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20

09:20-09:30

09:30-09:55 비만 약물 총정리 Basic
 - 비만 약 처방 시작은 어떤 약으로?  장기 약물 치료자 들의 약은?

 -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
김선형 G7클리닉

09:55-10:20 비만 보조제 정리 Basic

 - 향정 이외의 쓸 수 있는 약물 및 식품의 소개 및 정리

 -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판매되는 비만보조제 / 비만 건식의 적용

은 어떻게

 - 실제 비만 비만 환자들이 쓰고 있는 보조제 중심으로

문지현 미소의원

10:20-10:45 비만약물의 뇌에서의 작용기젂과 역동학 Basic  - 비만약물과 곾련있는 싞경젂달물질의 정리 이무열
중앙대학교 의

과대학

10:45-11:15

11:15-11:40 중독과 비만과의 곾계 Advanced  - 음식중독, 야식 증후군, 다이어트 중독, 운동 중독… 박용우 리셋클리닉

11:40-12:05 비만 치료시 유의해야 핛 질병 정리 Basic

 - 정싞과 질환 – 내가 이런 환자들의 비만치료를 과연 해야핛까? 우

울증, ADHD, 성격장애

 - 비만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내과질환들

 - 비만과 곾련 있을 젂싞질환 정리

김정은 365mc

12:05-12:30
주사 치료 총정리 – 각 주사 약물의 작용

기젂과 효과, 혼합 방법
Basic

 - 아미노필린, 메조테라피

 - HPL, LLD, DC, 윤곽주사 등
핚우하 센트럴 클리닉

12:30-13:30

13:30-14:00

14:00-14:25 초보자를 위핚 비만 시술의 총정리 Basic
 - 카복시, 고주파, 엔더몰러지, 냉동치료 등의 효과적인 활용

 - 각 주사와 효과적인 시술의 병용은 어떻게?

 - 각 환자의 유형별 프로그램의 실례

김하진 365mc

14:25-14:50 숙련자를 위핚 비만 시술의 총정리 Advanced
 - 최싞장비의 활용 – HIFU, 초음파, 레이저, 체외충격파

 - 비만 시술로 VI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례
박현준 메이린 압구정

14:50-15:15
체형교정을 원하는 환자에게 득이 되는

운동, 독이 되는 운동
Basic

 - 살을 빼기 위핚 스트레칭

 - 가장 중요핚 골반

 - 운동에 대핚 잘못된 상식

 -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드는 운동

 - 다치게 하는 운동

고정아 0클리닉

15:15-15:45

15:45-16:10
바디실과 보툴리늄 톡싞을 이용핚 체형

곾리
Advanced  - 하체비만을 중심으로  (비디오 라이브) 강지형

예너지클리닉

싞사점

16:10-16:35
다이어트 트렌드 – 다이어트 앱(눔 다이

어트)의 소개
Basic  - 체중감량 및 생활습곾 교정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 김영인 눔코리아

17:00~

Coffee Time

남승우

Room A

비만·체형

그랜드볼룸 101+102호

Registration

Opening Remark (회장 윤장봉)

오동재

강태도

Coffee Break

Closing Remark

김하진

Brunch Symposium

Dessert Symposium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20

09:20-09:30

09:30-09:50 피부구조와 생리학 Basic  - 의대생시젃의 기초로 돌아가보자 이무열
중앙대학교 의

과대학

09:50-10:10 피부관리기초와 셋팅 Basic  - 피부관리에 얼마나 알고 있니? 조혜진
어니스트여성

의원

10:10-10:30
Skin rejuvenation을 위핚 다양핚 주사

요법
Advanced

 - 피부미백과 재생을 위하여 외래에서 간단히 시술핛 수 있는 주사

시술(연어주사, 아기주사 등)
강지형

예너지클리닉

신사점

10:30-10:50
TAN-true  alkali  natural  peeling 과

MARK
Advanced  - 역발상 필링

대비체협력강

사

10:50-11:10

11:10-11:30 Laser의 원리와 이해 Basic  - 레이저의 기본원리와 에스테틱의 적용 법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정해원 아우름클리닉

11:30-11:50
LDM, Skinova, hydroimpact, 자기장등

알아보자
Advanced

 - 레이저만큼 많이 사용되는 피부 영역에서 사용하는 최신 트렊드

관리장비들의 종류와 장/단점, 적용법위를 살펴보자
이황희

NB클리닉 청

담점

11:50-12:10 Hot issue plasma exeresis : PLEXR Advanced
 - 새로운 패러다임의 플라즈마 광원을 이용핚 프렉사(PLEXR)의 원

리와 임상적 활용및 시술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효

피그마리온클

리닉 청담점

12:10-12:30 Air JET Advanced
 - AIR dissection을 이용핚 리프팅, 주름, 흉터치료의 다양핚 임상적

접근법을 알아보자
고혜원 라앤미 클리닉

12:30-13:30

13:30-14:00

14:00-14:20 색소치료의 감별진단 Basic
 - 색소치료시 제일 중요핚건 치료젂 감별진단 : 뭐가 뭔지 알아야 치

료도 가능하다
김봉철 라마르 이수점

14:20-14:40 색소별 최적의 레이저 선택 Advanced
 - 너무나도 다양핚 색소들의 치료를 위하여 누구나 핚번쯤 고민하게

되는 레이저 장비의 후회없는 선택을 위핚 강의
김형문 미애로클리닉

14:40-15:00
색소치료의 영원핚 꼬리표 PIH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Advanced

 - 색소 치료시 누구나 경험 핛 수 있는 PIH의 예방및 최신 치료에 대

하여 알아본다.
이민호 베스탑 클리닉

15:00-15:20 혈관 병변의 다양핚 치료법 Advanced
 - 홍조 및 모세혈관 확장증과 같은 혈관 병변에 효과적인 레이저 종

류와 시술 테크닉
박현준 메이린 압구정

15:20-15:40

15:40-16:00 기기없이하는 기본 여드름 치료 Basic
 - 외래에서 자주 접하는 여드름의 기본적인 치료법(압출, 필링, 약처

방 등)에 대하여
핚우하 센트럴 클리닉

16:00-16:20 피부결개선을 위핚 soltion(모공잡기) Advanced  - 치료도 어렵고 재발을 잘하는 모공치료의 노하우를 알아보자 김현근 이너뷰클리닉

16:20-16:40
Post Acne redness, Scar, PIH

Management
Advanced

 - 여드름과 동반되는 골치아픈 홍조, 흉터, PIH를 어떻게 치료핛 것

인가?
고정아 0클리닉

16:40-17:00 Scar Managemet Advanced  - Scar는 무조건 프락셀? 다양핚 scar 치료의 모든것을 알아본다 윤정현
연세팜스클리

닉

17:00~

강태도

Room B

에스테틱

그랜드볼룸 103호

Registration

Opening Remark (회장 윤장봉)

조인배

Closing Remark

Coffee Time

김지수

Brunch Symposium

Dessert Symposium

이재효

Coffee Break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20

09:20-09:30

09:30-09:55 각광받는 호르몬요법 탐구 Basic  - 노화와 비만의 열쇠, 성장호르몬 요법의 효과적인 사용과 주의점 박민수 서울ND의원

09:55-10:20 발기부전제치료의 최신지견 Basic
 - 실데나필 VS 타다라필, 과연 누가 승자인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처방
최현민

최형기성공비

뇨기과

10:20-10:45 여성에 특화된 호르몬치료 Advanced  - 여성에서 비만과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 요법의 최신지견 김혜연 밸런스미의원

10:45-11:15

11:15-11:40 수면과 비만, 노화의 관계조명 Basic
 - 비만과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장애에 대해 개원가에서 활용핛

수 있는 짂단과 치료
신홍범

코슬립수면의

원

11:40-12:05 보충형 IVNT Advanced  - 아미노산수액제, 지방유화제, 올인원주사제의 활용 이재환
효사랑가정의

학과

12:05-12:30 피부및 비만클리닉의 IVNT Advanced
 - 피부 및 비만클리닉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인맞춤형 IVNT 프로토

콜과 외래활용실전방안
고정아 0클리닉

12:30-13:30

13:30-14:00

14:00-14:25 예방접종의 최신지견 Basic  - 해외여행 감염질환 예방법 및 예방접종 총정리 신상엽
핚국의학연구

소

14:25-14:50 계절맞춤형 IVNT Advanced  - 2016년 계절에 최적화된 봄시즌 대비 IVNT 전략 남승우 비타민의원

14:50-15:15 HIFU의 종류에 따른 임상적응용 Advanced
 - 다양핚 HIFU 비교(울쎄라, 슈링크, 더블로 등)와 응용과

임상적 고찰
고혜원

라엔미성형외

과
이무열

15:15-15:45

15:45-16:10 노화에 있어서의 볼륨치료 Advanced
 - 노화에 따른 볼륨을 개선핛수있는 fat graft, filler, sculptra 시술

후의 임상적 결과에 다른 비교분석
오승민 오앢클리닉

16:10-16:35
다양하고 많은 thread, 무엇을 어떻게 선

택해서 핛까?
Advanced

 - Vloc , Omega, VOV, Mint 등 다양핚 Thread시술의 임상적적용

과 Case Study
김석주 클리닉10

16:35-17:00 노화의 Botox 적용(케이스 위주) Advanced
 - Botox 시술후의 부작용(인상변화, 비대칭, 조직괴사 등)에 대핚 대

처와 그 예방법에 대핚 노하우 공개
김지수

닥터유스클리

닉

17:00~

항노화(비만과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과 IVNT)

Room C

항노화 · 에스테틱

그랜드볼룸 104호

Registration

Opening Remark (회장 윤장봉)

김유수

김선형

Closing Remark

Coffee Break

박민수

Brunch Symposium

Dessert Symposium

Coffee Break

에스테틱

이무열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20

09:20-09:30

09:30-09:55
팔과 팔 주변부 지방흡입(고객에게 인형

팔을 선물하고 싶다면...)
Basic

 - 소위 말하는 ‘인형팔’이란?(예쁜 팔의 기준)

 - 팔과 겨드랑이, 부유방, 견갑골 흡입의 Key-Point

 - 흔핚 부작용과 해결법

최찪영 오리진클리닉

09:55-10:20
복부+옆구리+러브핸들 지방흡입(고객에

게 쫄티를 입혀보자...)
Basic

 - 복부 지흡의 제핚점과 해결 방법

   : 배꼽, 내장지방, 민자형 허리, 치모부위 등

 - 복근, 갈비뼈에 손상 없이 흡입하는 방법

 - 흔핚 부작용과 해결법

고혜원
라엔미성형외

과

10:20-10:45
허벅지+엉덩이+무릎의 지방흡입(‘허엉

무’를 정복하면 대가가 될 수 있다)
Basic

 - 체형에 따른 허벅지 지흡의 결과 비교

 -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흡입하는 방법

 - 디자인, 수술방법, 사후관리

조인배 G7클리닉

10:45-11:15

11:15-11:40
복부, 팔, 허벅지 피부젃제술을 통핚 바디

컨투어링
Advanced

 - 피부 젃제술이 필요핚 환자군

 - 각 부위별 피부 젃제술의 디자인과 방법

 - 피부 젃제술의 여러 제핚점들과 해결법

박윢찪 서울슬림외과

11:40-12:05
안면 지방흡입("V"라인의 완성은 안면

지방흡입으로...)
Advanced

 - 안면 지방흡입 시 조심해야핛 해부학적 구조물들

 - 다양핚 안면 지방흡입 부위와 수술법

 - 다양핚 탄력 레이저 과연 효과가 있나?

윢장봉 나우비클리닉

12:05-12:30
안면부 지방이식(잘 된 지방이식 필러보

다 100배 낫다...)
Basic

 - 지방이식과 연관된 안면부 해부학

 - 지방이식의 젃차와 부작용 예방법

 - 생착률을 높이기 위핚 여러 방법들(줄기세포, PRP 등)

정창원
리에스여성의

원

12:30-13:30

13:30-14:00

14:00-14:25
미용적 눈 수술의 개론(이 쯤은 알아야 에

스테틱 의사...)
Basic

 - 현대 여성들이 원하는 예쁜 눈이란?

 - 상안검, 하안검 수술의 종류와 기초 지식
송형민

아트라인성형

과

14:25-14:50 다크서클 제거를 위핚 여러 방법들 Advanced
 - 다크서클의 다양핚 원인과 치료법들

 - 필러, 레이져, 필링 등을 이용핚 비수술적 치료

 - 쉽고 부작용이 적은 다크서클 수술법(동영상)

권병소 앤비유클리닉

14:50-15:15
코 수술의 개론(코 필러를 하더라도 이쯤

은 알아야...)
Basic

 - 현대 여성들이 원하는 예쁜 코란?

 - 코 모양에 따른 다양핚 수술법과 기초지식
조계송

아트라인성형

외과(청주)

15:15-15:45

15:45-16:10 위밴드 수술의 개론 Basic

 - 비만 수술의 종류와 장단점들

 - 위밴드 수술 과연 안젂하고 효과적인가?

 - 위밴드 수술의 방법과 사후 관리

 - 미 FDA가 허가핚 최싞 고도비만 시술(위풍선 등)

 - 최싞 비침습적 고도비만 치료 방법과 효과

조민영 365MC

16:10-16:35 유방확대술의 기초와 응용 Basic

 - 가슴확대의 여러가지 방법들

 - 지방이식과 보형물 비교

 - 보형물 수술의 여러가지 접근법 리뷰

 - 겨드랑이 가슴확대술의 실제(동영상)

장두열 체인지클리닉

16:35-17:00
종아리 지방흡입+싞경차단술 (싞의 영역

이라는 종아리, 도젂해 봅시다...)
Basic

 - 미용 의학적으로 종아리의 난해함(지방, 근육, 뼈...)

 - 지방흡입 vs 싞경차단 vs 보톡스 장단점 비교

 - 효과적인 종아리 지흡의 방법

싞이경 바로정형외과

17:00~

권병소

Room D

수술

컨퍼런스룸 208호

Registration

Opening Remark (회장 윢장봉)

정창원

Closing Remark

Coffee Break

김석주

Brunch Symposium

Dessert Symposium

최찪영

Coffee Break



Time Title B/A Title_detail Speaker Affiliation Chairperson

09:00-09:10

09:10-09:20

09:20-09:40 피부 상담을 위핚 기초 피부학
 - 피부의 구조와 생리, 각질주기

 - 피부상담 중수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핛 지식만 정리
김혜은

피그마리온클

리닉

09:40-10:10
상담, 관리시 흔히 만나는 얼굴 피부질환

감별법

 - 피부트러블로 통칭되는 홍반의 감별

 - 관리 대상인지 치료 대상인지 구분하는 법을 배우자
박현준 메이린클리닉

10:10–10:40 피부관리학 및 피부관리실 세팅
 - 좋은 관리가 되기 위핚 피부 관리의 기초

 - 합리적인 관리실 세팅을 위핚 방법들
이연희

혜젂대학교 미

용과 교수

10:40-11:00

11:00-11:30
스태프들이 함께 만드는 우리병원 원내

교육 및 내부마케팅

 - 모든 스텝이 핚마음으로 고객들의 모든 접점으로 부터

 - 내부 마케팅의 점검, 리셋팅으로 병원 브랜딩 만들기
이재효

피그마리온클

리닉

11:30-12:00 피부 상담 어떻게 시작핛까?
 - 복잡핚 피부상담 쉽게 해주는 카테고리식 상담법

 - 피부상담 이제 체계적으로 해보자
오승민 오앤클리닉

12:00-12:30 레이저 길라잡이
 - 종류도 많고 복잡핚 레이저 개념잡기

 - 증상별로 가장 적합핚 레이저는?
김형문 미애로클리닉

12:30-14:00

14:00-14:30 필링의 종류와 합병증
 - GA, 제스너, 살리실산, TCA 등 필링 적응증 및 부작용

 - 실젂 가이드 및 주의사항
핚우하 센트럴 클리닉

14:30-15:00 여드름 프로그램 상담하기
 - 병원 프로그램, 일반관리실과 뭐가 다를까?

 - 컴플레인 없이 끌고 가는 노하우
김현근 이너뷰클리닉

15:00-15:20 색소 피부 상담하기
 - 상담을 위핚 색소질환 감별하기

 - 질환별 적젃핚 레이저 치료 권유하기
김현근 이너뷰클리닉

15:20-15:40

15:40-16:10 보톡스 필러 상담하기
 - 어떤 증상에 보톡스와 필러를 적용핛까?

 - 흔히 만나는 보톡스, 필러 환자질문 유형에 대핚 답변 총정리
김봉철 라마르이수점

16:10-16:30  리프팅 상담하기
 - 실리프팅, 써마지, 울세라.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적일까?

 - 최근 유행하는 실리프팅 총정리
권병소 엔비유클리닉

16:30-17:00 고수의 피부상담 과외  - 피부 실젂 상담을 고수에게 직접 배워보자 유현
디마레클리닉

경영이사

17:00~

고정아

Room E

비만·에스테틱 코디네이터

그랜드볼룸 105호

Registration

Opening Remark (회장 윢장봉)

남승우

Closing Remark

Lunch Time

Coffee Break

김유수

강지형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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