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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맑고 푸르른 하늘과 멋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의 좋은 날, 대한성형안과학회에서 눈
꺼풀성형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본 워크숍은 2005년 저희 학회에서 눈꺼풀성형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여러 안과선생님들의 진료와 수술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여 이후 매년 관련 지식을 수술동영상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안과 전공의와 전임의 선생
님들에게는 물론이며 본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타과 선생님들에게까지도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되어 왔습
니다.
이번 제13회 워크샵에서는 아래눈꺼풀성형술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령에도 활동적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젊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지므로 본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해당 주제로 여러 번 워크샵을 개최하였지만, 아직도 아래눈꺼풀성형술은 여러 선생님들에
게 익숙한 수술이 아니며, 기초적인 해부학 지식, 수술술기, 합병증에 대한 대처 등을 잘 숙지하셔야만 진료와 수
술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에 저희 학회에서는 아래눈꺼풀성형술에 필요한 기초적인 해부학부터 수술술기, 증례로 살펴보는 고수들의 노
하우, 합병증 대처법 등에 대해 강의와 토의 시간을 준비하였으며, 다른 전공 연자들을 초청하여 IPL, 레이저피부
미용의 내용도 다룸으로써 진료 영역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안과학회 회원과 타과 선생님들께서, 비록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일요일이지만, 좋은 배움과 지식 공유의 시간을 가지신다 생각하시고 많이 참석하시
어, 아래눈꺼풀성형술을 진료 분야에 자신 있게 포함시키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군의관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서성욱

프로그램
09:00~09:05

개회사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서성욱

1부 ㆍ 기초 아래눈꺼풀성형술

서울의대 곽상인 ┃ 동아의대 안희배

09:05~09:15

아래눈꺼풀과 얼굴 중앙부 해부학

충남의대 이성복

09:15~09:25

노화에 의한 아래눈꺼풀 변화

중앙의대 이정규

09:25~09:35

수술전 환자 상담 및 검사

가천의대 지미정

09:35~09:50

결막경유 아래눈꺼풀성형술 적응증과 수술법

아주의대 국경훈

09:50~10:05

피부경유 아래눈꺼풀성형술 적응증과 수술법

서울의대 정호경

10:05~10:15

토의

10:15~10:30

Coffee break
2부 ㆍ 증례별 다양한 접근법

이상열안과 이상열 ┃ 원광의대 김상덕

10:30~10:45

결막경유 지방제거를 통한 다크 서클 교정

10:45~11:00

아래눈꺼풀이완 교정

11:00~11:15

돌출형/함몰형 안구에서의 수술법 선택

11:15~11:30

보톡스/필러를 이용한 안티에이징

11:30~11:45

눈물고랑의 개선술

11:45~12:00

토의

12:00~12:10

기념촬영

12:10~13:20

점심식사

인제의대 양재욱
가톨릭의대 나태윤
고려의대 백세현
차의대 유혜린
밝을명안과 최웅철

3부 ㆍ 레이저

가톨릭의대 양석우 ┃ 전북의대 안 민

13:20~13:35

Intense pulsed light (IPL)를 이용한 마이봄선 장애의 치료

13:35~13:50

레이저 피부 미용

13:50~14:00

토의

연세의대 서경률
가톨릭의대피부과 이영복

4부 ㆍ 고수들의 노하우

성균관의대 김윤덕 ┃ 대구파티마병원 곽미선

14:00~14:15

증례1

김안과병원 장재우

14:15~14:30

증례2

성균관의대 우경인

14:30~14:40

토의

14:40~14:55

Coffee break
5부 ㆍ 수술후 합병증

정화선안과 정화선 ┃ 경상의대 서성욱

14:55~15:10

수술후 환자 불만족의 원인

부산의대 최희영

15:10~15:25

결막부종

건국의대 신현진

15:25~15:40

눈꺼풀뒤당김/겉말림

연세의대 윤진숙

15:40~15:55

뒤트임 수술후 합병증

가톨릭의대 백지선

15:55~16:05

토의

16:05~16:10

폐회사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서성욱

사전등록 안내
등록비

성형안과학회
정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수련병원 근무 봉직의

무료

무료

전임의 및 임상강사

10,000원

20,000원

그외

50,000원

70,000원

정회원

150,000원

180,000원

비회원

200,000원

230,000원

10,000원

20,000원

안과학회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 및 임상강사

등록안내
입금 계좌_ 하나은행 117-910027-38805 (대한성형안과학회)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9월 22일(일요일)
※ 기간을 엄수하시어 위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고,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장에는 등록을 하고 명찰을 착용하셔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발표장에서 촬영은 절대 금하오니 이점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사무국
㉾16499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7층 안과학교실
E-mail_ ksoprs@naver.com

Tel_ 031-219-5260

Fax_ 031-219-5259

오시는 길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지하철 이용 시
2 호선 : 신촌역 1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3번출구 → 도보 8분
3 호선 : 독립문역 4번출구 → 470, 710, 750, 7737 버스 환승
경복궁역 1번출구 → 272, 606버스 환승
병원 셔틀버스(1번출구 50m 전방 사학회관 앞)

버스 이용 시
●

정류장명_ 세브란스병원앞, 연세대학교앞

간선버스_ 153, 163, 171, 172, 272, 470, 472, 601, 606, 672, 673, 700, 707, 708, 710, 773, 750A,
750B, 751, 800, 8153
지선버스_ 03, 04, 05, 76, 567, 770, 6714, 7017, 7613, 7720, 7024, 7726, 7727, 7728, 7713, 7737
광역버스 & 좌석버스_ 1000, 1200, 1900, 2000, 2000-1, 7106(M), 7111(M), 7613(M), 8880, 9714
공항버스 _ 6011

사전등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