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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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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학술대회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로마
하계워크샵 중국 상해 화메이병원과 교류 협력 협약 참석 및 워크샵
제20차 학술대회
휴온스 韓 . 中 아카데미 Huons Total Health care Symposium
대한비만체형학회 하계 워크샵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마이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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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와 에스테틱 컨퍼런스 진행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남아공, 케이프타운
10주년 기념 제 18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아셈홀)
대한비만체형학회 하계 워크샵
UIME (국제미용학회) 학술대회 및 General meeting참석. 스페인, 마드리드
제17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아셈홀)
제6회 비만,에스테틱 및 지방흡입수술 아카데미
대한비만체형학회 하계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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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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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제14차 대한비만체형학회 연수강좌 (코엑스 그랜드볼룸)
대한비만체형학회 소식지 제 3호 발간
제12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코엑스 그랜드볼룸)
제3회 대한비만체형학회 비만,미용 아카데미
아당캠페인(아당캠페인 모델선발대회, 다이어트 모이고사외 다수진행)
대한비만체형학회 회지 제 2호 발간
제2회 대한비만체형학회 비만, 미용 아카데미
제 11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 (제 5회 동양국제미용외과학술대회 공동주최)
비만체형학회 회지 창간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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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비만체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제 7차 연수강좌 (코엑스)
대한비만체형학회 영남지역(부산) 학술대회 및 제 8차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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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및 제 1차 학술대회 및 연수세미나
제2차 연수강좌
대한비만체형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3차 연수강좌
제1차 Hands on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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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舊 대한비만체형학회) 회장 한우하입니다.
이번 23차 학술대회부터 저희 ‘대한비만체형학회’는 15년 넘게 쓰던 학회
명칭을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로 변경합니다.
과거만의 고집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의 모든 학술대회도 그래왔지만, 저희 학회는 언제나 처음
시작하시는 회원들을 위해 초보과정을 중요시하며 그 이후의 업그레이드
과정도 다양하지만, 무리없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물파트에서의 새로운 약의 정보와 항노화분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
계획하였고 특히 에스테틱 파트에서의 필러부위에 대한 패널토의는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간의 본인들 경험에 의한 다른 방법과 의견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회원들의 방문과 교수진을 초빙하여 중국
에서의 에스테틱 방향과 정보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
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늘 저희 학회에 가져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舊 대한비만체형학회) 회장 한 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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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3) 팩스 등록 : 참가신청서 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학회사무실 팩스(02-6455-5820)로 보내주신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요.
4) 기타
① 대한의사협회 6평점

•• 등록방법

② 주차권은 발급되지 않으니 가능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학술대회 당일 일일주차권은 참관객의 편이를 위해 등록대에서 위탁 판매될 예정입니다.

· 사전등록 마감일 : 1차: 2018년 2월 12일(월)까지 / 2차: 2018년 2월 18일(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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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6평점

종일권 24,000원)

· 대상 : 모든 의사선생님들께서 가능하며, 메인강좌에 한해 “초대권”을 수령하신 분들은 무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료초대권 사전등록시 메인강좌에 한해 가능하며, 비만 · 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과정은 유료 등록만 가능합니다.
※ 또한 준회원/비회원에 한해 1차 등록마감(early bird) 이전에 등록하실 경우, 등록비가 1만원이 추가할인됩니다.
• 회원가입 : 아직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舊 대한비만체형학회)의 회원이 아니신 분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특전을 드립니다.

코디네이터강좌 체크하신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요.
기재하신 이메일로 등록 및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2. UIME 국제미용학회 회원증 발급

※ 본 강좌는 인원제한(150명)이 있어 홈페이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제한된 인원이 초과되면 자동 마감됩니다.

3. 그 외, 학술대회 강의 동영상 확인, 학술대회 정보 제공 등의 혜택 有

또한 등록비 입금만 가능하며, 초대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 참가비

2) 기타
사전등록

메인강좌

1) 등록방법 :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ons.thewithin.kr/)에서 사전등록 → 사전등록바로가기 → 비만 · 에스테틱
※ 사전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본 홈페이지 '등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금이 확인되면 2~3일 이내로

1.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舊 대한비만체형학회) 국/영문 회원증 발급

구분

2. 비만 · 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

정회원

5만원

현장등록

준회원/비회원
~2/12(월) 까지

2/13(화)~2/18(일)

5만원

6만원

10만원
(사전등록+정회원등록)

11만원
(사전등록+정회원등록)

비만ᆞ 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

8만원

초대권
등록

정회원

준회원/비회원

① 수료증(Certificate) 제공
초대권
등록

② 주차권은 발급되지 않으니 가능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학술대회 당일 일일주차권은 참관객의 편이를 위해 등록대에서 위탁 판매될 예정입니다.

무료

7만원

8만원

불가

단,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으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코엑스 내 주차관제실에서 주차권을 구매하여 주십시오.
종일권 24,000원)

불가

10만원

불가

☞ 사전등록 및 정회원등록을 하신 경우,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http://www.ons.or)에 접속하시어 정회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비만 · 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 등록은 150명이 되면 자동 마감됩니다.
☞ 제한된 인원이 초과할 경우, 현장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후 초대권을 수령하신 분은 상단의 "등록 후 초대권 수령" 메뉴에서 초대권 등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사전등록방법

•• 학회 사무국 및 입금계좌번호 안내
1. 학회 사무국
T. 070-7769-5840

F. 02-6455-5820

E. kaam58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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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070-8677-6333

E. with@thewithin.co.kr

2.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9-516930 (예금주 : 대한비만체형학회)

1. 메인강좌 (3가지 방법 중 택1)
1) 초대권 등록 :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舊 대한비만체형학회)에서 발행한 초대권을 소지하신 분은 본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 사전등록바로가기 → 메인강좌 체크 → 초대권검색을 클릭하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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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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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사전등록신청서
등록구분
정회원
메인강좌

등록비

사전등록

□ 5만원

사전등록(~2/12 까지)

□ 5만원

사전등록(~2/12 까지) + 정회원 등록
※ ’초대권등록’은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만 준회원/비회원
사전등록(2/13~18 까지)
사용, 등록 가능합니다.
사전등록(2/13~18 까지) + 정회원 등록

□ 10만원
□ 6만원
□ 11만원

비만ㆍ에스테틱 코디네이터 ※ 비만ㆍ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 신청인원 제한(150명)으로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만
강좌
등록가능하며, 팩스등록은 불가합니다.
(국문)
성명
(영문)
의사면허번호
병원명
휴대전화
e-mail
주소
※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학회 팩스(02-6455-5820)로 보내주시고 신청하신 사전등록 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한은행,
140-009-516930 (예금주 : 대한비만체형학회)으로 입금해주시면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전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학술대회 홈페이지, '등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금이 확인되면 2~3일 이내로
기재하신 이메일로 등록 및 확인메일이 발송됩니다.
준회원/비회원에 한해 1차 등록마감(early bird) 이전에 등록하실 경우, 등록비가 1만원 추가할인됩니다.
또한 사전등록 및 정회원등록도 병행 접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전등록을 하신 후,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http://www.ons.or.kr)에 접속하시어 정회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영문성명은 학술대회 참가증 발급에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재를 부탁드리며, 의사면허번호가 없으신 업체 및 일반회원은
참가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강좌는 국문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원할한 학회진행을 위해 가능하면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 홈페이지 : http://ons.thewith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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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 체형
강재헌
김범택
김선형
김정은
김하진
맹우재
박상준
박진용
박현준
안지현
어경남
오동재
윤장봉
이무열
조민영
한우하

수술 · 항노화기능의학
인제의대
아주의대
G7클리닉
365mc신촌
365mc
지힐링스퀘어의원
박상준의원
파르베클리닉
메이린클리닉
유안클리닉
365mc의원 울산
미소의원
나우비클리닉
중앙의대
365mc병원
센트럴 클리닉

에스테틱
강지형
강태도
고정아
김상혁
김시연
김유수
김현근
박민수
신이범
이제혁
이황희
정창원
조성균
허의종
황제완

예너지 클리닉
강재활의학과
고정아클리닉
그랑메디의원
파크뷰클리닉_청라
닥터유스클리닉
이너뷰의원
서울ND의원
클리닉후
봄클리닉
엔비클리닉
리에스여성의원
파크뷰클리닉_파주
한국나노의학 연구회장
이지동안클리닉_대구

고정아
고혜원
권병소
김혜연
남승우
박민수
박병진
안재현
윤장봉
이무열
이선민
이재환
정창원
조계송
조인배
지영미
최찬영

고정아 클리닉
라엔미 클리닉
엔비유의원
필립 프라임 케어센터
비타민의원
서울ND의원
연세의대
365MC병원
나우비 클리닉
중앙의대
힙스청담의원
효사랑가정의학과
리에스 여성의원
아트라인 청주점
G7클리닉
이지소아청소년의원
오리진클리닉

비만 · 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김남훈
김지수
박문수
박윤찬
박해리
박현진
이수연
조인배
한우하
한혜림

타토아 클리닉
닥터유스클리닉
문클리닉
부산 365mc병원
(전)메이퓨어총괄실장
서울365mc 병원
이원장의 초록지붕의원
G7클리닉
센트럴 클리닉
국민대글로벌뷰티과 교수

에스테틱 (쁘띠)
강지형
권병소
김기욱
김도헌
김석주
김유수
남승우
Xu Jun
박문수
Pengyubin
윤장봉
장두열
정창원
Luosheng Kang

예너지 클리닉
엔비유의원
리젠의원
연세이원클리닉
클리닉텐
닥터유스클리닉
비타민의원
광동성제2인민병원 주임 의사
문클리닉
중국성형미용협회 쁘띠 및 피부성형미용분회 회장
나우비클리닉
체인지클리닉
리에스여성의원
허난성 성형 미용병원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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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A Room, E홀 (E5+6)
좌장

약물 · 체형

09:00~09:10 Opening Remark (회장 한우하)

09:35~10:00 식이요법(다이어트)의 다양한 종류와 환자에 따른 적절한 처방
- 식이요법 (다이어트)의 종류와 그 효과
- 환자에 따른 식이요법(다이어트)의 적용
- 다양한 식이요법 (다이어트)의 의학적 검증

이무열 중앙의대

윤장봉 나우비클리닉

14:40~15:05 비만 기계의 총정리
- 고전적인 장비에서 최신장비까지
- 효과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비는 무엇인가

10:00~10:10 질의 및 응답

10:35~11:00 호르몬 검사, 유기산 검사를 이용한 비만환자 치료
- 비만치료에서 영양과 호르몬의 역할

박상준 박상준의원

14:15~14:40 비만 주사의 총정리
한우하 센트럴 클리닉
- 비만주사 종류와 성분, 작용기전, 비만 기계와의 조합,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김하진

10:10~10:35 비만치료시 동반질환과 약물사용법
- 동반질환에 따라 약물사용이나 체형치료가 다른가

좌장

약물 · 체형

13:50~14:15 연령에 따른 비만과의 관계
- 나이에 따라 다이어트, 운동법, 달라져야 하는가

08:40~09:00 Registration

09:10~09:35 식욕과 쾌락 : 왜 식욕억제제만으로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가?
- 비만 생리학 POMC/CART와 식욕

시간

맹우재 지힐링스퀘어의원

15:05~15:35 Coffee Break

박진용 파르베클리닉

강재헌 인제의대

15:35~16:00 비수술적 가슴 컨투어링의 진화
- 가슴 UP 리프팅과 가슴축소 리프팅
- 볼륨실, 벨로디, 맥시무스, 에바를 이용한 가슴컨튜어링

안지현 유안클리닉

16:00~16:25 PPC의 부활인가?
- 벨카이라 (엘러간)

박현준 메이린클리닉

김하진

16:25~16:35 질의 및 응답

11:00~11:30 Coffee Break
11:30~11:55 비만약물 1. 기존 비만약물
- NE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SSRI, 토피라메이트 등
- 종류와 기전, 효과적인 복용법과 부작용의 대처

김정은 365mc신촌

11:55~12:20 비만약물 2. 최신 출시된 비만약물
- 벨빅, 콘트라브 등의 임상적 사용방법과 효과적인 반응군과 부작용 등

김선형 G7클리닉

12:20~12:45 비만약물 3. 출시될 예정인 비만약물
- GLP1 (Glucagon-Like Peptide1)유사체가 비만에 미치는 작용과 관련
약물에 대하여 (ex : 삭센다 주)

김범택 아주의대

오동재

김선형

16:35~17:00 국소적 미니 지방 흡입술의 방법과 진화
- 국소적 미니 지방 흡입술의 방법과 진화에 대해 알아보자

어경남 365mc의원 울산

17:00~17:25 최신 FDA 승인 치료법 등 가장 Update한 비만시술 및 수술법 총정리
- 최신 Update 된 비만시술 및 수술법에 대해 알아보자

조민영 365mc병원

17:25~

Closing Remark (회장 한우하)

※ 본 프로그램은 강사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시간 및 강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2:45~13:50 Brunch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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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B Room, E홀 (E1~4)
좌장

에스테틱

09:00~09:10 Opening Remark (회장 한우하)

10:10~10:35 치료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색소와 홍조 대처법
- Yellow Laser 등 장비를 이용한 색소와 홍조 대처법

부작용없이 색소치료하기
14:20~14:45 피부 리제너레이션을 위한 스킨부스터의 활용
- 보톡스, 레이져의 대안은 없는가?
- Polynucleotide (PN), NCTF Boost를 활용한 Skin Rejuvenation

이제혁 봄클리닉

정창원
김상혁 그랑메디의원

김현근 이너뷰의원

- 충성고객 만드는 효자 프로그램
11:00~11:10 질의 및 응답
11:10~11:40 Coffee Break
11:40~12:05 기미치료 이것만은 알고 치료하자
- 기미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고찰, 기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조직변화에
초점을 맞춘 치료방법들

김유수

강지형 예너지클리닉

14:45~15:15 Coffee Break
15:15~15:40 여드름 치료의 시작 ㅣ 여드름 홍조 및 주사의 치료
- 진단, 처방과 고주파 치료
- 혈관성 질환에 사용되는 다양한 레이저 및 장비의 선택

조성균 파크뷰클리닉_파주

15:40~16:05 여드름 흉터치료의 A to Z

이황희 엔비클리닉

16:05~16:30 염증성병변의 근본적치료, 재생장비와 재생인자의 최적화 시너지
- 피부재생, 모공, 흉터, 탈모 등 다양한 임상적용

고정아 고정아클리닉

박민수

16:30~16:50 Coffee Break
황제완 이지동안클리닉_대구

강태도
12:05~12:30 피코레이저를 이용한 문신치료 와 흉터치료
- 색소, 문신 치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피코레이저 선택시 이것만은
체크하자

김시연 파크뷰클리닉_청라

- 혈관질환, 표재성 색소질환 · 진피재생 등에의 활용

10:35~11:00 클리닉에서 레이저선택시 주의사항과 Hot Clinic의 Hot Program

엿보기

조성균 파크뷰클리닉_파주

13:55~14:20 Long Pulse 755 & Q Switch 1064 Nd-YAG레이저를 활용하여

09:10~09:35 개원의를 위한 피부클리닉 세팅과 세팅시 효자되는 다양한 복합장비
한우하 센트럴 클리닉
- 외래의 구성, 관리실 세팅
- 복합장비와 단독장비비교, 가격대비 활용도높은 장비

10:00~10:10 질의 및 응답

좌장

에스테틱

13:30~13:55 외래에서 흔하지만 감별이 어려운 피부질환 치료비법
- 습진, 건선, 사마귀, 티눈, 알러지피부질환

08:40~09:00 Registration

09:35~10:00 레이저시술시 올 수 있는 부작용 대처법, PIH, 홍조, 흉터 등
- 레이저 시술시 부작용이 잘 오는 Case와 대처법

시간

16:50~17:10 HIFU (고강도집적초음파)방식의 리프팅 장비의 실제
- 여러가지 HIFU-리프팅장비들의 장단점과 선택방법, 부작용과 처치요령

신이범 클리닉후

17:10~17:30 질 초음파의 원리와 질 피부에의 임상적 적용

한국나노의학
허의종 연구회장

고정아

신이범 클리닉후
17:30~

Closing Remark (회장 한우하)

12:30~13:30 Brunch Symposium

※ 본 프로그램은 강사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시간 및 강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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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C Room, 컨퍼런스룸(남) 307호
좌장

에스테틱 (쁘띠)

09:00~09:10 Opening Remark (회장 한우하)

09:35~10:00 보톡스 부작용의 예방법과 부작용 발생시 대처법
- 보톡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의 원칙
- 부작용 발생시 빠른 회복을 위한 노하우 공개!

14:20~15:10 필러 전문가 3명과 함께하는 이마필러 완전 분석 (동영상 강의)
- 필러의 물성과 적절한 필러의 선택
- 필러주입방법 및 합병증
- 전문가 3인의 필러 주입법 (동영상)

대한비만체형학회
초청강사

김유수 닥터유스클리닉

10:25~10:50 입술필러, 입꼬리필러
- 어떤입술 모양을 만들것인가
- 최신 시술트렌드 (동영상)

대한비만체형학회
초청강사

김도헌
윤장봉 나우비클리닉
김석주 클리닉텐
권병소 엔비유의원

15:10~15:40 Coffee Break

강지형
10:00~10:25 지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체형시술을 위한 바디톡신 활용법
- 보툴리늄톡신을 이용한 체형 시술 부위
- 각각의 부위에 따른 정확한 시술방법과 용량

좌장

에스테틱 (쁘띠)

13:40~14:20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마부터 턱끝까지 필러 시술 총정리
- 필러의 물성이해와 선택
- Lifting, 주름 개선도 가능한 안전한 필러시술법

08:40~09:00 Registration

09:10~09:35 더모톡신을 이용한 Face와 Neck Rejuvenation
- 더모톡신의 Mechanism
- 더모톡신과 필러를 이용한 목주름개선

시간

정창원 리에스여성의원

김기욱 리젠의원

15:40~16:05 회음부 필러 시술의 실제
- 얼굴에만 필러하세요? 중국 황금시장을 잡는 노하우
- 질, 대음순 필러의 실제

강지형 예너지 클리닉

박문수 문클리닉

16:05~16:30 콜라겐 재생을 활용한 Facial Remodeling
- 엘란쎄와 실루엣소프트의 콤비네이션
- 자연스러운 Facial Contouring
16:30~16:40 질의 및 응답

남승우

10:50~11:20 Coffee Break
11:20~11:50 한중 교류 중국의사 강의
- 중국쁘띠성형의학의 시술흐름과 현황

徐军

중국성형미용협회 쁘띠
및 피부성형미용분회

(Xu Jun)

회장

11:50~12:15 한중 교류 중국의사 강의
- 중국 미용주사 및 레이저 시술의 흐름과 현황
12:15~12:40 한중 교류 중국의사 강의
- 중국내 미용. 성형시술 관련
12:40~13:10 Brunch Symposium

彭于宾 허난성 성형 미용병원
(PENGYUBIN)

임원

罗盛康 광동성제2인민병원
(LUOSHENG
KANG)

김석주

16:40~17:05 여러가지 몰딩 코드실의 활용과 장단점의 비교
- 여러가지 코그실을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
- 한국인이 선호하는 시술방법 소개 (동영상)

장두열 체인지클리닉

17:05~17:30 실, 필러, 한가지로는 만족할 수 없다 ㅣ 실과 필러의 병합요법
- 실과 필러, 무엇부터 어떻게 적용할것인가?
- 환자에게 적용하는 병합요법의 실제

김석주 클리닉텐

17:30~

Closing Remark (회장 한우하)

주임 의사

※ 본 프로그램은 강사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시간 및 강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3:10~13:40 Dessert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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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D Room, 컨퍼런스룸(남) 308호
좌장

수술 · 항노화기능의학

08:40~09:00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Remark (회장 한우하)
09:10~09:35 한국인의 4가지 비만 체형에 따른 맞춤형 접근법
- 복부, 상체, 하체비만의 치료법은 각각 다르다, 원인별 맞춤치료

김혜연 필립 프라임 케어센터

09:35~10:00 진료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중년 여성들의 호르몬 관리에 대한

기능의학적 접근

박민수 서울ND의원

- 호르몬 기능의 진단 상담 영양처방을 통한 갱년기 진료의 지평 넓히기

남승우

고정아 고정아 클리닉

10:35~11:00 Coffee Break
11:00~11:25 미네랄주사를 이용한 수액치료의 여러가지 적응과 실제
- 많이 알수록 사용범위가 넓어지는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크롬 등
미네랄주사치료

남승우 비타민의원

11:25~11:50 변비는 독소, 놔두고 비만만 치료한다구요?
- 변비는 비만 치료의 복병, 이것만은 해결하자
- 난치성 비만 해결을 위한 기능의학적 방법들

지영미 이지소아청소년의원

14:40~15:00 누구나 할 수 있는 눈밑지방성형 (동영상 강의)
- 가장 많이 하는 항노화수술 : 간단히 따라하기

조계송 아트라인 청주점

15:00~15:20 지방흡입 쉽게 시작하기, 부작용 예방하고 극복하기 (동영상 강의)
- 기본세팅, 장비, 마취, 일반 기본원칙
- 부위별 예방법과 대처법, 수술후 관리

조인배 G7클리닉

15:20~15:40 복부지방흡입 전문가 되기 (동영상 강의)
- 가장 많은 환자층 : 복부지방흡입, 쉽게 마스터하기

고혜원 라엔미 클리닉

이무열

이무열

김혜연
박민수
남승우
이재환

16:00~16:20 초보 미용의사가 알아야 할 외과적 기본상식

안재현 365MC병원

16:20~16:40 뒤태를 날씬하게, 등과 버팔로 험프 지방흡입
- 등 지방흡입이 왜 초보자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인가
- 버팔로 험프는 사람을 둔해 보이게 한다.

윤장봉 나우비 클리닉

16:40~16:50 질의 및 응답

11:50~12:00 질의 및 응답
12:00~12:30 기능의학적 접근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던 다양한 임상 사례
- 강의록으로는 알수 없었던 기능의학적 검사, 수액치료, 처방 종례 집담회

좌장

수술 · 항노화기능의학

15:40~16:00 Coffee Break

10:00~10:10 질의 및 응답
10:10~10:35 림프, 동정맥의 순환 개선으로 막힘없는 항노화 치료
- "통"하면 맑아지고 슬림해 진다

시간

필립 프라임 케어센터

권병소 엔비유의원

17:10~17:30 Y존 성형 - 부인과지방성형 (동영상 강의)
- 지방성형의 New 분야 : 치구지방흡입, 대음순지방흡입, 이식

정창원 리에스 여성의원

17:30~

서울ND의원

최찬영

16:50~17:10 허리 라인 완성을 위한 힙, 골반성형 (동영상 강의)
- 골반과 힙의 미학적 접근
- 엉덩이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 둔부꺼짐(Gluteal Depression)의 교정

Closing Remark (회장 한우하)

비타민의원

※ 본 프로그램은 강사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시간 및 강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효사랑가정의학과

12:30~13:30 Brunch Symposium
13:30~13:55 맞춤형 기능의학적 검사의 임상 적용
- 환자별 맞춤 검사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노하우

박병진 연세의대

13:55~14:20 건강기능식품 진료실 셋팅 적용 노하우
- 내일부터 바로 건강기능식품 처방이 가능한 실전강의

이선민 힙스청담의원

김혜연

14:20~14:4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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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

E Room, 컨퍼런스룸(남) 300호
좌장

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시간

좌장

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09:00~09:20 Registration

15:10~15:30 Coffee Break

09:20~09:30 Opening Remark (회장 한우하)

15:30~16:00 다이어트 관리
– 여자들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의 기본원리
– 다이어트 약물 소개 (양약 한방등등 원리와 차이점)
– 많이 문의 오는 부작용사례와 Q & A

박윤찬 부산 365mc병원

16:00~16:30 지방분해주사
– 병원마다 다른 지방분해주사(윤곽주사)의 기본원리
– 윤곽주사의 부작용과 대처 응대법
– 지방 분해 주사들의 제한점과 상담시 주의할 점

한우하 센트럴 클리닉

16:30~17:10 지방흡입
– 대용량 지방흡입? 주사기 지방흡입? 무엇이다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
– 환자마다 무엇을 추천할것인가
– 좋은 상담을 이끌어가는 노하우

조인배 G7클리닉

09:30~10:00 호텔식 감동서비스가 병원을 바꾼다
- 환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사항
- 서비스트렌드를 읽어라!
- 불만사항 없애는 품격있는 서비스 전략

한혜림

10:00~10:30 사례로 들어보는 고객응대법
- Q&A로 들어보는 고객응대관리
– 진상고객의 종류와 그 대처법, 실사례를 통한 생생한 체험기

박해리 (전)메이퓨어총괄실장 이수연

10:30~11:00 병원에서는 어떤 직원을 원하는가?
– 대형체인 총괄실장이 사람 뽑는 기준
– 코디네이터, 관리실직원, 팀장이 갖추어야할 기본자세
–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국민대글로벌뷰티과
교수

박해리 (전)메이퓨어총괄실장

17:10~

11:00~11:15 Coffee Break
11:15~11:45 이제는 당신도 의료인! 병원원내 감염수칙
– 기본적인 원내감염수칙
– 무균조작 방법 : 시술실, 관리실, 처치실
– 무균조작 방법 : 수술실

김지수 닥터유스클리닉

11:45~12:15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의학용어 : 메디컬 터미놀로지
- 헷갈리고 복잡한 의학용어 한방에 쉽게 정리하기

김지수 닥터유스클리닉

12:15~12:45 많이 쓰는 약품들 · 소독약들 정리
– NS 가 뭐에요?
– 병원원내 주사제 정리
– 연고류, 소독약류 종류별 정리

김지수

Closing Remark (회장 한우하)

※ 본 프로그램은 강사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시간 및 강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박현진
(간호사)

박문수

서울365mc 병원

12:45~14:00 Lunch Time
14:00~14:35 보톡스와 필러 쁘띠시술에 대한 기본
– 환자들보다는 잘 알아야하는 보톡스 필러의 종류,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보톡스 필러 쁘띠시술의 원리와 적용
– 빠르게 원장님께 보고해야하는 부작용 사례들

박문수 문클리닉

14:35~15:10 레이저란 무엇인가? 이름만들어도 헷갈리는 레이저
– 레이저란 무엇인가?
김남훈 타토아 클리닉
– 각 회사별 어려운 레이저 이름 정리 (미백 홍조 흉터 등 사용 질환에 따라서)
– 쉽게 이해하는 간단한 레이저 치료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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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관리를 위해 식이와 운동 요법 보조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허가당국(EMA)이 허가한
유일한 GLP-1 유사체입니다.1

이제,
선생님의 비만 환자들은

체중 감소와 함께
축하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삭센다®는:
유의하게 체중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체중을
유지시켜 줍니다. 동시에 심장 및 대사 위험 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1,2 1년 연구에서:
• 환자 10명 중 9명의 체중이 감소되었으며, 3명 중
1명의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2
• 환자들은 체중 감소를 1년 동안 유지하였습니다.1
• 더불어, 환자들은 다양한 심대사 위험 요인의 유의한
개선을 경험하였습니다.1,2

삭센다Ⓡ펜주 6밀리그램/밀리리터 제품 정보 요약
[효능·효과] 이 약은 아래와 같은 성인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 초기 체질량지수(BMI)
가 30 kg/m2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예, 이상혈당증(당뇨병 전단계(pre-diabetes) 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 kg/m2 이상 30 kg/m2 미만인 과체중 환자 3.0 mg/day 용량으로 12주간 투여한 후 초기 체중의
5% 이상이 감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 치료를 중단하여야 한다.
[용법·용량] 시작용량은 1일 0.6 mg이다. 위장관계 내약성 개선을 위해 적어도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0.6 mg씩 증량하여 1일 3.0 mg까지 투여량을
높여야 한다(표 1 참조). 만약 다음 용량 단계로의 단계적 증량이 연속 2주간 내약성이 없다면, 치료 중단을 고려한다. 1일 3.0 mg 초과 용량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치료 효과는 1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문서로서 뒷받침된다. 치료 지속의 필요성은 매년 재평가되어야 한다. 제 2형 당뇨병 환자 이 약은
다른 GLP-1 수용체 효능제와 병용하여 사용될 수 없다.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할 때,저혈당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병용 투여되는 인슐린 또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예, 설포닐우레아)의 감량을 고려한다. 신기능장애 환자 경증 또는 중등도의 신기능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 ≥ 30 mL/min) 환자에 대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말기 신질환(end-stage renal disease)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기능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 < 30 mL/min)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간기능장애 환자 경증 또는 중등도의 간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조절은 권고되지 않는다. 중증 간기능장애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경증 또는 중등도의 간기능 장애 환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약은 피하주사로만 투여한다.
이 약은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 어느 때라도 1일 1회 투여한다. 복부, 대퇴부, 상완부에 주사해야
한다. 주사부위와 투여시간은 용량조절 없이 바꿀 수 있으나 가능하면 가장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투여하도록 한다. 이 약은 다른
주사용 의약품(예, 인슐린)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약물 투여를 빠뜨린 경우, 평소 투여하는 시간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자는 가능한 빨리
빠뜨린 용량을 투여하여야 한다. 만약 다음 번 투여까지 남은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라면, 빠뜨린 용량을 투여하지 말고, 다음 번 예정되었던 투여량으로
1일 1회 투여를 재개한다. 빠뜨린 용량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투여 또는 증량된 투여를 해서는 안 된다. 투여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참조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인슐린 대용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에 대해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rcinoma, MTC)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다발성내분비선종증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syndrome type2, MEN2)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class I-II의
울혈성심부전 환자에서 이 약의 사용 경험은 제한적이므로, 이 약은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 NYHA class III-IV의 울혈성심부전 환자에서의 임상경험은
없으므로 이러한 환자에서 이 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2) 체중관리용의 이 약은 다음 환자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 만
75세 이상 환자 - 체중관리용의 다른 제품을 투여 받는 환자 - 내분비학적 장애나 식이 장애, 또는 체중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의 투여로 인한
이차적 비만 환자 - 중증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 - 중증의 간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이러한 환자에게는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체중관리용의 이 약은
경증 또는 중등도의 간기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 3) 염증성 장질환과 당뇨병성
위부전마비 환자에 대한 사용경험은 제한적이다. 오심, 구토, 설사 등 일시적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이 약의 사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염증성 장질환과
당뇨병성 위부전마비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4) 췌장염: GLP-1 수용체 효능제의 사용은 급성췌장염의 발생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 이 약에 대해서는 몇 건의 급성췌장염 보고사례가 있었다. 환자들에게 급성췌장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췌장염이
의심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급성 췌장염이 확진되면 이 약 투여를 다시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담석증 및 담낭염: 체중 조절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위약군과 비교하여 더 높은 비율의 담석증 및
담낭염이 관찰되었다. 상당한 체중 감소가 담석증 및 그에 따른 담낭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약에 대한 더 높은 비율의 담석증 및
담낭염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였다. 담석증 및 담낭염은 입원 및 담낭 절제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환자들에게 담석증 및 담낭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6) 갑상선 질환: 제 2형 당뇨병 임상시험에서, 특히 기존의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혈중 칼시토닌 증가, 갑상선종(goiter),
갑상선종양 등 갑상선 관련 이상사례들이 보고되었다. 혈중 칼시토닌 증가 사례는 체중 조절 임상시험에서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약은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7) 심박동수: 임상시험에서 이 약에 대해 심박수 증가가 관찰되었다(하단 참조). 임상시험에서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환자에서의 노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환자에 대해 이 약의 투여에서 나타난 심박수 상승의 임상적 중요성은 분명하지
않다. 심박수는 통상의 임상 진료와 일치하는 일정한 간격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환자들에게 심박수 증가의 증상(휴식(안정) 상태에서의 두근거림
또는 심장이 고동치는 느낌)을 알려주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안정시심박수의 지속된 증가를 경험한 환자는 이 약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3상
임상시험들에서 리라글루티드 투여로 베이스라인 대비 심장박동수가 평균적으로 분당 2.5회(시험들 전체에 걸쳐 분당 1.6 내지 3.6회 범위)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심박수는 약 6주 후에 가장 높았다. 심박수에서의 이 평균 증가수치의 장기적인 임상적 영향은 확립되지 않았다. 심박수 변화는
리라글루티드 투여 중단 시 가역적이었다. 8) 탈수: 신기능장애 및 급성신부전을 포함하는 탈수의 증상과 증후가 GLP-1 수용체 효능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보고되었다.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위장관계 부작용과 관련된 탈수의 잠재적 위험을 알려 주어야 하고, 환자들은 체액 감소(fluid
depletion)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9)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저혈당증: 설포닐우레아 제제와 병용하여 이 약(리라글루티드)을 투여
받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저혈당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설포닐우레아 제제의 투여량을 줄임으로써 저혈당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이 약을 추가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되지 않았다. 10) 첨가제: 이 약은 1회 투여량에 1 mmol (23 mg) 미만의 나트륨을
함유하므로, 본질적으로는 ‘무나트륨’(‘sodium-free’) 의약품이다. 4. 이상반응 1) 안전성 프로파일 요약: 이 약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은 5,813명의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을 가진 과체중 환자가 등록된 6개의 완료된 임상시험으로 구성된다. 종합적으로, 위장관계 반응이 이
약 투여 중에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이었다(‘3) 특정 이상반응에 대한 기술’ 참조). 2) 특정 이상반응에 대한 기술: 제 2형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의
저혈압 제 2형 당뇨병이 없으면서, 식이요법 및 운동을 병행하면서 이 약을 투여 받은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들에서 (제 3
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의 저혈당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1.6%와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1.1%가 저혈당 사례의
증상들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혈당 측정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례는 경증이었다. 제 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의
저혈압 제 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식이요법 및 운동을 병행하면서 이 약을 투여 받은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0.7%로부터 (제 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의 저혈당이 보고되었는데, 설포닐우레아를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만 보고되었다.
또한, 설포닐우레아 병용 투여 환자 중,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43.6%와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27.3%에서 확인된 증상성 저혈당(documented
symptomatic hypoglycemia)이 보고되었다. 설포닐우레아를 병용 투여하지 않은 환자들 중에서는,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15.7%와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7.6%가 확인된 증상성 저혈당 사례들(documented symptomatic hypoglycemic events: 증상이 동반되면서 혈장 글루코스≤3.9 mmol/L
로 정의)을 보고하였다. 위장관계 이상반응 대부분의 위장관계 이상 사례들은 경증에서 중등도였고 일시적이었으며, 대다수는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반응들은 대개 투여 첫 주 동안 발생하였고, 치료를 지속하면서 며칠 또는 몇 주 이내에 약해졌다. 만 65세 이상의 환자들은 이 약 투여시
위장관계 영향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다. 경증 또는 중등도의 신장애(크레아티닌청소율 ≥30mL/min) 환자들은 이 약 투여시 위장관계 영향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다. 급성신부전 GLP-1 수용체 효능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급성신부전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된 사례 대부분은 체액량 감소(volume
depletion)로 이어지는 오심, 구토, 또는 설사를 경험했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3번 항목 참조). 알레르기 반응 시판된 리라글루티드 제제 사용에서
저혈압, 심계항진, 호흡곤란, 부종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소수 사례가 보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치료를 다시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2번 항목 참조). 주사부위반응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주사부위반응이 보고되었다. 이 반응들은 대개 경증이었고 일시적이었으며, 대부분 치료를 지속하는 동안 사라졌다. 빈맥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0.6%와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0.1%에서 빈맥이 보고되었다. 보고된 사례 대부분은 경증 또는 중등도였다. 해당 사례들은
따로 구분되었고 대부분은 이 약 치료를 지속하는 동안 해소되었다. 5. 수태능,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임부에서의 이 약의 사용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동물시험에서 생식독성을 보였다(11번 항목 참조). 사람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약은 임신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임신을 원하거나 임신한 경우, 이 약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2) 수유부: 리라글루티드가 사람의 유즙으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동물시험에서 리라글루티드 및 리라글루티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대사체는 유즙으로의 이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상시험에서 젖먹이 랫드
새끼에서의 약물 투여 관련 신생자기 성장(neonatal growth) 감소가 나타났다(10번 항목 참조). 사용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수유 중인 경우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태능: 생존 착상수에서 약간의 감소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동물시험에서 수태능에 대한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10번
항목 참조). 6. 과량투여시의 처치 리라글루티드에 대한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사용에서, 과량투여는 72 mg(체중 조절을 위한 권장 투여량의 24배)까지
보고되었다. 보고된 사례들에는 중증의 오심과 중증의 구토가 포함되었는데, 리라글루티드 과량 투여의 예측되는 증상들이다. 보고된 사례들에 중증의
저혈당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환자들은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다. 과량을 투여하였을 경우, 환자의 임상 증후 및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supportive
treatment)를 시작해야 한다. 탈수의 임상 증후에 대해 환자를 관찰해야 하고, 혈당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7.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이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투명하면서 무색 또는 거의 무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이 약은 냉장(2°C - 8°C)
보관하며, 냉동시키지 않는다. 냉동실로부터 먼 위치에 보관한다. 4) 개봉(처음 사용) 후에는, 30°C보다 낮은 온도나 냉장고(2°C - 8°C)에 보관하며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5) 동결된 적이 있는 경우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차광하기 위해 펜의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한다. 7) 이 약(펜)은 길이가
8 mm 이하이고 최소 굵기가 32G인 1회용의 노보파인 주사침과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8) 주사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9) 환자는 매 주사 후
주사침을 폐기하고, 주사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이 약(펜)을 보관하도록 지도 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이는 오염, 감염, 약물의 누출을 예방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양의 약물이 투여될 수 있다. 10)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이나 폐기물들은 국내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배합금기: 이 약에
추가되는 성분들이 리라글루티드의 분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배합적합성 연구가 없는 경우, 이 약은 다른 의약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References: 1. Saxenda®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Bagsværd, Denmark: Novo Nordisk A/S; Mar-2015.
2. Pi-Sunyer X, Astrup A, Fujioka K, et al. Liraglutide in weight management: a 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axenda ®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Novo Nordisk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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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및 그 함량] 이 약 1mL 중 리라글루티드(별규) 6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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