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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성형술 워크샵
- 위눈꺼풀성형술과 친해지고 고수되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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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대한성형안과학회

초대의 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진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하는 이때
대한성형안과학회 눈꺼풀성형술 워크샵을 주최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성형안과학회는 2005년 눈꺼풀성형술 수술시연과 함께 진료와 수술에 도움이 되는 팁을 소개하는 장으로 워크샵을
시작하였습니다. 위눈꺼풀과 아래눈꺼풀성형술을 주제로 진료와 수술 하시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여 어느덧
올해로 12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위눈꺼풀성형술과 친해지고 고수되기” 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Fresh cadaver를
이용하여 위눈꺼풀의 해부학적인 이해를 통해 눈꺼풀성형술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고 직접 수술하시면서 가질 수
있는 쌍꺼풀 디자인, 국소마취 방법, 쌍꺼풀 고정 높이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시간도
준비하였습니다. 쌍꺼풀 수술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시간과 고수들의 수술 동영상을 통해 매몰법, 부분절개법,
절개법, 내안각성형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 사례 및 수술 방법을 통해 실제 진료 및 수술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알찬 시간들로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시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실제 외래와 수술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최신지견을 공유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양석우

프로그램
09:30~09:35

사회: 동아의대 안희배
가톨릭의대 양석우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인사말

1부 쌍꺼풀수술의 기초 세우기
09:35~09:50
09:50~10:00
10:00~10:15
10:15~10:25
10:25~10:35
10:35~11:00

좌장: 이상열(이상열안과)/김상덕(원광의대)

쌍꺼풀수술을 위한 필수 해부학
Fresh Cadaver를 이용한 위눈꺼풀 해부
수술상담 및 수술 전 검사
앞트임의 원리: Z plasty의 이론과 적용
토론
휴식

가톨릭의대ㅣ조원경
가천의대ㅣ지미정
고려의대ㅣ이 화
전남의대ㅣ최 원

2부 쌍꺼풀수술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

좌장: 정화선(정화선안과)/양석우(가톨릭의대)

쌍꺼풀 디자인, 7mm Golden ratio?
국소마취 잘하기 (IV sedation?)
안와격막, 눈꺼풀올림근, 검판앞안륜근, 검판상연 다루기
쌍꺼풀고정,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10분 쌍꺼풀수술 심층분석 (pretarsal space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토론
기념촬영
점심식사

11:00~11:15
11:15~11:25
11:25~11:40
11:40~11:55
11:55~12:10
12:10~12:20
12:20~12:30
12:30~13:35

3부 쌍꺼풀수술의 합병증 예방 및 치료하기

대구가톨릭의대ㅣ김근해
한림의대ㅣ이민정
고려의대ㅣ백세현
가톨릭의대ㅣ나태윤
가톨릭의대ㅣ박주완

좌장: 이태수(누네안과)/김성주(건양의대)

쌍꺼풀수술 직후 dressing 및 환자교육
술 후 발생하는 눈꺼풀처짐의 예방과 치료
쌍꺼풀 소실의 예방과 치료
비대칭 쌍꺼풀의 예방과 치료
여러겹 쌍꺼풀의 예방과 치료
토론
휴식

13:35~13:45
13:45~14:00
14:00~14:15
14:15~14:30
14:30~14:45
14:45~14:55
14:55~15:10

서울의대ㅣ김남주
성균관의대ㅣ우경인
인제의대ㅣ양재욱
김안과병원ㅣ장재우
밝을명안과ㅣ최웅철

4부 쌍꺼풀 수술 동영상
15:10~15:20
15:20~15:30
15:30~15:45
15:45~16:00
16:00~16:15
16:15~16:25
16:25~ 16:30

좌장: 김윤덕(성균관의대)/곽상인(서울의대)

나의 매몰법
나의 부분절개법
나의 절개법
눈썹아래절개를 이용한 위눈꺼풀성형술
Medial Epicanthoplasty
토론
폐회사

충남의대ㅣ이성복
동아의대ㅣ안희배
경상의대ㅣ서성욱
김안과병원ㅣ최혜선
SEE삼성안과ㅣ김병진
가톨릭의대ㅣ양석우

사전등록안내
⁍ 등록비

성형안과학회
정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수련병원 근무 봉직의

무료

무료

전임의 및 임상강사

10,000원

20,000원

50,000원

70,000원

안과학회 정회원

150,000원

180,000원

비회원

200,000원

230,000원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 및 임상강사

10,000원

20,000원

그외

⁍ 등록안내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603-229587 (예금주 : 대한성형안과학회)
사전등록 마감일 : 2017년 10월 18일(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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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사무국
[1535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 Tel. 031-412-5168,5160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하차 3,4번 출구(도보로 5분 거리)
간선버스
151(B), 350(B), 360(B), 361(B), 362(B), 640(B), 642(B), 752(B)
중앙대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

광역버스 : 9408
지선버스 : 5511(G), 5517(G), 552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