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원님들 모두가 건강한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제11차 춘계학술대회 대회장을 맡은 정동학입니다.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를 창립한 후 첫 번째 학술대회를 열었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비인후과의 중추적인 학회
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 처음 개업한 후 많은 견제가 들어올 때마다 바람막이가 절실하다
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면성형재건 수술에 관심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안면성형 분야의 정확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는 기대 이상으로 건강하게 자리잡아 이러한 바램을 충족 시
켜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첫발을 디딘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는 벌써 11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회는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면성형 분야에 관심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높은 수준의 정확한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대학에서는 정식으로 안면성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있어 지식의 전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차 춘계학술대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찬 학술대회를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심심한 감
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 제11차 춘계학술대회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료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니 부디 참석하시
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 동 학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제11차 춘계학술대회 대회장

존경하는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원 여러분!
2016년 꽃 피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열리는 제11차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들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학술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만나고, 고민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pre-congress workshop을 마련하여 코성형과 귀성형의 술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
습니다.
Main congress는 유명 외국 연자와 국내 연자의 명강의, 패널, deep-learning 비디오 강의, 그리고 전공의를 위한 essential series로
가득 차 있습니다. Free paper 중 best paper를 뽑아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이 학회의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꼭 참석하여 즐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학회는 제11차 학회부터 대회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 이비인후과에서 코성형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심미안 코성형
클리닉의 정동학 원장님을 대회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회의 Main 주제는 “Stay Young Forever” 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야 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3월 누구보다도 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 홍 률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

Pre-congress workshop
Cadaver dissection demonstration (Advanced rhinoplasty techniques, Seats are limited in numbers)
•강 사 : Stefan Maas (Germany)
•일 시 : 2016. 3. 26(토)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동 3층 306호 해부학실습실 (건국대학교병원 옆)

Auricular reconstruction hands-on workshop (Seats are limited in numbers)
•강 사 : Ralph Magritz (Ruhr-University, Germany), 오정훈 (카톨릭대), 김성헌 (연세대)
•일 시 : 2016. 3. 26(토) 오후 2시 ~ 4시
•장 소 :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강의실3

Main Congress : Stay Young Forever
•일 시 : 2016년 3월 27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제 1강의실

제 2강의실

08:30 ~ 08:50

등 록

08:50 ~ 09:00

개회식

09:00 ~ 10:20

Invited lecture

09:00 ~ 09:20

Magic finger and facial topographic anatomy
Yves Saban (Univ. of Genova, France)
안면성형에 꼭 필요한 해부학 강의의 결정판

좌장 : 정동학(심미안 코성형 클리닉)

09:20 ~ 09:40

Rhinoplasty for the elderly
ChihWen Twu (Taichung Veterans General Hospital, Taiwan)
노인들의 코성형,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다른지 배워보자

09:40 ~ 10:00

Plastic surgery of minor ear deformity
Ralph Magritz (Ruhr-University, Germany)
Cup ear 등 다양한 minor ear deformity의 성형을 알아보자
New L-beam concept in rhinoplasty

10:00 ~ 10:20

Stefan Maas (Germany)
늑연골을 이용한 코성형 재수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10:20 ~ 10:40

Coffee break

10:40 ~ 12:20

Hot issues in facial plastic surgery
좌장 : 이재서 (서울대), 박효진 (iFace 성형외과)
안면성형재건에서 최근 뜨는 hot issue는 무엇?
쟁쟁한 전문가들의 hot talk!

10:40 ~ 12:20

좌장 : 김정수 (경북대)
초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면성형 재건술의 핵심 시리즈!

10:40 ~ 11:00

Will filler replace surgery?

문형진 (BeUp의원)

10:40 ~ 11:00

Facial surface anatomy

11:00 ~ 11:20

Fat grafting: recent update

정태영 (코노피의원)

11:00 ~ 11:20

Essentials of rhinoplasty

11:20 ~ 11:40

Laser vs. Chemical peel: Which and When?

김준모 (에스탑의원)

11:20 ~ 11:40

Local flaps and skin graft

11:40 ~ 12:00

Why I changed into deep plane face lift?

권택근 (A1성형외과)

11:40 ~ 12:00

Basic blepharoplasty

12:00 ~ 12:20

Facial reanimation: when & how?

김진 (인제대)

12:00 ~ 12:20

Maxillofacial and soft tissue trauma

12:20 ~ 13:30

Lunch break

13:30 ~ 14:50

Deep learning video session
좌장 : 이주형 (카톨릭대)
편집을 최대한 줄인 생생한 30분 비디오 상영으로 안면성형의 주요 술기를
완벽히 터득하자!

13:30 ~ 13:50

Endoscopic Browlift

최지윤 (조선대)

13:50 ~ 14:10

Deep plane face lift

권택근 (A1성형외과)

14:10 ~ 14:30

Reconstruction of major ear anomaly
Ralph Magritz (Ruhr-University, Germany)

14:30 ~ 14:50

Q&A

14:50 ~ 15:10

15:10 ~ 16:30

Essentials in facial plastic surgery

배정호 (이화여대)
정진혁 (한양대)
정만기 (성균관대)
송형민 (VIP의원)

12:20 ~ 13:30

Coffee break

정기이사회

구연 I 10분씩 6연제
좌장 : 동헌종 (성균관대), 백병준 (순천향대)

13:30 ~ 14:50

14:50 ~ 15:10

Panel discussion : Failed rhinoplasty: What I did wrong and what I do now
좌장 : 장태영 (인하대)
당신도 한때는 초보! 고수들이 겪은 뼈아픈 코성형 실패 증례.
그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한다.

권재환 (고신대)

Coffee break

구연 II 10분씩 6연제
좌장 : 김진환 (한림대), 김창훈 (연세대)

15:10 ~ 16:30

Panelists: 강제구 (국립의료원), 장근욱 (심미안코성형클리닉),
장용주 (울산대), 진홍률 (서울대)
16:30 ~ 17:00

폐회식

등록안내
등록비 및 등록신청서

신청란에 V표 하세요.
등록비

구 분

등록구분

Cadaver dissection
demonstration

선착순 20명 마감
사전등록자에 한함 (3/20까지)

Free

Free

Free

Auricular reconstruction
hands-on workshop

선착순 20명 마감
사전등록자에 한함 (3/20까지)

150,000원

200,000원

100,000원

사전등록 (2016. 3. 20까지)

70,000원

100,000원

40,000원

당일등록 (2016. 3. 21부터)

90,000원

120,000원

60,000원

회원전문의

비회원전문의

전공의/군의관

Main Congress

구 분

회원전문의

비회원전문의

이 름

전공의 (

)년차

군의관

의사면허번호

등록방법
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입금자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초록 제출 안내
•초록제출 마감일 : 2016. 3. 6(일)까지
·원저, 증례 모두 가능하며 제출한 초록은 학술위원회의 심사 후 채
택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채택된 모든 연제는 구연 위주로 진행 될 예정입
니다.
·학회 홈페이지에서 초록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kafprs@naver.
com)로 제출해 주세요.

병원명

문의처 : 학회사무국

휴대폰

이 메 일

입금일

입금자명

입금처

우리은행 1006-601-357836 / 예금주: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등록비에는 점심식사, 교재, 주차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휴식시간에는 음료가 제공됩니다. 가능하시면 3월 20일까지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취소는 3월23일(수)까지 가능하며 취소시에는 20%를 제하고 환불됨을 양해바랍니다.

오시는길

Pre-congress workshop
건국대학교병원 오시는길

Main Congress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1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오시는길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성균관대학교
혜화로터리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입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국립서울과학관

암병원
서쪽 출입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동쪽 출입구

마로니에 공원

어린이병원
대학로
창경궁로
정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남로터리

※ 주차권 제공하나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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