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시간

학술대회메인강의프로그램
그랜드볼룸 101호

좌장

주제: 경기 불황에서도 잘되는 병원 만들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기
·오전 세션 (오전 9시 30~12시 30분) 비만 진료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비만 의학 지식
Beginner course:

비만의 기초적 의학 지식과 다양한 비만의 형태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오후 세션 (오후 2시~오후 6시) 불황에도 잘되는 비만클리닉 만들기

체형치료의 과거, 현재, 미래 - 비만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방법 공개

식욕의 정신 신경 내분비적 조절 Psychoneuroendocrine regulation of appetite

김범택 아주대학교병원
(

09:30~10:00

)

비만환자의 지방세포의 변화 및 지방세포 호르몬의 이상 변화
2. 음식도 중독이 된다. 중독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방 및 과당류 섭취에 대한 고찰
3.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에 의한 비만의 증가
비만의 원인과 유전-환경 상호작용
박용우 리셋클리닉
1. 에너지 항상성과 비만의 원인
2. 탄수화물과 비만
3. 스트레스와 비만
비만의 진단 및 그에 따른 치료적 접근 방법 이무열 중앙대학교의과대학생리학교실
1. 소아비만, 산후비만, 노인성 비만 등 비만의 세부적 진단
2. 소아비만이 치료가 어렵고,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는 이유
3. 산후 비만은 언제부터 치료하는 것이 좋으며, 전통적 산후 몸조리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
1.

(

10:00~10:30

)

)

(

10:30~11:00

11:00~11:30

coffee break

비만의 사회심리학적 치료 접근 방법
11:30~12:00

윤장봉 디올클리닉명동점
1. 인지 행동 치료는 무엇이며, 짧은 외래 시간 동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2.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해 환자를 설득하는 방법
김선형 클리닉
건강 보조 식품
1. 최근 유행하는 CLA 등 건강 보조식품이 전문 비만 치료제 보다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병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강보조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

)

(G7

12:00~12:30

권정원
청학의원)

(

)

윤장봉
디올클리닉 명동점)

(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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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12:30~14:00

학술대회메인강의프로그램
점심식사

그랜드볼룸 101호

좌장

아미노필린이 포함된 각종주사요법과 효과

14:00~14:30

권병소 디올메디컬센터
(

아미노필린은 체형치료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방법인가?
2. 아미노필린과 히알론산 등을 이용한 다양한 주사요법

)

1.

저장성 약물요법은 지방흡입을 보완 또는 대체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가?

14:30~15:00

15:00~15:30

와 power hydrolipoclsia의 약물성분과 원리
2. HPL의 약물성분과 원리
3. Low level laser (저준위 레이져)를 이용한 체형치료의 응용

16:30~17:00

)

coffee break

체형치료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장비와 병합치료방법
2. 적절한 장비선택과 치료효과 그리고 적절한 치료비용에 대해

정제연 메디월드클리닉
(

)

1.

PPC (phosphatidylcholine)
16:00~16:30

(

1. Hydrolipoclasia

체형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와 최적의 병합치료

15:30~16:00

한우하 에스라인클리닉

한우하
에스라인클리닉)

(

제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효과

강태도 강재활의학닥터포유
(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PPC의 원리와 사용방법
2. PPC와 Hyalluronidase의 병합 주사요법

)

강태도
(강재활닥터포유클리닉)

1.

coffee break

수술없이 교정하는 휜다리(O형, X형 휜다리) 서경배 한림재활의학과휜다리클리닉
(

17:00~17:30

)

스타일렉스를 이용한 휜다리 교정의 원리와 효과
2. 힙업과 뱃살, 허벅지 군살 제거의 원리와 효과
3. 체형교정에 동반된 의학적 효과 : 무릎관절염, 요통, 생리통 효과 등
조재호 더라인성형외과
종아리 근육 축소술의 다양한 방법들과 각각의 장단점

1.

(

1. RF (NICR - non incisional calf reduction)
17:30~18:00

)

고락현
갤러리성모정형
외과,통증의학과)

(

신경차단술
3. 무수알코홀을이용한 시술
4. Botox를 이용한 시술

2.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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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학술대회메인강의프로그램
그랜드볼룸 102호

좌장

주제: 경기 불황에서도 잘되는 병원 만들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기
·오전 세션 (오전 9시 30~12시 30분) 비만 진료시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비만 의학 지식
Beginner course:

비만치료에서 약물 요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다양한 임상적 경험)

·오후 세션 (오후 2시~오후 6시) 불황에도 잘되는 비만클리닉 만들기
어떻게 비만클리닉을 시작할 것인가  비만클리닉 세팅부터 마케팅까지

09:30~10:00

식욕 억제제

남승우 한빛의원
식욕억제제는 어떻게 작용하며, 실제 사용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접근방법
2. 식욕억제제는 어떤 순서와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하여
대사촉진제 등 기타약물 요법
정제연 메디월드클리닉
정제연
1. 대사촉진제가 체중감량에 미치는 효과
(
메디월드클리닉
)
2. 대사촉진제의 병합사용
3. 간질약이라는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토피라메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흡수차단제의 임상적 적용
윤장봉 디올클리닉명동점
1. 단독으로 사용시 흡수 차단제가 식욕억제제 보다 체중 감량에 효과가 더 적을까?
2. 비만 환자의 순응도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흡수차단제의 사용방법
(

)

(

10:00~10:30

(

10:30~11:00

11:00~11:30

11:30~12:00

)

coffee break

비만치료의 새로운 시도
1.

2.

비만과 염증
해독다이어트

김상만 중문의대차바이오메디컬센터부교수
(

)

체중감량을 위한 치료적 전략(therapeutic stratege) 비만, 뇌의 병인가?
12:00~12:30

)

1.

1.

약물사용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반드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오동재 미소의원
(

)

오동재
(미소의원)

2. Right brain hypothesis
3. Brain reward system for food
12:30~14:00

점심식사

성공하는 비만체형클리닉의 특징

실패하는 비만체형클리닉과 성공하는 클리닉의 비교분석
2. 성공하는 비만체형클리닉 따라 배우기

14:00~14:50

1.

14:50~15:10

coffee break

국기호

(JK theall

대표이사

)

김선형
클리닉)

(G7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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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학술대회메인강의프로그램

시간

그랜드볼룸 102호

비만체형클리닉의 마케팅 및 생존 전략

미용분야의 마케팅 방법 및 전략
2. 불황기에도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 및 타계전략

15:10~16:00

황부영 브랜다임대표
(

)

1.

좌장
정제연
메디월드클리닉

(

)

coffee break

16:00~16:20

비만체형클리닉의 개원전략

김남철

(365mc)

비만체형클리닉의 개원에 필요한 준비
2. 비만체형클리닉이 현재 당면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3. 비만체형클리닉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1.

16:20~17:10

-

정제연
메디월드클리닉

(

)

진료내용 및 수가전략 중심으로

※본강의는 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

알 림
저희 대한비만체형학회에서는 이번 차 학술대회 때 총 타임의 업체 워크숍이 라이브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프로그램 확인은 학술대회 홈페이지
에서 학술대회 업체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업체워크숍세부프로그램은 학회 혹은업체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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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ww.ons.or.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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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학술대회메인강의프로그램

시간

그랜드볼룸 103호

Advanced course:

좌장

비만클리닉에서 접목할 수 있는 에스테틱의 노하우

·오전 9시 30~오후 5시 30 에스테틱 의학의 기초부터 안티에에징 치료의 최신 지견까지
피부관리실의 기본장비와 운영
최찬영 여우비의원
1. 기본장비: 스크러버, 이온토, 초음파 등
2. 피부관리사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3. 활성화 노하우
피부미용 진료시 반드시 알아야 할 피부질환
김선형 클리닉
(기미, 주근깨, 모반, ABNOM, 점, 흑자, 한관종과 비립종, PIH….)
이재효
1. 임상적 특징과 감별
(피그마리온클리닉)
2. 효과적인 치료법과 치료 노하우
3. 이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효율적인 장비 세팅
CO2 레이저와 Nd-Yag 레이저그리고 IPL 100% 활용하기 이재효 피그마리온클리닉
1. CO2 레이저로 점만 빼고 계시나요?
2. Nd-Yag 레이저로 자신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과 치료 노하우
3. IPL을 활용한 다양한 복합 치료
(

09:30~10:00

)

(G7

10:00~10:30

(

10:30~11:00

11:00~11:30

)

)

coffee break

여드름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의 선택

항생제, 피지분비 억제제, 필링, IPL, PDT, 레이저….)
1. 항생제 VS 피지분비 억제제
2. 여드름 PDT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3. 기타 레이저, IPL, 필링 등

허의종 한국나노의학연구회회장
(

)

(
11:30~12:00

모공과 여드름 흉터의 치료 방법들

안재석 클리닉에스
(

)

안재석
클리닉에스)

(

1. MTS
12:00~12:30

어븀-글라스 프렉셔날 레이저
3. CO2 프렉셔날 레이저
4. 각각의 장단점
2.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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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2:30~14:00

14:00~14:50

학술대회메인강의프로그램
점심식사

그랜드볼룸 103호

좌장

지방유래줄기세포의임상적적용

한규범 핸슨바이오텍

Aesthetic Application of Stem Cells

(

권정원
청학의원)

)

(

1. Application of Adipose Derived Cells
2. Application of Stem Cell Culture Media

15:00~15:30

coffee break

기미치료 할까?

15:30~16:00

이종민 리엔뉴클리닉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할까?
2.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3.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노하우
1.

피부 고주파 장비의 모든 것

16:00~16:30

)

(

최찬영
여우비의원)

최찬영 여우비의원
(

(

)

1. Monopolar Radiofriquency
2. Bipolar Radiofriquency
3. Combined Radiofriquency

16:30~17:00

coffee break

보톡스

작용기전, 희석법, 주사용량, 보관법
2. 얼굴해부학
3. 경과, 부작용, 금기사항, 임상경험
4. 보톡스를 이용한 안면주름의 개선, 사각턱의 치료

임완수 쁘아뜨피부·성형외과
(

)

1.

17:00~17:30

필러

황승국 비엔영플러스청담의원
(

종류와 각각의 적응증과 장단점
2. 효과적인 사용법
3. 경과, 부작용, 금기사항, 임상경험
4. 필러를 이용한 안면윤곽술: 눈밑 눈밑애교 볼살 코높이기 턱만들기

)

황승국
비엔영 플러스
청담의원)

(

1.

17:30~18:00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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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지방흡입워크숍프로그램

시간

아셈홀 201호

Challenger course

좌장

지방흡입 워크숍(80명 제한)

·오전 9시 30~오후 4시 30
지방흡입의 기초와 최신지견(동영상강의) : 초보를 넘어 내공 있는 고수가 되기
지방흡입 시작하기
장두열 체인지클리닉
1. 지방흡입에 필요한 준비물 : 수술동의서, 환자 주의 사항 등
2. 지방흡입에 필요한 시설과 필수 장비들 인력 : 수술실 필요도구 회복실 마취도구 등
지방흡입과 마취
조인배 클리닉
1. 지방흡입 수술과 마취 전 check list : 술전 검사 항목과 환자 검진시 주의사항
2. 지방흡입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방법 :
투메슨트를 이용한 국소마취와 정맥수면마취 노하우
3. 지방흡입 수술과 마취 중 주의점과 응급상황 대처법
지방흡입에 사용되는 다양한 수술기구 기구들
최찬영 여우비의원
1. PAL 방식의 장점 및 단점
2. 워터제트 의 장점 및 단점
3.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흡입
4.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흡입기기
5.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흡입기기
장지연 디올메디컬센터
지방흡입수술의 수술 전후에 대한 처치
1. 수술 부작용 대한 대처법 : 혈종 seroma, 섬유화 irregularity 등등
2. 수술의 드레싱 방법
3. 수술 후 관리방법 : 고주파 림프마사지 엔더몰러지 등
복부의 지방흡입수술
장두열 체인지클리닉
1. 유형별 환자의 선택
「동영상 강의」
2. 디자인과 incision 방법
3. 수술의 유의점과 수술 후 관리
4. 부작용의 사례와 대처방법
(

09:30~10:00

)

(G7

10:00~10:30

(

10:30~11:00

(

11:00~11:30

12:00~13:00

)

장두열
체인지클리닉)

(

)

(

11:30~12:00

)

)

lunch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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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지방흡입워크숍프로그램
허벅지의 지방흡입수술

아셈홀 201호

유형별 환자의 선택
디자인과 incision 방법
3. 수술의 유의점과 수술 후 관리
4. 부작용의 사례와 대처방법
1.

13:00~13:30

김대겸 디올메디컬센터
「동영상 강의」
(

유형별 환자의 선택
디자인과 incision 방법
3. 수술의 유의점과 수술 후 관리
4. 부작용의 사례와 대처방법

고혜원 라엔미클리닉
「동영상 강의」

유형별 환자의 선택
디자인과 incision 방법
3. 수술의 유의점과 수술 후 관리
4. 부작용의 사례와 대처방법
1.

(

(

유형별 환자의 선택
디자인과 incision 방법
3. 수술의 유의점과 수술 후 관리
4. 부작용의 사례와 대처방법

조인배 클리닉
「동영상 강의」
(G7

)

2.

복부비만재건술

환자의 선택
디자인과 incision 방법
3. 수술의 유의점과 수술 후 관리
1.

장지연 디올메디컬센터
「동영상 강의」
(

)

장지연
디올메디컬센터

(

)

2.

지방을 이용한 안면윤곽술

권병소 디올메디컬센터
안면 자가지방이식 : 코, 턱, 볼살, 눈밑, 이마 등
「동영상 강의」
2. 턱, 볼의 지방흡입
3. 지방흡입 후 턱, 볼의 탄력관리를 위한 Nd-Yag laser의 적용
임완수 쁘아뜨피부·성형외과
코헤시브젤과 지방이식을 병합한 가슴확대술
1. 코헤시브젤의 합병증을 보완하는 지방이식
2. 코헤시브젤 시술시 생길 수 있는 구형구축의 발생을 줄여주는 방법
(

)

1.

(

16:00~16:30

)

2.

1.

15:30~16:00

)

강민한 디올메디컬센터
「동영상 강의」

종아리 지방흡입수술

15:00~15:30

고혜원
라엔미클리닉

2.

남자가슴의 지방흡입수술

14:30~15:00

)

(

1.

14:00~14:30

)

2.

팔의 지방흡입수술

13:30~14:00

좌장

)

권병소
디올메디컬센터

(

)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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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비만에스테틱코디네이터과정

내용
비만클리닉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코디네이터 만들기(체험프로그램)
사회: 오전(강기만 - H드림정형외과), 오후(정영철 - 광명제일산부인과)
사전 등록: 십만원(중식제공, 수료증발행) / 인원 제한: 100명

강사

병원마케팅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역할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카페등 다양한 인터넷마케팅 2. 병원을 알리는 구전마케팅
3. 병원에 이미지를 높여주는 내부 마케팅
4. 기타 실무적인 사안들
(초진환자 응대에서 유지까지, 불만환자 응대, 전화응대, 치료가격 상담등)

(

처방하는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2. 지방분해주사 요법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아미노필린, 메조테라피, PPC)

(

1.
09:00~9:40

비만 치료에서 알고 있어야 할 약물과 주사요법들
09:40~10:20
10:20~10:40
10:40~11:20

1.

12:00~13:00

13:00~13:50

비만 체형치료의 이론과 실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만들기) 실기
1. 중저주파, 고주파, 엔더몰로지 2. 카복시테라피
3. 초음파, 레이져를 이용하는 치료(Hydrolipoclasia, HPL)
점심식사

체형 성형에서의 지방흡입에 대한 이해
지방분해주사에서 지방흡입술 환자만들기

16:50~17:30

)

(

coffee break

1.

)

한우하
에스라인클리닉

(

14:30~14:50

16:10~16:50

)

(

13:50~14:30

15:30~16:10

윤장봉
디올클리닉 명동점
정제연
메디월드클리닉

비만의 정의와 비만치료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치료방법
: 식이요법, 운동요법, 인지행동요법

지방흡입의 종류와 원리 2. 수술전처치와 환자안심시키기
3. 지방흡입의 효과와 생길 수 있는 부작용 4. 수술후 관리방법과 불만환자에대한 대응
메디컬 스킨케어 : 피부타입의 분석과 이에따른 상담방법 및 기본 스킨케어 소개

14:50~15:30

)

coffee break

비만체형기기를 이용한 치료와 병합요법들
11:20~12:00

장향미
디올클리닉 총괄본부장

장지연
디올메디컬센터

(

)

이수연 디올메디컬센터
(

)

자가혈액요법 (PRP, PPP)과 Filler, Botox 시술의 이해와 시술후 관리
황승국비엔영플러스청담의원
여드름 치료에 대한 종류와 시술후 관리(약물, MTS, 박피술, 줄기세포, PDT 등)
한우하 에스라인클리닉
IPL 부터 프락셔널 레이져에 대한 이해(각 레이져의 적응증 알아보기)
허의종한국나노의학연구회회장
각종시술(레이져, 화학적 필링 등..) 후 스킨케어를 통한 피부관리법(PIH. 기미 화상 예방법) 김선형 클리닉
(

)

(

)

(

)

(G7

)

※본강의는학회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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