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Essay





여러분의 ‘보아’가 고고(呱呱)의 성(聲)을 울립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 정 현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회원 그리고 협력업체 여러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회원 여러분과 협력업체분들의 성원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

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백범기념관에서 창립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치루면서 

학회 내부적으로 간행물에 대한 뜻은 계속 갖고 있었으나,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이사들과 

사무국의 모든 에너지가 학술대회에 집중되어 있어서 간행물을 만든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

니다. 하지만 지금 창립 5년째가 되는 2017년 추계 학술대회를 마치고 ‘보아(보다 아름답게)’라

는 간행물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에서 발간하게 되어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레이저, 필러, 톡신, 실, 수술, 비만, 탈모, 화장품 등 미용과 관련된 

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보다 아

름답게 사람을 가꿀 수 있을까’를 근본 명제로 생각하면서, 많은 미용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안전하고 더 예쁘게 변화시키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지 형태로 발간하게 된 것이 ‘보아’입니다. 

보아는 학술지 성격보다는 정보지 성격이 강하지만, 미용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에 학술 관련 논문 리뷰 파트도 적절히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구성을 살

펴보시면, 첫 번째, 대미레 회원들의 동향을 살피는 의미로 정회원 병원 탐방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 정회원 분들께 문자 발송을 통해 병원 탐방 인터뷰를 원하시는 병원 원장님의 요청을 선착

순으로 받고 직접 기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원장님 병원의 특성과 콘셉트 등을 인터뷰와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입니다. 두 번째, 원장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우수 논문을 선택하여 

리뷰해 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평소 논문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 중 바쁘셔서 논문을 보기 힘

드신 원장님들에게는 도움이 될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계 학술대회에서 각 미용 분

야별 강의 내용 중 우수 연제로 선정된 내용을 요약본으로 실었습니다. 네 번째, 핫 아이템에 대

해 알아보는 코너가 있으며, 이번에는 피코 레이저에 대해 실었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학술적

인 내용만 있으면 건조해 질 것으로 생각되어 역사, 재즈 음악, 드론에 대한 짤막한 상식 형태의 

콘텐츠를 함께 구성하였고, 여섯 번째, 우리 의사들에게 필요한 세무와 법률 자문 코너가 마련

되었습니다. 

이번 첫 간행물을 통해 원장님께서 유익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공유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

다. 그리고 보다 발전하고 건실해지는 ‘보아’가 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

합니다. 원장님들의 의견과 관심을 대미레 홈페이지나 앱 또는 개별 문자를 통해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회원 그리고 협력업체들과 함께 숨 쉬고 발전하기 원하는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에서 

만든 ‘보아’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의료계의 다양한 소식,
                    심도 있게 다뤄주길…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 권 혜 석 회장

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용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며 미용시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새로운 최신지견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미용레이저학회의 소식지 

‘보아’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미용시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하는 의사들의 욕구도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지식과 높아진 지식에 대한 욕구는 다양한 학술대

회를 통해 습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의료시장의 발전과 의사들의 지식습득

의 발전의 한가운데 대한 미용레이저학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열정 넘치는 학술이사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지켜보면서 감명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

다. 이러한 열정들이 첫 창간호로 열매 맺게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지기를 바

랍니다.

대한 미용레이저학회의 소식지가 대한민국 의료시장의 새로운 이슈와 정보. 새로운 소식

을 의사들의 눈높이에서 심도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학회에 모범이 되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필러학회 유 재 욱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필러학회회장 유재욱입니다.

먼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2017년의 가을에 즈음하여 미용 성형의 선두주자인 대한미용

성형레이저의학회의 정기 간행지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더구나 미천한 제가 창간호 지면

을 통하여 축하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러우며 무한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요즘의 시장은 단적으로 광고의 홍수와 무한 경쟁 시대에 덤핑과 과장된 포장이 난립하는 

시장상황이라고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미용 성형의 기준에 목말라 하는 이

때에 옆에서 제가 보아온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대중의 요구에 적합한 연구 발표

를 통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미용학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학술활동에만 매

진하는 모습이 아닌 자선행사나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기여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학회

의 모습은 타 학회들의 모범과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위해 스스로 변신하는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를 바라

보면서 부푼 마음과 설레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나날이 발전하고 변신하며 좋은 모습으로 타 학회의 모범이 되어가는 대한미용

성형레이저학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정기 간행 학회지의 출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미용의학의 교두보

                   푸르메재단 백 경 학 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백경학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미용성형 분야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에 앞장서는 대한미용성형레

이저의학회의 첫 번째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미용성형 분야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

아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지난 2월 방문했던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양

질의 미용성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음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

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도 미용성형 분야의 발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대미레의 행보에 더욱 큰 응원의 박수 드립니다.

대미레는 푸르메재단의 취지에 공감하며 나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

선행사를 통해 소중한 기부금을 마련하여 푸르메재단에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미레 윤정현 회장님과 사무국,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보내주신 마음이라 여기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미용성형 관련 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 발간되는 이 소식지가, 우리나라의 미

용성형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

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어린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회원을 위해 힘든 길 택한 대미레에 박수를…

                 대한비만체형학회 한 우 하 회장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의 정기 간행잡지 ‘보아’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회원들이 무심히 스쳐볼 때는 학술대회의 아젠다들이 다 비슷해보일지 모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해마다 그 학술대회의 주제를 위해서 학회 임원진들은 회원들

에게 좀 더 최신지견을 소개하기 위해, 좀 더 쉽고 간편한 지식과 술기를 전달하기 위해, 

본인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으며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만과 에스테틱 분야에서의 대미레의 공헌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내딛는 

회원들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고, 타 학회에는 선의의 경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술대회를 끝내고 좀 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회원들의 소통과 지식을 위하여 간

행지 발간이라는 힘든 일을 택한 임원진들의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보아’는 의료인들의 자부심 되어줄 것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 홍 선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입니다.

한국의 미용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5년의 역사 뒤에 이제 새로운 소식지 ‘보아’의 탄생을 통해 새 역사를 써 내려가시

게 됨을 듣고 미흡하나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수많은 의료인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가히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용의학자들 역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국민의 행복한 삶

을 추구하는데 있어 누구보다도 앞장서 온 분들입니다. 

‘보아’의 창간은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뿐만 아니라 모든 미용의학자들의 자부심이 되

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역시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정어린 찬사를 드립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

며, 더욱 더 의료인들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격려와 찬사를…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오  욱 회장

벌써 10여년이 훨씬 넘게 오래 전 일입니다. 주로 개원가 의사들이 모여 공부를 하는 모임

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시작된 모임이 나름 수줍게 학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

나의 단체를 이루었습니다. 그중에는 중도에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사라진 모임도 많습니

다만 몇몇은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 이제는 제법 반듯한 학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도 개원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 학회

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기까지 많은 의사들의 희생과 

노고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학회 이사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같은 의사들의 학회는 서로 건전한 

경쟁과 발전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상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미

용성형레이저학회는 가장 부지런하고 또 여러 분야에 걸쳐 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의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회 간행지의 창간도 어쩌면 또 하나의 바람직한 시도이고 이는 칭찬받아 마땅합니

다. 모쪼록 앞으로도 의사들을 위한 건전하고 발전적인 단체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와도 늘 발전적인 경쟁을 하

며 서로에게 건전한 자극을 주고받는 모범적인 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축하합니다. 학회 회원분 그리고 임원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대미레의 새로운 발걸음, 적극 응원할 것…

                   대한비만연구의사회 김 민 정 회장

VOA(Value of aesthetics)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회

장 김민정입니다.

2013년 학회 창립 이후, 괄목상대한 성장을 이룬 데에 회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임원님들

의 수많은 노고가 함께 했으리라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소통과 역지사지’의 학회인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의 VOA 학회지는 여러 의사들에

게 피부미용분야 학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고 보다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

라 믿습니다. 한 명의 의사로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의 새로운 

발걸음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VOA 학회지 창간에 축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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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미용의학,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료의 희망!
의료계는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지켜왔다. 또한 각종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늘 서울시의사회가 있었다. 의

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라 불리는 ‘文 케어’에 시행에 있어서도 서울시의사회는 잘못된 제도

를 바로잡는 모든 의사의 희망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에디터_김은식

INTERVIEW

명사 초대석



“미래는 치료의학만큼이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의학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미용의학으

로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국민 전

체의 행복이며, 미용의학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

는 의료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대한미용성형레이저

의학회 소식지 ‘보아’의 창간을 맞아 이같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그

리고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의

료를 대표하는 3개 단체 중 하나로 의료인들의 권

익은 물론 나아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서울시의사회를 이끌

고 있는 김숙희 회장이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에 던진 메시지는 바로 ‘희망’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미용의학이 태동하고, 수없이 험

난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누구나 그 수혜자가 될 

수 있기까지 언제나 서울시의사회는 미용의학자들

과 함께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최

대 위기’라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에 앞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의사회에 거는 기

대는 크다. 이에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의사

의 권익과 긍지는 물론 국민 건강의 첨병으로 건강

한 대한민국을 지켜가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을 만났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10월부터 첫 

소식지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격

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의 소식지 발행을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기관지인 

‘의사신문’과 월간 매거진 ‘서울의사’를 발행하고 있

는 만큼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지를 

통해 학회의 활동이나 최신 의료기술 제공 등 회원

들에게 알찬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식

지 제작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에 힘써주신 윤정현 회장님 이하 학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알찬 정보가 담긴 소식지가 지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식지의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의사회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반대하

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듣

고 싶다. 

병원비 부담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

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조6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

한 정책을 수행하려면 기존의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소진은 물론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급격한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40년 역사의 건강보험이 재정악화로 무너

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더구나 실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할 수 밖에 없고, 의사의 전

문성 훼손과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적정한 분배가 어려워집니다. 또

한 의료비 부담의 장벽이 무너지므로 상급병원 쏠

림 현상으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몰락할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저수가 저부담 상

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부러워한 최고의 의료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보장율을 OECD 수준으로 올리려면 저수가 문제의 

해결은 물론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합니

다. 서울시의사회는 기존 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수

가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필수의료에 

한해서 급여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방지 대책

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의사

들에게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해진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

습니다. 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저항해야 하고 해

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

고 있는지 알고 싶다.

서울시의사회는 TBS교통방송(FM 95.1Mhz)를 통해 

매일 저녁 6시 57분에 라디오 캠페인 광고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캠페인 광고를 통해 의학상

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을 통해 매주 일요일 

오후 외국인근로자 진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참의료인상 시상식을 개최해 소외된 이웃에게 의술

을 통해 희망을 안겨주는 회원과 단체를 매년 발굴

해 공적을 치하함으로써 국민에게 의사에 대한 긍정

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

어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기관과의 MOU를 맺

어 의료기관 폐문서 처리, 간호조무사 구인게시판을 

통한 간호조무사 채용 지원, 중고의료기기 구입·판

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공단이나 복지부 실사와 같은 문

제가 생길 경우 본회에서 실사에 대비한 지원 활동

과 종합민원실을 통한 회원 고충 해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의 진료권을 규제하

거나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의 시행을 막고, 입법과

정을 저지하기 위해 언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미용의학을 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자부

심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자면…

필수의료는 당연히 치료 의료의 근간이 됩니다. 그

러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질병의 예방은 물론 삶의 

질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이 의학의 커다란 한 부분

이 될 것 입니다. 미용의학으로 인해 개개인이 행복

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 전체의 행복이 됩니

다. 저도 시간만 되면 수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

녀 모두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을 도모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미용성형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고,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국부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사회에서 본 학회에 바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서울시의사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먼저 회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회는 귀 회원님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회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귀 학회 소속 회원분들 중 본

회 소속 회원님들이 계시면 회비납부를 할 수 있도

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회무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

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주신다면 앞

으로 운영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가 매년 주최하는 학술대

회는 물론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과 ‘유한의학

상’, 그리고 ‘한미참의료인상’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사회의 사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 알고 싶다.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와 함께 구축한 민·관·군 

감염병 공동 대응체인 ‘감염병 협력위원회’를 통해 

서울지역에 감염병 발생 시 원활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라디

오 캠페인 광고를 통한 올바른 의학지식 안내와 서

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운영을 통한 의료봉사 활동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사의 이미지 제고 활동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보험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의협·타 의료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본

회 회무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정책이나 법

안이 발의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

을 건의하여 국민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의 위상과 활동을 대내

외에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사회를 대표해서 의료계 및 의료 

종사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학회 회원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의료계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실시와 의약분업 사태이후 이

번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거대한 보건

의료정책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

가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저희 서

울특별시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

동하여 본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가 진료에 

오롯이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

다. 의료계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

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할 것

입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회원 여러분들

도 민원이나 회무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회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코레이저와 NIFLS
(Non-invasive Fractional Laser Spallation)

큐텍코리아 기술고문_박성균

1940년 ‘Molecular amplification’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Valentin Fabrikant의 박사 논문에 실린 후 콜롬비

아대학의 Charles Townes 교수, 메릴랜드대학의 Joseph Weber 교수 등의 연구를 거쳐 1954년 콜롬비아

대학의 Charles Townes, James Gordon에 의해 처음으로 암모니아 분자를 이용해 마이크로파를 방출시키

는 레이저의 전신인 MASER(Microwave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가 개발되었고, 

1957년 레이저의 구성으로 Fabry-Perot Cavity를 고안해낸 Gordon Gould가 그의 개발 노트에 LASER(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란 용어를 기록하고 이를 1957년 11월 13일 처음으로 공증 

받아 레이저란 용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관련 기술의 특허를 여러 개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Dennis Gabor교수(1971년), 스탠포드대학의 Arthur Leonard Schawlow 교수

(1981년), 하버드대 Nicolaas Bloembergen 교수(1981년) 등 여러 명이 레이저와 관련된 연구로 노벨물리학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여러 종류의 레이저는 많은 산업 및 연구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용으로 특

히 피부질환영역에는 1983년 하버드대 교수인 Dr. Rox Anderson과 John Parrish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 기

술된 ‘Selective Photothermolysis’1 이론에 근간을 두고 다양한 피부 치료용 레이저가 개발되어 편리하게 사

용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 중 이번에는 ‘Selective Photothermolysis’ 이론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피코레이저(10-12s)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코레이저가 문신제거용 목적으로 개발되

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문신제거용만으로 사용하기에는 피코레이저의 가격이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피코레이저가 병의원에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Q-switched pulsed lasers에 비해 효율성, 안전성이 높고 Downtime, Pain의 감소 등의 효과가 우

수하고 또한 피코레이저 초기 도입 당시에는 없었던 Fractional Handpiece를 보완하여 이를 이용한 Acne 

Scar, Skin Toning, Skin rejuvenation 등으로 치료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점차 피코레이저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신제거목적의 경우 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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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거되지 않는 색이 존재하므로 755nm 레이저의 경우는 532nm 파장을 보완하여 적색 계열의 색을 

없애고, 532nm 레이저의 경우는 694nm또는 785nm를 보완하여 녹색 계열의 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파

장을 늘리는 방법은 파장을 가변 하는 OPO 크리스탈이 들어있는 핸드피스를 추가하거나 아래 그림 1과 같

이 공진기 내에 OPO를 공진기 내에 위치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조직의 파쇄, 즉 LIB(Laser Induced Breakdown)는 LIOB(Laser Induced Optical 

Breakdown)와 LITB(Laser Induced Thermal Breakdown)로 나뉘며, LITB(레이저에 의한 열적 파쇄)는 레

이저 발진 파장에 따라 레이저 에너지가 Target Chromophores에 선택적으로 일정하게 흡수되고, 펄

스 폭과 펄스 당 에너지를 조절하여 조직의 열적 파쇄를 일으켜 시술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펄스레이저

가 이에 해당 됩니다.2 LIOB(레이저에 의한 광학적 파쇄)의 경우는 레이저 에너지가 파장에 따라 Target 

Chromophores에 선택적으로 일정하게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selective photothermolysis’로는 설명이 충분

하지 않고, 이것이 LITB와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LIOB는 레이저 에너지가 Target Chromophores에 의해 흡

수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파쇄가 일어날 수 있는 임계파워밀도(w/㎠) 값이 넘는 위치의 조직에서 플라즈

마가 만들어지고 파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3

      【표 1】

그림 1



또한 파워밀도는  공식으로 피크 파워를 구하고 이를 레이저 조사면적, 즉 사용하는 레

이저 빔 면적으로 피크 파워를 나눠주면 구할 수 있고, 공식에서 보듯 펄스 폭이 감소하면 피크 파워가 반

비례하여 커지며, 피크 파워가 커지면 파워밀도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데,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가 동일

하고 펄스 폭만 150, 450, 550, 750ps을 가진 피코레이저는 150ps의 피코레이저가 가장 높은 파워 밀도를 

갖게 되고, 조직을 핵 파쇄 시켜 박피하는 Plasma-induced Ablation용(Cold Ablation) 레이저에 가깝게 되

는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피코 레이저의 경우 cold ablation용이 아니기 때문에 펄스 폭이 짧아

지면 펄스에너지가 작아 피크 파워에 큰 차이가 없고 따라서 동일한 목적의 시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그

림 2 참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피코레이저의 LIOB(Laser Induced Optical Breakdown)는 조직을 핵 파쇄시켜 박피하

는 Plasma-induced Ablation용(Cold Ablation)과 표피의 손상 없이 피하조직에 Vacuoles(空胞)을 만들고 이 

부분이 차오르며 피부가 임상적으로 개선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피코레이저

의 최대파워밀도(Irradiance:w/㎠)가 피하조직에 LIOB(Laser Induced Optical Breakdown)를 만들 수 있는 

임계파워밀도에 미치지 못하여 피하조직에 LIOB(Vacuoles)를 만들 목적으로 Fractional Lens를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현재 Microlens Array type과 Diffraction Lens type의 두 가지 형태의 Fractional Lens가 

사용되고 있으며, Microlens Array type은 파장과 상관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Diffraction Lens 

type 경우는 렌즈의 특정한 파장에 따라 렌즈를 교환해야 하고, 일정한 사용시간이 지나면 교환해야 하는 

단점은 있으나 MLA 렌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장점도 있습니다. 큐테라사의 인라이튼의 경우는 그림 2와 

같은 Microlens Arra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2



피하조직의 Vacuoles를 만들 목적의 LIOB만을 특

정 짓는 용어가 없어 이에 적합한 용어를 만들기 

위해 큐텍코리아에서는 그동안 인라이튼 피코레이

저로 많은 임상적 연구를 하여 주시고, 조언을 주

신 광주 맑은피부과 신삼식 원장님, 서울강북삼성

병원 김원석 교수님 등의 자문을 받아 NIFLS(Non-

invasive Fractional Laser Spallation)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강북 삼성병원 김원석 

교수님 Biopsy 그림 3 참고).

또한 광주 맑은피부과 신삼식 원장님은 조금 더 진화된 방식의 피코레이저 사용법을 위해 높은 에너지

를 굴절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시키고 높은 에너지에 의한 환자의 pain을 감소, petechia의 최소화, 그리고 

down-time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자를 위한 시술을 위해 아래 그림 4와 같은 피코레이저용 patch를 개발하

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림 3

그림 4



아래 그림 5는 patch를 붙이고 인라이튼으로 시술 후 biopsy 사진입니다. 피하조직에 vacuoles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강북삼성병원 김원석 교수님).

앞으로 10년 피코레이저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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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이용한 비절개코융비술에서 발생된 
부작용 케이스 보고

청담미클리닉_김상섭

*본 기고문은 letters 형태로, 아직 충분히 연구되거

나 디스커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임상처치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증례

비흡수성 실을 코에 이미 삽입한 상태에서, PDO실 

삽입술을 추가로 받은 후 코에 염증이 발생한 케이스

경과

32세 된 남자 환자로 3년 전에 코에 코 끝융비를 목

적으로 본원에서 흡수성 #2 PDO 삽입술(제품명 미

스코. 그림 1 참조)을 받았다. 

그림 1.  미스코시술, 코그를 낸 #2 PDO실을 코끝을 

높인 채 삽입하면 비주가 그 상태로 고정

되어 코끝을 높일 수가 있다.

 

그 이후 6개월~1년 간격으로 두 차례 PDO 삽입술

을 받은 후 F/U가 안 되다가 6개월 전 쯤에 다시 본

원을 재방문하였다. 환자는 재방문 1년쯤에 타 병원

에서 코에 비흡수성실 삽입술을 받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시 낮아져, 본원에서 PDO로 다시 한 번 

Case Study



융비술을 받길 원하였다. 당시 환자의 코 상태는 비

주 부위가 단단하고 코끝에 유착이 와서 코를 당기

면 코끝이 퇴축이 되는 증상이 있었다(그림 2).

그림 2. 비흡성 실로 코끝 부위에 유착이 온 상태

하지만 코의 base부위는 flexible하여 융비 될 여지

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술하기로 결정하고 30mm 

#2 코그 PDO를 코끝 경유하여 삽입하였고, 유착된 

부위도 진피절제술+필러 충전으로 흉터 복원술을 

실시하고 시술을 마쳤다. 

시술 직 후 및 시술 3주 후 f/u 시에 큰 문제가 없어 

치료를 종료하였다. 그로부터 6주 후에 환자는 코 

끝, PDO실을 넣은 자리에 염증이 발생되어 다시 내

원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코끝 병변

환자는 2주 전부터 본원에서 PDO실을 삽입한 부위

에 erythemaous한 bullae가 발생되어 인근 피부과

에서 2주 정도 치료 받다가 호전이 없었다고 하였

다. 필자는 곧바로 환부를 절개하고 들어가 남아있

던 PDO실 제거하였다(그림 4).

그림 4. 염증부위를 통해 빼낸 PDO실 조각들

이미 삽입된 비흡수성 실 역시 제거하려 했으나, 환

자 본인이 제거를 원치 않았고, 제거하기 위해 코 

안쪽을 다시 절개해야 했고, 비흡수성 실을 삽입한

지 1년 이상 지난 상태라 capsule로 염증과 분리되

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염증의 호전을 지켜 본 

후 비흡수성 실의 제거를 다시 고려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항생제 복용 및 반복적인 드레싱으로 염증은 

1~3주 사이에 뚜렷이 회복되었다. 

더 이상의 pus나 염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2달

째 흉터 치료를 시도하였다. 코 끝 흉터 부위에 진피

절제술(그림 5)을 실시하였고 절제된 공간에 필러를 

채워 꺼진 흉터부위를 돋우었다.



그림 5.  진피절제술 흉터아래에 유착된 진피를 분

리하여 벌려준다.

그로부터 1주일 후, 환자는 흉터 복원 부위에 투명한 

색의 bullae 발생을 다시 호소하였다. 필자는 염증

이 재발했다고 판단, 그제야 비흡수성실을 모두 뺄 

것을 다시 권유하였다. 환자의 동의하에 endonasal 

approach로 7mm 절개하여 비흡수성 실을 제거하

였다(그림 6).

그림 6. 제거된 비흡수성 코그실

제거된 실은 육안으로는 코그를 낸 나일론 #2실로 

사료되었다. 실 제거 후 염증은 바로 호전되었다. 2

달 후에 진피절제술+필러 충전으로 흉터치료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염증증상도 재발되지 않았고 흉

터도 호전 중에 있다. 

제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실삽입술에서의 염증은 예외 

없이 실이 돌출된 상태에서 방치되었을 때 생긴다. 

본 케이스에서는 시술 후 3주 후 F/U에서 돌출의 

징후가 전혀 없었고, 환자 문진 상에서도 실의 돌출

의 징후 없이 바로 bullae가 생겼다고 하여 의아스

러웠다. 

실제로 돌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이 발생되었

다면, PDO 자체의 오염의 가능성과 함께 이미 삽입

된 비흡수성 실과 그 주변을 둘러싼 조직에 의한 영

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환자 발생 후, 돌출 증후가 확실히 없

었던, 비슷한 경우(이미 비흡수성실이 삽입된 상태

에서 추가로 PDO를 삽입한 경우)의 염증 환자를 볼

기회가 있어서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비흡수성실을 

삽입한 코에 PDO실의 추가 삽입은 신중할 것을 제

안하는 바이다. 또한 염증 발생 시 처치에 있어서도 

새롭게 삽입된 PDO 뿐만 아니라 이미 삽입된 비흡

수실 역시 모두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의료관광의 메카, 동대문 아이유의원 김종우 원장

한국의 미용의학, 세계에 알린다!

정리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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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용의학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

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의 미용의학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그 가운데 외국인

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패션과 문화를 비롯해 미용

의학의 메카로 꼽히는 동대문, 오늘 우리가 만날 주

인공 역시 이곳에서 한국 미용성형의 우수함을 국

내외로 알리고 있는 ‘아이유클리닉’이다. 특히 아이

유클리닉은 메디컬코리아 대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최우수 시술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 미용의학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안의 모든 것’, 

아이유클리닉에 있습니다!

“아이유클리닉은 의사(I)와 환자(You)가 하나가 된

다는 의미로 동안, 조화로운 밸런스, 그리고 튀지 

않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자 부단히 연구하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행복’과 ‘동안의 모든 것’을 모토로 

미용의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아이유클

리닉’의 김종우 대표원장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동안’이다. 

“예로부터 지혜와 연륜을 동일시하면서, 깊게 파

인 주름살이나 세월의 흔적을 훈장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젊고 활

기차다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한 경쟁력이 되었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

는 것이 동안입니다. 동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무기인 셈이죠.”

김 원장이 쁘띠 성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환

자에게 무리가 가는 수술이 아니라 부작용 없이 간

편하면서도 효과 뛰어나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면서

부터다. 하지만 김 원장은 자신만의 미용의학을 완

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고, 지금은 동

안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며 ‘의사를 가르치는 의

사’로 인정받게 되었다. 김 원장이 동대문에서 개원

을 한 이유도 동안을 추구하는 ‘아이유클리닉’의 미

용의학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국 미용의학의 자부심, ‘아이유클리닉’

얼마 전 한 권의 책이 서점가를 뜨겁게 달궜다. 그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 5인이 뷰티 멘토로 집필한 

책 ‘더 늙어 보이는 여자, 더 어려 보이는 여자’로 김

종우 원장도 함께 참여했다. 김 원장은 처음 집필 제

의를 받았을 때 동안 클리닉의 선두 주자로 인정받

았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동안 경험하고 쌓아온 

지식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부담

감도 적지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조금이나마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작은 창이 되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에서 어떤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접하며 아

직 우리 의사들이 대중에게 다가서고 소통하는 것

에 많이 소홀하다는 것을 느끼고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죠.” 

김 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 집

필에 참여했고, 결과는 성공이었다. 이처럼 김 원장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꾸준한 학

회 활동 강연이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김 원장은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로, 그리고 엘란쎄, 레스틸렌, 

MERZ 제오민 래디어스 키닥터는 물론 보툴렉스와 

나보타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 

‘관인엄기寬人嚴己’, 이 말은 원장의 지금까지 환자를 

보면서 마음속에 금과옥조로 여기는 글귀다. 청나라 4

대 황제인 강희제의 수신덕목 중 하나로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는 뜻이다. 의료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환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에 김 원장은 그 어떤 시술도 결코 소홀함이 없다. 

그것이 지금의 김 원장을 있게 했고, 한국 미용의학의 

자부심이다. 세계에 알리는 한국 미용의학의 중심에는 

동대문 ‘아이유클리닉’의 김종우 원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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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247의원 허재훈 원장

미용의학의 기본 원칙은 
‘안전’입니다!

정리_편집부

의사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안전을 보

장할 수 없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고 247의원 허재훈 원장은 단호하게 말한다. 

실제로 247의원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나 공식 블

로그에도 끊임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물론 안전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

만 허 원장이 이처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

은 외과 전공의를 수련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수

술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

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며,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

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는 247의원의 허재훈 

원장을 ‘보아’가 만났다.

환자를 위한 최고의 시스템으로 

안전 사각지대 ‘Zero’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247의원. 병원명이 독

특한데, 이 속에는 ‘일주일 내내(7일), 그리고 

하루 종일(24시간) 항상 환자를 생각한다’와 

‘everlasting beauty’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만

큼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허재훈 원장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허 원장이 미용의학

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공의 시절부터다. 



허 원장은 외과 전공의 수련 시절 복부나 갑상선 수

술을 지켜보며 지방층이 눈에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했다. 그리고 허 원장은 시술 위주의 미용의

학에서 가슴성형, 힙업성형, 지방이식 및 지방흡입 등 

체형 교정을 위한 다양한 수술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Total beauty’를 완성했다. 

“아무래도 수술이 많다보니 마취도 많이 하게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안전이

죠. 물론 지금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의

사는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은 이미 전공

의 시절 마스터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환자를 대

할 때면 처음 수술장에 들어서던 그 마음을 잊지 않

는다. 247의원은 심전도, 무정전 전원장치, 심장 제세

동기를 비롯해 회복실과 수술실 등 환자의 상태를 실

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하는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술 전 혈액검사 등 체계적인 진

단으로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크하고, 환자

의 상태 및 체질을 고려해 안전이 검증된 마취제를 사

용한다. 수술 후에는 피부과 연계 시스템과 회복팀, 그

리고 전담 의료팀이 환자의 상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이쯤 되니 247의원 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높은 산은 낮은 계단부터 밟아야…

“아름다움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

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도록 도

와주는 것이죠.”

‘미용의학은 재배치를 통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이라는 것이 허재훈 원장의 지론이다. 허 원장은 특별

한 미의 기준보다는 얼마나 자신에게서 스스로의 아

름다움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허 원장이 ‘안

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철학인 ‘과

유불급’이다.

“환자들은 대부분 과한 걸 원하죠. 팔과 배, 그리고 

허벅지 흡입, 그리고 가슴과 힙 이식을 한번에 하고 

싶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먹고 결심했을 때 끝

내자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누워있

기도 힘듭니다. 높은 산을 오르려면 가장 낮은 계단

부터 밟아야 하듯이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죠.”

더디 가는 길이 답답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허 원장은 알고 있다. 대량화와 

상품화가 마치 트렌드처럼 퍼져가는 미용의학 시장에

서 ‘장인정신’이라는 철학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는 

허재훈 원장. 그는 지금도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

내 환자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있다. 



“병원 이름이 독특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영

어로는 ‘Than’으로 ‘~보다 더’이런 의미로 쓰이

죠. ‘Than’ 앞에는 ‘better, more, younger’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원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

한 부분인데,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그리고 더 나

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았

습니다.”

‘댄의원’이라는 병원명 안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모토로 진료에 

임하고 있는 손민정 대표원장의 바람이 그대로 

담겨있다. 또한,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영이 

아닌 ‘환자의 기대에 최선을 다한다’는 한결같은 

손 원장의 노력은 ‘댄의원’을 명실상부 창원의 

대표 미용의학의 대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갤러리? 아니, 이곳은 병원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댄의원, 이곳을 처음 방

문하는 환자라면 먼저 병원 분위기에 놀란다. 

5층과 6층 벽면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 

마치 병원이 아닌 갤러리를 찾은 듯한 착각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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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댄의원 손민정 대표원장

오늘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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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6층만 사용했는데, 5층까지 확장하면서 환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병원 느낌 대신 다른 것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꼭 보톡스나 레이저와 같은 시술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힐링을 선사하고자 하는 뜻으로 

작품을 전시해 보았습니다.”

‘병원이 병원다워야지’라는 주위의 만류도 있었지만 

손민정 원장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했다. 그것은 소

득 없는 투자가 아니라 그동안 댄의원을 사랑해준 

환자들에 대한 보답이었기 때문이다. 

댄의원의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댄의원이 ‘Gallery in Hospital’로 알려진 것은 미용의

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댄의원이 창원의 미용의학을 대표하는 병원

이 된 것은 바로 이곳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댄의원은 리프팅센터, 피부센터, 얼굴형센터, 그리고 

바디센터로 나눠 관리를 하고 각 분야의 최고 실력

을 가진 원장들이 서로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각 환

자에 맞는 최선의 아름다움을 찾아주고 있다. 

“처음부터 각 파트가 나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환자의 요구를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 센터별로 운영을 하게 되었죠. 

또한 모든 센터는 고루 제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

로 환자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의원의 또 한 가지 ‘특별함’은 바로 ‘무한

책임제’다. “환자가 내원을 하면 상담은 물론 시술에

서 피드백까지 전담 원장이 모두 맡아서 하고 있습

니다. 또 환자가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끝까지 책

임지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요. 작은 문제 

하나라도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댄의

원의 원칙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만 원하는 것이 하나같

을 수 없다. 그 요구에 맞추다보면 때로는 배보다 배

꼽이 클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영상의 손실보다 중

요한 것은 바로 환자의 신뢰라고 손 원장은 설명한

다. ‘역시 댄의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은 바로 이런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내일’이라는 소중한 씨앗

“처음 댄의원의 모습은 지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

모였어요. 당시는 병원을 키운다는 생각보다는 환자

의 기대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었죠. 병원은 끊

임없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며, 의료진과 환자의 교감 

속에서 자라나는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댄의원이 창원에서 뿌리를 내릴 때는 어떻게 

자라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환자의 

믿음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행

복을 선사하는 큰 나무가 되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아름다운 내일’이라

는 말은 이제 댄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소중

하게 간직해야 할 소중한 씨앗이 아닐까. 



쉬어가는 페이지





The Best Lecture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보톨리눔 독소의 주름 시술 
부작용 대처법

리젠의원_김기욱

보툴리눔 독소는 2002년 미국 FDA로부터 중등도-

중증의 미간 주름의 일시적인 호전을 위한 치료제로 

미용적인 목적으로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적응증을 꾸

준히 늘려오고 있다. 경제적이고 만족도가 높아 최

근에 시행되는 미용시술 중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

기도 하다. 

하지만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미용시술 후 부작

용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해독제

가 없는 현실이다. 최근 시술횟수가 많아지면서 부

작용 사례도 늘고 있어, 적절한 대응책을 알아보고

자 한다.

 

보툴리눔 독소 시술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두 부류

로 나눌 수 있다. 주사를 하는 행위에 대한 부작용

으로 통증, 멍, 불안감, 감염 등이 있고, 주입하는 

독소의 작용에 대한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 눈

썹이나 눈꺼풀, 입술 등의 떨어짐, 좌우 비대칭 등

이 있을 수 있다. 

눈가에 주로 생기는 멍은 veinprobe 같은 정맥 측정

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시술 시 환자를 

눕히고 밝은 조명을 비추면 대략적인 혈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피하면 멍을 줄일 수 있다. 

시술 시 통증은 연고마취로 대부분 조절을 할 수 있

으나 손바닥, 발바닥에 시술 할 경우는 Lidocaine을 

이용한 nerve block을 하기도 한다. 두통이나 알레

르기 반응 역시 드물게 경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치료로 조절을 하면 된다.

이마주름 시술 후 발생되는 눈썹처짐증의 경우 롱펄

스레이저를 이용한 제네시스 테크닉이나 덱사메타

손 등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경우, 실을 이용한 

치료가 제시되어 왔고, 연자의 경우 실시술을 통해 

빨리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다. 

눈썹을 치켜뜨게 되는 quizzical appearance나 

Brow asymmetry의 경우는 touch-up시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미간주름 시술 후에 올 수 있는 윗눈꺼풀 처짐증은 

Alpha2-adrenergic agonist인 0.5% apraclonidine

점안액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Masseter muscle의 volume reduction 시술은 최근 

시술 횟수가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Zygomatic 

arch 부근의 근섬유가 Mandible angle부근의 근섬

유보다 발단된 경우를 흔히 보게 되었다. 

무작정 근육을 줄여주는 시술을 하면서 볼이 꺼져 보

이거나, 보상적인 비대(Compensatory hypertrophy)를 

유발하기도 한다. 

볼이 꺼져 보이는 경우 가볍게 필러시술을 해주거나 

기다리고, 보상적 비대의 경우 Touch-up시술로 해

결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연자는 Dermotoxin시술법을 제안한다. 

2016년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에서 발

표한 Global Aesthetics Consensus를 보면, 시술 부

위 근육의 weakening으로 인한 비대칭이나 떨어짐, 

위축에 대한 부작용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의 해

결을 위해 paralysis가 아닌 neuromodulation을 강

조하고 과한 치료보다 필러 등의 복합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국내의 몇몇 선생님들에 의해 

개발되어 발전된 Dermotoxin시술법과 같은 시술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 필요없는 근육은 없다. 어느 한 근육을 

마비시키면 우리 몸은 다른 부위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되어있다. 안면근육 보

툴리눔 독소 시술의 경우 환자의 표정이나 습관을 

잘 살펴서 시술 계획을 잡고 적절한 시술을 한다면 

부작용 없이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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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시술 시 합병증과 관련된 
하지 말아야 되는 시술법

연세이원클리닉_김도헌 원장

필러시술은 비교적 쉽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

구할 수 있는 시술법에 속한다. 하지만 필러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1년 Dermatologic therapy vol24, 524에 의

하면 필러부작용은 Technique과 상관없는 붓기

나 granuloma와 Technique과 연관된 necrosis, 

intravascular injection, infection으로 크게 나뉜다. 

2016년 June PRS 논문 global aesthetic consensus

의 경우엔 early reaction과 late로 구분하였으나 내

용은 비슷하다. 결국 technique과 상관없는 필러 자

체의 문제의 경우 의사의 기술보다는 필러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필러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

가 발생하며, 따라서 필러 자체의 물성 등을 자세히 

알고 좋은 필러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Technique과 관계된 가장 큰 부작용은 혈관합병증

이다. 2015년 Dermatologic Surgery 41:1097에 의하

면 98 case 중 58 case가 한국에서 보고되었고, 많

은 의사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책을 제시하

였으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논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ABC 예방법을 제시한다. 

A : [Anatomy] 불변의 진리다. 해부학적 지식, 그 

중 동맥분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동맥들은 facial artery, lateral 

nasal artery, angular artery, dorsal nasal artery, 

supratrochlear artery, supraorbital artery가 있

다. 2015년 PRS에 수록된 논문에 입꼬리옆 facial 

kinking, superficial labial artery, lateral nasal artery

에서 표정근위로 지나가는 facial artery 주행은 팔

자주름 교정 시 매우 중요하다. 2007년 craniofacial 

surgery 논문에 수록된 supraorbital artery의 주

행 깊이 또한 이마에 필러 주입 시 매우 중요한데 

notch에서 바로 나와서 superficial하게 주행하는 경

우가 많지만 skull 가까이 1cm 주행 후 나오는 경

우도 있다. 무엇보다 2017년 PRS Rohrich 등의 논



문대로 supratrochlear aretry의 주행을 잘 알고 있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요한 내용은 vascular 

embolism 발생 시 침범하고 있는 동맥들 모두에 

hyaluronidase를 주입해야 한다. 즉 팔자필러를 시술

하다가 supratrochlear artery를 침범하였을 경우 그 

부위에도 hyaluronidase를 투입해야하지 팔자부위에

만 투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용량이 중요한데 2017

년 Aesthetic Surgery Journal에서 DeLorenzi는 침범

부위에 따라 500IU씩 증가하는 용량을 제시한다.

수많은 동맥 주행 variation이 존재하며 모든 variation

을 알 수는 없지만 main artery의 일반적인 주행경로

는 꼭 숙지하여야한다.

A : [Aspiration] 2015년 American society for 

dermatologic surgery 논문에 의하면 ‘거의 모든 필

러들이 aspiration 가능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바늘 직경을 큰 것을 쓰면 가능하다.

B : [Big cannula] 본인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너무 작은 cannula를 사용

한다. 2015년 ophthal PRS 논문에 의하면 동물실

험에서 아무리 많은 양의 Perlane을 넣어도 혈관 

compression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문이 나온다. 

성형수술 시 tissue expander를 사용해도 마찬가지

로 compression에 의한 혈관폐색은 나타나지 않는

다. 즉 ‘embolism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7년 JPRS에 논문에 기술된 것처

럼 supratrochlear artery나 dorsal nasal artery의 직

경이 1mm이므로 이 혈관직경보다 큰 cannula를 사

용하면 혈관손상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embolism은 

예방된다. 

2016년 aesthetic plastic surgery 논문에 의하면 다

음 문구가 나온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27G, 30G, 그리고 그

보다 작은 cannula는 needle과 동일하다는 이야기

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C : [Compression during injection] 비교적 효과

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2016년 Tansatit 논문에 의하

면 ‘코 내측 inferior medial orbital rim과 코쪽을 손가

락으로 누르면서 필러를 주입하는 것이 좀 더 안전

하다’라고 한다.

D : [Direction of artery] supratrochlear artery



는 이마 위쪽으로 주행하며 dorsal nasal artery는 

코 하방방향으로 주행한다. 상대적으로 반대쪽으

로 찌르는 방법은 혈관과 주행방향이 180도로 만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혈관이 관

통이 되었을 경우 실명가능성이 높아진다. 2016년 

Aesthetic Surgery 논문에 의하면 ‘혈관과 parallel하

게 cannula 사용 시 혈관을 관통할 확률이 떨어진

다’라고 기술하였다. 

E : [Epinephrine] Vasoconstriction 효과가 있

고 Hydrossection 효과도 있다. 2014년 PRS 논문

에 보톡스 할머니 Carruther는 epinephrine을 필

러에 섞어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시술 직후 

Blanching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는 존

재한다. 

F : [Filler amount] 소량씩 주입하라. 2016년 

Aesthetic surgery에 의하면 전체 supratrochlear 

artery의 용량은 평균 0.085cc다. 이 논문을 많은 다

른 논문이 인용하고 있으며 한곳에 0.1cc 이상은 주

입하지 말라고 제시한다.

G : [Gentle injection] 부드럽게 주입하라. 미리 

pretunneling을 시키던지 hydrodissection. 즉 low 

pressure로 주입하라는 내용은 거의 모든 논문의 

guideline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2017년 PRS에 

Rohlich는 녹일 수 있는 HA를 꼭 사용하고 gentle 

injection을 제시한다. 

H : [History] 가장 쉬우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부

분이다. 코필러를 할 경우 코수술은 했는지, 이마보

형물 수술을 했는지, 귀족수술을 했는지, 과거에 필

러를 주입한 적이 있는지 등은 꼭 물어보고 시술하

자. 2012년 PRS Lazzeri가 제시한 guideline에도 포

함된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응급시스템을 갖

춰야한다. 혈관합병증이 발생한지 3일 이내 치료

가 들어가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2016년 

dermatologic therapy에 golden time은 3일 이내, 

2017년 Aesthetic Plastic Surgery에는 2일 이내로 

기술되어있다.

관자부위에 필러주입 시 정맥이 중요한데 정맥측

정기로 촬영하며 주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산 

ISM 의 veinprobe는 기존의 accuvein보다 월등히 

높은 퀼리티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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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CO2 fractional laser의 조건 
 

아우름클리닉_정해원

주름이나 흉터, 광노화된 피부의 개선을 위해 시행

되던 laser resurfacing은 전통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영역의 전체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full field laser resurfacing은 non-alblative 

또는 ablative type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

다. Non ablative type의 레이저는 표피나 진피의 

ablation이 없이 피부에 thermal damage를 발생시

키는 시술로 콜라겐 생성을 유발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시술이다. 

박피에 의한 피부 손상이 없어 일상생활의 지장은 

최소화된 장점이 있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여러 번의 치료 횟

수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해 반해 ablative type 레이저를 이용한 full field 

laser resurfacing은 ablation된 표피와 진피의 

wound healing process가 강력히 유발되어 보다 

확실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회복기간의 길고 피부감염이나 색소침착, 비

후성반흔의 생성 등 동반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이러한 full field laser resurfacing의 부작용을 최

소화 하면서도 효과는 높이고자 하는 시술 방식이 

Fractional laser resurfacing 이다. 

Fractional laser resurfacing 은 100~200um 정도의 

지름을 지니는 micro-beam을 형성하여 치료한다. 

micro-beam의 치료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강하고 

확실하게 치료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주변의 정상

피부는 보호함으로써 치료후 피부의 회복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Fractional laser resurfacing을 이용한 치료도 non 

ablative 방식의 치료보다는 ablative방식의 치료가 

일회 시술당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 임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ablative type laser는 CO2 laser와 

Er-yag laser가 있다.

Ab la t i ve  t ype l ase r는 피부의 물을 ta rg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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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ophore로 이용하여 시술효과를 나타낸다. 

보통 micro-second 단위의 pulse duration으로 조

사되고 photo–ablation의 laser tissue interaction을 

유도하여 피부조직의 증산효과를 발생시킨다.

박피레이저(ablative type laser)는 물에 대한 흡광

도에 따라 조직을 ablation 시킬 수 있는 깊이에 차

이가 발생하며 ablation된 조직 주변의 residual 

thermal damage 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림 1은 Er-yag 레이저 5㎜ spot, 5J/㎠를 이용하

여 5pass 조사한 후 관찰된 조직사진이다. 그림에

서 보듯이 약 100um의 조직이 ablation 되었으며, 

주변조직으로 관찰되는 residual thermal damage는 

20um 에 불과하다. 그림 2는 동일 parameter로 레

이저 조사 pass만 15회로 늘린 후의 조직사진이다.

5pass 조사한 경우에 비교 했을 때 ablation된 깊이

는 250um 에서 300um로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지

만 residual thermal damage는 20um로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CO2 레이저에 비해 물에 대한 흡광

도가 10배 이상 높은 er-yag 레이저의 특징에서 기

인한다. 물에 대한 높은 흡광도로 인해 조사되는 대

부분의 laser energy는 조직의 ablation에 사용되고 

주변으로의 thermal damage는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1

그림 2



이러한 er-yag 레이저의 특징에 의해 주변의 열손

상을 최소화 하면서 조직을 정교하게 박피하기 위해

서는 er-yag 레이저가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fractional 방식의 시술을 할 때에는 물에 대

한 흡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와 같은 er-yag 레

이저의 특징에 의해 CO2 레이저에 비해 피부조직을 

깊게 뚫을 수 없다. 

또한 CO2 레이저는 물에 대한 흡광도가 상대적으

로 낮아 주변으로의 thermal damage도 많이 발생하

게 되는데 이러한 thermal damage는 피부조직의 콜

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해주고 보다 좋은 치료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Fractional laser 효과를 비교한 다수의 논문에서 

CO2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이 1회 시술대비 치료효

과가 더 우수함을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효과가 뛰어난 CO2 fractional 

laser는 어떻게 사용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을까? 치료의 핵심은 micro beam의 

treatment coverage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Treatment density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치

료하고자 하는 영역의 몇 %를 micro-beam을 이용

하여 ablation이 시켰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통상 5% 미만의 coverage로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하기 힘들고 20% 이상의 coverage로 치료가 진행되

었을 때에는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늘어난다.

Ablation된 조직주변에 생기는 thermal damage간의 

중첩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피부조직의 bulk heating

이 발생하여 치료영역 주변의 정상피부조직을 남길 

수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의 발생위험이 매

우 높아진다.

 

CO2 fractional laser를 이용하여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한 깊게 조직을 

ablation 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주변조직으로의 

thermal damage를 최소화하여 treatment coverage

를 높힐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력을 이용할 수 있는 CO2 레이저를 선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CO2는 continous wave를 on time과 

off time을 조정하여 조사시간과 조사에너지를 구현

한다. 

예를 들어 100W와 10W의 CO2 레이저를 비교해

보자. 출력은 단위시간당 조사되는 에너지 이므

로 100w 레이저가 10mj의 펄스를 형성하는 데에는 

0.1ms의 조사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10W의 레이저로 10mj의 펄스를 형성하는 데

에는 1ms의 조사시간이 필요하다. 

Laser tissue interaction이 조사시간과 출력밀도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할 때 10분의 1의 시

간동안 동일한 조사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100W

의 레이저가 훨씬 더 깊은 ablation이 가능하며, 주변

조직으로의 thermal damage도 훨씬 적다.

위와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고려하면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CO2 fractional laser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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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누구나 인정하는 전신질환

리얼미클리닉_박원규

비만은 누구나 인정하는 전신질환이다. 이 전신질환

으로서의 비만의 치료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말하

고자 하는 비만 주사요법의 단독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체형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

주 훌륭한 치료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과거 mesotherapy의 의미는 intracutaneous에서 

mesoderm을 자극하여 생물학적인 목적을 달성하

는 개념이었다면, 이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PPC에 의한 체형교정과 뒤섞이면서 보다 광의의 

의미를 갖게 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미

용, 기능의학적인 측면에서 fatty layer 이상에서 시

행하는 주사치료를 mesotherapy라 불린다고 하여

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체형교정 클리닉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처

음 접근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HPL을 

권하고 싶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이미 basic regimen의 성

분, 용량, 각각의 성분의 목적이 이미 Dr. Hoefflin

의 Lipoplasty with hypotonic pharmacologic lipo-

dissolution(2002)에 자세히 밝혀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 응용의 다양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체형교정 클리닉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시술을 

선택하고 세팅 하는 기준점은 그 효과도 중요하지

만, 다른 시술과의 연계성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

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HPL은 LLD나 요즘 흔히들 하는 HIFU 

시술, 그외 초음파, low level laser 등 이미 병원에 

있는 장비등과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용

이하며, 주사 자체를 시행하기 위해 다른 기구를 또 

구매해야 하는 등의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술의 난이도가 낮다. 

해부학적인 구조만 숙지하고 있다면 malpractice를 



할 가능성이 다른 체형 시술에 비해 낮다는 점을 마

지막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 HPL은 광의의 의미의 mesotherapy를 Lipolytic 

mesotherapy와 Ablative mesotherapy 로 분리한다

면 lipolytic mesotherapy라 할 수 있다. 

이 lipolytic mesotherapy는 생리적인 지방세포 분해

의 기전을 이용하여 physiologic lipolysis를 일으키는 

방법들을 가리키는 말로, 예를 들면 aminophylline이

나 다른 beta agonist, alpha antagonist를 이용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HPL도 aminophylline을 이용하

므로 이 분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분류에 속하는 시술들은 adenyl cyclase활성

화 시켜 cyclic AMP 합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다

시 protein kines를 확성화 시켜 HSL를 활성화시켜 

TAG를 FFA와 glycerol로 분해되는 생리적인 지방분

해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은 국소마취제, 즉 

lidocaine에 의해 어느 정도 block 되게 된다.

즉 시술 편의성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HPL에 섞어 사

용하게 되지만 이 국소 마취제가 HPL의 목적인 지방

분해를 저해하게 되므로 적절한 사용량의 조절이 필

요하다(An evaluation of mesotherapy solutions for 

inducing lipolysis and treating cellulite (Journal of 

Plastic, Reconstructive & Aesthetic Surgery (2008) 

61, 1321e1324)). 



현대의학에서 노화된 얼굴을 젊게 되돌릴 수 있는 

비침습적인 그리고 최소 침습적인 것으로부터 광범

위한 수술적인 안면거상술까지 다양한 시술법과 수

술법들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 

요즘은 빠르게 회복되고 일상생활을 바로 하는 방법

들을 선호하고 있다.

가장 좋은 동안수술은 첫째 안전하고 수술 후 합병

증이나 후유증이 남지 않고 부기나 멍 등이 적으면

서 빠르게 회복되고 효과가 오래 지속하는 것이다.

측두부 및 전이개부 접근을 이용한 최소안면거상술

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수술은 효과가 탁월한 최소 절제 안면거상술로 

수면마취 상태에서 특수 마취용액을 얼굴 피하부위

에 주입한 후 1% Lidocaine(1:100000 epinephrine)

을 골고루 침윤시킨다. 

그림과 같이 귓바퀴 연장선 상방 2~3cm 지점에

서 긴 타원형으로 길이 5~6cm, 폭 1.5~2cm로 절

개한 다음 심부측두근막을 따라 안와연과 관골궁연

까지 박리하고 이어서 helix의 superior root 높이에

서 측두부 헤어라인을 절개하면서 helix앞 그리고 

intragus, ear lobe앞까지 절개한다. 

그리고 직접 보면서 가위로 skin flap undermining

을 하는데 tragus 앞 5~6cm까지 피하박리를 조심

스럽게 한다. 

Step1. 측두부 접근을 통한 거상을 먼저 시행한다. 

세더브 바늘을 심부측두근막을 따라가다가 측두부 

헤어라인부근에서 표재성 측두근막을 수직 및 후상

으로 각각 당겨 심부측두근막에 고정하고 두피를 긴 

타원형으로 절제한 다음 두피봉합한다.

Step2. helix앞 1.5cm, 3.5cm에 owl로 구멍을 각각 

낸 다음 각기 구멍에 U자형 PP 코그실을 통과 시키

면서 심부측두근막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실을 팔자주름방향으로 SMAS층에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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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부 및 전이개부 접근을 
이용한 최소 안면거상술 

압구정BC성형클리닉_이용행



팔자주름방향의 피부를 통과 시켜 실을 당겨 리프팅 

시키고 돌출된 실은 커팅한다. 

그리고 표재성 측두근막을 실로 당긴 후 심부 측두

근막에 고정하고 남은 피부를 절제하여 안면 피부를 

거상시켜주거나 SMAS을 절제하고 후상방으로 당겨 

고정하고 남은 피부를 또한 절제하고 긴장이 걸리지 

않게 하면서 봉합하여 마무리한다. 때로는 dog-ear

를 교정하기 위해 짧은 retroauricular incision이 필

요한경우가 있다. 

이 방법은 V라인을 살려주고 흉터를 최소화하고 거

의 멍이 들지 않는 신개념 안면 거상술이다. 또한 안

전하고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기간이 빨라 일상

생활 복귀가 빠르면서 효과가 뚜렷하고 오래가는 수

술 방법이다. 

Step1.그림 Step2.그림

전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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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역사이야기

동안중심클리닉_조창환

영화 ‘스타워즈’의 첫 장면 

‘A long time ago’의 역사는 일종의 상상이다.

‘코끼리’를 뜻하는 ‘象(상)’이라는 한자는 코끼리를 

옆에서 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한다. ‘돼지’를 

뜻하는 ‘豕(돼지 시)’라는 한자가 돼지의 몸통과 걷

는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는데 ‘象(코끼리 상)’자

는 돼지처럼 생긴 몸통에 귀한 뿔을 가진 모양을 합

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돼지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음식이다. ‘家(집 가)’는 집을 뜻하는 한자 

‘ (집 면)’에 돼지(豕)가 있는 형상을 본 뜬 글자이

다. 옛날 중국에서 돼지를 집 안에서 길렀고, 사람들

의 분뇨와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생

긴 한자이다. 우리가 보통 먹는 돼지고기는 ‘豚(돼지 

돈)’으로 돼지(豕)에 ‘肉(고기 육)’을 더해서 돼지의 

고기라는 뜻을 명확히 한 뜻이 되겠다. 

‘상상(想像)’이란 단어가 있다. 중국 대륙이 오랜 옛

날에 열대우림 같은 기후였던 시절이 있어서 코끼리

의 뼈가 도처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보

고 코끼리의 모양을 추정했다고 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상상(想像)’이다. 

또 다른 일설은 인도에서 수입된 코끼리 뼈(상아)

를 보고 중국인들이 상상한데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

다. ‘想(생각 상)’이란 글자는 나무가 땅에 뿌리박고 

서 있는 모양을 본뜬 ‘木(나무 목)’이란 글자, 사람

의 눈 모양을 본뜬 ‘目(눈 목)’이란 글자가 합하여 나

무 (木)에 올라 먼 곳을 보는(目) 모양을 상징하는 먼 

곳을 본다 하여 두 한자가 합한 ‘相(서로 상)’은 ‘바

1. 역사는 상상(想像)이다!



라보다’는 뜻이 됐고 마주 바라본다 하여 ‘서로’라는 

뜻도 가지게 된다. 心이란 글자는 심장의 모양을 본

뜬 것으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想이란 글자는 서로 바라보듯이(相) 마음(心) 속 깊이 

대상을 ‘생각한다’는 뜻을 지니는 것이다. 기록이 없던 

시절에 대한 역사 연구도 오래 전 남겨진 유물과 문

헌의 간단한 기록을 가지고 이게 가진 의미를 찾아내

는 추리하는 일종의 ‘상상(想像)’인 것이다. 특히 문자

로 기록되기 시작된 역사 시절 이전의 시절에 대한 역

사는 그 상상의 나래를 무한히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그러다 보니 고대문명 중 가장 앞선 시기의 수메르

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심지어 외계인 설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메소포타미아(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반월달 모양 지역) 문명은 무역 등을 통해 인접한 나

일강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 갠지스 강의 고대 인도 문

명과 교류를 하면서 같이 영향을 미친다. 노아의 홍 이

야기의 원조 같은 이야기인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고대문명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나오는 홍수(洪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 동물의 모양을 묘사한 추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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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수(洪水)에서 시작된 고대문명

그림 1.  천자문 – 한자를 처음 배울 때 썼던 일종의 

교과서

중국의 문명도 황해(黃海)와 이어지는 황하(黃河)

에서 시작한다. 흙탕물이 많아서 황하인 것, 이름

자체에서 홍수범람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황사(黃紗 : 황화강의 모래)에 시달리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황해의 흙탕물은 문화의 시작

을 가져온 것이다.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농토가 비옥해져서 작물이 늘

어나게 되고 이 홍수를 다루기 위해 하늘의 별자리

를 연구하는 천문학이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 

토지의 재측량을 위해 측량학, 수학 등의 과학이 발

전하게 되고 제방을 쌓고 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6세기 경 만들어져 20세기에까지도 한자교육을 시

작하는 일종의 교과서로 쓰였던 ‘천자문’을 통해 처

음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외우면서 시작했다.

“하늘 천(天) 따 지(地) 검을 현 (玄) 누를 황(黃) 집 

우 (宇) 집 주 (宙) 넓을 홍(洪 ) 거칠 황 (荒 )” 

뜻을 풀어쓰면 ‘하늘은 검고 땅은 노랗다. 집우는 넓

고 집주는 거칠다’는 뜻이 된다.

‘天(하늘 천)’은 사람의 모습과 관련 있는 한자이다. 

‘人(사람 인)’은 옆에서 본 사람의 모습(원본 확인) 

을 형상화한 것으로 한자의 의미 자체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한자의 모양 자체가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 

팔다리를 쭉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원본 확인)이 ‘大(큰 대) 자’이고 여기

에 사람의 머리 부분이 강조된 것이 바로 ‘天(하늘 

천) 자’다. 즉 한자의 하늘 천(天) 자에는 ‘사람을 둘

러싸고 있는 온 세상 우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地(땅 지)’라는 한자는 ‘土(흙 토)’라는 한자에서 기

원한다. 흙 토(土)는 ‘원본 확인’ 즉, 땅에서 새싹이 

움트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

고 토한다’라고 할 때 쓰는 ‘吐(토할 토/뱉을 토)’는 

‘싹을 토해낸다’는 의미의 土에 ‘입 구(口)’ 자가 붙

은 것이다. 

‘地(땅 지)’라는 한자는 이 ‘흙 토(土) 자’에 머리를 

든 뱀 형태에서 나온 ‘잇달을 야(也)’가 붙어서 형성

된 한자이다. 잦은 홍수에 의해서 땅이 구불구불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묘사한 것이 되겠다. 

똑같은 ‘집’의 뜻이지만 ‘우(宇)’는 공간, 즉 space를 

의미하고, ‘주(宙)’는 시간, 즉 time을 의미한다. 집 

우(宇)자는 집의 지붕 모양 면 에 처마 모양(宇)

을 합한 글자다. 지붕과 처마가 있는 ‘집’을 뜻하다



가 나중에 ‘하늘’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우(宇)

는 막혀 휘어질 우(于)에서 덮어 씌고 보이듯 휘어진 

공간(空間)을 말한다. 

주(宙)는 지붕이 불룩한 큰 건물을 나타낸다. 주(宙)

는 ‘비롯할 유(由)’에서 알 수 있듯이 원인(原因)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의 ‘시간 주(宙)’의 의미

가 되었다. ‘큰물 홍(洪)’ 자는 물(  )이 함께(共) 밀

려오는 ‘큰 물(洪)’을 뜻한다. 

천자문에서는 ‘집 우(宇)’를 하늘에서 내려와 온 세

상을 덮어버리는 홍수(洪水)가 난 거대한 끝도 없이 

‘넓을 홍(洪)’으로 풀이하고 있다. ‘거칠 황(荒)’은 ‘풀 

초( )’와 ‘망할 황( )’으로 이루어졌다. 

초( )는 두 포기의 풀을 본뜬 것으로 ‘풀 초(草)’의 

본디 글자이며 ‘망할 황( )’은 망할 망(亡)과 개미허

리변 천( )으로 구성되어 ‘하천의 범람( )으로 인해 

농작물이 유실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홍수(洪水)는 인간 환경과 경제적 활동에 수많은 파

괴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홍수는 토양

을 더 기름지게 하고 영양이 부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등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주기적인 홍수는 메소포타미아(티그리스-유프라테

스강), 나일강, 인더스-갠지스강, 황하 등 고대문명

의 발달에 필수적이었다. 

홍수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서는 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원천들을 바탕으로 한 수리학, 즉 물의 상태, 

이동 등을 관리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

그림 2.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노아의 홍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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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듣기 좋은 재즈

웰스킨클리닉_황용호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병원의 분

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음악을 틀어놓는 일이

다. 나의 병원에는 항상 재즈가 흐른다. 

오랜 세월 동안 재즈를 들어왔고 일단 다른 장르의 

음악은 전혀 모른다. 한 장르의 음악 밖에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재즈광이라고 생각

한다.

환자들이 처음 받는 시술에 겁을 먹고 잔뜩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재즈를 들려주면서 음악에 담

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환자들의 긴장을 풀

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대학 시절에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 종로와 

압구정의 여러 음반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재즈 음반

을 어렵게 구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자정 넘어 방송되는 재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재즈 음반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

다. 재즈가 좋아서 혼자 독학으로 색소폰을 배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라 한 달에 한번 정도 좋

아하는 음반을 사서 지금까지 모으기도 했다. 

최근에는 음질이 좋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출시

되어 정말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음반 한 장을 사면 그 중에 들을만한 곡은 2~3곡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 및 새로운 음반 탐색 목

적으로 어쩔 수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음질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

가 오디오파일(Audiophile)인 친구 덕에 고가의 오디

오의 세계에 발을 담갔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앰프와 스피커에서 빌리 할리

데이(Billie holiday-Lady in Satin)가 부르는 곡을 들

었을 때 그녀의 입술에 침 넘기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을 듣고서 또 하나의 신세계라고 생각되었다. 



결국 레이저 실에 영국제 크릭 에볼루션(CREEK 

EVOLUTION) 50CD, 50A, 그리고 영국 수제 트랜지

스터 앰프인 서그덴(SUGDEN IA-4) 로 구비를 했고, 

스피커는 내가 좋아하는 색소폰 소리가 현장감 있게 

정확히 들리는 혼(Horn) 타입 스피커 클립쉬 톨보이

를 장만하였다. 

집에서는 크게 듣지 못하지만 병원에서는 마음 놓

고 볼륨을 올릴 수가 있어서 제대로 음악을 감상하

고 싶을 때는 병원에 와서 음악을 듣는다. 

가끔 환자들에게 “병원 음악이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곡들 전부 원장님이 선곡하는 건가요?”라는 물

음과 함께…

그럼 마음에 드시는 곡이 있냐고 여쭤보고 가끔 환

자들에게 CD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주기도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즈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가를 2명 소개하고 추천할 

만한 5곡을 선정하였다. 

추천해주고 싶은 여러 음악가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 한 명을 고르자면 존 콜트래인(John Coltrane, 

saxophonist) 을 꼽을 수 있다. 

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콜트래인의 영혼이 얼마

나 순수하고 선한지 느껴지기도 한다. 편하게 접

근하기 쉬운 앨범 한 장만 골라달라면 난 여지없

이 ‘Ballads’를 추천한다(John Coltrane–Ballads, 

Impulse! 1961~1962년 녹음). 

간결하면서도 난해하지 않은 발라드 명곡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한 곡 한 곡이 주옥같다. 

끈적거리는 분위기의 재즈가 부담스럽다면 피아니

스트 에디히긴스(Eddie Higgins)를 추천하다. 대중적

인 음악가로 알려져서 전문적으로 재즈를 좋아하는 

원장님들에게는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다. 

에디 히긴스는 일본의 비너스(Venus) 레이블과 녹

음하면서 아주 듣기 편한 앨범을 많이 발표했다. 일

본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로맨틱한 곡을 특히 많이 

연주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도 비

슷한지 국내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다. 

참고로 비너스 레이블로 검색을 해서 음악을 들어보

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명반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즈라는 장르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서 다양한 음악가가 연주한 5곡의 음악을 추천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5곡들은 유튜브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곡

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감상이 

가능하다.

 

♬- When I Think of You - T-SQUARE

1991년에 발표한 일본 퓨젼 재즈 그룹 T-SQUARE

의 New-S라는 음반에 실린 곡이다. 퓨전 재즈는 록

과 재즈가 결합한 재즈의 한 장르이다. 

특히 일본에 실력 있는 그룹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T-SQUARE이고, CASIOPEA, DIMENSION이라는 그

룹도 유명하다. 이 음반은 공연 실황 DVD로 출시되

어 있는데 이 앨범을 일본에서 구매해올 정도로 개

인적으로 애착을 갖는 앨범 중 하나다. 

유튜브 검색해서 혼다의 연주를 눈으로 보면서 감상

할 것을 추천하다. 



♬-In Love in vain - Sally Night

이 곡은 1920년대 미국 음악가 Robert Johnson이 만든 

블루스 곡이다. 후대에 재즈로 많이 연주된 애절함이 

느껴지는 곡이다. 

분위기 있는 보컬로 추천해드릴 만한 곡은 Sally Night

가 부른 In Love In Vain이고, 피아노 솔로 뒤에 나오는 

샐리의 보컬은 와인 한잔과 함께 조용히 옛 추억에 잠

기게 만든다.

❶ 빌리 할리데이(Billie holiday - Lady in Satin)   ❷ 혼(Horn) 타입 스피커 클립쉬 톨

❺ When I Think of You - T-SQUARE   ❻ In Love in vain - Sally Night   ❼ Amap



♬-Amapola - Natalie Cole

사랑하는 여인을 아마폴라(양귀비)에 비유한 곡이다. 

재즈 보컬 나탈리콜이 조용하고 간절하게 불렀다. 

원곡의 가사는 스페인어로 써져서 이 앨범에서는 스페

인어로 녹음이 되었다. 

가사 중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나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라는 소절이 있는

데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면, 가슴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른다.

♬-Teach Me Tonight - Alexis Cole 

Close Your Eyes (Venus, 2013) 라는 앨범에 실린 

곡이다.

The sky's a blackboard high above you,

If a shooting star goes by. I'll use that star to write, "I 

love you"

A thousand times across the sky… Teach Me Tonight 

- 가사 중 발췌 -

이 곡을 부른 여러 가수들이 있지만 여성 재즈 보컬로

는 Nicole Henry가 부른 곡과 Alexis Cole이 부른 곡이 

최고라고 생각된다. 

남자 보컬로 더 로맨틱하게 감상하고 싶은 분은 Al 

Jarreau가 부른 곡을 추천한다. 이 곡도 검색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좋다.

♬-Stairway to the Stars-Dexter 

Gordon

호방하고 남성적인 블로윙으로 유명한 덱스터 고든

의 명반 Our Man in Paris (Blue Note, 1963)에 담긴 

곡이다. 덱스터 고든은 재즈 색소포니스로 초기의 

비밥에서 하드밥 스타일까지 소화해내면서 수많은 

명반을 남겼다. 

영화 ‘Round Midnight’에서 알코올 중독자 재즈 뮤

지션으로 연기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음악가였다. 

이 곡은 다른 재즈 음악가들에 의해서도 많이 연주

되었지만 덱스터 고든의 연주가 단연 최고라고 생

각한다. 

비가 내리는 날 와인 한잔을 곁들이면서 덱스터 고

든 테너색소폰을 듣고 있으면 한참 동안 그가 들려

주는 이야기에 말이 사라지는 곡이다.  

톨보이   ❸ John Coltrane–Ballads, Impulse! 1961~1962년 녹음   ❹ Eddie Higgins Trio HAUNTED HEART   

pola - Natalie Cole   ❽ Teach Me Tonight - Alexis Cole   ❾ Stairway to the Stars - Dexter Gordon



Member’s Square

hobby

이것만 알면 당신도 드론 조종사! 

리얼미클리닉_박원규

최근 글로벌 IT 시장을 주름잡는 아마존, 구글, 페이

스북 등의 ‘첨단’ 기업에서 홍보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드론을 이렇게 

이용할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첨단기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시골에서도 

농약을 치는 곳에 어김없이 드론이 등장하고 있으

며, 이 드론으로 농약 치는 일을 하면 수입이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받는다더라’라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뉴스가 되어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습

니다. 

물론 개인들도 아이들은 장난감으로 어른들은 직업

상 또는 취미로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에 한발을 

내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첨단의 

아이콘이 되고,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유저

층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먼저 드론의 사전적 정의는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비행기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알씨(RC; radio control)를 즐기시던 분들

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육안으로 알씨헬기나 비행기

를 직접 보면서 조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과 지금의 저희가 알고 있는 ‘드론’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영상 송수

신 장비의 존재 유무가 있겠습니다.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드론을 보는 게 아니라 송신

기에 붙은 화면상의 이미지를 보면서 날리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 송수신 시스템의 대중화가 이 드론을 비밀

스런 군사 기술에서 대중화로 이끈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종류를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지

만, 크게 보면 고정익 드론(비행기)과 회전익 드론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회전익 드론은 다시 가변피치(헬리콥터), 멀티

로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멀티로터는 프로펠러의 수에 따라 바이콥터, 트

라이콥터,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타콥터, 도데카, 그

리고 동축반전의 Y6, X8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론 하면 떠오르는 이

미지의 주인공은 바로 프로펠러를 4개 쓰는 쿼드콥

터입니다. 

그러면 이 쿼드콥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완구드

론이 있고, 여기에서 GPS, COMPASS, barometer 

등의 센서가 들어가 이륙장소와 드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드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크기 및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

류합니다. 

드론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 걸까요? 

먼저 드론은 머리라 할 수 있는 Flight controller(이

하 FC), 조종기 즉 송신기의 신호를 받는 수신기, 그

리고 FC에서의 신호로 모터를 돌리는 변속기(이하 

ESC), 그리고 모터,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S를 내장한 자신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드론

에서의 FC는 일반적으로 가속계, 기압계, 지자계의 

센서를 가져, 혹자는 이를 센서형 드론이라 부르기

도 합니다. 

수신기는 항상 송신기와 같은 통신규약을 사용하



는(Frsky의 ACCET, FUTABA의 FASST, FHSS, 

Spectrum의 DSMX 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는 2.4GHz입니다. 

변속기는 모터의 종류에 따라 브러시리스(brushless) 

변속기, 브러시드(brushed) 변속기가 있으며, 완구형 

드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드론은 브러시리스 변속기

를 사용합니다. 

모터의 경우도 역시 완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 효

율성 때문에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역시 현재의 드론 열풍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니켈수소 배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효율성과 파워가 좋아지면서도 소형화가 가능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대중화는 한 시간 동안 비행

이 가능한 기체를 현실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상이 드론의 분류 및 구도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

입니다. 

앞으로 이 연재는 드론의 특성에 따른 선택 가이드, 

드론을 날릴 때의 주의사항, 드론의 조종법, 드론의 

수리 및 유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Journal Review

 

Therapeutic targets in the 
management of striae distensae: 
Asystematic review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기초학술이사_김상아

튼살은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진피 병변으로 미적인 

측면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정신사회학

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튼살은 진피가 늘어나

는 부분에 생기며 복부, 가슴부위, 엉덩이, 허벅지에 

흔히 생기고, 임신 중(striae gravidarum)과 사춘기

에 잘 생긴다. 호르몬 영향, 섬유결합소, 콜라겐, 엘

라스틴의 유전자 발현의 감소, 피부의 기계적인 스

트레칭이 튼살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급성

기에 튼살은 붉거나 보라색 병변으로 보이며(striae 

rubrae)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만성기에는(striae 

albae) 저색소의 함몰된 진피 병변으로 존재한다.

국소치료제부터 산성박피치료, 더 침습적인 방법으

로서 레이저 치료까지 방대한 양의 치료 방식이 조

사되어 왔다. 비록 튼살을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을

지라도 병변을 개선시키고 육체적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튼살을 치료하는 

임상의에게 필수적인 자질은 치료 결과를 최대한 좋

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치료 전략을 디테일하게 이

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튼살의 다른 치료방법마다 

제안된 작용방식에 따른 치료결과를 병리조직학적

인 컨디션으로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반적인 

리뷰를 하였다.

Methods
PubMed/Medline과 Scopus를 검색하였고, 키워



드는 ‘stretch marks’, ‘striae’, ‘d istensae’, ‘striae 

rubra’, ‘striae alba’, ‘striae gravidarum’, AND 

‘management’ OR ‘treatment’로 하였다. 발행 날짜

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인용된 논문 또한 리뷰 하

였다. 적절한 논문에는 level of evidence(LOE)를 부

과하였다. 

각각의 연구를 평가하기 위해 근거 중심 의학을 

위한 옥스퍼드 센터의 a quality rating scheme 

modified를 사용하였다.

Results
처음 찾은 383개 중에 92개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

되었다. 74개의 간행물, 2,328명의 환자들이 품질 

평가에서 적절하여 LOE(level of evidence)를 부과

하였다.

◆ Histopathogenesis

튼살은 1889년에 처음으로 조직학적으로 설명되었

고, 붉은 튼살과 백색 튼살이 조직학적으로 구분되

었다. 튼살은 피부에 인장 강도와 탄력성을 제공하

는 3가지 주요 구성물: collagen, elastin, fibrillin에 이

상을 보였다. 

붉은 튼살과 관련된 초기 변화는 중간 진피층 탄력

섬유 주변에 탈과립 비만 세포와 대식세포의 축적으

로 탄력섬유용해(elastolysis)되는 것이다. 

튼살이 백색튼살로 진행되면서 표피 능선의 소실로 

점차적으로 표피 위축이 생긴다.

◆ Treatment

1. Enhanced collagen production. 

치료의 메인은 콜라겐 생성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Topicalagents
Tretinoin(retinoic acid)은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콜

라겐 I 레벨을 증가시키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

상 후에 일어나는 기질 분해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



시킨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것의 효능을 조사해온 

결과 대부분의 치료 제안이 초기 튼살을 개선시킬 

수 있고 낮은 용량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 집단이 작았고, 일시적인 홍반과 피부

의 각질 생성이 흔한 부작용이었다. 

Centella asiatica는 아시아의 약초학에서 쓰이는 식

물이다. 이것에 포함된 asiaticoside이 섬유아세포를 

자극한다. 

임신 중 튼살 예방에 사용하였을 때 튼살의 발생과 

심한 정도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OE1) 

. Centella asiatica와 항염작용이 있다고 밝혀진 보

스웰산(boswellic acid)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에도 

튼살의 심한 정도가 감소되었다(LOE4). 

히알루론산 또한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 생

성을 증가시킨다. 

히알루론산 치료 후 튼살이 개선되었음이 2개의 무

작위 대조군 실험에서 보고되었다(LOE1).

Chemical peel treatments
화학적 필링 치료는 trichloroacetic acid 또는 

glycolic acid를 사용한다. 

이들은 초기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콜라겐 생성

을 증가시킨다고 생각되어진다. 무작위로 배정되

지 않은 대조군 실험에서 glycolic acid가 튼살 고

랑과 넓이를 감소시켰다. glycolic acid와 tretinoin과 

L-ascorbic aicd를 함께(LOE2), trichloroacetic acid

는 sand abrasion의 사용 또는 필링 후 크림과 함께

(LOE4) 했을 때 튼살의 치료 효과가 더 좋았다. 두 

가지 모두 PIH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Mechanical techniques
산화알루미늄 미세박피술을 튼살치료에 이용한 연

구에서 임상적인 개선이 있었고 type 1 procollagen 

형성을 증가시켰다(LOE2). 부작용은 PIH였다.

Radiofrequency devices
고주파 장치는 고주파 흐름을 피부로 전달하여 진피 

안에서 이것의 전기적 저항으로 열로 전환된다. 

이것을 사용하면 초기에 콜라겐 변성 후에 콜라겐 

생성이 증가된다. 튼살 치료에 RF를 사용한 연구에

서 임상적 개선이 보고되었다(LOE1, 2, 4). 하지만 

홍반과 부종의 부작용이 있었다.

Fractional lasers
프락셔널 레이저는 피부에 열 손상 부위를 만들어서 

진피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킨다. 박피성과 비박피성 

레이저 모두 가능하다. 

1540nm fractional nonablative erbium glass laser로 

치료 후 튼살의 개선이 보고되었다(LOE1,2,4). 주변

의 PIH는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Fractional ablative 

carbon dioxide lasers로 튼살 치료 후 임상적인 개

선이 보고되었다(LOE24).

 

Diode laser
1,450nm diode laser는 진피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비프락셔널 레이저이다. 그러나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에서 Fitzpatrick skin types IV-VI에 사용하였을 때 

튼살에 효과가 없었고 PIH는 잘 생겼다(LOE1).



Intense pulsed light
Intense pulsed light를 튼살 치료에 사용한 연구에

서 진피 콜라겐 증가를 보였다(LOE4). 

그러나 Fractional carbon dioxide laser와 비교한 연

구 결과 레이저가 더 효과가 있었다(LOE2).

Percutaneous collagen induction 
therapy

유두진피까지 경피 콜라겐 유도 치료, 즉 needlilng 

therapy를 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증가된

다. Aust et al은 치료 후 피부 결이 좋아지고 팽팽해

졌다고 보고했다(LOE4).

Platelet-rich plasma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이 포함되어 있는 PRP를 진

피내로 주사한다. Ibrahim et al은 PRP를 튼살에 미

세박피술과 함께 사용하여 콜라겐 레벨이 증가하였

지만, 13%에서는 튼살이 더욱 안 좋아졌다(LOE2). 

다른 연구에서는 PRP를 고주파와 함께 치료(LOE4), 

미세침과 함께(LOE2) 치료하였는데 모두 임상적인 

개선이 보고되었다.

Infrared light
적외선을 피부에 적용하면 진피에 열을 줘서 콜라겐 변

성이 생기고 그 결과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된다. 

Trelles et al은 튼살치료에 적외선을 사용하였고, 조직학

적 소견은 좋아졌으나, 임상적인 호전이 적었다(LOE4).

Galvanopuncture
전기천자는 지속적인 미세전류자극을 주는 니들링

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그 결과 콜라겐이 생성되

게 한다. Bitencourt et al은 튼살 치료에 사용하여 

모든 환자에서 임상적 호전이 있었고 홍반이 유일한 

부작용이었다(LOE4).

2. Reduced vascularity Vascular lasers

585nm pulsed dye laser(PDL)가 흔히 사용되는 혈

관레이저이다. 헤모글로빈에 친화력이 높기 때문

에 튼살의 미세혈관에 작용하여 홍반을 줄여준다

(LOE2). PDL 후에도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개선되지

만 튼살치료에서 주는 이익은 미미하다(LOE2, 4).

PDL보다 헤모글로빈에 흡수도가 더 높은 577nm 

copper bromide laser는 33%에서 튼살이 완전히 

없어졌고, 나머지 환자에서는 튼살의 크기가 줄어

들었다(LOE4). 피부에 딱쟁이가 부작용으로 보고되

었다. Neodymium-doped yttrium aluminum garnet 

vascular laser도 또한 튼살에 임상적 호전을 보였

다(LOE2, 4). 그러나 PIH의 부작용이 있었다.

3. Increased melanin UV light

튼살 치료의 주요 목적은 병변의 재색소화이다. 

Sadick et al은 UVB(296-315nm)와 UVA1(360-

370nm)을 같이 사용하여 치료한 결과 모든 환자

에서 50% 이상 색소가 개선되었으나 일시적이었

고,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과색소침착도 나타났다

(LOE2).



Excimer laser
Xenon chloride excimer laser는 좁은 밴드(308nm) 

UVB 광선을 전달한다. 이 레이저는 표준 UV 치료

와 비교할 때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광선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cimer laser는 튼살에서 색

소를 개선시킨다고 보고되었다(LOE1,4).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LOE2). 

그리고 주변 피부로 색소를 퍼지게 하는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UVB광선 치료와 Xenon chloride excimer laser는 

모두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멜라닌세포를 비대하게 

하고 수를 증가시켜 멜라닌 색소가 증가된다.

4. Other treatments

Bio-oil, Cocoa butter, Olive oil, Almond oil, Silicon 

gel 등 또한, 비타민 함유나 보습효과로 인해 튼살치

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Discussion
1.  국소 제제들은 마사지 효과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아직 높은 퀼리티의 LOEs

가 부족하다. 

화학박피술, 미세박피술, PRP, 경피 콜라겐 유도 

치료들 또한 높은 수준의 근거가 부족하다. 아직 

어떤 무작위 대족군 실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기천자와 같은 떠오르는 기술이 유망해 보이지

만 그것의 튼살에 특정된 작용 방식에 대한 지식

이 부족하다.

2.  레이저는 튼살에서 콜라겐 생성 증가, 홍반 감소, 

색소 증가를 위해 시도되어 왔다. 

이 연구들이 표본크기가 작고 추적기간이 짧기 때

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

3.  UV 광선 치료는 재색소화에 효과적이지만 영구

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복치료가 필요하다.

4.  보습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국소제제들

이 작용 방식이나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에

도 불구하고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Conclusions
앞으로 튼살치료에 대한 확실한 결과와 권고사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작위 대조군 실험이 필요하다. 

치료 간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된 결과 측

정과 치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웃어봅시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한 
병의원 대응방안

자료제공_스타리치

개인사업자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

다고 한다.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었지만 세금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변에 신규개원 병의원이 계속 생기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생기고 있다.

이번 2017년 세법개정안이 개원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1. 세법개정 내용
① 소득세 조정

과세표준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41.8%(지방소득세 포함)

  3억 초과 ~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46.2%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

- 2020년부터 연 매출 3.5억원 이상으로 성실신고대상 확대

-  2017~2019년도 신고와 성실신고 확인시점인 2020년 신고의 소득률 차이가 많을 경우 세무조사대상

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음.

③ NTIS 가동

-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의원 고소득 자영업자의 FIU(금융정보분석원) 금

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함. 

④ 개인사업자 유형자산 과세



-  병의원의 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감가상각의 잔존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시 2018년부터 과세. 

기존 병의원을 양수도할 경우 고려해야 됨.

⑤ 세액공제 확대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개세액공제 통합, 재설계) - 2017년 평균 직원 

인원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30세 미만) 1,000만원, 청년 

이외 700만원을 2년간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입금을 2년간 세액공제

2. 병의원 대응방안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비용관리에 고민이 많다. 또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여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

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기장신고 담당 세무사무실에 중간결산을 요구하자.

 환자를 먼저 진찰하여 진단하고 처방을 하듯이 세무관리 또한 먼저 중간결산을 통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

하여야 한다. 중간결산을 받을 때 계정별원장을 엑셀로 요구하여 지출된 경비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기준을 갖고 사용하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사후검증으로 가사경비를 찾아서 추징을 하고 있

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상호, 시간, 장소 등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경비

는 가사경비로 볼 여지가 많다.

③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최대 800만원과 유지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 총 1,000만원 한도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차량유지비에 사업용으로

(출퇴근 가능) 사용한 비율에 대해서 한도가 없이 비용처리가 된다. 

 차량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고려하면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자.

 경조사비가 1건당 20만원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청첩장, 부고 문자내역 등을 첨부하여 지출결

의서에 작성하자. 상품권구매를 통한 비용처리도 지출결의서에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사유 등을 

작성하여 소명의 근거를 만들자.

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하여 소득분산하자.



 대형병원이나 프랜차이져 병의원 중에서 MSO를 통한 비용처리 및 소득분산으로 절세를 하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

이 더 크다. 

⑥ 병의원을 특화시켜 컨설팅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각 병의원에 맞게 경영관리에 대한 세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시기별로 실행하자.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플랜을 갖자.

세상의 모든 일이 점점 더 분업화, 세분화가 되고 있는 현실에 병의원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있는 전문가가 옆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다면 개원의의 고민은 많이 해결되지 않

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서는 병의원 경영지원 전문 프로그램인 스타리치메디(Starrich Medi)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스타리치메디(Starrich Medi) 프로그램은 웹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경영관리 및 고객

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매출이나 비용에 대해 다각화된 자료를 볼 수 있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 



의사의 설명의무 취지와 그 효과

법무법인 가온_이진효 변호사

의사의 설명의무가 개정 의료법에 도입,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

다고 보며 설명의무의 취지, 정의, 대상, 방법, 위반

의 리스크 및 법원의 입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취지에 관하여, 수술 등 위험성

이 동반된 진료를 받는 환자의 동의권 즉, 자기결정

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다. 

설명의무의 취지는 의료법 24조의 2 설명의무 조항

의 해석의 방향성 및 기준이 되며, 설명의무 위반 시

의 페널티의 근거이자 그 정도, 즉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요소다. 

의사의 설명의무라 함은 의료법 제24조의 2에서 의

사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

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설명대

상 사항(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의

사 등의 성명, 수술 등의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

용, 수술 등 전후 환자 준수사항)을 환자(환자가 의

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

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

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안도 민사, 형사 영역에서 

이미 판례 등을 통해 의무위반의 경우 의사에게 책

임이 발생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에 의료법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적 제재인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 법조문 그 자체에서 설명의무의 주체, 대상, 상대

방, 방법, 의무의 면제 상황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해석에서 어떻게 적용

할지 결정되는 기준은 본 규정의 취지인 수술 등 위

험성이 동반된 진료를 받는 환자의 동의권 즉, 자기

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

기 위한 목적이 된다. 

먼저 ‘설명의무 주체’는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주체

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다. 

종종 의사의 업무가중 또는 병원 관행으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에게 설명하

는 경우들이 있는데, 설명의무 주체는 명백히 “의사 

등” 이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법문에서도 명확하지만 본 규정의 취

지에 비추어 볼 때 의사 등이 설명해야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치료행위 선택권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 등이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설명의무 대상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및 수혈, 전신마

취를 하는 경우다. 

수술의 개념에는 ‘시술’ 역시 포함된다고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이 또한 본 규정

의 취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이 아니면 의사가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설명의무의 존부는 수술비용 등 경제적인 관점

에서 결정되지는 않는데 이 또한 경제적 관점은 설

명의무의 취지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해당 ‘환자’이며, 

판례 중에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척에 불과한 시숙에게 설명한 

경우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해 환자가 자기결정권과 치료행위선택권

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

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

자’ 즉 환자의 부모를, 환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후

견인’을 의미한다.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는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

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

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이유는 기본

적으로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한 장애를 제거, 감소시키는 목적이 설명의무보

다 더 중요한 목적이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다가 더 

중요한 의료의 목적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설명의무 위반의 리스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 및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과의 관계가 매

우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게 되

면 환자는 환자의 동의권 즉,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

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며, 민사상 이러한 동의권 박탈에 따른 정신적 위자

료를 손해배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상의 업무상과

실치사상죄의 성립과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없으



므로 수술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의료과실이 없는 

한 설명의무 위반의 정신적 위자료 이외에 나쁜 결

과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요소로 연결

되는 상황이 있다. 

대법원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

우에 있어서 환자 측에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

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

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 잘못과의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

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

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최근 호흡곤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

을 살린 의료진이, 심폐소생술로 인한 후유증에 대

한 책임을 지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환자 

측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같은 처치사실

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

에 의한 뇌성마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

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 1심과 2심은, 의료

진은 본건에서 설명의무를 다 했다라고 인정하였는

데,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 의사의 의료과실에 있어

서 주의의무와 동일시 할 정도로 중해야 한다는 취

지로 보인다. 



푸석한 가을피부에 피칸을~
항산화제 비타민 E 성분 최대 함유로 환절기 피부건강에 도움

자료제공_미국피칸협회(US PECAN GROWERS COUNCIL)

날씨가 선선해져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은 여

름 못지않게 자외선 지수가 높아 피부가 손상되기 

쉽다. 대기의 수분도 부족해져서 모든 식물이 마르

고 건조하게 된다. 

우리 피부도 계절의 변화를 빠르게 느끼기 때문에 

환절기의 피부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분부족과 영양결핍 상태의 피부와 만나지 않으려

면 외부로부터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여 신

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견과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매일 먹어야 하는 

필수품으로 꼽힌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더디게 하고 피부의 색과 결

을 곱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견과류 중 항산

화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피칸(pecan)이다. 

2014년 6월 농업 및 식품화학저널(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은 피칸이 모든 견

과류 중에서 최고의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가장 높은 항산화 효능이 있는 식품 범주에 해당한

다고 밝힌바 있다. 

피칸에는 불포화 지방이 90%가 함유되어 있어서 올

리브 오일보다 올레산이 많을 뿐 아니라, 염도가 낮

고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

론 알파 및 감마 토코페롤로 구성된 비타민 E가 풍

부하다. 

피칸의 주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는 세포막을 유

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 혈액

을 맑게 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

피칸의 알레그산, 비타민 A, 비타민 E를 포함한 다

양한 산화 방지제는 조기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원

인이 되는 유리기를 제거한다. 

따라서 피칸을 매일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미세한 

주름 및 색소 침착과 같은 노화 징후의 발생을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피칸협회 신혜원차장은 “미국의 많은 연구 자

료에 따르면 피칸에 함유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



산화 물질로 피부노화 예방은 물론 뇌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식품으로 하루 한 줌(반태 약 15개~20

개)정도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피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맛과 품질을 가지고 있

지만, 말린 과일과 다른 견과류를 함께 섞으면 트레

일 믹스와 같은 에너지 스낵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샐러드, 야채, 요구르트, 오트밀, 소스, 빵, 쿠키, 파

이, 케이크 등 모든 디저트나 요리의 토핑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피칸은 반드시 밀봉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

관하는 것이 좋으며 최고의 저장방법은 플라스틱 밀

폐용기에 담아 냉동 저장하는 것이다. 

냉장 저장 시 6개월, 냉동 저장 시 2년간 품질을 유

지할 수 있으며 전국 백화점,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

몰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Academy Post

기초에서 최신 지견까지, 미용의학의 모든 것 ‘총망라’
9월 10일, 2017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성료

세계 미용의학을 선도하는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

회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 축제를 열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9월 10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2017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미용의학의 起承轉結: 기본, 좀 더 알아야 할 것, 그

리고 해결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

번에도 1,200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 대한민국 1

등 미용의학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회장은 학술대

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큰 줄기

는 ‘기승전결’로 그동안 학회를 진행하면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였구나!’라

는 부분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블록 강의’ 식으로 한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

해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 막힘없이 이해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기초부터 원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전적 부분까지 동영상을 포함해 구성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학술대회 진행에 대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것은 라이브 

강의가 동영상으로 대체된 것. 

윤 회장은 “관할 보건소에서 호텔 내 라이브 강의를 

금지한 관계로 라이브가 아닌 동영상으로 대체돼 아

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접촉해 다시 라이브 강의가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메인 디렉터를 맡은 조창환 부회장

은 “개념 없는 덤핑과 지나친 영업, 정부와 사회의 

의료에 대한 태도 등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에 다들 고민이 많은 요즘인데, 이럴 때일수록 

미용의학자들은 ‘일기일회(一期一會)’의 자세로 환

자와 시술에 더욱 최선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

안”이라고 말했다. 

7개의 강의실에서 진행된 지난 학술대회와는 달

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갑, 을 ROOM을 비롯해 

A~C까지 5개의 강의실로 한층 집중도를 강화한 

▲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9월 10일 2017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대미레의 ‘사랑의 한 수’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제4회 자선골프대회 실시

대한민국 1등 미용학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이하 대미레)가 나눔에 있어서도 최고 학회의 면모

를 보였다. 대미레는 5월 14일 용인 아시아나CC에서 

자선골프대회 ‘사랑의 한 수’를 실시했다.

‘사랑의 한 수’는 대미레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

는 학회의 공익사업 일환으로 희망과 온정의 손길을 

통해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이웃사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를 시작으로 은평구 

의료소외 계층 지원,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 장애인 

재활병원 푸르메재단을 지원했다. 

대미레 윤정현 회장은 “이번 ‘사랑의 한 수’는 장애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열악한 의료현실과 이러한 현

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치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며, “어린이의 경우 재활치료시기

가 매우 중요하며 재활치료가 잘 되어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학회 차원에서 적으

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니 앞으로도 많은 업체의 후원

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에는 17개 업체가 대미레의 나눔

에 동참했고, 참여업체가 직접 재단으로 성금을 납부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대미레는 재활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재능기

부 형식의 지원을 약속했다. 

▲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자선골프대회 ‘사랑의 한수’

강의를 진행했다. 갑 ROOM에서는 ▲Laser tissue 

interaction, ▲Laser tissue interaction을 고려한 안

면색소 레이저의 선택, ▲여드름 치료의 상황별 접

근-색소부터 홍조까지, ▲피부를 위한 새로운 치료

법, ▲주사의 진단 및 치료, ▲나만의 색소치료 노하

우를, 을 Room에서는 ▲기승전 머리부터 발끝, ▲

체형 시술 효과를 좌우하는 제문제, ▲피부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 ▲여드름, 여드름

흉터 치료 프로토콜 완성, ▲미용병원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의 강의를 마련했다.

A ROOM에서는 ▲필러, Threda, 톡신의 기초, ▲

얼굴 부위별 Volumizing 전략, ▲세부 부위별 대응

전략의 기초, ▲세부 부위별 실전전략의 응용, ▲특

정 부위별 집중해부 1, 마리오네트 주름 완전정복!!, 

B ROOM에서는 ▲안면 동안화의 기초, ▲직접 보는 

뉴트렌드 리프팅-라이브, ▲안면 동안화의 여러 가

지 접근 방식, ▲특정 부위-기승전 코! 1, ▲특정 부

위-눈밑꺼짐, ▲특정 부위-유방, ▲특정 부위-코! 

2, 그리고 C ROOM에서는 ▲코성형 A부터 Z까지, 

▲시술 후 즉시 일상생활 가능한 리프팅 성형, ▲미

용의학의 다양한 패러다임, ▲눈성형 입문자를 위한 

길라잡이, ▲핫한 얼굴, 핫한 몸매를 위한 얼굴/체형 

성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한편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

를 갖고 학술대회 및 의료 현안에 대해 논했다.



 대미레의 사랑 나눔은 계속됩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올해도 푸르메 재단에 기부금 전달

대한민국 최대 미용의학 전문학회 대한미용성형레

이저의학회(이하 대미레)가 올해도 아름다운 사랑 

나눔을 이어갔다. 대미레는 5월 26일 종로 세종푸

르메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어린이들

의 재활치료를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대미레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매년 자

선골프대회 ‘대미레 사랑의 한 수’를 개최해 의료사

각지대나 온정이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와 은평구 의료 소외층을 찾아 성금을 전달, 지난해

부터 올해는 푸르메재단에 자선기금 1천만원을 기탁

했다.

이번 ‘사랑의 한 수’ 기부금 모금에는 ▲대화제약, 

▲동국제약, ▲이루다, ▲웰코멧아시아, ▲웰코멧코

리아, ▲아일글로벌, ▲루트로닉, ▲엔파인더스, ▲

이노루션, ▲제이에스메디칼, ▲원텍, ▲은성글로

벌, ▲화인맥, ▲엘엔케이 메디칼, ▲블루코아, ▲에

스트라, ▲휴젤파마까지 17개 업체가 동참했다.

대미레 윤정현 회장은 “학회와 업체가 합심해 마련

한 성금이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치료에 사용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학회는 앞으로도 사랑을 전달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

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 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의 한 수’에 

동참하는 협력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

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끌

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는 “2015년 ‘푸르메재

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탄생했는데, 병원 특성

상 환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

움이 있는데, 대미레의 도움은 단비가 아닐 수 없

다”며, “대미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

게 하는 의사들의 모임으로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있도록 희망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막연히 학회 

사업의 일환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기부금 전달

식에 참석해보니 학회가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한 

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며, “협력업체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학회의 나눔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미레의 ‘사랑의 한 수’에 동참을 원하는 개인이

나 업체는 ‘자선골프대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학회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

(02-3443-1232 또는 kasis@naver.com)으로 문의

하면 된다.   

▲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회장(좌)과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우)

푸르메재단 기부문의
  

    전 화 : 02)6395-7008, 7004

    메 일 : hope@purme.org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푸르메재단 모금사업팀



첨단 미용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미용성형레이

저의학회는 지난 7월 16일 ‘제1회 라이브워크숍 Live 

HANDS-ON 2017’을 개최했다. 이번 핸즈온 코스는 ‘대

미레와 함께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ason 1(쁘띠

파트)’를 주제로 본 학회 쁘띠수석학술이사를 맡고 있

는 닥터로빈 선릉 나공찬 대표원장이 강의를 진행했

다. 필러 초보자를 위한 기본 이론과 술기 참관 및 실습

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핸즈온 코스에는 Mid-

face(코, 앞볼, 팔자, 눈물고랑)에 집중해 강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연구 자료와 노하우를 공개했다. 

제1회 라이브워크숍 Live HANDS-ON 코스 진행
Mid-face 집중, 연구자료 및 노하우 공개

제2회 쁘띠&레이저 라이브워크숍 개최 
회원 역량 강화는 물론 라이브 강의 통해 회원 만족도 높여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10월 15일 대구 미소

의원에서 ‘제2회 쁘띠 & 레이저 라이브워크숍’을 진

행했다. 쁘띠 & 레이저 라이브워크숍은 지역 회원들

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회 임원 및 이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게 됐으며, 라이브로 강의를 마련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필러를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과 

혈관 부작용의 이해, ▲[라이브]이마 필러 디자인

부터 두 가지 주입방법(니들, 캐뉼라), ▲[라이브]

위험한 부위 안전하게 주입하기(미간, 코, 팔자), ▲

Long pulsed532@1064nm Laser를 이용한 효과적

인 혈관치료?, ▲Long pulsed532@1064nm Laser

를 이용한 효과적인 rejuvenation, ▲Picosecond 

laser(Picocare)를 이용한 acne scar와 melasma 치

료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제1회 워크숍의 성공적

인 개최에 힘입어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오는 

12월 17일 조선대학교 의성관 김동국홀에서 ‘2017 쁘

띠 & 레이저 라이브 워크숍-광주편’을 진행한다.

 
2018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18년 3월 4일(일)

장  소 : 그랜드힐튼 호텔 서울

문  의 :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사무국

전  화 : 02-3443-1232



(주)루트로닉
피코플러스, 엔커브, 클라리티프로, 라셈드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219 루트로닉센터
031)908-3440, 070-4714-6161www.lutronic.com

동국제약
벨라스트, 리쥬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97-8 메디칼사업부
02)2191-9967, 010-7673-0669www.bellast.co.kr

(주)가온누리홀딩스
아폴론, 제트플라즈마에르쯔틴(화장품)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29-1, 751 빌딩8층 702BS-15호
전화02)598-3080, 팩스02)598-3081www.kaonnuri.co.kr

DNC
테오시알, 퍼펙타, 다나에, 나보타, 유리프트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대웅제약신관 2층
02)2059-1518, 010-2702-8438www.dncompany.co.kr

(주)고운세상코스메틱
아그네스, 아그네스-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20, 코코프라자 5층
031)724-9002www.igwss.com

DS메디칼
버블젯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34번길 17-22 나경크리스탈타워 4층
070-4450-4745, (직통)010-2704-9908www.ds88.co.kr

광동제약
콘트라브서방정, 아루센주, 베니톨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5
02)6006-7187, 010-4358-8513www.ekdp.com

라파스(주)
아이존케어, 스마일라인, 멀티스팟 외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330, 319호
02)392-3011, 070-4483-9702(직통)www.acropass.com

(주)네오팜
제로이드, 더마트로지,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1 미성빌딩 2층
02)591-4511, www.neopharm.co.krwww.zeroid.co.kr

(주)로보맥스
SmartSonic, Ulverin, Burstwave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야탑동,분당테크노파크)D동903호
031)609-2720, 직통 : 010-2280-2720www.robomax.co.kr

(주)그린코스코
Yourglobalpartnerantiaging
서울시 강남구 35 삼성로95길 메디스퀘어빌딩 6층
T:02)545-2651 F:02)540-2651www.greencosko.com

레이저옵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길244번지 31 현대I밸리 203호, 204호
031)8023-5150, 010-3805-1792
korsales@laseroptek. com

녹십자웰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 도담빌딩 B동 7층
031)629-8600www.zeroid.co.kr

루메니스코리아
UltraPulse, M22withResurFX, LightSheerDesire, LightSheer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IFC3, 34층 루메니스코리아
02)6137-9224, 010-2704-2714(한인희과장)www.lumenis.com

(주)뉴퐁
HIFU장비-sonoQueen, nanoultrasound-sonoCare
서울사무소: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9 싸이버원빌딩 2층
02)541-0145, 010-5286-0603www.newpong.com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보툴리눔톡신, 필러, Hifu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27 대륭서초타워 19층
02)2017-9901www.merz.co.kr

닥터랩
병의원전문화장품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35(신공덕동, 신보빌딩5층)
02)3496-8761,직통연락처:010-4226-7311

메디톡스
Meditoxin, Innotox, Neuramis, Comfortdual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97-4번지
02)6901-4912, 010-8468-0618www.medytox.com

대웅제약
나보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12
02)550-8800, 010.8866.5175www.daewoong.co.kr

메디포스트(주)
제대혈유래줄기세포배양원액솔루션, 재생, 토닝, 두피케어솔루션 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21
070)5142-4457, 010-9477-9469www.medi-post.co.kr

대한뉴팜
콜라플레오, 뉴디엔, 루치온
서울시 관악구 남현3길 61
직통 : 02)3415-7885www.dhnp.co.kr

나오스코리아(바이오더마)
프랑스대표더모코스메틱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38(서초동, 우림빌딩)7층
02)520-7910www.bioderma.co.kr

동구바이오제약
스마트엑스, 셀블룸, 더모타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4 엠스테이트b동 14층
02)2684-5421, 직통 : 070-4864-5157www.dongkoo.co.kr

봄텍전자
피부 및 모발진단시스템, 고주파자극기, MTS기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효령로49길 34 봄텍빌딩
T : 02)523-8293, F : 02)523-8297www.bomtech.net

(주)대진메디슨
LPL(LEDPulsedLight), PDTGel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61 태승빌딩 401호
02)3444-2030, help@daejinmed.comwww.daejinmed.com

바스코네트웍스
QuadroStarproyellowLaser, Ultraderm, GivitelnaturalPDT, AGNES, LDM, HydroAlpha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1319호(한신코아오피스텔)
070-4194-0766, 010-6564-3336(이동석)www.vasco.co.kr

대화제약(주)
아말리안필러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038 대화빌딩
080-855-0114, 02)6716-1037(직통)www.dhpharm.co.kr

베네브바이오랩(주)
SMPFComplex1M, HMPF Complex 2M, WMPF Complex CM, MPF Rejuvenating Complex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한양빌딩 1105호
02)3452-0240www.bnvbiolab.com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협력사 LIST



뷰티웰팜
Innoderm, LiveMGF, Vitacream, Pure-C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로109, 현창빌딩2-3층 뷰티웰팜
031)409-7144, 010-3749-0241(유승대대표)wwwinnoderm.co.kr

아이더마바이오
NCTFBoost135HA, FILORGA PEELING, FILORGA Skin Perfusion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85길 8(역삼동) 유화빌딩502호
02)562-7803, 010-6875-8876www.eosbiotek.com

블루코어컴퍼니
IRIS(Q-swithchedNDyaglaser)
부산해운대구 우동1470번지 에이스하이테크21, 1203호
051)747-4318, 010-9142-2026www.bluecorecompany.com

아이맥
DiscoveryPico, QPlusREvo, QPlusCEvo, DuettoMTEvo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30길 12 은정빌딩 4층
02)3447-1114, 010-4745-2549

BISON
RubyStar, DualACCENTO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34, 18층(가산동,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
02)6275-0614, 010-8956-7073www.bisonmedical.com

(주)아이에스엠아이엔씨
VeinProbe(혈관탐지기)
세종시 나성남로7-16, 402(신영드림타워)
044)863-9852, 044)863-9852(직통)www.iism.co.kr

BNCKOREA
플로레리도카인, 청아안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38길 42 다명빌딩 5층
02)3142-3900, 070-7116-0708(직통)www.bnckorea.co.kr

아이티씨
고강도집속형초음파자극기(H.I.F.U)FOCUS, E-FOCUS 초음파자극기PICASSODSM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310-7
042)625-0852(1), 010-6434-0168(정용수부장)www.itc21.co.kr

(주)비에이치엘코리아
유셀, 세라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156-8
02)937-2555, 010-7257-7553www.eveucell.com

(주)아프로메디온
슈퍼올리쥬PLLA, 슈퍼올리쥬코브라, 슈퍼미쥬코, 슈퍼코브라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6 호림아트센터2빌딩
070-8624-3366, 070-5089-1285(직통)www.apromedion.com

(주)비엔에스메드
벨라젤, 민트리프트, 라이언, 슈어덤, 퓨어클리닉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71길 12(대치동)3층
02)3453-6101www.bnsmed.co.kr

아일글로벌
여우필, FCR, 화장품덕용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5길 87 선진빌딩3층
02)542-8544, 010-8315-8653

비올
Sylfirm, Scarlet-S, Scarle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744 분당테크노파크C동808-809호
031)8017-7893, 010-9871-5839(임재식차장)www.scarletrf.com

안국약품
리쥬란, 탄앤막, 아라필, GD-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613
02)3289-4200, 02)3289-4279(직통), 010-6765-7590(핸드폰)

비티엘
VANQUISH, EXILIS, X-WAVEOPTIMAL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340(원효로1가,리첸시아용산)A동225-227호
02)790-1181www.btlaesthetic.co.kr

안트로젠
큐피스템,퀸셀,SCM,테라스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30, 405호
T.02)2104-0391~0392, F.02)2104-0393

사이노슈어코리아
피코슈어, 스컬프슈어, 시너지MPX, 아포지플러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51 삼원빌딩 6층
02)517-6267, 직통 : 010-5419-6263www.cynosure.com

알보젠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10 TWOIFC빌딩 13층
T.02)2047-7700
고객센터 : 080-729-5800www.alvogenkorea.com

스킨렉스코리아
Hydroimpct, Hydroveil, HydroMax, Cavilipo-Dex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49-17 KM빌딩
02)516-2801, 010-4405-4854www.skinrex.com

(주)앞썬아이앤씨
LPG엔더몰로지, Cryofit, Styku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115-2
02)443-4456, 010-8814-9122www.apsun-beauty.co.kr

신한생명(한국재무컨설팅GA서부지점)
의사선생님자산관리NO.1(증여, 상속, 비과세상담)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197-17 에이스테크노타워1차 9층
010-9469-2181, 010-9171-2180(김일남지점장)

SCM(S-cosmeticmedical)
painease(페인이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19-5 영서빌딩
070-8254-5283, 010-6323-4281

(주)쎄라덤
산소필, 블랙필, 핑크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10-6 1층
02)539-5408www.theraderm.co.kr

SHENB
니들rf하이프공기압장비고주파장비
서울시성동구성수이로148 shenb빌딩
02)466-0010www.shenb.com

(주)스킨엠디코리아
인모드리프팅레이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204호
02)866-6514, 02)866-6516(직통)www.skinmdkorea.com

에너지스트 아시아
NEOGENPlasma, MPR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34 오복빌딩 3층
02)3409-4451, 010-7474-0941www.energist.com

(주)신한씨스텍
Candela-PicoWay, GentleMaxPro, VbeamPerfecta Fotona-QXMAX, SPDynamis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6
02)556-4031www.shsystek.co.kr

(주)에스엔제이
Finebeam Dual, Finexel, U-Pulse, N-Pulse 등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2차604호, 608호
02)866-9005, 010-8947-3265www.medicalsnj.com

www.illglobal.com



(주)S.THEPHARM(에스테팜)
CURESKIN(섬유아세포치료), QTLIFT, QTFILL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6길 28 우일벤처빌딩2층
02)2205-0023www.sbiomedics.com

(주)에스트론
BURANE2, SINON, ARION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303호
032)321-1340/010-8901-3868www.stron-med.co.kr

(주)에이엠에스글로벌
Q-jet/Evocell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로336 태영빌딩4층
Tel : 02)3453-4152, Fax : 02)816-4154

엠디씨아시아(MDCASIA)
실루엣소프트(PLLAThread)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202호(수서동,수서타워)
02)3413-0013http://silhouette-soft.com/ko

엠디월드
의학도서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5길 45
02)3291-3291, 010-2323-3454www.mdworld.co.kr

엠엔엘(MNL)
아라클라, 프린세스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61, 201호
02)333-6691, 010-8259-3253(김부민 차장)www.mnlcompany.com

(주)예림엘앤씨
LongpulsedLaser(1064nm,755nm,532nm)Device;Orion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21, 대상프라자 502호
070-4858-8753, 010-9024-9021(김춘희 실장)www.yerimlnc.com

(주)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ZenfilHAFller, Rainbow PDO/PLLA Thread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H비지니스파크C동49, 420호
070-8250-5520, (직통)070-7547-2500/010-4231-3375www.oreonglobal.com

(주)와이셀바이오메디칼
PRPKIT, 마녀주사, 물광인젝터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평로52, 경남빌딩 403호
02)458-5584, 010-4522-6279(배현철)www.ycellbio.com

(주)울트라브이
UltraVLiftingPCL24, UltraVHIKO, RfDissector, Plexr
서울 성동구 상원길19 신한IT타워 804호
02)539-3450, 010-8534-9913(김재민)www.ultrav.co.kr

원텍(주)
Picocare450, SandroDual, V-laser, PastelleSE, UltraLip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4 판교디지털센터A동 601호
*본사R&D센터 :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8로64
010-9484-3900www.wtlaser.com

유니온메디칼
에어젯, 디오레듀얼, 네오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내
031)853-1522, 010-2772-4579(유정은 전무)www.unionmedical.com

은성글로벌
피부&비만장비(듀엣, 3-maxplus, 파워쉐이프, 쿨쉐이핑...)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345-90 한라시그마밸리 1102호
02)514-9713www.esglobal.co.kr

이노메드
EnerJetUltra, Revlitesi, Icon, Theraclear, E2, eplusProfound, Vectus외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02)715-7166, 010-5695-3235www.innomed.co.kr

(주)이노진(볼빅)
IIT/DEDS, BallvicS/Wpack, BiosolutionPT88/66, 레인보우두피질환시스템, 큐어티스, 트리니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301호
02)2108-2294, 010-2982-2279(신은심 대리)www.innogene.com

(주)이루다
Secret2.1, Fraxis/duo, Curas, Velux, Vikini, Cicu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58번길 120(이목동)
031)278-4660, 010-3903-5235(곽재규 팀장)www.ilooda.com

일동에스테틱스(주)
Neobelle(네오벨), Zeltiq, HyperbaricOxygenChambe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03, 5층(논현동, 명진빌딩)
02)3442-7791, 010-4048-4197www.ildongaesthetics.com

일동제약
벨빅, 스카클리닉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양재동)
02)526-3114, 010-2652-0006https://www.ildong.com/

제노스
모나리자리도카인필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5 경기R&D B센터1층
031)888-5100, 010-4357-1011www.genoss.com

(주)제이비피코리아
JBPNanoneedle, JBPNanoCannula
02)3412-6341
H.P:010-2988-9497www.jbpkorea.com

제이시스메디칼
AcGen, LIPOcel, Cellec, ULTRAcel, TRI-BEAMK, EdgeONE, ULTRAcel, SmoothCool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307호
02)2603-6417, 010-5418-6805/070-7435-4927www.jeisys.com/2016/

제이엠플라넷
아트레이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44-33 두일빌딩
070-4211-5316, 010-9039-5316

에스트라
클레비엘, 리텐스, 에스트라아토베리어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00 시그니처타워 16층
02)3780-9492www.aestura.com

(주)원익
INNOJECTOR, VenusViva, SmartXide2, VasQ, Replay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0, 7층(삼평동,원익빌딩)
031)8038-9000, 010-2933-0823www.wonik.co.kr

(주)에이엠티
ATONE, COPRO3, LUCASPLUS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434-6번지 벽산테크노피아811호
031)737-8066, 010-6385-8066www.amtpro.co.kr

엔파인더스(주)
RE:,N-Cog, N-Scaffold 등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211호
02)554-5188, 010-3109-8558www.nfinders.com



제테마
HA필러에피티크(e.p.t.q.)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23, 삼성빌딩 15층
02)572-1331, (직통)010-8807-5064www.eptq.co.kr

(주)조이엠지
Legato, Plexr, Needelshaping, Affinite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10 라성빌딩 6층
02)540-8864, 010-5235-8553www.joymg.com

종근당
스타일에이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539, 종근당 강남빌딩 3층
02)6200-3084, 010-2717-3626(강혜원)www.ckdbh.co.kr

COOLIFTING주노메디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358-39, 903호
(백석동,동문타워1차)
T.02)2642-0403, F.031)902-1062

JW신약
탄막, 모나드, 쥬베나필, 비만치료제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477 JW타워 10층
02)2109-3300www.jw-shinyak.co.kr

JW중외제약
엘란쎄, 티슈필, 리제스킨, 퍼프브이라인, 로벡틴, 탄막, 하이맘밴드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477(서초동1424-2)
02)840-6939(직통), 02-840-6141www.jw-pharma.co.kr

지엠홀딩스
SB, SR, AC, HL프리미엄, 셀라피리페어로션 & 크림, MGF마스크팩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7 디지털큐브 204호
02)338-8644, 070-8706-2233www.cellapy.co.kr

초위스컴퍼니
피부진단기, 두피진단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700 분당테크노파크E동 304호
031)706-7950, 010-9096-1190www.chowis.com

케어이즈
MilkPeel, RetinolPeel, PhoenixScrewPlus, PllaSafe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4 청수빌딩 13층
02)553-5502, 010-6257-5917www.careis.co.kr

(주)콘택코리아
오리지널이온자임, 코스멜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46, 1층
010-3686-9984(안현수)www.contacko.com

(주)클래시스
슈링크, 사이저, 클라투360, cool4D등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546 백영빌딩 2층
1544-3481, 02)536-1972(직통)

텐텍(주)
Co2FractionalLaser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543-1 대성디폴리스B동 2408호
070.4827.1564, 010.7256.2333www.tenlaser.com

투비퀸(To Be Queen)
씨너지필(SynergyFill), AquasureH2(아쿠아슈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8길 9, 2층
010-7928-5400(김준우), 010-5068-0923(최성호)

티씨엠생명과학
플루비아, 쿨리프팅, 밀크필, EasyTCA, 글리지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삼평동), 3동3층
031)698-3043www.tcm-s.co.kr

티엔에이치(주)
병원CRM, 전자차트(EM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2, 810(야탑동,리더스빌딩)
1588-9570, 010-7669-4110(조준현)www.vegas-solution.com

(주)피부나라
Belody2, CoolTech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880-1 서면세종그랑시아C동 701호
051)817-7130, 010-4473-7875(이국태)www.pibunara.com

하이로닉
더블로골드, 에이핏,미쿨에스, 미라클리어, EM, 울트라베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67 분당수지U타워 19층
1599-4299, 010-8781-7647(도유정마케팅팀장)www.hironic.com

한국엘러간(주)
쥬비덤필러, 보톡스, 네트렐가슴보형물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11 GT타워 14층
02)3019-4500www.allergan.co.kr

한독
스컬트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2
02)527-5441, 010-5669-0313(류서형)www.handok.co.kr

한솔의학서적(의학도서)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6-6(연남동)
010-6295-6780(이은실)

www.mdbook.co.kr

한솔의학

화인엠이씨(주)
Noblex, Aileenplus, Neosysplus, FinePulse(I2PL)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217, 1106호(가양동,가양테크노타운)
02)309-1882, 010-5414-8950(국내영업부 남승우 이사)www.finemec.co.kr

휴젤파마(주)
보툴렉스, 더채움, 블루로즈포르테, 웰라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514, 16층 휴젤파마
1544-5449www.hugelpharma.co.kr

케어젠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 5층(신사동,아이시티타워)
Tel : 02)501-5253, Fax : 02)501-5222
sales@caregenkorea.co.kr

콜라보레이트
가운, 스크럽, 기타유니폼 및 판촉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19, 3층
02)563-1170www.kollaborate.co.kr

휴온스
휴터민, 펜디, 올리다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3 판교 이노밸리c동 9층
080-447-4700, 직통070-7492-5026www.huo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