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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진행 및 사회 : KSGPS 총무이사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대한여성회음성형연구회 회장 한만식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불어오는 선선
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료환경이 만만치 않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모든 회원분들이 슬기롭게 난
관을 극복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도 학술대
회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도록 더
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오전 세션에는 성의학의 대가이신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명예교수이신 김원회 교수님께
서 G-spot 등과 관련된 강의로 요즘 유튜브등에서 흔히 잘못 전
달되고 있는 성지식에 대한 오류 등을 명쾌히 바로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본 연구회 초대회장이시며 중국 회음성형분야로의 진출에 선
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원 철 원장님의 품격있는 강의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작년에 호평을 받았던 동영상 강의를 다시 준비
했는데 특히 개원가에서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지방흡입술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오후 첫 세션에서는 외부 연자분들을 초빙하여 회원분들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하실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르가즘장
애를 연령별로 상담하고 해결을 위한 조언과 비수술적인 회음성
형분야에서 효용성이 뛰어난 M-sling, 비비브 장비등에 대해 같
이 고찰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신 트렌드 강의로
폐경여성에서 유용한 새로운 필러 소개와 향후 여성 비아그라의
출시와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요즘 유튜브와 SNS상의 성지
식의 범람속에 산부인과의사로서 올바른 대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08:30~09:30

등록확인 및 접수

09:30~09:40

인사말

Session Ⅰ

Special Lecture (Maestro’s teaching)

09:40~10:05

G-spot & Female Ejaculation

10:05~10:30

부인회음성형의 최신지견

10:30~10:45

Q & A Discussion

10:45~11:00

coffee break

부산대학교명예교수 김원회
벨라쥬여성의원 원 철   

Session Ⅱ

Video Session

11:00~11:15

지방흡입술Ⅰ(수술전 상담, 평가, 디자인)

11:15~11:30

지방흡입술Ⅱ(수술후 관리)

11:30~11:45

음핵성형술 (Simple LCP)

소피마르소여성의원 한만식

11:45~12:00

요실금수술 (Standard TOT)

소피마르소여성의원 이민석

12:00~12:15

Q & A Discussion

12:15~12:35

의료인에게 적합한 재테크 전략

병원명 및 주소
병원 전화

12:35~13:35

Lunch

좌장 : 나리병원 이종찬
D.A.성형외과의원 이창환

의사면허번호

큐라인여성의원 서창식

E-mail

■문의하실곳
신한금융

오후 진행 및 사회 : KSGPS 홍보이사 김영신

Session Ⅲ

Invited Session

13:35~14:00

M-sling : 다년간의 경험과 술기 노하우

이기철여성의원 이기철
와이퀸산부인과 김지연

14:00~14:25

오르가즘장애 : 연령별 상담기법과 해결을 위한 조언      	

14:25~14:50

비비브(Viveve) : 다른 레이저기기와의 차이점과 효용성    	

14:50~15:05

Q & A Discussion

15:05~15:20

coffee break

Session Ⅳ

New Trends & Hot Issues                 	
Female Viagra : Addyi & Vyleesi                 	

15:20~15:45

감사합니다.

15:45~16:10

폐경여성에서 특히 유용한 new Filler : PLA+ HA    	

16:10~16:35

유튜브와 SNS상의 성지식 : 이대로 좋은가?         	

16:35~16:50

Q & A Discussion

16:50~17:20

Close, 기념 촬영, 정기 총회

2019년 10월

한 만 식 배상

좌장 : 큐라인여성의원 김재훈

성    명

휴대폰 번호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같이 토의하고 고민하며 조언해 주시는 보
람된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열려있고 소통하는 대
한여성회음성형연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여성회음성형연구회 회장

대한여성회음성형연구회 회장 한만식

좌장: 벨라쥬여성의원 원 철

전화

053)756 - 3006, 4006

H.P

 10 - 3521- 9230 (한만식)
0
010 - 4038 - 9261 (신미영)

E-mail

tennyhan @ hanmail.net (한만식)
shinshine @ daum.net (신미영)   

나무산부인과 이현의

좌장 : 소피마르소여성의원 이민석
미라클의원 기다린
삼성수여성의원 신미영
메디플렉스세종병원 심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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