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원 명 단

[성형 : 38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1mm성형외과 도언록 강남구 강남대로 446

2060오스킨성형외과 이태근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13

4월31일 성형외과 김재훈 강남구 강남대로 548 건우빌딩 6층

JK 성형외과 주 권 강남구 논현로 835 JK빌딩 

JW정원성형외과
서만군외

2명
강남구 삼성로 553 JW정원성형빌딩

가미성형외과 박건욱 강남구 테헤란로 105

글로비성형외과 노봉일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5 동심빌딩 6층

노종훈성형외과의원 노종훈 강남구 압구정로 156

더성형외과 옥재진 강남구 논현로 868, 5층, 6층

드림성형외과 박양수 강남구 논현로 848, 10층

디엠성형외과 이주홍 강남구 압구정로 158, 2층 (신사동)

라비앙성형외과 정재영 강남구 선릉로 805

라프린의원 박병춘 강남구 삼성로 709 (청담동)

루비성형외과 허정우 강남구 도산대로 108  9층, 10층

리앤리성형외과 이한얼 강남구 강남대로 596, 5층

마인드성형외과 이영택 강남구 강남대로 476

미소유성형외과의원 조길환 강남구 강남대로 480  3층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강남구 논현로 517



 명   칭 대표자  주       소 

뷰성형외과 최순우 강남구 봉은사로 107

뷰티라인성형외과의원 유현재 강남구 강남대로 590, 미혜빌딩 12층

비아이오성형외과 박철 강남구 도산대로 107 2층~4층 (신사동, SYH타워)

비유성형외과 최우경 강남구 강남대로 402

아이디병원 박상훈 강남구 도산대로 142

아이원성형외과 박병주 강남구 논현로 823, 4층

아이웰성형외과의원 박범진 강남구 논현로 843, 6층

압구정서울성형외과 이민구 강남구 논현로 840 

에이탑성형외과 안용수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10

에프아이성형외과 박재현 강남구 논현로 873 (신사동)

올리브성형외과의원 반준섭 강남구 강남대로 376, 8층 (역삼동)

워너비성형외과의원 차명규 강남구 논현로 839 규명빌딩2층

웰성형외과 하성윤 강남구 도산대로 104 퍼스트애비뉴빌딩 5,6층

유로성형외과의원 최준용 강남구 논현로 805, 1층 (신사동)

유진성형외과 강태조 강남구 테헤란로 8길 44

제이제이성형외과 강태조 강남구 논현로 843

청담유성형외과 양동준 강남구 삼성로145길 6,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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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에스성형외과 이상균 강남구 도산대로 108, 12,13층

허쉬성형외과 정영춘 강남구 도산대로 502, 6층



[피부 : 12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더마주피부과 김주영 강남구 영동대로 607 랜드마크빌딩 7F

모델로피부과 서구일 강남구 압구정로 60길21 청담분더샵N관 5층

바노바기피부과 반재용 강남구 논현로 523, 4층

서울리거피부과 이정훈 강남구 논현로 847

씨유클린업피부과 김희중 강남구 테헤란로87길17, 203호, 204호 (삼성동)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이상준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B/D 12층

압구정리더스피부과 윤성재 강남구 언주로 843

오라클피부과의원 주영현 강남구 압구정로30길 23 미승빌딩4층

청담오라클피부과성형

외과
노영우 강남구 봉은사로 333 세홍빌딩 1,2층

청담엔비의원 이황희 강남구 삼성로 772 로데오빌딩 2층

클린피부과 이미경 강남구 압구정로 432, 송재빌딩 3층 (청담동)

후즈후피부과 홍경국 강남구 논현로 868 구정빌딩 3층

[한방 : 5개]

광동한방병원 이강남 강남구 봉은사로 612

리봄한방병원 김형민 강남구 학동로 336

소람한방병원 성 신 강남구 봉은사로 458

이문원한의원 이문원 강남구 선릉로132길 33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강남구 언주로 858 



[치과 : 15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3시간치과 선정연 강남구 학동로 215, 8층

CDC치과병원 이재천 강남구 학동로97길 11

굿라이프치과병원 이상민 강남구 강남대로 476, 4층 (논현동)

더스타치과 조유나 강남구 도산대로 108 렉스타워 11층

라이브치과병원 최정우 강남구 논현로 105길 48

르치과 임태형 강남구 봉은사로 108

매직키스치과의원 정유미 강남구 압구정로 162 비 105

비오케이김봉옥치과 김봉옥 강남구 압구정로 208  4층

에스플란트치과병원 노현기 강남구 도산대로 410

유씨강남치과의원 정해웅 강남구 봉은사로 209, APP타워 4층 (논현동)

미니쉬치과병원 강정호 강남구 도산대로 307, 3층

옥스치과 배철민 강남구 테헤란로 105  7층

이유구강안면외과치과 김종윤 강남구 도산대로 108길 2층

제아치과병원 강영호 강남구 강남대로 416, 4층 

후즈후치과의원 최재용 강남구 논현로 868, 3층 (신사동)

[검진 : 5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영구 강남구 언주로 211

비에비스나무병원 홍성수 강남구 논현로 627

삼성서울병원 국제진

료센터
권오정 강남구 일원로 81

서울대학교병원 강남

센터
김주성 강남구 테헤란로 152 (38~40층)

차움의원 이동모 강남구 도산대로 442 피엔폴루스2층 



[정형 : 4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

메드렉스 양혁재 강남구 논현로 705, 지하2~지상8층 (논현동)

안강병원 안 강 
강남구 논현로 323 (역삼동, MTU빌딩 

지하1층,1층일부)

우리들병원 배준석 강남구 학동로 445

[안과 : 5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서울밝은세상안과 이종호 강남구 선릉로 823 2,6,7층)

아이러브안과 박영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16

드림성모안과 구태형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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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안과의원 김선영 강남구 강남대로 470, 808타워 10층 (역삼동)

[이비인후과 : 2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소리이비인후과 박홍준 강남구 학동로 435 언고빌딩

예송이비인후과 음성

센터
김형태 강남구 언주로 874 쌍봉빌딩2층



[산부인과 : 3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리즈산부인과 이형근 강남구 도산대로 127  3,4층

최상산부인과 최동석 강남구 봉은사로 116 은성빌딩 3층

차의과대학교 강남차

병원
노동영 강남구 논현로 566

[기타 : 16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강남서울하정외과 나창현 강남구 강남대로 250 심현빌딩 5층

김현수내과 김현수 강남구 언주로 874  7층

닥터안헤어플란트의원 안지섭 강남구 언주로 647 강남빌딩 2층

린의원 김세현 강남구 압구정로 467  3층, 4층,6층

비엘에스의원 이동진 강남구 도산대로 67길 13-5

비오페이스의원 박주영 강남구 강남대로 152길 22 (신사동)

스탠탑비뇨의학과 김도리 강남구 봉은사로 107, 2층, 6층

압구정비앤미의원 이정민 강남구 압구정로46길 5-10 B동 2층

에비타흉부외과의원 전철우 강남구 논현로 815, 부르다문빌딩 5층 (신사동)

연세에스병원 심영기 강남구 학동로4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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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호~110호)

제이에스미의원 노승혜 강남구 강남대로 378, 7층

지앤지병원 성용해 강남구 영동대로 626 지앤지병원빌딩

청담셀의원 조찬호 강남구 도산대로 502

플레이트의원 이기호 강남구 도산대로 53길13  3층

황성주털털한피부과 황성주 강남구 도산대로 1길13 2층 (신사동, ICT TOWER)



[일반(단체)회원: 2개]

 명   칭 대표자  주       소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강남구 영동대로 511

㈜코엑스 이동원 강남구 영동대로 513 

[협회 감사: 1개]

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서초구 서초3동 1702-9 상일빌딩 4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