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20

09:20–09:30

09:30–09:55 현재 식욕억제제 과연 어디까지 왔나?
– 최근 FDA승인을 받은 벨빅, 콘트라브 등 장기처방이 가능한 약물들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대표주자인 페터민과 펜디메티라진의 장단점
– 그 외 토피라메이트, SSRI의 가능성과 한계점

김선형 G7클리닉

09:55–10:20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도와주는 약물들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약물
– 포만감을 증진하는 약물
– 지방흡수 억제제
– 비만약물 보조제(변비, 부종예방등)

김정은 365mc의원 신촌

10:20–10:45 진료실에서 전달하는 식이요법
각종 유행하는 다이어트들
– 호르몬 다이어트 : hCG 다이어트

–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인슐린 조절)

김우준 365mc의원 대전

10:45–11:15

11:15–11:40 비만의 기능의학적 접근 : 영양요법
설문지를 활용한 빠른 접근방법?
– 환자상태에 맞춘 비만건강기능식품
– 주사제의 활용

박민수 서울ND의원

11:40–12:05 비만환자와 수면문제 해결방법, 불면증의 치료
약물관련 불면증
– 치료제로서의 멜라토닌의 사용

신홍범 코슬립수면센터

12:05–12:30 이슈가 되고 있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LCHF (low  carbohydrate high fat) 의학적 근거와 원리는? 이무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12:30–13:30

13:30–14:00

14:00–14:25 자존감 심리치료와 비만치료
폭식증, 우울증, 스트레스, 비만과의 관계

– 낮은 자존감을 가진 비만환자의 인지 행동치료의 실제
유은정 좋은 의원

14:25–14:50 HIFU 지방파괴술의  비교
non therm HIFU, therm HIFU
– update HIFU의 특징, 효과적인 적용방법

박현준 메이린의원 압구정점

14:50–15:15 고주파 체형치료의 진화는 어디까지?
비접촉성 고주파 (뱅퀴시, 엔커브)
– 접촉식 고주파 (cellupact)
– Hz에 따른 지방분해원리의 이해

김혜연 밸런스미의원

15:15–15:45

15:45–16:10 바디 컨투어링
바디필러–어디까지 가능한가
가슴필러와 엉덩이 필러의 가능성(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강지형 예너지클리닉 신사점

16:10–16:35 바디 컨투어링

침습적인 레이져를 이용한 바디 타이트닝
바디 실을 이용한 바디 리프팅
엉덩이리프팅을 중심으로
침습적 레이저와 바디실의 복합시술효과

박건환 메이드유 클리닉

16:10–17:00 바디 컨투어링
바디톡신으로 잡는 바디 컨투어링
어깨라인, 다리라인을 중심으로

허상욱 미랩 클리닉

17:00 ~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20

09:20–09:30

09:30–09:50
anatomical review of lateral zygomatic area
– 실리프팅을 위한 해부학적 고찰

김희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해부학교실

Room A

비만·체형

오동재

Coffee Break

Opening Remark (회장 윤장봉)

백명기

그랜드볼룸 101+102호

Registration

Closing Remark

Coffee Break

김유수

강태도

Lunch Time

Dessert Symposium

Room B

쁘띠성형, 중국특강

그랜드볼룸 103호

Registration

Opening Remark (회장 윤장봉)

Tightening & thread Lifing Session(HIFU, RF) 한우하



09:50–10:10
손쉽게하는 PLLA실을 이용한 얼굴 Contourng
– 외래에서 PLLA의 다양한 적용법을 알아보자

김석주 클리닉10

10:10–10:30
HIFU 해야잘 환자, 하지 말아야 할 환자 분류와 부작용 리뷰
– 다양한 HIFU장비의 임상적 적용의 팁을 알아보자

고혜원 라앤미클리닉

10:30–11:00
사각턱 보톡스로도 해결 못하는, 귀밑살 없애는 RF tightening
– 시술하기 힘든 귀밑살을 없애는 다양한 시술

김형문 미애로클리닉

11:00–11:30

11:30–12:10
注射隆鼻致血管栓塞并发症的机理与处理策略
– 중국이 선호하는 필러시술과 부작용의치료

罗生康
（Luo Sheng Kang)

广东省第二人民医院

（ 광동성 제2인민병원)

12:10–12:50
在中国行医诊疗的第一步
– 중국면허취득에서 진료까지 한눈에살펴보기

崔相哲
(최상철)

北京汇恩医疗美容
(북경 휴온클리닉)

12:50–13:50

13:50–14:20

14:20–14:45
다양한 보툴리눔 독소의 활용과 해부학적 고찰
– 보톡스의 시술및 적용 가능한 해부학적 부위를 알아본다

최찬영 오리진클리닉

14:45–15:10
보툴리눔 독소 이용한 다한증 치료의 실제(동영상)

– 보톡스를 이용한 다한증 시술의 노하우 공개
박대정 톡스앤필 강남점

15:10–15:35
보튤리늄독소를 이용한 얼굴 리프팅의 고찰
– 보톡스 이용한 톡신리프팅의 정석 배우기

15:35–16:05

16:05–16:30
필러를 이용한 얼굴윤곽 만들기
– 이쁜 얼굴을 만드려면 윤곽이 중요하다

윤장봉 나우비클리닉

16:30–16:55
필러를 이용한 비대칭 얼굴의 교정방법
– 비대칭교정 이것을 알아야 가능하다

김지수 닥터유스클리닉

16:55–17:20

얼굴 볼륨,  필러로 쉽고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동영상)
– 이마 및 관자놀이 필러 시술시 주의 점
– 중안면부의 필러 시술법
– 필러를 이용한 쁘띠 양악술

권병소 엔비유의원

17:20 ~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20

09:20–09:30

09:30–09:50
피부장벽의 이해와 약물전달기전의 이해:
– 피부대가에게 듣는 표피전달 기전

이욱 노블클래식클리닉

09:50–10:10
레이저시술시에 고려할 광자의 표피투과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레이저가 처음 닿는 곳은 표피다

김형문 미애로클리닉관악점

10:10–10:30
표피색소치료의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레이저의 선택
– 532, 755, 1064, 어븀, CO2, 고수의 선택은?

이병학 CF강남클리닉

10:30–11:00
여드름 치료에서 각질층 처리의 고민과 실제
– 여드름에서 각질은 오직 벗겨내야 할 적일까?

이민호 베스트탑클리닉

11:00–11:30

11:30–11:50
기미치료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치료법 정리
– 약물치료에서 고주파까지 최신 치료법 정리

이재효 피그마리온클리닉 청담점

11:50–12:10
기저막의 해부학적 이해와 레이저치료시 주의점
– Pendulous Melasma는 왜 중요한가?

황제완 황도연내과의원

12:10–12:30
기저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는 무엇이 있나?
– 최근 주목받고 있는 pulsed RF를 이용한 기저막강화

라종주 주식회사 비올 대표이사

12:30–12:50
표피-진피에서 있어서 Wound healing process에 대한 이해
– 모든 레이저,시술등에 필요한 wound healing의 개념이해

김지수 닥터유스클리닉

에스테틱

Coffee Break

Lunch Time

Dessert Symposium

Tightening & thread Lifing Session(HIFU, RF) 한우하

Coffee Break

Botulinum Toxin & volume up session 박민수

Closing Remark

Room C

그랜드볼룸 104호

Registration

Opening Remark (회장 윤장봉)

Epidermis: 표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 피부 표피를 수박 겉핡기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무열

Coffee Break

"특강!  중국 명의 초청강의 " (한국어 동시통역) 김석주

이재효Botulinum Toxin & volume up session

대한비만체형학회
초청강사

Dermo-epidermal Junction: 표피에서 진피로 가는 관문
– 진피로 넘어가기 위한 최후의 관문

정창원



12:50–13:50

13:50–14:20

14:20–14:40
진피치료후의 다양한 유지요법
– LDM, 유셀, 수소토닝등을 이용한 유지요법총정리

이황희 청담엔비클리닉

14:40–15:00
레이저를 이용한 Dermal rejuvenation 총정리

– 레이저를 이용한 진피개선법 총정리
고정아 아이디병원

15:00–15:20
최근 유행하는 비침습적 진피환경 개선방법 소개
– 진피개선없이는 피부개선은 없다

박현준 메이린의원 압구정점

15:20–15:40
Cold rejuvenation 을 통한 진피개선의 종류와 의의
– 최신 유행하는 PDRN, RN 주사 총정리

장두열 체인지클리닉

15:40–16:10

16:10–16:30
여드름 치료시 사용되는 고주파치료의 원리와 실제
– 고주파를 이용한 최신 여드름 치료법

안건영 고운세상피부과

16:30–16:50
홍조치료의 ABC
– 골치아픈 홍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윤정현 연세팜스클리닉

16:50–17:10
피지분비조절억제제와 피지제거의 다양한 방법들 소개

– 여드름 치료의 기본 다지기: 관리와 레이저만 있는건 아니다
한우하 센트럴클리닉

17:10–17:30
혈관치료시 꼭 알아야할 TRT 그리고 합병증으로 최소로 하는 방법
– 혈관치료 제대로하기

한영훈 울산 연세엘레핀의원

17:30 ~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20

09:20–09:30

09:30–09:55 비만환자의 BONE HEALTH
뼈건강 – 비타민D만으로 부족하다. 비타민K도 챙기자
반복된 Diet로 인해 약해지는 뼈 어떻게 보호할까?

김혜연 밸런스미의원

09:55–10:20  비만환자의 성기능상담과 치료의 최신지견 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의 성기능장애와 부부관계, 이와 관련된 치료 강동우 강동우S의원

10:20–10:45 당뇨환자의 다이어트를 고려한 약물치료 SGLT2–억제제를 통한 당뇨와 다이어트 관리 등등 TBD CJ헬스케어

10:45–11:15

11:15–11:40 인슐린저항성의 당뇨외적 즉면의 종함고찰
인슐린저항성의 비만/피로/노화적 측면에 대하여
이론 및 치료 또는 조언하는 방법

남승우 비타민의원

11:40–12:05 피부,비만클리닉에서의 IVNT
피부 및 비만클리닉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인맞춤형 IVNT

프로토콜과 외래활용 실전방안
고정아 아이디병원

12:05–12:30 통증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비만치료에 대하여 비만과 통증 .비만과 삶의 질 박민수 서울ND의원

12:30–13:30

13:30–14:00

14:00–14:25 Local Anesthetic minimal invasive Liposuction
– 원리, 방법, 장단점
– 미니지방흡입과의 차이점

어경남 365mc 울산점

14:25–14:50
minimal invasive liposuction 의 개요와 적응증, 쉽게 시작하는
지방흡입

– 미니지방흡입의 장점과 적응증
– 미니지방흡입 쉽고 올바른 시작

윤장봉 나우비클리닉

14:50–15:15 대용량 지방흡입, 무엇이 다른가?
– 대용량 지방흡입의 개념과 특징
– 효과적인 지방흡입의 방법과 주의점

최찬영 오리진클리닉

15:15–15:45

15:45–16:10
쁘띠 시술로 개선이 어려운 눈주위 노화현상,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눈 주변부 노화현상의 이해
– 보톡스,필러, 실 등을 이용한 눈주위 시술과 그 한계
– 눈 주변부 개선을 위한 간단한 수술법 (돋영상)

권병소 엔비유의원

16:10–16:35 미세 지방이식을 활용한 항노화술 (동영상)
– 안면부와 이마 지방이식의 기본
– 손등 지방이식의 적응과 실제

고혜원 라앤미클리닉

항노화, 수술

Lunch Time

Dessert Symposium

Coffee Break

Vascular & Adnexal structure: 피부의 부속기와 혈관
– 피부치료의 필수적인 혈관 및 부속기의 이해

남승우

Closing Remark

Room D

컨퍼런스룸 208호

Registration

Opening Remark (회장 윤장봉)

김하진

Coffee Break

김선형

Lunch Time

Dessert Symposium

조인배

Coffee Break

하승룡

Dermis: 속살이 좋아져야 진짜 피부미인
– 진피환경개선을 위해 뭐가 중요할까?

김혜연



16:10–17:00 미용유방 확대술의 바른이해
– 자가 지방이식을 활용한 유방확대술
– 보형물 유방확대술

장두열 체인지클리닉

17:00 ~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20

09:20–09:30

09:20–09:40 상담사가 알아야 할 피부 기초 해부학

– 피부의 구조와 생리
– 화학적,물리적 외부 자극(자외선, 화장품, 건조함, 화상, 동상 등)에 따른 피부의 변화와
치료법
–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와 치료법

강태도 강재활의학과

09:40–10:10 상담실장, 코디네이터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 상담실장 VS 코디네이터
– 원장이 바라는 실장 VS 고객이 바라는 실장 VS  직원들이 원하는 실장

나혜영 365mc

10:10–10:40 여러 색소 질환의 감별과 맞춤 상담법
– 색소 질환들의 종류와 원인
– 환자 여건에 맞는 단순 관리부터 고가 레이저까지 맞춤 치료법과 맞춤 상담법
– 색소 질환 치료 프로그램(스케쥴)의 예시

이재효 피그마리온클리닉

10:40–11:00

11:00–11:30 피부 탄력이 감소하는 여러 이유와 치료 및 상담법

– 피부가 늘어지는 여러 이유들
– 환자 여건에 맞는 맞춤 치료법과 맞춤 상담법(단순 관리부터 레이저, 보톡스, 실리프팅 등
등)
– 탄력 증강 치료 프로그램(스케쥴)의 예시

김지수 닥터유스클리닉

11:30–12:30 여드름에 관한 A to Z

– 여드름의 원인, 경과, 결과
– 여드름의 원인, 경과에 따른 여러 치료법들
– 흉터를 최소화하는 여드름 압출법과 흉터치료
–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스케쥴)의 예시

김유수 서울재활의학과

12:00–12:30 다양한 보톡스의 종류와 다양한 적용

– 보톡스란 무엇인가?
– 제약사별 보톡스의 입체적 비교
– 근육축소, 탄력증강, 인상호전 등 보톡스의 다양한 효과와 기전
– 이젠 대중화된 바디 보톡스(종아리, 승모근, 허벅지, 삼각근등)의 적용과 제한점

12:30–14:00

14:00–14:30 다양한 필러의 종류와 다양한 적용
– 필러 란 무엇인가?
– 다양한 필러들의 입체적 비교
– 코, 이마, 눈밑, 애교 등 다양한 필러의 적용, 효과 그리고 제한점

정창원 리에스여성의원

14:30–15:00 주사기 지방흡입부터 미니지방흡입, 전체지방흡입 상담의 노하우
– 주사기 지흡(람스,룻팻,이지팻등) VS 미니지흡 VS 전체지흡의 특징과 제한점
– 인바디(체성분 측정기)의 해석과 설명
– 환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상담 노하우

김현경 G7클리닉

15:00–15:20 다양한 지방 분해 주사들에 대한 이해
– 헷갈리고 이름도 제각각인 지방 분해들의 정리(요약)
– 각각의 지방 분해 주사들의 작용기전과 효과
– 지방 분해 주사들의 제한점과 상담시 주의할점

한우하 센트럴클리닉

15:20–15:40

15:40–16:10 체형 교정 최후의 가장 확실한 수단 지방흡입의 개요
– 지방흡인이 다른 체형 시술과 차이점
– 지방 흡입의 수술에 전체적인 순서와 요약
– 각 부위 지방 흡입 효과와 제한점

조인배 G7클리닉

16:10–16:30 헷갈리는 각종 레이져 장비들의 분류와 비교
– 색소 질환 치료에 쓰이는 각종 레이져 장비의 비교
– 탄력 증강에 쓰이는 각종 레이져 장비의 비교
– 체형 치료에 쓰이는 각종 레이져 장비의 비교

오승민 오앤클리닉

16:30–17:00 실 리프팅의 개요
– 실 리프팅의 기전
– 리프팅에 쓰이는 다양한 실의 종류와 특장점
– 다양한 실 리프팅의 적용과 제한점

김석주 클리닉10

17:00 ~

Closing Remark

하승룡

Coffee Break

Room E

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그랜드볼룸 105호

Registration

Opening Remark (회장 윤장봉)

강지형

TBD

Closing Remark

Coffee Break

강지형

대한비만체형학회
초청강사

Lunch Time

강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