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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평점 6평점

LECTURER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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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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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대표
윤혜경
장두열
정재윤
한승호
황제완

실전
엔킴의원
G7의원
닥터유스의원
모바일 어플 강남언니 창업자
파크뷰의원 미사점
체인지의원
미엘르의원
중앙대학교해부학교실
이지동안의원 대구점

피부 레이저
강동구
고재영
김상혁
김시연
민경호
서영석
송경필
윤승환
이성호
이승우
이   욱
이하니
이황희
조성균
최   승
황제완

미라클의원
코코의원
그랑메디의원
파크뷰의원 청라점
예스민의원
원텍 연구소장
예스가정의학과
청담아티젠의원
연세새봄의원
삼성본오의원
노블클래식의원
아이템 성형외과
청담엔비의원
파크뷰의원 운정점
씨엘의원
이지동안의원 대구점

고정아의원
스무살 의원
글로벌 365mc 병원
신촌 365MC병원
바디랩
서울ND의원
DA 성형외과 피부과
압구정 메이린의원
청담바롬의원 용산점
나우비의원
중앙대학교 생리학교실
천호 365mc병원

쁘띠 2
강지형
김광호
김석주
송현정
이상봉
이은지
이황희
장두열
최호성
한승호
홍종욱

예너지의원
라엔미의원
김포미소가인피부과
맑고고운의원
압구정 메이린의원
중앙대학교 생리학교실
웰가의원
피어나의원
필스톡스의원

기능의학

비만약물체형
고정아
권유정
김우준
김정은
김주장
박민수
박소윤
박현준
양동훈
윤장봉
이무열
조민영

강지형
고혜원
김기범
김민준
박현준
이무열
이용행
최호성
한요진

예너지의원
노벨의원 천호점
클리닉텐의원
아미의원
피그마리온의원
단아의원
청담앤비의원
체인지클리닉
피어나의원
중앙대학교 해부학교실
산타홍의원

김경철
김응석
김혜연
박민수
박춘묵
배   현
신홍범
이원형 노무사
이윤경
이희열
장항진
최정민
한정선

강남메이저의원
3S 의원
HiMAP의원
ND의원
더맑은가정의학과
분당 밝은미소약국 대표
코슬립의원
노무법인 사람들
차움의원
매일 36.5 의원
메디컨설팅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서초점
향장학박사

비만 · 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고연경
고혜원
김상혁
김선연
김정은
김지수
박현진 간호사
윤혜경
정성실
정창원
한우하

위즈너컨설팅 대표
라앤미의원
그랑메디의원
T-솔루션
신촌 365mc병원
닥터유스의원
365mc병원
파크뷰클리닉 미사점
정성교육컨설팅 대표
리에스여성의원
센트럴의원

쁘띠 1
권병소
김영걸
김자영
김형문
민경호
안상태
이경은
이   란
조병성
조양현
최   현

엔비유의원
강남라인의원
리노보의원 부산점
메이린의원 일산점
예스민의원
리영의원
넬의원
이젠의원
엑소코 바이오
탐의원
예뻐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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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9

03.10
10.20

제 24차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및 컨퍼런스룸)
제 25차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추계학술대회 (SC컨벤션센터 B1 국제회의장)

2018

02.

제23차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E홀 전관 및 컨퍼런스룸)

2017

03.
09.
10.
11
11.

 22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컨퍼런스룸)
제
추계워크샵 중국 북경 메이라이크병원 협력 학술강의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터키
2017 한.중 ELLENA Cadaver Workshop 참석
북경 리드림 병원과 교류

2016

03. 06
05.
05.

제21차 학술대회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로마
하계워크샵 중국 상해 화메이병원과 교류 협력 협약 참석 및 워크샵

2015

03.
08.
09.
11.

제20차 학술대회
휴온스 韓 . 中 아카데미 Huons  Total Health care Symposium
대한비만체형학회 하계 워크샵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마이애미

2014

02. 23
03.
09. 13
09. 21

제19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컨퍼런스룸)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러시아, 모스크바
대한비만체형학회 하계 워크샵 
대웅제약 우루사와 함께 하는 필러보톡스 핸즈온 라이브 (교대역 365MC 수술센터)

2013

02.
02. 24.
09. 07.

휴온스와 에스테틱 컨퍼런스 진행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남아공, 케이프타운
10주년 기념 제 18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아셈홀)
대한비만체형학회 하계 워크샵

2012

04. 29.
05. 20.
09. 01.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스페인, 마드리드
제17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아셈홀)
제6회 비만,에스테틱 및 지방흡입수술 아카데미
대한비만체형학회 하계 워크샵

03. 06.
03.
04. 10.
05.

대한비만체형학회 교과서 출간 비만체형학
제17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아셈홀)
비만체형학회 회지 발간(제 5호)
제 5회 비만,에스테틱 및 지방흡입수술 아카데미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북경

03. 07.
03.
04.
09. 04.
12.

제15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벨기에
대한비만체형학회 소식지 제 4호 발간
대한비만체형학회 하계 워크샵
중앙대학교 웰빙 건강 다이어트 대학원 강의

20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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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3. 15.
10. 11.
04.

제13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제14차 대한비만체형학회 연수강좌 (코엑스 그랜드볼룸)
대한비만체형학회 소식지 제 3호 발간

2008

04. 05.
04. 27.
02~11.
04.

제12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제3회 대한비만체형학회 비만,미용 아카데미
아당캠페인(아당캠페인 모델선발대회, 다이어트 모이고사외 다수진행)
대한비만체형학회 회지 제 2호 발간

2007

03~06.
10.
11.

제2회 대한비만체형학회 비만, 미용 아카데미
제 11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제 5회 동양국제미용외과학술대회 공동주최)
비만체형학회 회지 창간호 발간

2006

01. 15.
03~06.
06~07.
12. 09.

제9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잠실 롯데호텔)
제1회 대한비만체형학회 비만, 미용 아카데미
대한비만체형학회 "Obesity Summit" 전국투어
제10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및 제 1회 BIGSPO 한국 비만미용 박람회 (서울무역전시장)

2005

04. 11.
06. 26.

대한비만체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제 7차 연수강좌 (코엑스)
대한비만체형학회 영남지역(부산) 학술대회 및 제 8차 연수강좌

2004

01. 18.
02. 07.
03. 14.
04. 11.
04. 11.
05. 16.
06. 26.
10. 03.

제2차 Hands on course
비만코디네이터 연수교육
제3차 Hands on course
대한비만체형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4차 연수강좌 (코엑스)
제4차 비만치료 Hands on course
제5차 비만치료 Hands on course
제5차 대한비만체형학회 연수강좌 (코엑스)
대한비만체형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 6차 연수강좌 (코엑스)

2003

06. 14.
09. 20.
11. 09.
11. 09.

창립총회 및 제 1차 학술대회 및 연수세미나
제2차 연수강좌
대한비만체형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3차 연수강좌
제1차 Hands on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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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26차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에 참석하실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제26차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종 술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유관 학회도 많아지고 각종 채널에서 수없이
많은 동영상과 홍보용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의료 분야의 환경이

약 20년 전 비만체형치료와 미용성형시술을 처음 배우던 시절이 기억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참석자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고 제대로 배울 곳도 많지
있는 시간이 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학회가 많이 생기고, 정보도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많이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번 봄 학회의 주제를 ‘대비체와 同行(동행) 기초부터 실전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하우 전수’ 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대비체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기초와 실전을 중시한

먼저 원리부터 실전에서 바로 시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루는 것을 목표로

강의실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깊은 논의를 위한 장을 새로

강의실을 따로 배정하였으며, 충분히 긴 시간을 배정하여 해당 진료분야에서

만든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먼저 시술을 시작한 이들을 강사로 초빙하였고,

생기는 고민들을 선배들에게 듣고 현장에서 궁금한 것을 바로 질문하여

충분한 시간을 배정한 만큼 궁금한 것을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면서 서로

실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술 경험이 많고 여러 곳에서 강의 경험이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국내 경제 사정과 의료 현실 속 우리 모두 진료 현장에서

또한 피부, 쁘띠, 비만, 기능의학 분야에서도 나열식의 천편일률적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강의에서 탈피하여 최신 지견과 더불어 진료 환경에서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것이 우리 의사들의 숙명이 아닐까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시술하거나

되기 위해 강의 하나 하나에 공을 들여서 준비하였습니다.

본인의 생각만으로 정도가 아닌 시술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6차 학술대회에 참석하실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제대로 배우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학술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회장님 이하 모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학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임원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회장    고 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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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3) 기타

•• 사전등록안내

① 대한의협평점 6점(확정)

• 사전등록 마감일 : 2020년 11월 18일(일)까지

② 참가증(Certificate of Attendance) 제공

• 대상 : 모든 의사선생님들께서 가능하며, “초대권”을 수령하신 분들에 한해 무료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사오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 평점: 대한의협평점 6점(확정)

(학술대회 당일 일일주차권은 참관객의 편이를 위해 등록대에서 위탁 판매될 예정입니다.

• 회원가입 : 아직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의 회원이 아니신 분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특전을 드립니다.

단,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으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코엑스 내 주차관제실에서 주차권을 구매하여 주십시오.

(1.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 UIME, 국제미용학회) 국/영문 회원증 발급 / 2. 그 외, 학술대회 정보 제공 등)

종일권 24,000원)

• 등록비
사전등록
구분

메인강좌

준회원/비회원

정회원

5만원

현장등록

~10/4(일) 까지

10/5(월)~11/8(일)

5만원

6만원

10만원
(사전등록+정회원등록)

11만원
(사전등록+정회원등록)

비만ᆞ 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

8만원

초대권
등록

정회원

준회원/비회원

2. 비만 · 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
초대권
등록

1) 등록방법 :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ons.thewithin.kr/)에서 사전등록 → 사전등록바로가기 → 비만 · 에스테틱
코디네이터강좌 체크하신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시고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요.
※ 사전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본 홈페이지 '등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금이 확인되면 2~3일 이내로

가능

7만원

8만원

불가

기재하신 이메일로 등록 및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본 강좌는 인원제한(50명)이 있어 홈페이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제한된 인원이 초과되면 자동 마감됩니다. 또한

불가

10만원

불가

등록비 입금만 가능하며, 초대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2) 기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예정된 좌석 수가 초과되면 사전 및 현장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① 수료증(Certificate of Completion) 제공

메인강좌 : 350명 / 비만 · 에스테틱코디네이터강좌 : 50명 (선착순 등록)

②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사오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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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당일 일일주차권은 참관객의 편이를 위해 등록대에서 위탁 판매될 예정입니다.
단,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으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코엑스 내 주차관제실에서 주차권을 구매하여 주십시오.
종일권 24,000원)

☞ 비만 · 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 등록은 50명이 되면 자동 마감됩니다.
☞ 사전등록 후 초대권을 수령하신 분은 상단 메뉴에서 “등록 후 초대권 수령”에서 초대권 넘버등록과 계좌번호를
기입하셔야 무료등록 및 환불이 진행됩니다.

•• 사전등록방법
1) 초대권 등록 :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에서 발행한 초대권을 소지하신 분은 본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
사전등록바로가기 → 메인강좌 체크 → 초대권검색을 클릭하신 후 초대권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를 입력하신 후,
안내에 따른 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요. (초대권 등록은 사전등록에 한하며, 현장등록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 홈페이지 등록 : 홈페이지(http://ons.thewithin.kr/) '사전등록'에서 '사전등록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신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요.

8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 사전등록비 입금계좌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9-516930 (예금주 : 대한비만체형학회)

•• 문의처
1. 학회 사무국
T. 070-7769-5840

F. 02-6455-5820

E. kaam5840@naver.com

2. 학술대회 준비사무국 (WITHIN, 위드인)
T. 02-6959-5333

F. 070-8677-6333

E. with@thewith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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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Room B, E6
피부 레이저

Moderator

시간

Moderator

08:40~09:00

Registration

13:00~13:25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서영석 원텍 연구소장

09:00~09:10

Opening Remark

13:25~13:50

여드름 장비(Laser, RF)의 기초적 치료 원리와 다양한 적용방안
정리

고재영 코코의원

09:10~09:30

조갑백선 치료 복용약에 필적하는 외용약 에피나코나졸

강동구 미라클의원
13:50~14:10

PIH에 대처하는법

09:30~09:50

LED(Light Emitting Diodes)를 이용한 phototherapy

이성호 연세새봄의원

09:50~10:10

DMAE, 모공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 CO2레이저와 DMAE의 결합으로 탄생한 모공치료의 새로운 솔루션

10:10~10:30

황제완 이지동안의원 대구점

이승우

14:10~14:30

부담스러운 수면마취는 이제 그만.
- Skin infiltrator 를 이용한 피부 진피 마취의 원리와 방법
- 무통증 쁘띠 시술의 임상적 의미와 마케팅 효용성

이   욱 노블클래식의원

10:30~10:45

Coffee Break

10:45~11:10

Stress Lock-In 300ns 피코레이저의 임상적용과 후처치

이황희 청담엔비의원

11:10~11:35

532/755/1064 피코 레이저 특징 및 임상 활용도

윤승환 청담아티젠의원

11:35~12:00

미용질환에서 Pulsed Dye LASER, 595nm의 활용

최   승 씨엘의원

12:00~13:00

Luncheon Symposium

14:30~15:00

Coffee Break

15:00~15:30

심평원에 다빈도로 청구하는 피부질환 정복하기

15:30~15:50

CO2 와 어븀야그 비교

조계송

민경호 예스민의원

송경필 예스가정의학과

이하니 아이템 성형외과

- 언제 어븀야그를 써야할까?
15:50~16:10

레이저 및 기타 시술 후 후처치의 모든 것

조성균 파크뷰의원 운정점

16:10~16:35

HIFU 치료의 팁 - 환자별 시술 강도와 시술 간격 설정

김상혁 그랑메디의원

16:35~17:00

IPL을 롱펄스 레이저처럼 이용하자

이승우 삼성본오의원

17:00~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조성균
김시연 파크뷰의원 청라점

- Trauma, acne 등으로 유발된 PIH 처치법
- 레이저 시술 후에 유발된 PIH 처치법

CO2 레이저의 기초
- 고출력 CO2 레이저를 롱펄스처럼 다양하게 사용하기
- 임상에 따른 고출력 CO2레이저의 spot size, pulse duration,
ontime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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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레이저

김상혁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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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비만약물체형

08:40~09:00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Remark

09:10~09:35

Room C, E3+4

비만치료에서 유전자란?
- 유전자 검사를 통한 비만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Moderator

시간
13:05~13:35

비만약 선택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쉽게 접근해보는 적합한 약물 고르기 비법

13:35~14:00

맞춤 체형관리를 통한 비만환자 관리
- 팔, 등 셀룰라이트에 효과적인 체형교정운동

윤장봉 나우비의원

10:00~10:25

이무열 중앙대학교 생리학교실

윤혜경

14:25~14:50

10:25~10:50

Coffee Break

10:50~11:15

리라글루타이드 :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 본 사용팁,
처방요령, 부작용 사례

11:15~11:40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복합제와 로카세린

11:40~12:05

향정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처방 가능한 포만감증가제

12:05~13:05

Luncheon Symposium

14:50~15:20

Coffee Break

15:20~15:45

탄력있는 바디 –HIFU
비침습적 방식으로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
울핏, 알파, 바디 슈링크

고정아 고정아의원

박민수 서울ND의원

- 핫 트렌드, 셀럽 다이어트
- 항염증, 통증 완화, 지방 대사촉진, 노폐물 제거로 비만치료와 웰빙

김정은

고정아 고정아의원

권유정

스무살 의원

김우준 글로벌 365mc 병원
조인배

16:10~16:35

비침습적 레이저 지방 분해의 원리와 임상 실제
- RF, HIFU, Cryolipoysis 지방분해장비와의 차이점 이해
- 지방분해 주사와 병합요법 소개

박소윤 DA 성형외과 피부과
16:35~17:00

17:00~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고정아 고정아의원

크라이오 테라피를 통한 지방연소, 회복효과 증진

박현준 압구정 메이린의원

주사기를 이용한 간단한 지방흡입 (LAMS)
- 슈퍼 웻 테크닉 소개
- 3일동안 하는 전신 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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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장 바디랩

양동훈 청담바롬의원 용산점

15:45~16:10

-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복합제 : 비향정 식욕억제제의 지존이 될 수
있을까?
- 로카세린이 갑자기 자진 철수하게 된 이유는?

김정은 신촌 365MC병원

알포콜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 초음파 등 여러 장비와의 병행 프로그램
- 인력의 최소화 프로그램

펜터민은 과연 어떤 식욕억제제인가?
- 마약류통합관리법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식약처 권고사항 총정리)

비만, 셀룰라이트! 체외충격파치료로 다시보기
- 체외충격파의 기전과 방법

식욕을 느낄 때 뇌안에서 무슨 일이?
- 생리적 식용과 쾌락적 식욕의 구분
- 식욕조절관련 약물의 신경전달물질은 무엇?

Moderator

윤장봉
14:00~14:25

09:35~10:00

비만약물체형

조민영 천호 365mc병원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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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Room D, E1+2
쁘띠 2

시간

쁘띠 2

Moderator

08:40~09:00

Registration

13:00~13:30

Fixed type cog실에 적합한 벡터와 디자인의 이해

이상봉 피그마리온의원

09:00~09:10

Opening Remark

13:30~14:00

빵빵한 앞광대는 이제 그만!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중안면
컨투어링 방법

09:10~09:40

리프팅에 꼭 필요한 해부학

최호성 피어나의원

- SMAS 분포양상과 주위구조물과의 관계
09:40~10:05

이제는 좀 더 오래 가는 실리프팅을 하자
- 허가된 PCL 코그로(TAPS PCL360)

10:05~10:30

볼륨실을 이용한 리프팅 이외의 효과
- “CAVERN” 실을 이용한 눈밑,앞광대,턱선,팔자,볼꺼짐개선법

10:30~10:50
10:50~11:15

11:15~11:40

- PLLA Cone과 PCL 필러의 콜라보를 활용한 Ligaments Suspension
Technique 소개

한승호 중앙대학교 해부학교실

이황희 청담앤비의원

이하니

송현정 아미의원

14:00~14:30

이제는 세포단계 리프팅, 잠자는 세포를 깨우자
- 공명파 진피리프팅 코레이지(corage)리프팅

14:30~15:00

울쎄라와 복합치료를 통한 토탈 안티에이징

15:00~15:30

Coffee Break

15:30~15:55

40.68Mhz RF를 이용한 lipolysis & collagen remodeling

홍종욱

홍종욱 비비라인의원

이은지 단아의원

Coffee Break
- 튠페이스(Accent Prime)를 활용한 고주파 리프팅

쉽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실 리프팅
- 압축 몰딩 코그실의 특징과 이용
- 코그실을 이용한 실 리프팅의 기본

볼륨실의 부위별 활용방안
- Retense를 이용한 각 부위별 활용방법

14

Moderator

11:40~12:05

이마, 앞광대 등 짧은 리프팅 구간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신기법

12:05~13:00

Luncheon Symposium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이상봉 피그마리온의원

김광호 노벨의원 천호점
15:55~16:25

- 연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유수
김석주 클리닉텐의원

스킨부스터를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16:25~17:00

17:00~

강지형

리프팅의 완성은 스킨 타이트닝
- 인젝터블 스킨부스터와 셀엑소좀과 장비를 활용한 넌인젝터블
스킨부스터 침투기법

장두열 체인지클리닉

초청강사

강지형 예너지의원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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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08:40~09:00

Room F, Conference room 301호  
기능의학

Moderator

Registration

시간
13:00~13:30

기능의학

비만의 새로운 접근법
- 대사독소 해독을 통한 영양치료 실전

09:00~09:10

피부톤 개선및 항노화를 위한 IVNT 처방 프로토콜
- 성장호르몬과 아르기닌 주사 활용법

기능의학적 접근법
- 비만환자의  life-long functional care 어떻게 끌고 갈것인가?
실전노하우

10:00~10:25

10:25~10:50

배   현

분당 밝은미소약국
대표

14:30~15:00

먹는 콜라겐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Dysbiosis와 비만
- 글루타민 주사의 장점막 재생효과와 비만에 적용가능한 IVNT

10:50~11:10

Coffee Break

11:10~11:35

기능의학적 접근법
- 스트레스와 부신기능의 근거중심 관리

16

기능의학적 접근법
- 간단한 검사와 처치로 비만치료 시너지내기

12:00~13:00

Luncheon Symposium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김응석 3S 의원

한정선 향장학박사

15:00~15:20

Coffee Break

15:20~15:50

다양한 난치성 수면장애에 대한 수면전문병원의 효과적인
개선전략

신홍범 코슬립의원

직원과의 노무관계에 참고할만한 근로기준법 사항들

이원형
노무법인 사람들
노무사

치료적 IVNT와 실손보험

장항진 메디컨설팅

이윤경 차움의원

이희열 매일 36.5 의원
15:50~16:20

16::20~17:00

조계송

김경철 강남메이저의원
윤혜경

11:35~12:00

개인별 맞춤화장품시대 도래, 병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 화장품의 기본원료, 시즌별 상황별 화장품 선택요령 가이드

박민수

기능의학적 접근법
- 장내세균 검사 후 유산균 처방으로 비만과 면역을 한번에 치료하는
실전노하우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서초점

권병소
14:00~14:30

기능의학적 접근법
- 일선에서 환자를 접하는 대박 약사님이 알려주는 먹히는
건강기능식품 상담법

최정민

박민수 ND의원

- 콜라겐이 미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09:35~10:00

김혜연 HiMAP의원

Opening Remark
13:30~14:00

09:10~09:35

Moderator

17:00~

Closing Remark

박춘묵 더맑은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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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08:40~09:00

Room G, Conference room 308호
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Remark

09:10~09:40

병원내 다양한 직종끼리 잘 지내는 법
- 병원내 흔한 싸움 갈등 양상들
- 직종간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 원팀을 향한 구체적방법

09:40~10:10

Moderator

병원생활하려면 필수! 병원원내 감염수칙, 기본 메디컬 단어
익히기
- 기본적인 원내감염수칙

무균조작 방법 : 시술실, 관리실, 처치실, 수술실

시간
13:10~13:40

13:40~14:10
정성실 정성교육컨설팅 대표

박현진
365mc병원
간호사

14:10~14:40

10:40~11:10

Coffee Break

11:10~11:40

보톡스와 필러 쁘띠시술에 대한 기초부터 상담까지
- 보톡스 필러를 위한 기초 해부학
- 보톡스 필러 쁘띠시술의 원리와 적용부위, 종류들
- 이것만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자 - 기본주요 후처치 주의사항,
부작용 사례들

레이저란 무엇인가? 레이저 기본부터 상담까지 총정리
- 레이저란 무엇인가? - 간단한 레이저 치료원리
- 각 회사별 어려운 레이저 이름 정리 (미백 홍조 흉터 등 사용 질환에
따라서) 증상별 적용 레이저
- 레이저 환자 상담전략 ; 보유기계와 증상,부작용 중심으로

김선연 T-솔루션

14:40~15:00

Coffee Break

15:00~15:30

비만 관리 종합적으로 상담하기
- 본인부터 적용 가능한 비만,다이어트의 기초원리
- 비만 약물 소개, 삭센다 주사, 비만장비 소개
- 비만 상담전략 ; 다양한 치료법과 프로그램으로 관리환자 만들기

김지수 닥터유스의원

15:30~16:00

김상혁 그랑메디의원

한우하

김정은 신촌 365mc병원

지방분해주사 익히기
- 병원마다 다른 지방분해주사(윤곽주사)의 기본원리
- 윤곽주사의 부작용과 대처 응대법
- 지방 분해 주사들의 제한점과 상담시 주의할 점

고혜원 라앤미의원

16:00~16:30

한우하 센트럴의원

한우하

고객의 대부분은 여성. 여성의 몸과 생리를 이해하고 상담하자
- 임신과 약물, 레이저
- 수유, 피임 중인 혹은 생리주기에 따른 여성 상담하기
- 여성성형 종류와 기본알기

정창원 리에스여성의원

Luncheon Symposium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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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원

실 리프팅 상담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실 리프팅의 기전과 최근에 나온 실의 종류와 특장점
- 리프팅에 쓰이는 다양한 기계와 쁘띠 콤비네이션 전략
- 실 리프팅 실전 상담법

12:10~13:10

윤혜경 파크뷰클리닉 미사점

고객을 제발로 찾아오게 만드는 전화와 문자 고객응대법
- 상황별 전화접점시 주의사항
-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카톡, 페북 메신저, 댓글 상담 실전

11:40~12:10

고연경 위즈너컨설팅 대표

상담사가 알아야 할 피부, 피하지방 기초 해부학
- 피부의 구조와 생리
- 국소지방축적 호발부위와 셀룰라이트 등 피부변화
- 노화, 물리적 외부 자극(자외선, 화장품, 건조함, 화상, 동상 등), 비만
등에 따른 피부의 변화와 치료법

정창원

Moderator

신규 환자 발굴과 기존 환자 관리
- 고객 욕구 포인트 파악을 위한 실전
- 크로스 셀링 과 업 셀링 꿀팁
- 단골고객만들기 위한 세부전략

- 자주쓰는 복잡한 의학용어, 약품명, 치료법, 약어 등 기초 알아보기
10:10~10:40

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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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Room H, Conference room 317호

시간
08:40~09:00
09:00~09:10

쁘띠 1

Moderator

Registration

시간
13:00~13:30

쁘띠 1

한국인에 적합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법
- 개인별로 적합한 dese titration 방법
- 얼굴 근육 형태의 차이를 고려한 주사 포인트 조정 방법

Opening Remark

09:40~10:05

멍이 없고 예쁘게 입술 만들기
- 인중 자입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하기

10:30~10:45

Coffee Break

10:45~11:15

팔자 주름 교정 극복해 보기

권병소

너무 뻔한 보톡스 강의를 탈피해 보기
- 보톡스 및 쁘띠 시술후 표정 부작용 바로 교정하기

12:10~13:00

The main role of MPF for melasma treatment

14:10~14:30

스킨부스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기

조양현 탐의원

- 효과 좋은 combination program소개
- Rejuvenation이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

최   현 예뻐진 의원

14:30~15:00

Coffee Break

15:00~15:20

미세주름 개선하기

15:20~15:40
초청강사

이성호

김형문 메이린의원 일산점

이   란 이젠의원

이경은 넬의원

초청강사

필러 각 부위별 시술 팁과 시술시 주의 사항 2
권병소 엔비유의원

15:40~16:05

볼륨감 좋은 필러 이마 관자 시술하기

16:05~16:30

Lower face beautification
- 턱끝, 마리오넷의 실제 시술 방법

김자영 리노보의원 부산점

김영걸

이경은

16:30~17:00

안상태 리영의원

이경은 넬의원

옆볼 라인 부드럽게 만들어 보기
- 놓치기 쉬운 헤부학 구조 되새겨 보기
- 실과의 병합치료

김영걸 강남라인의원

Luncheon Symposium
17:00~

20

통증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시술 도구로 nanosoft needle
사용해 보기
- Skin botox을 포함한 skin 전반에 걸친 mesotherapy
- 얼굴 각 부위별 (눈주위, 목 등의 기존 어려운 부위에서의 활용법)

보톡스 새로운 접근 방법
11:40~12:10

13:50~14:10

중안면부 ( 눈밑, 앞광대, 인디언주름) 노화 개선을 위한 double
layer 필러 주입법 (동영상)
- 중안면부 노화와 임상 해부학
- 필러와 실의 융합시술
- 필러 시술의 실제

조병성 엑소코 바이오

초청강사

- 목주름 눈가주름(히아딘w의 활용)

- 팔자 주름의 원인별 해결 방법
- 시술시 주의 사항과 문제 해결 방법
11:15~11:40

Exosome-based Regenerative Therapeutics and Aesthetics
- Exosome에 대한 최신 연구 및 적용

관자필러를 통한 부드러운 얼굴라인 만들기
- 놓치기 쉬운 뷰티 포인트의 이해
- 해부학적 이해를 통한 안전한 관자 필러 시술

10:05~10:30

13:30~13:50

안전하고 결과도 좋은 filler를 이용한 nose augmentation
- Anatomy
- Actual procedure
- Tip for prevent complications

민경호 예스민의원

Skin booster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필러 각 부위별 시술 팁과 시술시 주의 사항 1
09:10~09:40

Moderator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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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Room E, Conference room 300호  
실전

08:40~09:00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Remark

09:10~09:50

“해부학으로 풀어보는 얼굴 보톡스 총정리”
1. 그림과 VOD ! 눈으로 이해하는 보톡스
2. 스킨보톡스의 기전과 응용

09:50~10:15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셀룰라이트 개선
- 체외충격파의 이해 및 치료 효과 높이기

10:15~10:40

까다로운 이중턱, 허벅지에 특화된 크라이오의 알파 시술

10:40~11:10

바이러스는 왜 이리 우리 사회를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찰)

11:10~11:30

Coffee Break

11:30~12:10

원리를 이해하고 시행하는 더모톡신, 얼굴

12:10~12:30

S알릴시스테인의 작용기전 및 미백작용과 안전성

12:30~13:10

Luncheon Symposium

13:10~13:45

Skin booster: 매력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미용시장을 점령한
스킨부스터의 종류와 적절한 임상적 활용법

13:45~14:35

시간

김민준 맑고고운의원

Room A, E7
기초

08:40~09:00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Remark

09:10~09:50

쁘띠시술을 위한 안면부 국소마취의 기초와 다양한 방법들

김지수 닥터유스의원

09:50~10:35

안면부 쁘띠시술을 위한 기초 해부학

한승호 중앙대학교해부학교실

10:35~11:00

Coffee Break

11:00~11:40

For Good beginning. Part I : 레이저 기초부터 응용까지
(색소병변치료의 장비를 사용한 치료의 다양한 방법들)

11:40~12:20

For Good beginning. Part II : 지방흡입 the beginning

강지형 예너지의원
김기범 김포미소가인피부과
이무열 중앙대학교 생리학교실

- 누구나 할 수 있는 지방흡입,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초청강사
한요진 필스톡스의원

최호성 피어나의원

필러. 기초부터 시작해봅시다.
1. Anatomy
2. Rheology
3. Choice of filler Q & A

PROGRAM

Luncheon Symposium

13:20~14:00

Special discussion: SNS와 유튜브, 변화된 모바일 시장에서의 의료마케팅 박기범 모바일 어플
대표 강남언니 창업자
전략과 전망

14:00~14:45

피부를 되돌리는 전혀 새로운  방법(Facial Rejuvenation Using Foreign
Substance Reaction)

14:45~15:00

Coffee Break

15:00~15:45

HIFU 시술의 Common Sense

22

정재윤 미엘르의원

초청강사

14:35~15:10

For Good beginning : 필러 각 부위별 시술팁 주의할 점

15:10~15:30

Coffee Break

15:30~15:55

“New Game Changer” Particle  free colloid PCL을 이용한 진피재생

박현준 압구정 메이린의원

15:55~16:30

실리프팅을 위한 해부학 및 실의 종류와 적응(코그실)

고혜원 라엔미의원

16:30~17:00

여러가지 실을 이용한 안면상부 리프팅의 방법과 상부고정방법

17:00~

장두열 체인지의원

12:20~13:20

- 장비의 기본 원리에 입각한 올바른 시술

1. PCL 코그실과 세데브 니들을 이용한 Temporal lifting

황제완 이지동안의원 대구점

김나래위 엔킴의원

초청강사
15:45~16:20

비만환자 상담 무엇부터 시작할까?비만환자의 생리적인 특징 :
남다르게 비만환자 상담하는법

윤혜경 파크뷰의원 미사점

16:20~17:00

비만약물 총정리(향정부터 FDA승인된 장기처방가능 약물까지):
펜터민,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복합제,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리라글루타이드

김선형 G7의원

이용행 웰가의원
17:00~

Closing Remark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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