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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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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선생님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기쁨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Brian JF Wong

UC Irvine Medical Center, California. USA

계절의 여왕 5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개최될 제 14회 아산코성형심포지엄에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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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k J Menger

The University Medical Center Utrecht, Utrecht,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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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oru Kodama

Oita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Oita, Japan

2003년 1회 심포지엄 개최 이후로 해마다 질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심포지엄은 여러 선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코성형수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국내외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의 저명하신 연자 분들을 모시어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외국 연자로는 미국, 네덜란드, 대만, 일본, 인도에서 다섯 분의 연자를 초청하여 국제적인
코성형수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국내 연자들의 강의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DOMESTIC FACULTY

않았던 매우 실제적이고 새로운 주제들을 선별하여, 초심자 또는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 모두 유용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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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으실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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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행사에는 세 건의 수술시연이 있을 예정으로, deformed nose에 대한 전형적인 open rhinoseptoplasty,
silicone을 이용한 cosmetic rhinoplasty, 그리고 filler injection rhinoplasty 시연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일요일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강의와 아울러 국내외 여러 선생님들의 수술동영상 상영과 토의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는 코성형 수술의 토론의 장에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환자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들을 얻어가시고, 동료의사들과 친교의 시간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14th Asan Rhinoplasty Symposium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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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director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장용주

May 27 (Sat) ~ 28 (Sun), 2017
Asan Medical Center Grand Auditorium, Seoul, Korea

Day 2: Sunday, May 28th, 2017

프로그램

Time
08:00 - 08:50

Speaker/Operator
Registration

Symposium 4 : Revision Rhinoplasty and Alar Soft Tissue

08:50 - 10:20

Time

Speaker/Operator
Registration

Symposium 1 : Basic and Trauma
Nasal anatomy for rhinoplasty

08:20 - 09:40

고국진

Tips for revision rhinoplasty

김인상

Revision rhinoplasty, how to avoid it
10:20 - 10:40

My approach to the nasal tip

Safe planes for rhinoplasty: a histological analysis of midline
longitudinal section of Asian nose

문형진

Ice cream cone graft for tip refinement

Cleft lip nose management

최지윤
Chih-Wen Twu

Symposium 5 : Septal Extension Graft and Tip Surgery

10:40 - 12:10

Moderator: 김인상

12:00 - 13:00

Lunch

Live surgery II.

장용주

Open rhinoplasty

15:00 - 15:10

Coffee break

Symposium 2 : Approach and Anesthesia in Rhinoplasty
Closed rhinoplasty: indications and technique

Brian Wong
장용주

Combination of septal extension graft and onlay graft

김인상

Revisit the septal extension graft

장용주

12:10 - 13:10

Brian Wong

Septal extension graft: how I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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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al extension graft: how I do it

강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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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6 : Dorsal Augmentation
Moderator: 이건희

13:00 - 15:00

Moderator: 동헌종

Caudal septal extension grafting-when and how

강일규

Coffee break
Open rhinoplasty

Dirk J Menger

Coffee break

김성원

10:00 - 12:00

송형민
Moderator: Brian Wong
Chih-Wen Twu

13:10 - 14:50

Moderator: 문형진

Tips and pitfalls of dorsal implant in Asian Rhin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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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ation rhinoplasty using high soft silicone

조규섭

Dorsal augmentation using acellular dermal matrix

이건희

My experience on use of different dorsal augmentation materials

김창훈

Anatomy for costal cartilage harvesting and use of diced costal cartilage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endonasal surgery

황규성

Rib cartilage in rhinoplasty and major nasal reconstruction

Endonasal extended columellar strut in Asian Rhinoplasy

김종엽

Dorsal augmentation using autologous cartilage

Do we always need general anesthesia for rhinoplasty?
How I do it under local anesthesia

김정수

Raising the radix and dorsum with extended spreader grafts

Closed rhinoplasty : make it simple and easy

장용주

Live surgery III.

Moderator: 강제구

16:10 - 16:40

Filler rhinoplasty

16:40 - 16:50

Coffee break

Symposium 3 : Functional rhinoplasty
Lateral crus pull-up technique, suspension of the nasal valve

이주형
김효열

Unilateral osteotomy and its modification

심우섭

My preferred technique for correction of deviated nose
Welcome Reception and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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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ulated alar rim grafts

Dirk J Menger

Satoru Kodama
Dirk J Menger
권재환

장용주
Brian Wong
Moderator: 장용주
장용주
Brian Wong

Caucasian rhinoplasty

Dirk J Menger

Rhinoplasty: Endonasal approach

Chih-Wen Twu

Deviated nose
15:10 - 17:30

권택근
Brian Wong

Coffee break
Saddle nose, Deviated nose, Short nose

Moderator: 김창훈

Correction of deviated nose: lateral cartilages and bony pyramid

Five ways to deal with the saddle nose

14:50 - 15:10

Video Session: My Typical Rhinoplasties

문형진

Correction of deviated nose: addressing the nasal septum

Septorhinoplasty for the correction of nasal cavity deformity

18:30

Sapna Parab

Dirk J Menger

Short nose correction

정진혁

Live surgery I.

16:50 - 18:10

Moderator: 이흥만

김인상

Alar-columellar discrepancy

Rethinking the septal L strut in septorhinoplasty

Rhinoplasty in traumatic nose

15:10 - 16:10

최지윤

Nasal physiology in rhinoplasty surgeon’s perspective

Systemic approach to nasal trauma
09:40 - 10:00

김지희

Management of alar base deformities in Asian: how I do it
Alar and columellar plasty

Day 1: Saturday, May 27th, 2017

08:00 - 08:20

Moderator: 장태영

Our experience on alar base modification

김효열

Revision rhinoplasty

권택근

Asian convex dorsum

김창훈

Augmentation rhinoplasty

이건희

Nose and eye surgery combined

최지윤

Typical cosmetic rhinoplasty: Gangnam style

김인상

Closed rhinoplasty

황규성

May 27 (Sat) ~ 28 (Sun), 2017
Asan Medical Center Grand Auditorium, Seoul, Korea

등록안내

오시는 길

제 14회 아산 코성형 심포지움(ARS)
2017년 5월 27일~28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1. 온라인 접수

www.ars2017.com

2. 등록문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 2동 388-1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의국
전화: 02)3010-3710

팩스: 02)489-2773

E-mail: sshong@amc.seoul.kr

3. 입금방법	사전등록 시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기관, 구분(전문의, 군의관, 전임의, 전공의 ~년차),
참석일자, 전화번호, e-mail, 송금일, 입금자 명, 입금액을 기재하여 fax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외환은행 620-177288-291

예금주: 홍선숙

등록비 안내(*)
5월 27일만 참가

5월 28일만 참가

전공의
군의관
전임의

전문의*

5월 13일 이전

6만원

5월 13일 이후

7만원

전공의
군의관
전임의

전문의*

7만원

5만원

8만원

6만원

5월 27일, 28일 모두 참가
전공의
군의관
전임의

전문의*

6만원

10만원

11만원

7만원

12만원

13만원

8 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20분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
2 호선

*연수평점 : 전문의–6점, 전공의–2점

전문의 (Specialist in ENT or PS)
이름 (한글):
참석일자: 5월 27일(

잠실나루역(구 성내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10분 거리)
(3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 이용(버스 4318번)

제 14회 아산 코성형 심포지엄 참가신청서
보내실 곳: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강동구청역 (4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

팩스: 02)489-2773
전임의

E-mail: sshong@amc.seoul.kr

전공의: ________ 년차

군의관/공보의

5 호선

잠실역 (7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4318번)
천호역 (9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4318번, 112-5번)
강동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112-5번)

이름 (영문):
)

5월 28일(

)

소속 (병원명):
입금자명:

의사면허번호:

휴대전화:

e-mail:

입금날짜:

입금액:

*2017년 5월 13일 이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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