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명단
[성형 : 48 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주             소

JW정원성형외과 서만군 외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3 (삼성동)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3 (삼성동)

허쉬성형외과 정영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30, 2-4층 (청담동)

아이디병원아이디병원 박상훈박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2, B3~5층,7~16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2, B3~5층,7~16층 

4월31일  성형외과 김재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7 (논현동)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7 (논현동)

유진성형외과 강태조강태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4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4 (역삼동) 

JK 성형외과 주 권주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35 (신사동)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35 (신사동)

드림성형외과 박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8 (신사동)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8 (신사동)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7 (역삼동)

뷰성형외과 최순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07 (논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07 (논현동) 

노종훈성형외과 노종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6 (신사동)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6 (신사동)

미소유성형외과 조길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0, 3층 (논현동)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0, 3층 (논현동)

아이웰성형외과 박범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3, 2,6층 (신사동,)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3, 2,6층 (신사동,)

압구정서울성형외과 이민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0 (신사동)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0 (신사동)

올리브성형외과 반준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6, 8층 (역삼동)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6, 8층 (역삼동)

유로성형외과 최준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0, 청담스퀘어 A동 4층

청담유성형외과 양동준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45길 6 (청담동)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45길 6 (청담동)

가미성형외과의원 박건욱박건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5, 13층 (역삼동)

뷰티라인성형외과뷰티라인성형외과 유현재유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90, 12층 (논현동)

웰성형외과 하성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4 (논현동, 1st Avenue 
5,6층)

티에스성형외과 이상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8, 12, 13층 (논현동)

글로비성형외과 노봉일 서울특별기 강남구 논현로 843, EGI 빌딩 7층

루비성형외과 허정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8, 9,10층 (논현동)

2060오스킨성형외과 이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13, 7층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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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오성형외과 박철(박동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7,2층,3층,4층

비유성형외과 최우경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820-11시계탑빌딩7층 

에이탑성형외과 안용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5, 4층(역삼동)

라프린의원 박병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09 (청담동)

에프아이성형외과 박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3 (신사동)

1mm성형외과 도언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6

리앤리성형외과 이한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96, 5층

아이원성형외과 박병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23, 4층

제이제이성형외과 홍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3

나비성형외과 신예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26, 1층

바탕성형외과 한승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7층

오페라성형외과 김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06, 15층

와우성형외과 조종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1, 9층



청담여신성형외과 지용훈 외 1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8, 14~15층

타코성형외과 오현배 외 1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12층

페이스플러스성형외과 박정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0, 4층

포비성형외과 임중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7, 3층

프리미어성형외과 최항석 외 1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7, 8층

현대미학성형외과 황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4, 2층

렉스성형외과의원 정재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 렉스타원 16층

BK성형외과의원 금인섭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106 

더블유성형외과의원 오혁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16

디바인성형외과의원 송선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4

티제이성형외과의원 장택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06

[피부 : 11 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주             소

아름다운나라피부과/성형외과 이상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역삼동)

클린업피부과의원 김희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17, 203호 204호 

모델로피부과 서구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60길 21, 5층 (청담동)

클리니크후즈후 홍경국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42 (청담동 84)

압구정리더스피부과 윤성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43, 4,5층 (신사동)

청담오라클피부과 노영우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 (삼성동)

청담엔비의원 이황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72, 201호~205호 (청담동)

바노바기피부과 반재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3, 4층

서울리거피부과 이정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7

맥스웰피부과 노윤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10층

도곡양재차앤박피부과의원 차미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48 목원빌딩3층

[한방 : 6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가산의료재산 광동한방병원 이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2 (삼성동)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36 (논현동)

이문원한의원 이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2길 33 (청담동)

리봄한방병원 김형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0길 7 2~4층

명옥헌한의원 김진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6 3층

김정국한의원 김정국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8

[치과 : 18 개소 ]

명      칭 대표자 주             소

에스플란트치과병원 손병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0, 3~8층 (청담동)

씨디씨치과병원 이재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 11 (청담동)

미니쉬치과병원 강정호 외 4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8

굿라이프치과병원 이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4층 (논현동, 
urbanhive)

이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김종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8, 2층 (논현동, 
렉스타워빌딩)

비오케이김봉옥치과 김봉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8, 4층 (신사동, 본경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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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즈후치과의원 쵀재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1길15 카로시티 1, 5층 
(신사동)

3시간치과 선정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5, 8층

라이브치과병원 최정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5길 48

르치과 임태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08

소중치과 전태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7길 13-4, 4층

스마일뷰치과의원 김은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1-16번지 15층

연세유라인치과의원 강동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압구정에이플러스치과의원 김욱동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60, 5층

강남에이플러스치과의원 오성욱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60, 5층

에이플러스치과의원 김응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60, 4층

코코넛치과의원 박연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7

[검진 : 3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비에비스나무병원 홍성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27 (논현동, 2~11층)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김주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차움의원 김춘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 (청담동)

[안과 : 6 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 이종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23 (신사동)

아이리움안과의원 최진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센타빌딩  (역삼동)

드림성모안과의원 구태형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90미진프라자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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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안과 박영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16

밝은성모안과 김종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 3층

[산부인과 : 3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김춘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 (역삼동, 역삼동 606-4)

리즈산부인과 이형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7 (신사동)

트리니티여성의원 정난희, 양기열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108,3F   

[이비인후과 : 2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예송이비인후과음성센터 김형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74 (신사동)

소리이비인후과 박홍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35, 지하1,2,4층 (청담동)

[기타 : 13 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연세에스의원 심영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71, 2층 (논현동)

비엘에스의원(본점) 이동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7길 13-5

린클리닉의원 김세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67 (청담동)

지앤지병원 성용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6, 2~10층 (삼성동)

김현수내과 김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74, 7층 (신사동, 쌍봉빌딩)

플레이트의원 이기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3길 13 (신사동)



청담셀의원 조찬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18 SB타워 15층

더더블유의원 김재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96, 9층 (논현동)

엠디외과의원 이상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14, 3-8층 (청담동)

클린타투의원 박재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1, 4층 (논현동)

더블랙의원 이신제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584,5층(성일빌딩) 

주앤의원 최경희 서울시강남구선릉로155길3번지 

뉴헤어의원 김진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0 서림빌딩 15층

[탈모 : 2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황성주털털한피부과의원 황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길 13, 2층(신사동, ICT 
TOWER)

닥터안헤어플란트 안지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47, 2층 (논현동, 강남빌딩)

[외과 : 3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강남서울하정외과 나창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0, 5층 (도곡동, 심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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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슬림외과의원 박윤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상경빌딩 9층

[종합병원 : 2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일원동, 삼성의료원)

강남세브란스 송영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도곡동)

[정형외과 : 3개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우리들병원 이상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45 (청담동)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9 (도곡동)

메드렉스 양혁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5, 지하2~지상8층(논현동)

[일반(단체) 회원 : 2개소]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코엑스 이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협회 감사 :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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