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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원 여러분,
2017년 한 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
13차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된 것을 학술대회장으
로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안면성형재건수술에 관심이 많
은 이비인후과의사들에 의해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가 창설된 후 우리 학회는 외부로
부터의 견제가 심한 성형분야에서 우리 회원들의 견실한 바람막이가 되어 왔으며, 회
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안면성형재건 분야의 정확한 지식을 보급, 발
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새 집행부와 함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이미 이비인후과 내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코성형술
외에도 안면회춘(facial rejuvenation)과 연관된 안면거상술 및 안면부에서의 필러와 보
톡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자들의 실질적인 강의를
준비하였으며, 대한성형안과학회와 함께 안검성형술 분야에서의 최신 지견을 알려드
리려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동료회원들과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자
리가 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강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 연자 분들과 학회 준비를 위해 수
고하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함께 이 학회를 즐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제 13차 춘계학술대회 대회장

이재서

존경하는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원 여러분!
회원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2010년 창립된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가 7번째 춘계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Rhinoplasty and Beyond라는 테마로 이제
는 이비인후과 진료의 주축이 된 코성형술 외에도 필러 및 보톡스, 귀성형술 등 다양
한 안면성형술기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회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facial
rejuvenation에 관한 국내외 대가들을 모시고 이 분들의 다년간의 수술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성형안과학회와
함께 안면성형 분야의 발전을 위해 보조를 맞추고자 하며 안검성형술의 최신 지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안면성형재건학회는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으로 더욱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는 4월 16일, 학회장에서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 동 헌 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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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당
08:30~09:00

Registration

09:00~09:10

개회식 및 학술대회장 인사말

Invited Lecture

좌장: 이재서

09:10~09:40

Facial Rejuvenation: Vertical Forhead, Face and Neck Advancement

George Marcells (About Face Clinic, Austrailia)

09:40~10:10

Differences in facial rejuvenation techniques: Caucasians vs Koreans

권택근

10:10~10:30

Coffee Break

(서울대)

(Aone 성형외과)

All that filler and Botox

좌장: 문형진

10:30~11:00

Facial anatomy for filler and botox injection

한승호

(중앙대)

11:00~11:30

Filler injection A to Z

김준모

(에스탑의원)

11:30~12:00

Botox injection A to Z

심우진

(에스원 이비인후과)

12:00~12:30

Patient care and managemnet of complication after injection

문형진

(비업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중식 - Sponsored Symposium

좌장: 박동준

(연세대)

좌장: 장태영

(인하대),

김정수

(경북대)

How I do it

좌장: 장용주

(울산대),

진홍률

(서울대)

15:00~15:20

Nasal valve reconstruction: effective coding in Korea

이주형

(가톨릭대)

15:20~15:40

How to minimize edema and ecchymosis in facial plastic procedure

최윤석

(연세 코앤이비인후과)

15:40~16:00

Complications and its managements of rhinoplasty

강제구

(국립중앙의료원)

16:00~16:20

Starting up facial plastic practice as an otolarygologist: solo vs group

김인상

(닥터비의원)

16:30~17:00

폐회식

12:30~13:40

(비업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중식 - Sponsored Symposium

구연 1
13:40~14:40

구연 1

14:40~15:00

Coffee Break

세미나실 1

Essentials in Facial Plastic Surgery

좌장: 김수환

10:30-10:50

Essential anatomy of brow lift

강일규

(가천대)

10:50-11:10

Basic lower blepharoplasty

송형민

(VIP 성형외과)

11:10-11:30

Essential anatomy and techniques of minor ear deformity

이효정

(한림대)

11:30-11:50

Local flaps

최지윤

(조선대)

11:50-12:10

Stepwise approach of nasal bone and septum fracture

김지선

(을지대)

12:10-12:30

Functional rhinoplasty: concepts and techniques

유명상

(건국대)

(가톨릭대),

박찬흠

(한림대)

정기 이사회
12:30-13:40

정기 이사회

구연 2

좌장: 정동학

(심미안 코성형클리닉),

Joint session with KSOPRS

좌장: 동헌종

(성균관대),

15:00-15:20

Periorbital anatomy with aging

지미정

(가천대)

15:20~15:40

Transconjuctival lower lid blepharoplasty

박주완

(가톨릭대)

15:40~16:00

Tips and pearls for rhinoplasty with blepharoplasty

박효진

(파르베 성형외과)

16:00~16:20

Update in blow-out fracture

권재환

(고신대)

16:30~17:00

폐회식

13:40-14:40

구연 2

14:40-15:00

Coffee Break
우경인

장진순

(인제대)

(성균관대)

등록안내
등록비에는 점심식사, 교재, 주차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휴식시간에는 음료가 제공됩니다. 가능하시면 4월 7일까지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취소는 4월12일(수)까지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20%를 제하고 환불됨을 양해바랍니다.
1. 등록비 및 등록신청서 (신청란에 ∨표 하세요.)
등록비
구 분

Main Congress

구 분

등록구분
회원전문의

비회원전문의

전공의/군의관

사전등록 (2017. 4. 7까지)

 70,000원

 100,000원

 40,000원

당일등록 (2017. 4. 10부터)

 90,000원

 120,000원

 60,000원

 회원전문의

 비회원전문의

이 름

 전공의 (

)년차

 군의관

의사면허번호

병원명
휴대폰

이

메

일

입금일

입 금 자 명

입금처

우리은행 1006-601-357836 / 예금주: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2. 등록방법
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입금자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초록 제출 안내
- 초록 제출마감일: 2017. 3. 10(일)까지
- 원저, 증례 모두 가능하며, 제출한 초록은 학술위원회의 심사 후 채택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이번 학회에서는 채택된 모든 연제는 구연 위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학회 홈페이지에서 초록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kafprs@naver.com)로 제출해 주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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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