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체형브로셔내지.ps

6

2011.1.26 11:25 AM

페이지6

Mac-17

KAAM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PROGRAM

학술대회•약물과 체형, Beginner

A Room

시 간

좌 장

09:30-10:00

이금정 원장 (사랑받는 여성의원)
- 잘못 알려진 진실 혹은 제대로 알아야할 사실들

박민수 원장 (ND케어 클리닉)

10:00-10:30
A. 체성분 분석기 잘 활용설명하기

박민수

B. 합리적 식이요법
C. 효율적 운동처방

김선형 원장 (G7클리닉)

10:30-11:00
디피온,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너희들은 누구냐?
11:00-11:30

Coffee break

11:30-12:00

Orlistat,항우울제,대사촉진제 등 비만처방에 흔히 쓰이는 약물들 총정리

문지현 원장 (미소의원)
남승우

12:00-12:40

김정은 원장 (365mc), 문지현 원장 (미소의원), 이금정 원장 (사랑받는 여성의원)
-초진환자 진료내역 전격 공개
12:40-14:00

Lunch time

14:00-14:30

한우하 원장 (에스라인 클리닉)
1. 지방분해주사, mesotherapy
2. HPL
한우하

14:30-15;00

김유수 원장 (서울재활의학과 )
1.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운동처방 비법
2.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운동이 된다?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슬렌더톤), 그 효과와 한계점은?
※본 강의는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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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학술대회•약물과 체형, Beginner

A Room

시 간
15:00-15:30

좌 장

Coffee break

15:30-16:00

최찬영 원장 ( 오리진클리닉 )
1. 비만클리닉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갖추어야 할까?
2. 다양한 주사요법과 장비의 병합요법
3. 수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효과적인 시술이 있을까?

최찬영

양동훈 원장 (한사랑가정의학과)

16;00-16:30

1. PPC(phosphatidylcholine), 부작용과 효과, 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가?
2. LLD(lipolytic lymph drainage), 다른 주사요법을 대체할 수 있을까? 원리와 실제적 적응
16:30-16:50

Coffee break

16:50-17:30

한우하 원장 (에스라인클리닉), 양동훈 원장 (한사랑가정의학과), 최찬영 원장 (오리진클리닉)
1. 어느 부위에 어떠한 체형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할까?
2. 환자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체형 프로그램의 선정
※본 강의는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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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약물과 체형, Advanced

B Room

시 간
9:30-10:00

좌 장

시부트라민: 무슨 문제가 있었었고, 그럼 시부트라민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은?

박용우 원장 (리셋클리닉)
남승우 원장 (한빛의원)

10:00-10:30

Up-grade 향정 : 향정신성 식욕억제약물 똑똑하게 사용하기

10:30-11:00

비만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흔하게 혹은 드물지만 주의해야 하는
side-effect와 그 대처방안

11:00-11:30

Coffee break

11:30-12:00

비만환자와 뗄 수 없는 신경정신과적인 문제
: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윤장봉

윤장봉 원장 (나우비클리닉)

정제연 원장 (메디월드의원)
김선형

12:00-12:40
1년 이상 장기복용경험이 있는 환자의 처방 노하우 공개

오동재 원장 (미소의원), 윤장봉 원장 (나우비클리닉), 김하진 원장(365mc)
12:40-14:00

장지연 원장 (디올클리닉)

14:00-14:30
1.지방흡입을 위한 준비. 환자에 대한 준비
2.지방흡입을 위한 장비 및 수술실 세팅
3. 지방흡입 수술을 위한 마취와 주의할점

고혜원 원장 (라엔미클리닉)

14:30-15:00

권병소

1. 지방이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냉동 지방은 효과가 있을까? Lidocaine과 Epinephrine이 지방세포에
미치는 영향, 가장 올바른 지방세포 추출방식은 무엇일까?)
2. PRP,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지방이식
3. 유방에대한 지방이식, 과연 안전한가?
※본 강의는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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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학술대회•약물과 체형, Advanced

B Room

시 간
15:00-15:30

좌 장

Coffee break

15:30-16:00

조인배 원장 (G7 클리닉)
1. 최근수면마취 사고들에 대한 이해와 예방및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2. 다양한 수술의 부작용
3. 부작용을 예방하기위한 노하우 및 그에 대한 바른 대처
조인배

16:00-16:30

장두열 원장 (체인지 클리닉)
1. 엔디야그 레이저 파장별 분석
2. 각 파장별 장단점과 적용범위
3. 엔디야그레이저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
16:30-16:50

Coffee break

16:50-17:30

권병소 원장 (디올클리닉)
1. 미니지방흡입에 대한 적합한 환자의 선정
2. V라인 만들기, 얼굴및 턱의 미니지방흡입
※본 강의는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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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스테틱

C Room

시 간

좌 장

9:30-10:00

이무열 교수 (중앙대학교 생리학교실)
·피부의 기초과학 : 피부의 구조, 기능, 피부 장벽
·피부의 기초 생리

안재석 원장 (끌리닉에스)

10:00-10:30

이재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모공치료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intracell, RFcell, Scarlet 등 최근 나온 장비들의 효과에 대한 리뷰

이연희 교수 (혜전대학교 피부미용학과)

10:30-11:00
·코스메슈티컬의 의미, 발전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코스메슈티컬의 활용
11:00-11:30

Coffee break

김혜은 원장 (피그마리온 클리닉 분당점)

11:30-12:00
·제모 레이저의 종류 및 비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작하는 제모, 부작용 대처방법

김선형

안지섭 원장 (닥터안 모발이식센터)

12:00-12:30
·모발이식을 위한 환자 선택, 상담, 모발이식의 실제
12:30-14:00

이재효 원장 (피그마리온 클리닉 청담점)

14:00-14:30
·리프팅 장비의 비교: 고주파, 레이저, 울쎄라까지

황승국

김현수 교수 (경찰청 수사연구원)

14:30-15:00
·지피지기 백전백승! 의료법에 대한 고민해결 팍!팍!팍!

※본 강의는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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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학술대회•에스테틱

C Room

시 간
15:00-15:30

좌 장

Coffee break

박철현원장(압구정 닥터박 클리닉)

15:30-16:00
·쌍거풀 입문자를 위한 명쾌한 강의

박재웅 원장 ( 메디에스클리닉 )

16:00-16:30
·문신제거의 달인을 만나다
16:30-16:50

이재효

Coffee break

황승국 원장 (세븐데이즈 성형외과)

16:50-17:20
·자연스러운 보톡스, 필러 시술의 비결공개

※본 강의는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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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코디네이터

D Room

시 간

사 회

장향미 실장 (디올클리닉 상담실장)

9:20-10:00
·의사가 기대하는 코디의 역할
·일반환자를 비보험으로 연결하는 상담기법
·비만, 피부미용, 미용수술 상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강태도 원장 (닥터포유클리닉)

10:00-10:30

·지방분해주사, 메조, HPL, PPC 어떤경우에 최고의 효과를 볼 수있나?

김유수

·PPC 주사 맞아도 되나요?

한우하 원장 (에스라인 클리닉)

10:30-11:00

·다양한 비만장비의 원리와 이해 (고주파, 카복시, 초음파, 레이저, 엔더몰로지 등)
·기본장비와 업그레이드 장비
11:00-11:30

Coffee break

김유수 원장 (서울재활의학과)

11:30-12:00
·고객만족 서비스와 고객관리법에 대해서
·불만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비법

한우하

장두열 원장 (체인지 클리닉)

12:00-12:40
·수술이 두려운 환자들에 대한 상담 포인트
·지방흡입술의 경과 및 사후관리 포인트
12:40-14:00

Lunch time

남승우 원장 (한빛의원)

14:00-14:40
·비만약의 안정성에 대해
·약물치료효과에 대한 확신을 주는 상담법

김석주 원장 (클리닉N)

14:40-15:10
·비만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된다
·적응증과 효과, 부작용과 대처방안 설명
·어떻게 상담해야 티케팅으로 연결할 수 있나

이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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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코디네이터

D Room

시 간
15:10-15:30

사 회

Coffee break

김지수 원장 (SW클리닉 선릉점)

15:30-16:00
·겨울철만 되면 건조해요
·얼굴이 자주 붉어져요
·저는 피부가 예민해요

이재효

윤장봉 원장 (나우비클리닉)

16:00-16:30
어떤 경우에 보톡스, 필러가 수술보다 효과적인가?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한다는데?

보톡스, 필러의 원산지 논쟁과 고톡스(보톡스+고주파)의 효과 설명하기
16:30-16:50

Coffee break

이재효 원장 (피그마리온클리닉)

16:50-17:20

당황하게 하는 최신 치료법에 관한 환자의 질문에 완벽히 대비하자

김선형

울쎄라, 바디타이트, 아큐스컬프 등 최신시술 용어총정리

※본 강의는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