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제7회 교육강좌
일시:

2017년 7월 16일 (일)

장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B1 대강당 및 중강당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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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및 회장 인사말

안면 보톡스 시술법 강의

김준모 (에스탑의원)

좌장: 문형진 (비업의원)

안면 보톡스 시연

김준모 (에스탑의원)

지방이식술의 원리와 이론

장형준 (비업의원)

안면 보톡스 실습

참가자 전원

지방이식술의 실전 테크닉

강일규 (가천대)

Session 1. I Can Do 지방 이식

줄기세포 지방이식술의 소개

손원상 (지앤지병원)

지방, 필러 등 injectable material에 의한 합병증의 치료

문형진 (비업의원)

질의 응답

Session 2. I Can Do 안면 거상

Hands-on Course 2. Facial Filler Injections (16명 선착순)
안면 필러 시술법 강의

문형진 (비업의원)

안면 필러 시연

문형진 (비업의원)

안면 필러 실습

참가자 전원

좌장: 강제구 (국립중앙의료원)

Live Video Session

안면 SMAS 및 지방층의 해부학적 최신지견

강제구 (국립중앙의료원)

안면거상을 위한 안면해부학

노동환 (국립중앙의료원)

SMAS 안면거상술

김인상 (닥터비의원)

HIFU, RF를 이용한 비침습적 안면거상법

이병택 (에스탑의원)

내시경 이마거상술

최지윤 (조선대)

실리프팅의 노하우

김준모 (에스탑의원)

하안검 성형술		

SMAS 안면거상술의 기본 테크닉

김인상 (닥터비의원)

절개 쌍꺼풀 수술법

최지윤 (조선대)

내시경 이마거상술의 기본 테크닉

김상우 (미자인의원)

매몰 쌍꺼풀 수술법

송형민 (VIP 성형외과)

질의 응답		

교육활성화 TF 강좌 소개

불법 필러 시술에 의한 코부작용의
진피이식을 이용한 치료

김상우 (미자인의원)

장근욱 (하나비 코성형 클리닉)

문형진 (비업의원)

3D Video Cinema School
Session 3. I Can Do 확대 코성형
실리콘 보형물의 맞춤형 디자인과 제작법
고어텍스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 방법
늑연골을 이용한 확대 코성형 방법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코를 만드는 노하우
확대 코성형 수술의 핵심 요점들
나의 확대 코성형 방법

좌장: 김수환 (가톨릭대)

장근욱 (하나비 코성형 클리닉)
송형민 (VIP 성형외과)
진홍률 (닥터진 이비인후과)
정동학 (심미안 코성형 클리닉)
장용주 (울산대)

문의처
좌장: 동헌종 (성균관대)

비밸브재건술의 시술 현황 및 문제점

김수환 (가톨릭대)

비밸브재건술의 보험 청구

이주형 (가톨릭대)

비밸브재건술의 가이드라인
토론
폐회식

문형진 (비업의원)

김 준 (바로코의원)

질의응답

Session 4. 비밸브재건술에 대한 공청회

필러 시연 (cadaver): 3D 비디오

최윤석 (연세 코앤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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