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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초청연자

안녕하십니까?

INTERNATIONAL FACULTY

2018에도 선생님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ITALY

Palma, Pietro

Consultant & Clinical Professor, Dept. ORL/

TAIWAN

Kao, Chuan Hsiang
Hsu, Ying Che
Krainam, Jaray
Jumroon, Tunkeeratichai
Ghaisas Virendra

Director of Kao Hope Aesthetic Clinic, Taipei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2018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게 될 제 15회 아산 코성형심포지엄에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2003년 1회 모임 이후 회를 거듭하여 15회째가 되는 2018년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의
저명하신 연자들, 이태리, 대만, 태국, 인디아의 6명의 초청 연자가 참가하여 코성형수술의 최신 지견에 대하여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익한 강의와 함께 전형적인 코성형 증례에 대한 고화질 편집 비디오에 대한 상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HAILAND
INDIA

Jade Aesthetic Clinic, Kaohsiung
Global Medical Clinic, Bangkok
Ramatjibodi Hospital, Bangkok
Consultant, Ghaisas ENT Hospital, Executive
director of Mimer Medical College, Pune

Costal cartilage는 아시아인의 코성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식물입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배우기가 쉽지 않은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15회 심포지엄의 수술 시연에서는 장용주 교수와 성형외과 권택근 원장님께서
costal cartilage의 채취와 그것을 이용한 코성형수술을 선보이실 예정입니다. 이 수술 시연 참관을 통하여 여러
선생님들은 costal cartilage를 이용한 코성형수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코성형수술은 더욱더 중요한 수술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술모임이 여러 선생님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고, 궁극적으로 수술 대상 환자에 대한 더욱 바람직한
치료방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리라 확신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5월에 개최되는 코 성형의 학술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환자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들을 얻어가시고, 동료의사들과 친교의 시간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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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Sunday, May 13th, 2018

프로그램
Day 1: Saturday, May 12th, 2018
Time
08:00 - 08:30 Registration
Symposium 1 : Basics for Rhinoplasty
Nasal physiology for rhinoplasty
Clinical anatomy for rhinoplasty surgeon
Vascular anatomy of the nose
08:30 - 09:30
Anatomy around the costal cartilage
Changing trends of tip aesthetics. Time for changing surgeon’s
paradigms?
09:30 - 09:45 Coffee break
Live surgery I.
09:45 - 12:15 Open rhinoplasty using costal cartilage          
12:15 - 13:10 Lunch
Live surgery II.
13:10 - 15:40 Open rhinoplasty using costal cartilage                    
15:40 - 16:00 Coffee break
Symposium 2 : Deviated nose and nasal valve
The nasal valve: what is it and how do you manage it
Role of nasal valve collapse in Asians
Septal bone - a precious grafting material in rhinoplasty
Deciphering nasal osteotomies. You’ll love this story
16:00 - 17:30
Repositioning the new center of the lower third in deviated nose
correction
Extracorporeal septoplasty in crooked noses
Two major reasons of failure in correction of deviated nose
Edited Video Session
A “very” open approach for dorsal augmentation with multilayered grafts
Potpourri of endonasal rhinoplasty techniques
17:30 - 18:10 Deviated nose correctrion using open rhinoplasty
Saddle nose correction
Cosmetic open rhinoplasty
18:30
Welcome Reception and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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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Operator
Moderator: 장용주
여남경
유명상
문형진
권택근

Pietro Palma
Moderator: 강제구
장용주

Moderator: 이건희
권택근

Moderator: 김동영
배정호
김효열
장용주

Pietro Palma
장용주

Virendra Ghaisas
정동학

Moderator: 김인상
Pietro Palma
Pietro Palma
장용주
장용주
정동학

Time
Speaker/Operator
08:00 - 08:30 Registration
Symposium 4 : Tip surgery and hump nose
Moderator: 정동학
김수환
Altering tip rotation and projection
최지윤
Tips for the tip
최윤석
Personal way for Asian tip surgery
황규성
08:30 - 10:00 Distribution of forces in septal extension graft
김동영
Surgical principle of nasal hump correction
김인상
Hump nose rhinoplasty in Asians
Making beautiful profiles: 4 points to consider
Pietro Palma
10:00 - 10:20 Coffee break
Symposium 5 : Closed rhinoplasty
Moderator: 장용주
Finesse rhinoplasty, why endonasal approach is the solution
Pietro Palma
Endonasal rhinoplasty;How I do it and what it does
장용주
강제구
10:20 - 11:20 Tips for easy and successful endonasal rhinoplasty
Using scopes in nasal plastic surgery. A robust time-waster tool? Maybe not
Pietro Palma
박동준
Functional rhinoplasty via endonasal approach
Symposium 6 : Ala and soft tissue
Moderator: 박동준
장용주
Single unit alar rim graft for correction of alar retraction
Tailoring the skin covering and reflection in East-Asian rhinoplasty
Ying Che Hsu
권택근
11:20 - 12:20 Various types of alar rim graft
Alar rim graft versus lateral crural strut graft repositioning
Jaray Krainam
장용주
Shaping beautiful alar-columellar relationship
12:20 - 13:20 Lunch
Symposium 7 : Revision and complication
Moderator: Pietro Palma
김준모
How to revise silicone rhinoplasty
How I manage difficult revision
Chuan Hsiang Kao
최지윤
13:20 - 14:20 Secondary rhinoplasty for the dorsal abnormalities
정동학
Correction of deformed noses
장용주
How I manage short nose
14:20 - 14:40 Coffee break
Symposium 8 : Dorsal augmentation
Moderator: 동헌종
김인상
Technical details for augmentation rhinoplasty with silicone implants
조규섭
High soft silicone : which type is the best
김지선
Nasal dorsal augmentation using silicone and fascia
Personal experience in using ePTFE-coated silicone implant
Ying Che Hsu
14:40 - 16:30
Augmentation rhinoplasty: The Thai style
Jumroon Tunkeeratichai
Primary open rhinoplasty using autologous rib cartilage in Thai patient
Jaray Krainam
Use of fascia wrapped diced cartilage for dorsal augmentation
Virendra Ghaisas
정용기
3D printing technology in rhinoplasty
Edited Video Session
Moderator: 김수환
최지윤
Open rhinoplasty combined with other facial plastic surgery
권택근
Revision rhinoplasty
장용주
Nasal reconstruction using forehead flap
16:30 - 17:30
황규성
Closed rhinoplasty
Cosmetic rhinoplasty using Gore-Tex and SEG
Chuan Hsiang Kao
김인상
Rhinoplasty using silicone
17:30
Adjourn

May 12 (Sat) ~ 13 (Sun), 2018
Asan Medical Center Grand Auditorium, Seoul, Korea

등록안내

오시는 길

제 15회 아산 코성형 심포지움(ARS)
2018년 5월 12일~13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1. 온라인 접수

www.ars2018.com

2. 등록문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의국
전화: 02)3010-3710

3. 입금방법

팩스: 02)489-2773

E-mail: ent@amc.seoul.kr

사전등록 시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기관, 구분(전문의, 군의관, 전임의, 전공의 ~년차),
참석일자, 전화번호, e-mail, 송금일, 입금자 명, 입금액을 기재하여 fax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254-910393-78707

예금주: 최아련

등록비 안내(*)
5월 12일만 참가

5월 13일만 참가

전공의
군의관
전임의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전임의

전문의*

4월 28일 이전

6만원

7만원

5만원

4월 28일 이후

7만원

8만원

6만원

5월 12일, 13일 모두 참가
전공의
군의관
전임의

전문의*

6만원

10만원

11만원

7만원

12만원

13만원

8 호선

2 호선

*연수평점 : 전문의–6점, 전공의–2점

전문의 (Specialist in ENT or PS)
이름 (한글):
참석일자: 5월 12일(

잠실나루역 (구 성내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10분 거리)
(3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 이용(버스 4318번)

제 15회 아산 코성형 심포지엄 참가신청서
보내실 곳: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강동구청역 (4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
몽촌토성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20분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

팩스: 02)489-2773
전임의

E-mail: ent@amc.seoul.kr

전공의: ________ 년차

군의관/공보의

5 호선

잠실역 (7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4318번)
천호역 (9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4318번, 112-5번)
강동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112-5번)

이름 (영문):
)

5월 13일(

)

소속 (병원명):
입금자명:

의사면허번호:

휴대전화:

e-mail:

입금날짜:

입금액:

*2018년 4월 28일 이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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