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제7회 교육강좌
일시:

2017년 7월 16일 (일)

장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B1 대강당 및 중강당

존경하는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원 여러분,
꽃피는 봄이 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 왔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대한
안면성형재건학회 제13차 춘계학술대회는 많은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학회는 올 해의 두번째 행사인 제7회 교육강좌를 7월 16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강좌는 ‘I can do it!’이라는 주제 하에 안면성형분야에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코성형 및 지방이식, 안면거상 등의 술기에 대해 해부학적인 기초부터 동영상을 적극
활용한 수술법 강의, 그리고 합병증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 초보자
들도 시행이 가능할 만큼 실제적인 내용으로 꾸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술기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회원들을 위해 각 술기의 시연, 그리고 실습에 이르는
Hands-on Course (선착순)와 Video Session을 마련하여 배우신 실기들을 실제 진료현장에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안면성형재건학회에서는 이번 교육강좌를 통해 여러 회원들께서 각 분야의 전문가
들과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최신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

동헌종

프로그램
대강당
07:30-07:50
07:50-08:00

Registration
개회식 및 회장 인사말

Session 1. I Can Do 지방 이식 (I Can Do Fat Transfer)
08:00-08:20
		
08:20-08:40
		
08:40-09:00
		
09:00-09:20
		
09:20-09:40
09:40-10:00

좌장: 문형진 (비업의원)

지방이식술의 원리와 이론
Principles and theories of fat transfer

장형준 (비업의원)

지방이식술의 실전 테크닉
Technical details of fat transfer

강일규 (가천대)

줄기세포 지방이식술의 소개
Introduction of stem cell augmented fat transfer

손원상 (지앤지병원)

Injectable material에 의한 합병증의 치료
Treatment of complications from injectables

문형진 (비업의원)

질의 응답
Coffee break

Session 2. I Can Do 안면 거상 (I Can Do Facelift)

좌장: 강제구 (국립중앙의료원)

10:00-10:20
		
10:20-10:40
		
10:40-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20

안면 SMAS 및 지방층의 해부학
Newest findings of facial SMAS and fat layers

강제구 (국립중앙의료원)

안면거상을 위한 안면해부학
Anatomy for the facelift

노동환 (국립중앙의료원)

12:20-12:30

교육활성화 TF 강좌 소개

12:30-13:30

Lunch

HIFU, RF를 이용한 비침습적 안면거상법
Non-invasive facial rejuvenation using HIFU and RF

이병택 (에스탑의원)

실리프팅의 노하우
Know-hows of thread lifting

김준모 (에스탑의원)

SMAS 안면거상술의 기본 테크닉
Basic techniques of the SMAS facelift
내시경 이마거상술의 기본 테크닉
Basic techniques of the endoscopic browlift

김인상 (닥터비의원)
김상우 (미자인의원)

질의 응답		
문형진 (비업의원)

Session 3. I Can Do 확대 코성형 (I Can Do Augmentation Rhinoplasty) 좌장: 김수환 (가톨릭대)
13:30-13:50
		
13:50-14:10
		
14:10-14:30
		
14:30-14:50
		
14:50-15:10
		
15:10-15:30
		
15:30-15:50
15:50-16:10

실리콘 보형물의 맞춤형 디자인과 제작법
Tailored design and carving of silicone implants

김 준 (바로코의원)

고어텍스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 방법
Augmentation rhinoplasty using the ePTFE implant

장근욱 (하나비의원)

늑연골을 이용한 확대 코성형 방법
Augmentation rhinoplasty using autologous ribs

송형민 (VIP 성형외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코를 만드는 노하우
Know-hows to make the natural and beautiful nose

진홍률 (닥터진 이비인후과)

확대 코성형 수술의 핵심 요점들
Crucial points of the augmentation rhinoplasty

정동학 (심미안의원)

나의 확대 코성형 방법
My methods of augmentation rhinoplasty

장용주 (울산대)

질의응답
Coffee break

Session 4. 비밸브재건술에 대한 공청회 (Open Forum On Nasal Valve Reconstruction)
		

좌장: 동헌종 (성균관대)

16:10-16:20
		
16:20-16:30
		
16:30-16:40
		
16:40-17:00
		

비밸브재건술의 시술 현황 및 문제점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asal valve reconstruction

김수환 (가톨릭대)

비밸브재건술의 보험 청구
Insurance coding and billing of the nasal valve reconstruction

이주형 (가톨릭대)

17:00-

폐회식

비밸브재건술의 가이드라인
Guideline of the nasal valve reconstruction

최윤석 (연세 코앤이비인후과)

토론
Open discussions

중강당
08:00-09:40

Hands-on Course 1. Facial Botox Injections (16명 선착순)

안면 보톡스 시술법 강의
Lecture
안면 보톡스 시연
Demonstration
안면 보톡스 실습
Practice under supervision

10:00-12:20

김준모 (에스탑의원)
김준모 (에스탑의원)
참가자 전원

Hands-on Course 2. Facial Filler Injections (16명 선착순)

안면 필러 시술법 강의
Lecture
안면 필러 시연		
Demonstration
안면 필러 실습		
Practice under supervision

12:20-13:30

문형진 (비업의원)
문형진 (비업의원)
참가자 전원

Lunch

Live Video Session
13:30-13:50
		
13:50-14:10
		
14:10-14:30
		
14:30-14:50
		
14:50-15:10
		
15:10-15:30
		

SMAS 안면거상술
SMAS facelift

김인상 (닥터비의원)

내시경 이마거상술
Endoscopic browlift

최지윤 (조선대)

하안검 성형술
Lower blepharoplasty

김상우 (미자인의원)

절개 쌍꺼풀 수술법
Incisional double eyelids operation

최지윤 (조선대)

매몰 쌍꺼풀 수술법
Non-Incisional double eyelids operation

송형민 (VIP 성형외과)

불법 필러 시술에 의한 코부작용의 진피이식을 이용한 치료
장근욱 (하나비의원)
Surgical treatment of nasal granulomatosis from non-medical filler injection

3D Video Cinema School
16:10-17:00
		

필러, 톡신 시술을 위한 3D 해부 비디오
3D cadaver dissection with filler & toxin

문형진 (비업의원)

등록안내
등록비에는 점심식사, 교재, 주차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휴식시간에는 음료가 제공됩니다. 가능하시면 7월 7일 (금)까지 사전등록을 부탁드립
니다. 등록취소는 7월7일(금)까지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20%를 제하고 환불 됨을 양해바랍니다.
1. 등록비 및 등록신청서 (신청란에 ∨표 하세요.)
등록비
구 분

등록구분

Main Congress

회원전문의

비회원전문의

전공의/군의관

사전등록 (2017. 7. 7까지)

 70,000원

 100,000원

 40,000원

당일등록 (2017. 7. 10부터)

 90,000원

 120,000원

 60,000원

구 분

신청란 (∨표시)

Hands-on Course 1. 안면 보톡스 실습 (선착순 16명)

 50,000원

Hands-on Course 2. 안면 필러 실습 (선착순 16명)

 50,000원

*Hands-on Course는 신청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이론과 상호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16명 이후로는 추가 접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 분

 회원전문의

 비회원전문의

이 름

 전공의 (

)년차

 군의관

의사면허번호

병원명
휴대폰

이

메

일

입금일

입 금 자 명

입금처

우리은행1006-601-357836/예금주: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전공의 선생님의 경우, 연차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입금자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Hands-on Course는 선착순 접수 후, 접수 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 해드립니다.
3. 학회사무국
- Email. kafprs@naver.com / Tel. 02-836-9963 / Fax. 02-6455-8739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 3호선 일원역 (1번 출구), 3호선, 분당선 수서역 (2번 출구)
■ 셔틀버스
- SRT 수서역 (3번 출구), 지하철 3호선 수서역 (1번 출구), 일원역 (1번 출구)에서 병원 본관, 암병원을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07:30~17:30 (운행간격 10분), 토요일 07:30~12:30 (운행간격 15분)
공휴일: 운휴
* SRT 수서역 출발 기준
■ 버스
- 지선버스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 4412(G), 3011(G), 강남06(G)
병원 정문 : 3219(G), 3413(G), 강남01(G)
병원 정문앞 : 3219(G), 3413(G), 강남01(G), 16, 6009(공항)
병원 후문 : 4412(G), 3011(G), 강남06(G)
일원역 사거리 : 3219(G), 3413(G), 4419(G), 강남01(G), 16
삼성서울병원 원내운행 : 강남01(G), 병원 → 대청역 → 삼성역방향 (06:00~23:30)
- 간선버스
일원역 사거리 : 401(B), 402(B), 461(B), 333(B)
- 광역버스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 9407(R), 9507(R), 9607(R)
병원후문 : 9407(R), 9507(R), 9607(R)
■ 자동차
- 서울요금소 → 양재IC → 양재대로 우측 → 삼성서울병원 본관, 암병원/장례식장

Tel: 02.836.9963
E-mail: kafprs@naver.com

Fax: 02.6455.8739
http://www.kafp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