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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of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2010

     TIME                                Grand Ballroom(104호, 105호) 09:30 - 17:30

              좌장 : 한우하(에스라인 클리닉)

09:30 - 10:00 피부에 대한 이해
-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피부과
- 피부의 기초과학 : 피부의 기능, 구조, 피부장벽의 특성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피부 질환
   (피부 징후, 피부질환의 감별과 처방에 대한 명쾌한 강의)
                                                                                                                   김범준(중앙대학교 피부과 교수)

10:00 - 10:30 메디컬 스킨케어 : 기초에서 세팅까지(화장품 이야기)

- 궁금하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했던 화장품 상식들
- 화장품의 성분, 원리, 자외선 차단제의 선택, 파마슈티컬, 코스메슈티컬이란? 피부 타입 별 맞춤 관리
- 여드름피부, 기미. 과색소피부, 예민피부, 아토피피부, 노화피부 관리 방법메디컬 스킨케어 세팅하기
-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클리닉 세팅의 실체
                                                                                                           이연희(혜천대학교 피부미용학과 교수)                                                                                                       

10:30 - 11:00 케미컬 필링

11:00 - 11:30 Coffee Break 

                            좌장 : 이재효(피그마리온 클리닉 청담정)

11:30 - 12:00 Laser 쉽게 다루기 레이저란 무엇인가?

12:30 - 14:00 Lunch Time

-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메디컬 스킨케어 케미컬필링 안전하게 시작하기
- 필링의 종류, 시술 전 주의해야 할 피부, 시술 후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필링 시술 노하우
- 여드름, 미백, 항노화, 레이저 시술과 병합치료 등 시술 노하우를 알아보자
                                                                                                                       이유식(봄마루 피부비뇨기과)                                                                                                       

- 레이저의 원리, 특징, IPL, RF와의 차이점 등 레이저에 대해 알고 시작하자! 
   에스테틱에 흔히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와 적용
- Co2, ND : YAG, Eb : YAG, diode laser, fractional laser 등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의 원리와 적응증 부작용 없이 
   효과를 증대시키는 레이저 치료 노하우
- 피부 타입 별 레이저 선택의 주의점, 부작용을 줄이는 레이저 치료방법, 레이저 후 처치,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법
       
                                                                                                                               허의종(나노의학 회장)

12:00 - 12:30 Acne : 여드름은 더 이상 청춘의 심볼이 아니다. 여드름이란 무엇인가?
- 여드름의 정의, 원인, 악화 인자, 감별질환 여드름 치료 A,B,C
- 연고, 약 처방, 여드름 관리, PDT, Peeling 등 여드름 증상 별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김혜은(피그마리온 클리닉 분당점)

14:00 - 14:30 색소 완전정복 : 주근깨, 잡티, 기미치료 완전정복
- 사진으로 풀어보는 색소질환의 진단, 치료 기미치료의 최신 동향
-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기미치료의  노하우
- 기미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노하우 
                                                                                                                 이재효(피그마리온 클리닉 청담점)

14:30- 15:00 탈모클리닉 세팅하기
탈모는 치료가 됩니까? 
탈모 원인, 치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등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탈모클리닉 세팅하기

- 탈모 클리닉 세팅시 필요한 장비와 설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상담 기법
- 자신있게 시작하는 탈모 클리닉 실전편
- 메조건, MTS, 프락셀, PRP, stem cell 치료 등 두피관리에 사용되는 여러 장비 및 시술 방법 
                                                                                                                 이준호(벨리시모 두피모발클리닉)

15:00 - 15:20 Coffee Break 

15:20- 15:50 모공, 흉터 없는 세상 만들기
- 모공, 흉터 치료의 왕도는 무엇인가?
- 최근 사용되고 있는 모공, 흉터 치료 장비와 다양한 시술에 대해 소개
- 다양한 형태의 흉터에 대한 맞춤 치료
- 레이저, 바스티유, 핀홀, 카복시, 도트필, 성장인자 등 차별화된 치료로 효과를 높인다
                                                                                                                                  기문상(엔비 클리닉)                                                                                                             

                                             좌장 : 안재석(끌리닉 에스)

                                     좌장 : 이금정(사랑받는 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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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of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2010

     TIME                                  Grand Ballroom(103호) 09:30 - 17:30

                       좌장 : 오동재(미소의원)

09:30 - 10:00 비만 환자의 초기 평가

- 필요한 Lab, 체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 올바른 허리둘레 측정방법 등
                                                                                                                                 이선영(BES 클리닉)

10:00 - 10:30 비만 클리닉에 오는 환자 유형과 환자들이 병원에 바라는 점

- 환자 설문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오동재(미소의원)

10:30 - 11:00 치료가 힘든 사례

- 야간 근로자, 음주자,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
                                                                                                              강재헌(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11:00 - 11:30 Coffee Break 

                   좌장 : 이선영(BES 클리닉)

11:30 - 11:50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 처방

11:50 - 12:30 <패널토의>비만 환자 처음 진료 시 사용하는 약물처방
- 각자 신규환자 왔을 때 상담하는 내용과 처방 공개(발표 10분씩, 질의 및 토론 10분)

                                                                    남승우(한빛 클리닉), 황유나(서울신경외과), 이선영(BES 클리닉)

12:30 - 14:00 Lunch Time

                 좌장 : 윤장봉(나우비 클리닉)

14:00 - 14:30 비만 치료에 쓰이는 식품 및 비타민 총정리

- 과학적 연구 결과 총정리
                                                                                                  이무열(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14:30 - 15:10

- 각자의 사례(발표10분씩, 질의 및 토론 10분)
                                                               박용우(리셋 클리닉), 양동훈(한사랑가정의학과 의원), 윤장봉(나우비 클리닉)

15:10 - 15:30 Coffee Break 

                 좌장 : 김선형(지세븐 클리닉)

15:30 - 16:00 비만클리닉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이장애

16:00 - 16:30 만성질환자 약물처방 시 주의할 점

16:30 - 16:50 Coffee Break 

16:50 - 17:30 <패널토의>장기간 유지하는 환자들 위한 약물 처방 비법
- 각 패널 들 자신의 사례 및 유지요법용(처방 공개 10분씩,질의 및 토론 10분)

                                                                           정제연(메디월드 의원), 김선형(지세븐 클리닉), 문지현(미소의원)

- 특히 내장 비만 및 근육량이 적은 환자를 중심으로
                                                                                                                                황유나(서울신경외과)

<패널토의>장기간 교감신경흥분제 복용 후 다른 약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는 환자 사례

- 폭식증, 거식증 등의 식이 장애 소개 및 대처 방법
                                                                                                                                 허시영(나눔 클리닉)

- 고혈압, 당뇨, 과거 중풍 및 심장질환자
                                                                                                                                박철영(강북삼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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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of Korean Academy of Aesthetic Medicine 2010

     TIME                               Grand Ballroom(104호, 105호) 09:30 - 17:30

                                          좌장 : 이금정(사랑받는 여성의원)

15:50 - 16:20 비급여 의료시장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에스테틱 클리닉

- 급여 시장의 변천과 현재 의료 시장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 봅니다
- 불황 없는 병원의 마케팅 비법
- 원내, 원외 마케팅 노하우,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 
                                                                                                                           이창호(리얼메디 대표이사)

16:40 - 17:30 보톡스, 필러, PRP

- 보톡스와 필러와 PRP를 이용한 Facial Rrejuvenation 
- 나이의 흔적을 지우는 보톡스, 필러, Prp 사용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황승국(위쉬 성형외과) 

16:20 - 16:40 Coffee Bre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