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 : 49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4월31일 성형외과 김재훈 강남구 강남대로 548 건우빌딩 6층

BK성형외과 금인섭 강남구 도산대로 106 BK빌딩

JJ홍진주성형외과 홍진주 강남구 논현로 853, 849

JK 성형외과 주 권 강남구 논현로 835 우진빌딩 

JW정원성형외과
서만군외

2명
강남구 논현로 836(5층)

JYP성형외과 홍용택 강남구 논현로 842 압구정빌딩 3층

MVP성형외과 현경배 강남구 논현로 819 MK빌딩 1,2,3층

VIP 성형외과의원 이명주 강남구 논현로 832

가미성형외과 박건욱 강남구 테헤란로 105

갸름한 성형외과 김남호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21층

굿라인성형외과 최덕호 강남구 논현로 843 운강빌딩 1층

글로벌성형외과 최오규 강남구 언주로 846 글로벌메디컬빌딩 (8층)

김형진뉴라인성형외과 김형진 강남구 도산대로 318 SB타워 5층

노종훈성형외과의원 노종훈 강남구 압구정로 156

다미인 성형외과 강춘성 강남구 논현로 715 가나빌딩 3층

다우성형외과 김진형 강남구 도산대로 108 렉스타워 14층

대영성형외과 안동현 강남구 압구정로 338  203호



 명   칭 대표자  주       소 

드림성형외과 박양수 강남구 논현로 848, 10층

라비앙성형외과 정재영 강남구 선릉로 805, 3∙4층 

라포레성형외과 이두양 강남구 논현로 824 동양빌딩 5층

레알성형외과 김수신 강남구 압구정로 164, 2층

미소유성형외과의원 조길환 강남구 압구정로30길 51, 5층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강남구 논현로 517

뷰성형외과 최순우 강남구 테헤란로 101, 이즈타워 8,10,11층

뷰티라인성형외과의원 유현재 강남구 강남대로 590, 미혜빌딩 12층

세인성형외과의원 차상면 강남구 압구정로30길 51, ISA 빌딩 7층

에이펙스성형외과 송현석 강남구 테헤란로 139-1 한중앙타워 3층

아이디병원 박상훈 강남구 도산대로 142

아이웰성형외과의원 박범진 강남구 논현로 843, 6층

압구정드림성형외과 송홍식 강남구 압구정로 172

압구정서울성형외과 이민구 강남구 논현로 840 

오세원성형외과의원 오세원 강남구 삼성로 754, 5층

오앤영성형외과의원 오영환 강남구 압구정로 150,3층

올래성형외과의원 홍기석 강남구 압구정로30길 23 미승빌딩 6층

올리브성형외과의원 반준섭 강남구 강남대로 376, 8층 (역삼동)

워너비성형외과의원 차명규 강남구 논현로 839 규명빌딩2층



 명   칭 대표자  주       소 

웰성형외과 하성윤 강남구 도산대로 104 퍼스트애비뉴빌딩 5,6층

유로성형외과의원 최준용 강남구 논현로 805, 1층 (신사동)

유비에이성형외과 박성철 강남구 강남대로 590, 미혜빌딩 5층

유진성형외과 강태조 강남구 압구정로 437 일신빌딩5층

유봄성형외과 이정수 강남구 도산대로 326 대동타워 4층 

재돈성형외과의원 서재돈 강남구 논현로175길 19

제이준성형외과 박형준 강남구 논현로 530 (B1~지상5)

청담유성형외과 양동준 강남구 삼성로145길 6, 2∙3층

탑페이스성형외과 심재선 강남구 논현로 842, 4층 (신사동, 압구정빌딩)

티에스성형외과 이상균 강남구 도산대로 108, 12,13층

티엘성형외과 임중혁 강남구 압구정로 148 (신사동) 

포에버성형외과의원 조동환 강남구 논현로 825 

허쉬성형외과 정영춘 강남구 도산대로 502, 6층



[피부 : 15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더마주피부과 김주영 강남구 영동대로 607 랜드마크빌딩 7F

디앤에이피부과 전병환 강남구 압구정로 156, 5층

모델로피부과 서구일 강남구 압구정로 459 진빌딩 3층

미파문피부과 문득곤 강남구 강남대로 468 충림빌딩 5층

모건피부과 이승용 강남구 논현로 841 제이비 미소빌딩

봄여름가을겨울피부과 강승훈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0

삼성CU클린업피부과 김희중 강남구 테헤란로87길 17, 마젤란21 아스테리움2층

세련피부과 황규광 강남구 학동로 338 강남파라곤 S동 201호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이상준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B/D 12층

압구정리더스피부과 윤성재 강남구 언주로 843

오라클피부과의원 주영현 강남구 압구정로30길 23 미승빌딩4층

위드윈피부과 이재봉 강남구 압구정로 30길51  I.S.A빌딩 4층

청담오라클피부과성형

외과
노영우 강남구 봉은사로 333 세홍빌딩 1,2층

황성주털털한모발이식

센터
황성주 강남구 도산대로 109 동원빌딩4층

후즈후피부과 홍경국 강남구 논현로 868 구정빌딩 3층



[한방 : 8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경희보궁한의원 김도선 강남구 강남대로 626 2층

광동한방병원 이강남 강남구 봉은사로 612

노들담한의원 이경엽 강남구 강남대로78길12 예미프레스티지 빌딩 11층

리봄한의원 김형민 강남구 학동로 336

명옥헌한의원 김진형 강남구 삼성로 726, 경원빌딩 3층

이문원한의원 이문원 강남구 학동로97길 41 리유빌딩 3층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강남구 언주로 858 

하늘체한의원(압구정

점)
최형석 강남구 압구정로30길 9, 2∙3층

[치과 : 9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CDC치과병원 이재천 강남구 학동로97길 11

수치과병원 류홍열 강남구 선릉로 823 한양타운3층

에스플란트치과병원 노현기 강남구 도산대로 410

에이플러스치과병원 김욱동 강남구 언주로 860 4~6층

오늘안치과 강정호 강남구 도산대로 307, 3층

임플란티아치과 김인수 강남구 영동대로 520 2층

제아치과병원 강영호 강남구 강남대로 416, 4층 

킹콩치과 박광수 강남구 강남대로 390, 19,20층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강남구 테헤란로 107 비젼타워2층



[검진 : 8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강남세브란스병원 김근수 강남구 언주로 211

기쁨병원 강윤식 강남구 도곡로 122 

비에비스나무병원 홍성수 강남구 논현로 627

삼성서울병원 국제진

료소
권오정 강남구 일원로 81

서울대학교병원 강남

센터
노동영 강남구 테헤란로 152 (38~40층)

연세에스병원 심영기 강남구 학동로4길 7 

차움의원 김춘복 강남구 도산대로 442 피엔폴루스2층 

차의과대학교 강남차

병원
윤태기 강남구 논현로 566



[정형 : 5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

김영수병원 김영수 강남구 언주로174길 15

안강병원 안 강 
강남구 논현로 323 (역삼동, MTU빌딩 

지하1층,1층일부)

여러분병원 김정수 강남구 봉은사로 171

우리들병원 김호진 강남구 학동로 445

[안과 : 6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강남밝은성모안과 김종찬 강남구 테헤란로 110(3, 17, 18층)

강남조은눈안과 김준헌 강남구 테헤란로 107, 9층 (역삼동, 비전타워)

글로리서울안과 구오섭 강남구 테헤란로 109, 제일빌딩 2층

서울밝은세상안과 이종호 강남구 선릉로 823 2,6,7층)

아이리움안과 최진영 강남구 강남대로 388 (역삼동, 강남센타빌딩 7층)

압구정에스앤비안과 김준현 강남구 논현로 842, 9층



[이비인후과 : 4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상쾌한이비인후과 안태환 강남구 남부순환로 2615,극동스타클래스빌딩2,3층

소리이비인후과 박홍준 강남구 학동로 435 언고빌딩

예송이비인후과 음성

센터
김형태 강남구 언주로 874 쌍봉빌딩2층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강남구 역삼로 245 (지하2층, 지상1-4층)

[산부인과 : 3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강남구 도곡로 452

솜씨좋은산부인과의원 윤호주 강남구 논현로 841(신사동) 601,602호

최상산부인과 최동석 강남구 봉은사로 116 은성빌딩 3층

[기타 : 20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365엠씨의원 김건욱 강남구 선릉로 669

강남서울하정외과 나창현 강남구 강남대로 250 심현빌딩 5층

닥터안헤어플란트의원 안지섭 강남구 언주로 647 강남빌딩 2층

닥터홈즈의원 이혁진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45, 4층

라일락BLC 성기수 강남구 논현로 841 JB미소빌딩 201호



 명   칭 대표자  주       소 

라프린의원 박병춘 강남구 삼성로 709

리벨로아이미의원 모형진 강남구 논현로 168길 35

리연케이의원 김현수 강남구 강남대로 376 (역삼동, 강남8258빌딩 9층)

린의원 김세현 강남구 압구정로 463 (청담동, 3층일부, 4층,6층)

반에이치의원 이재철 강남구 논현로 609 조이빌딩 5층

보셀르의원 서운영  강남구 강남대로 596 극동빌딩 3층

비엘에스의원 이동원 강남구 논현로 824, 8층

압구정비앤미의원 이정민 강남구 압구정로46길 5-10 B동 2층

얀의원 최원탁 강남구 테헤란로87길 17 마젤란 21 아스테리움

제이에스미의원 노승혜 강남구 강남대로 378, 7층

움찬의원 현상윤
강남구 논현로 841 (신사동, 미소빌딩 지하 1층, 

107호~110호)

지의원 홍승혁 강남구 도산대로 122, 6,7층(논현동, 에메랄드빌딩)

청담비엘에스의원 권용욱 강남구 압구정로 414, 3층

청담엔비의원 이황희 강남구 삼성로 772 로데오빌딩 2층

체인지의원 장두열 강남구 압구정로 443 3,5층

[일반(단체)회원: 2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코엑스 변보경 강남구 영동대로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