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제25차 학술대회

Venue

요금 별납

Aesthetic Medicine 2019

용인구성우체국

25th Congress of Korean Academy of

2019년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제25차 학술대회

25th Congress of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2019

Invitation
대비체 가을 학회로의 초대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회장 고혜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의료현실 속에서 진료실을 지켜온 동료의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국기원정문앞

간선버스

140,144,145,146, 341, 360, 402, 407, 408, 420, 440, 441, 462, 470, 730

지선버스

3412, 4412

광역버스

1550,1550-1, 9100, 9200, 9300(인천), 9404, 9408, 9503, 9700, 9711

공항리무진 6000,6020
버스 강남역, 강남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 뉴욕제과, 강남역 하나은행,
강남역 세무서앞 하차

E-MAIL kaam5840@naver.com H www.ons.or.kr

• 교통안내

T 070-7769-5840 F 02-6455-58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내 (국기원정문앞)

(28427)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66 (복대동 601호), MJ메디칼타워 6층

결실의 계절 가을에 대비체의 가을학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학회의 슬로건은 ‘건강한 아름다움,

“건강한 아름다움,
선(line)으로 완성하다”
미용시술의
기초와 정석

라이브생중계

선으로 완성하다’, 부제는 ‘미용시술의 기초와 정석 (라이브생중계)’로 정했습니다. 춘계학회 때는
새로운 이슈와 이론적인 배경 등 모든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번 가을학회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흔히
접하고 있거나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미래 진료의 큰 부분이 될 수 있는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등
쁘띠성형과 쁘띠지방흡입, 장비와 스킨부스터 등을 이용한 리프팅 및 체형관리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강의는 실제 시술하는 장면을 보고, 시술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이원생중계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이론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동료들에게는 실제의 시술 장면을 보고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여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려웠던 점을 서로
토론하며 서로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회도 진료현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시간을 내어 준비해주신 대비체의 여러 이사님들과
기꺼이 강의와 라이브에 참여를 허락해주신 여러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학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협력업체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풍요로운 가을에 많은
결실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8월 5일

2019. 10. 20. / Sun
서울 역삼동 SC컨벤선센터 B1 국제회의장
대한의협평점 4평점(미정)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장 고혜원 드림

Faculty
필러(Room A)

리프팅(Room B)

Registration

Program
김유수

Room A (대회의장)

닥터유스의원 서울재활의학과

김상혁

그랑메디의원

조양현

탐클리닉

김영걸

강남라인의원

김혜연

필립프라임케어센터

이경은

넬의원

권병소

앤비유의원

김지수

닥터유스의원

강지형

예너지의원

이경은

넬의원

이경은

넬의원

조인배

G7의원

김정은

신촌 365mc

이하니

아이템성형외과

강지형

예너지의원

Time

Room B (중회의장)

필러

Chairperson

08:40-09:00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Remark

하안면부의 필러 시술로 얼굴 라인 완성하기(마리오넷, 턱끝 필러)
09:10-09:40 - 자연스러운 V라인을 위한 필러 디자인
- 필러를 활용한 쁘띠 양악 시술(돌출입 개선)의 실제

김상혁

앞광대, 눈밑, 코 필러 시술시 필요한 해부학 (강의)
09:40-10:00 - 중안면부 필러 시술 시 반드시 기억해야할 필러 해부학
- 혈관 사고를 피하기 위한 ABC

조양현

얼굴에 세로선을 더하다(코, 인중 필러)
10:00-10:30 - 초보자도 할수 있는 코필러 시술의 기초
- 위험한 코끝필러 안전하고 쉽게 시술하는 비법 공개

김영걸

10:30-11:00

탐클리닉

김유수

강남라인의원

이경은

안전한 이마 관자 필러시술을 위한 기초 해부학 (강의)
- 이마관자 필러시술 시 주의해야 할 구조물
11:20-11:50
- 안전한 필러시술을 위한 해부학
- 이마필러 어느 층에 넣어야 하나?

권병소

김지수

08:40-09:00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Remark

09:10-09:35 까다로운 이중턱, 허벅지에 특화된 크라이오의 알파 시술

김기범 김포미소가인 피부과

09:35-09:55 장비를 이용한 체형치료의 다양한 방법들 (강의)

홍종욱 산타홍의원

트리플바디와 알포콜린의 시너지
09:55-10:25 - 약물치료와 고주파, 중저주파, LLLT 복합체형장비의 활용
- 알포콜린을 활용한 얼굴 윤곽시술

고정아 고정아의원

11:30-11:50

최찬영

오리진클리닉

김기범

김포미소가인 피부과

홍종욱

산타홍의원

조화롭고 균형잡힌 이마와 관자 만들기 (이마 관자필러)
11:50-12:20 - 이마 관자 필러 시술의 엔트리 포인트
- 경계 지지않고 울퉁불퉁 하지 않는 필러 시술의 노하우

고정아

고정아의원

12:20-13:20

한우하

센트럴의원

고정아

고정아의원

조성균

파크뷰의원 파주

보툴리늄 톡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컨투어링 하기(강의)
- 목주변(platysma,neck band, submandibular gl.) 승모근, 팔(deltoid,
13:20-13:40
tricepsm)
- 허벅지(quadriceps femoris), 종아리

장두열

체인지의원

윤장봉

나우비의원

김지수

닥터유스의원

고혜원

라앤미의원

최준영

JYP성형외과

고혜원

라앤미의원

14:40-15:05

김석주

클리닉텐

이황희

청담엔비의원

김정은

홍종욱

산타홍의원

주사기를 활용한 간편하고 효과적인 지방흡입(LAMS)
15:05-15:35 - 적절한 환자의 선택과 디자인
- 시술을 위한 세팅과 실제(물품, 마취 , 장비)
어떤 스킨부스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의)
15:35-15:55 - 다양한 스킨부스터의 종류 비교
- 환자에 따른 적절한 스킨부스터의 활용

이하니

앤비유의원

김혜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종아리 보톡스 시술의 실제
13:40-14:10 - 종아리 보톡신 시술
- 흔히 발생하는 부작을 피하기 위한 비법

닥터유스의원

넬의원

자연스러운 표정을 위한 얼굴 더모톡신 시술
- 얼굴 보톡스의 기본
14:10-14:40
- 주름은 없애고 표정은 살아있는 보톡스 노하우
- V라인을 위한 리프팅 보톡스

이경은

강지형

조인배

강지형

김석주 클리닉텐

이황희 청담엔비의원

PDO 메쉬실의 특장점과 이를 고려한 midface의 리프팅 노하우
- 리프팅과 동시에 볼륨을 채워넣는 윤곽 실리프팅
Closing Remark

정회원

준회원/비회원

초대권 등록

정회원

준회원/비회원

초대권 등록

5만원

6만원

무료

7만원

8만원

불가

≫ 신규로 정회원등록을 하신 경우,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http://www.ons.or.kr)에 접속하시어 정회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초대권 등록은 사전등록만 가능하며, 현장등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전등록 후 초대권을 수령하신 분은 상단 메뉴에서 “등록 후 초대권 수령”에서 초대권 넘버등록과 계좌번호를 기입하셔야
무료등록 및 환불이 진행됩니다.

홍종욱 산타홍의원

≫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기재하신 이메일로 자동 안내되며
학술대회 홈페이지, ‘사전등록, 등록현황’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전등록비 입금이 확인되면 3~5일 이내로 기재하신 이메일로 입금확인에 대한 안내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단체등록은 불가하며, 등록비 결제는 “무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
≫ 입금 시, 등록자명과 송금인이 다를 경우, 확인이 어려워 등록이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자명으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 계좌정보 : 신한은행, 140-009-516930, 대한비만체형학회

공지 및 안내

Coffee Break

PCL실을 이용한 얼굴리프팅
15:35-16:05 - PCL, PDO, PLLA실의 차이점과 장단점
- PCL실을 활용한 효과적인 얼굴 리프팅의 실제

16:35-

윤장봉

초청강사

필러대신 실을 넣자. Volumizing thread를 이용한 주름 교정
- 이마, 팔자주름, 목주름 등

현장등록

사전등록방법

점심

고혜원 라앤미의원

예너지의원

한우하

장두열 체인지의원

어느 부위에 어떤실을 사용할 것인가? (강의)
13:50-14:10 - 미용분야에 활용되는 다양한 실
- 얼굴 부위에 따른 가장 최적화된 실의 선택

16:05-16:35

Closing Remark

조성균 파크뷰의원 파주

김지수 닥터유스의원

신촌 365mc

아이템성형외과

사전등록

쳐짐, 실로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13:20-13:50 - 여러가지 실을 이용한 복합리프팅
- 당기고, 고정하고 채운다.

15:05-15:35

스킨부스터와 장비를 활용한 미세주름 완화
15:55-16:30 - 스킨부스터 활용의 실제
- 다양한 재료와 장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노하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 시술을 위한 해부학 (강의)
- 실 시술을 위한 안면부 표층 해부학
- 어떤 깊이에 시술해야 할까?
- 실 시술시 생각해야할 구조물

14:40-15:05

Coffee Break

등록비

고정아 고정아의원

실을 활용한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코성형술
14:10-14:40 - 필러로는 구현할 수 없는 실 시술의 장점
- 실과 다른시술의 병합요법 노하우

넬의원

학술대회 홈페이지 : http://ons.thewithin.kr
사전등록 마감일 : 2019. 10. 13(일)
≫ 대상 : 모든 의사선생님들께서 가능하며, ‘초대권’을 수령하신 분들에 한해 무료등록이 가능합니다.
≫ 평점 : 대한의사협회 4평점 (미정)
≫ 회원가입 : 아직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의 회원이 아니신 분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특전을 드립니다.
(1.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국/영문 회원증 발급 / 2. UIME 국제미용학회 회원증 발급 / 3. 그 외, 학술대회 정보 제공 등)
회원가입 : http://www.ons.or.kr/bbs/register.php

Coffee Break

12:20-13:20

초청강사

최찬영

부담스러웠던 짧은 부위의 실리프팅,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것인가?
11:50-12:20 - 새로나온 양방향코그실의 적용부위와 활용법
- 효과적인 깊이와 삽입위치

점심
이경은

Chairperson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바디 HIFU 시술의 방법
10:55-11:20 - 빠르고 효과적이며 시술자가 편한 HIFU 시술
- 지방감소와 함께 탄력까지 잡는다

넬의원

사전등록안내

리프팅

10:25-10:55

Coffee Break

균형잡힌 조화로운 얼굴만들기
11:00-11:20 - 앞볼 옆볼을 이용한 하트모양 얼굴
- 앞볼 옆볼 필러시술의실제

16:30-

그랑메디의원

Time

고혜원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및 부분평점제 실시로 본 학회에서는 자동출결관리시스템(bar-code)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평점발급 및 평점확인을 위해 반드시 교육 입실 및 퇴실시간에 2회 이상의 확인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안내문자(MMS)를 통해 개별 부여된 바코드와 함께 출결강화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 · 퇴실 체류시간에
따라 교육신청평점이 아닌 부분평점으로 인정되고 1회만 확인하실 경우 평점이 취소되오니 반드시 출결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체크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연수평점은 학술대회 이후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홈페이지 : http://edu.kma.org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 이수내역 확인)
≫ 모든 참가자에게는 참가증(Certificate of Attendance) 제공됩니다.
≫ 주차권은 무료로 발급되지 않으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학술대회 당일 주차권 판매는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등록대에서 위탁 판매될 예정이며, 15,000원(종일권)으로 판매되고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