion

지방흡입술워크숍 4월 6일(일요일) 

시 간 코엑스 2층아셈홀 201호 좌 장

턱의지방흡입수술 Dr.장두열(체인지클리닉)
안면부지방흡입의 indication 「동영상강의」

10:00~10:30 수술디자인과주의점
수술동영상
수술후처치와 follow up

복부의지방흡입수술 Dr.고혜원(라엔미클리닉)  
복부지방흡입수술시주의사항 「동영상강의」

10:30~11:00 복부지방흡입수술의디자인
수술동영상
수술후처치및합병증에대한대처 조인배

허벅지의지방흡입수술 Dr.장지연(트리니티클리닉) (G7클리닉)
허벅지지방흡입수술시주의사항 「동영상강의」

11:00~11:30 허벅지지방흡입수술의디자인
수술동영상
수술후처치및합병증에대한대처

대용량지방흡입수술 Dr.정채홍(바스키아의원)

11:30~12:00 대용량지방흡입이란? 「동영상강의」
숙지해야할사항들
안전한수술방법과처치

12:00~13:00 Luncheon Special Lecture
Dr. Nelson 초청강연 - aesthetic abdominoplasty 「동영상강의」

13:00~14:00 Coffee Break 

팔의지방흡입수술 Dr.최윤숙(닥터최바디라인)
팔지방흡입수술시주의사항 「동영상강의」

14:00~14:30 팔지방흡입수술의디자인
수술동영상
수술후처치및합병증에대한대처

남자가슴의지방흡입수술 Dr.장지연(트리니티클리닉) 
남자가슴지방흡입수술시주의사항

14:30~15:00 남자가슴지방흡입수술의디자인
수술동영상
수술후처치및합병증에대한대처 장지연

종아리의지방흡입수술 (동영상강의) Dr.김대겸(트리니티클리닉) (트리니티클리닉)
종아리지방흡입수술시주의사항

15:00~15:30 종아리지방흡입수술의디자인
수술동영상
수술후처치및합병증에대한대처

지방흡입수술에사용되는장비들에대한장단점 Dr.최찬영(선이고은의원)
Vibroliposuction

15:30~16:00 Low level Laser and liposuction
Water jet liposuction
Body contouring with Vaser : Liposelection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스폰서 : 대웅제약

스폰서 :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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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코디네이터과정안내

쪾4월6일코엑스아셈홀208호

쪾슬로건 :  비만클리닉의성공적인경영과서비스리더양성

쪾비만코디네이터사전등록(10만원) 방법 : 인원제한(사전등록으로만신청가능합니다.)

1) 학회홈페이지중앙에학술대회사전등록배너를클릭하시어“코디네이터과정”에서신청하신후

사전등록비용 10만원을입금하시면사전등록이완료됩니다.

2) 입급계좌번호 :신한은행 626-01-003258청학의원권정원

쪹일요일점심식사제공 쪹수료증(certificate) 제공

쪹주차비는지원되지않으니가능하면대중교통을이용해주세요. (당일일일주차권2만원판매- 등록대문의)

▶본참가신청서를작성하시어학회팩스 02-552-6019번으로보내주시고신청해주신사전등록비용을확인하신후

신한은행 626-01-003258청학의원권정원으로입금해주시면사전등록이완료됩니다.

▶가능하면홈페이지를이용한사전등록을부탁드립니다.

피부·비만코디네이터과정

시 간 내 용 강 사

슬로건 : 비만클리닉의성공적인경영과서비스리더양성
비용 - 사전등록 :�10만원 / 중식제공, 수료증제공 / 인원제한: 100명
사회및총괄진행 : 한우하

1. 메디컬코디네이터의역할과상담기법������������
09:00~09:40 -�의료환경의서비스변화 -�신뢰를주는코디네이터의이미지 장향미

-�고객을이끄는상담기법

2. 비만의정의와이해������������������

09:40~10:20
-�비만의정의와발생원인

정제연
-�비만치료의종류(행동요법, 식이요법, 운동, 처방....)
-�체중감량에성공하는고객 vs 실패하는고객, 우리가어떻게도와줄수있는가?

10:20~10:40 질의응답및휴식

3. 비만체형치료의종류와실습�������������

10:40~11:20
-�카복시치료의이해와실습 - 지방분해주사의배합과실습

한우하
-�HPL 주사에대한이해 - 고주파관리의이해와실습
-�환자만족도를높이는엔도몰러지의사용법

4. 체형성형의지방흡입에대한이해������
11:20~12:00 -�체형을성형하는지방흡입의원리 -�지방흡입의효과 장지연
� - 지방흡입에따른사후관리

12:00~13:30 질의응답및점심�����������������������������

5. 메디컬스킨케어�������������������������
-�에스테틱환자들의심리및상담기법
-�피부진단및피부타입에따른적합한처치관리법

13:30~14:20 -�IPL 치료시주의사항치료전후관리 : 실습 안재석
-�각종레이저종류와시술전후관리
-�레이저시술후화상및색소침착등의부작용관리
-�각종필링의종류와이해 -�MTS의이해와여드름관리

14:20~14:50 6. 쁘띠성형(필러, 보톡스) 시술에대한이해와환자상담 ��� 강태도

14:50~15:10 질의응답및휴식���������������������������������

15:10~15:50 7. 에스테틱고객의제품선택방법 : 천연화장품을중심으로� 허의종

8. 탈모두피관리������������������
15:50~16:40 -�탈모환자의특성 -�탈모관리에꼭필요한기기적시스템과상담법 �                        

-�탈모두피관리의실제
이재효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등 록 구 분

성 명

의사면허번호

병 원 명

우 편 번 호

주 소

연 락 처

휴 대 전 화

E-mail

□메인강좌사전등록(5만원) - 4월 5일(오후 4시~9시)~6일(오전 9시~오후 6시)
○4월 5일참석 ○4월 6일참석 ○4월 5, 6일참석

□지방흡입워크숍사전등록(25만원) - 4월 5일(오후 4시~9시)~6일(오전 10시~오후 4시)
○4월 5, 6일참석

□코디네이터사전등록(10안원) - 4월 6일(오전 9시~오후 5시)

사전등록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