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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원 여러분,
제 15차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가 창설된 후 만 8년이 지
난 지금, 다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
로 괄목상대 하게 발전하여 안면성형재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입니다.
학회 및 학문의 발전은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가 필수적이며 이를 이룰 수 있는 학술대
회는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학회의 성격상 연구성과의 교류뿐 만
아니라 일선에서 얻은 많은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를 위
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연자로 초청하여 이미 이비
인후과 내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코성형술 외에도 안면회춘(facial rejuvenation)과 연
관된 안면거상술 및 안면부에서의 필러와 보톡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자들의 실질적인 강의를 준비하였으며, 특히 이번 학회에는 태국안면
성형학회회장 및 다수의 의사들이 우리 학회를 방문하는 등 학회 국제화에도 앞장서고
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노고를 마지 않은 동헌종 학회장님과 관련 이사님들
그리고 강의를 맡아 주신 여러 연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
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 한번쯤 여유를 갖고 회원
여러분들 서로의 친목과 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제15차 춘계학술대회 대회장

김정수

존경하는 대한안면성형재건 회원 여러분
여느 때 보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오는 4월에 제15차 대한안면성형재건
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수 년간 우리 학회는 코성형 뿐
아니라 안면성형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명실 상부한 안면성형재건분야의 전문 학회
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from office to OR이라는
주제하에 손쉽게 office에서 시행할 수 있는 비침습적 facial rejuvenation술기로부터
facelift까지 다양한 분야가 다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How I do It! – BYOC (Bring
your own cases)” 코너를 마련하여 rhinoplasty와 facelift에 관한 expert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두 학회의 학문적 교류 및 우의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태국안면성형학회(TAFPRS)와 정기적인 교류를 맺는 첫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KAFPRS와 TAFPRS의 joint symposium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학회의 역사는 채 10년이 안되었지만 앞으로 Kbeauty를 주도해 나가고 안면성형재건분야의 국제적 선도학회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0년 학회를 창립할 당시의 열정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학회답게 배움을 멈추지 않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 동 헌 종

프로그램
•일 시_ 2018. 4. 15 (일요일)

•장 소_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강당 및 세미나실

강 당
08:30~09:00 Registration
09:00~09:10 개회식 및 인사말

Invited Lecture

좌장: 김정수

(경북대)

09:10~09:40 New Approaches for Contourting the Nasal Tip-Lateral Crural Tensioning Rim Grafting

Brian Wong (U.C. Irvine, USA)

09:40~10:10 Tits and Bits in Facelift

Somyos Kunachak
(Mahidol Univ, Thailand)

10:10~10:30 Coffee Break

Office-Based Non-Invasive Facial Rejuvenation

좌장: 문형진

(비업 이비인후과),

심우진

(에스원 이비인후과)

10:30~10:50 Thread Lifting의 원리와 이론

윤정현

10:50~11:10 나만의 Thread Lifting Knowhow

박현준 (메이린 클리닉 압구정)

11:10~11:30 항노화 주사요법

고정아

(고정아 클리닉)

11:30~11:50 얼굴윤곽주사

김민선

(닥터미소의원)

11:50~12:10 Laser, RF and HIFU Lifting

이병택

(에스탑의원)

12:10~13:10

중 식

13:10~14:10

구 연1

(연세팜스의원)

좌장: 장태영

(인하대),

오정훈

(가톨릭대)

14:10~14:30 Coffee Break

Joint Session with TAFPRS

좌장: 동헌종

(성균관대),

Somyos Kunachak (Mahidol Univ. Thailand)

14:30~14:45 Anatomy Dissection for Facelift

Kritsada Kowitwibool
(Chulalongkorn Univ, Thiland)

14:45~15:00 Science of HA Filler for Facial Plastic Surgeon

문형진

15:00~15:15 Single Stage Pinna Reconstruction

Jumroon Tungkeeratichai

(비업 이비인후과)

(Mahidol Univ, Thailand)

15:15~15:30 Correction of Deviated Nose

김수환

How I Do It: Rhinoplasty - BYOC (Bring Your Own Cases)

(가톨릭대)

좌장: 정동학

(심미안 코성형 클리닉)

15:30~15:45 Case 1

진홍률

(닥터진 이비인후과의원)

15:45~16:00 Case 2

장용주

(울산대)

16:00~16:15 Case 3

박동준

(연세대)

16:15~16:30 Case 4

Brian Wong (U.C. Irvine, USA)

16:30~

폐회식

세미나실 1

Essentials in Facial Plastic Surgery

좌장: 한규철

(가천대),

10:30~10:50 Introduction for Upper Blepharoplasty

송형민

(미자인 성형외과)

10:50~11:10 Septoplasty for Rhinoplasty

조규섭

(부산대)

11:10~11:30 Design of Local Flap and Skin Graft

문정환

(단국대)

11:30~11:50 Reconstruction of Maxillofacial Trauma

심우섭

(충북대)

11:50~12:10 Auricular Reconstruction: Minor to Major

박민현 (서울대)

12:10~13:10

정기이사회

13:10~14:10

구 연2

류준선

(국립암센터)

김동영

(서울대)

좌장: 장진순

(인제대),

좌장: 김인상

(닥터비의원)

14:10~14:30 Coffee Break

How I Do It : Facelift - BYOC (Bring Your Own Case)
15:30~15:50 Case 1

강일규 (가천대)
Donald Yoo

15:50~16:10 Case 2

(Spalding Plastic Surgery, Beverly Hills)

16:10~16:30 Case 3

김인상

(닥터비의원)

16:30~17:00 폐회식

등록안내
등록비에는 점심식사, 교재, 주차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휴식시간에는 간단한 다과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가능하시면 3월 30일 (금)까지
사전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등록 취소 및 환불은 4월 5일(목)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 취소 시에는 입금하신 등록비의 20%를 제외하고
환불됨을 양해바랍니다.
1. 등록비 및 등록신청서 (신청란에 ∨표 하세요.)
등록비
구 분

등록구분

Main Congress

회원전문의

비회원전문의

전공의/군의관

사전등록 (2018. 3. 30까지)

 70,000원

 100,000원

 40,000원

당일등록 (2018. 4. 2부터)

 90,000원

 120,000원

 60,000원

구 분

 회원전문의

 비회원전문의

이 름

 전공의 (

)년차

 군의관

의사면허번호

병원명
휴대폰

이

메

일

입금일

입 금 자 명

입금처

신한은행 100-032-357925 / 예금주: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2. 등록방법
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입금자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초록 제출 안내
- 초록 제출마감일: 2018. 3. 11(일)까지
- 원저, 증례 모두 가능하며, 제출한 초록은 학술위원회의 심사 후 채택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이번 학회에서는 채택된 모든 연제는 구연위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학회 홈페이지에서 초록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kafprs@naver.com)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학회사무국
- Email: kafprs@naver.com / Tel: 02-836-9963 / Fax: 02-6455-8739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일원역 1번 출구

마을버스 강남01번 탑승

3호선

분당선

버스정류장까지 직진 20m

삼성서울병원 본관

수서역 2번 출구
삼성서울병원 후문

마을버스 강남06번, 3011 탑승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 자동차
서울요금소

양재대로 우측

양재 IC(약 5분)

본관 지하주차장

삼성서울병원 본관

Tel: 02.836.9963
E-mail: kafprs@naver.com

Fax: 02.6455.8739
http://www.kafp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