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SE : INSIDE & OUTSIDE
Course on Rhinoplasty

2019

2019. 9. 7 (토) ~ 2019. 9. 8 (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하 1층 대강당
Day 1 | 9. 7 (토)
~ 08:00
08:00 ~ 08:30

Registration
이재서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주임교수)

Welcome and Opening Remarks
Congratulatory Remarks

김정수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

Fundamentals in SeptoRhinoplasty

Moderator 이재서 (서울의대)

08:30 ~ 08:45

My Septoplasty Tricks 누구나 아는 비중격수술이 아닌 전문가만의 실전 노하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김용민 (충남의대)

08:45 ~ 09:00

Revision Septoplasty: Why and How? 비중격교정의 재수술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배정호 (이화의대)

09:00 ~ 09:15

Functional Rhinoplasty 코성형을 통한 기능적인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09:15 ~ 09:30

Primary Aesthetic Rhinoplasty: My top 5 Procedures 미용 코성형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 주요 술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주형 (가톨릭의대)
최윤석 (연세코앤이비인후과)

Moderator 김동영 (서울의대)

Live Surgery
09:30 ~ 12:00

Rhinoplasty 라이브 수술의 스릴을 만끽하자. 자타공인 코성형 전문가인 진홍률 원장님의 라이브 수술을 감상하며 꼼수를 전수받자.

12:00 ~ 13:00

Lunch

진홍률 (닥터진이비인후과)

Moderator 김인상 (라봄 성형외과의원)

Panel Discussion : "Rhino-Vengers"
13:00 ~ 14:30

Panelist: Stephen Park, Olivier Gerbault
진홍률, 이건희, 최지윤

If I could go back in time what I would have done differently (failure cases critical review)
“수술 당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 과거 실패사례에 대한 코성형 대가들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실!

Special Lecture 1

Moderator 이철희 (중앙의대)

14:30 ~ 15:00

My SeptoRhinoplasty Pearls

15:00 ~ 15:20

Coffee break

Stephen Park (Univ of Virginia)

Special Considerations in Rhinoplasty

Moderator 김정수 (경북의대)

15:20 ~ 15:35

Preservation Rhinoplasty: Concept and Technique 요즘 유럽에서 핫하다는 “보존적 코성형”의 개념과 상세한 테크닉을 알려드립니다.

15:35 ~ 15:50

Managing the Bulbous Nasal Tip 두툼한 코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5:50 ~ 16:05

Saddle Nose with Large Septal Perforation 안장코의 해결법은?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16:05 ~ 16:20

Changing the Nostril Shape: Alar Base Surgery 콧구멍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자.

O. Gerbault (Pliclinique esthetique, Paris)
이건희 (경희의대)
김수환 (가톨릭의대)
최지윤 (조선의대)

Intensive Case Discussion (Rhinoplasty, Facial Trauma and Reconstruction)

Moderator 권재환 (고신의대)

16:20 ~ 17:30

다양하고 흥미로운 코성형 / 안면외상 / 재건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봅니다.

17:30

Adjourn

문수진 (부산의대), 이우현 (강원의대), 이종숙 (닥터진이비인후과)
정한진 (충북의대), 허성재 (경북의대), 홍승노 (서울의대)

Day 2 | 9. 8 (일)
Trends in SeptoRhinoplasty

Moderator 김수환 (가톨릭의대)

08:30 ~ 08:45

What’s new in SeptoRhinoplasty? 코성형의 최신지견을 알아봅시다.

이태훈 (울산의대)

08:45 ~ 09:00

Hump Nose Correction 생각보다 쉽지 않은 매부리코 교정 쉽게 알려드립니다.

원태빈 (서울의대)

09:00 ~ 09:15

Rhinoplasty with Nasal Valve Surgery When and Effective Coding
일거양득. 코막힘과 코모양을 동시에 개선한다. 코성형과 동시에 시행한 비밸브 수술의 방법과 보험 청구의 노하우까지 알려드립니다.

09:15 ~ 09:30

Severe Caudal Deviation 심한 미측 비중격을 극복하는 방안을 알아봅시다.

09:30 ~ 09:45

Perfecting the Nasal Tip: Alar Rim Contour 완벽한 코끝을 위한 마지막 단계. 아름다운 비익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09:45 ~ 10:00

Short Nose Correction- Skeleton vs Envelope 짧고 구축된 코는 어떻게 교정하는지 알아봅니다.

10:00 ~ 10:15

Diced Cartilage in Fascia for Dorsal Augmentation 콧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조각연골과 근막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0:15 ~ 10:30

Endonasal Rhinoplasty 어떤 환자들이 비내접근법의 좋은 후보인지 알아보며, 구체적인 술식들을 배워봅니다.

10:30 ~ 10:45

Nasal tip Surgery: My Philosophy 코성형 전문가의 코끝 수술의 비법을 알려 드립니다.

안태환 (상쾌한이비인후과)
조규섭 (부산의대)
강제구 (김양박이비인후과)
김준모 (에스탑의원)
강일규 (꽃보다이비인후과)
황규성 (두리이비인후과)
박효진 (닥터코코의원)

Moderator 김수환 (가톨릭의대)

Special Lecture 2
10:45 ~ 11:10

Precision Rhinoplasty using Piezotome: What is it?

11:10 ~ 11:30

Coffee break

O. Gerbault (Pliclinique esthetique, Paris)

Intensive Video Session (with live narration) 다양한 코성형 수술장면을 같이 보면서 술자가 직접 본인의 수술팁을 전수해 드립니다.

Moderator 김동영 (서울의대)

11:30 ~ 11:40

Augmentation Rhinoplasty

정용기 (성균관의대)

11:40 ~ 11:50

Primary Aesthetic Rhinoplasty

11:50 ~ 12:00

Deviated Nose Correction

12:00 ~ 12:10

Functional Rhinoplasty

Stephen Park (Univ of Virginia)

12:10 ~ 12:20

Nasal Reconstruction

Stephen Park (Univ of Virginia)

12:20 ~ 12:26

Filler Rhinoplasty

12:26 ~ 12:33

Tip Grafts

이건희 (경희의대)

12:33 ~ 12:40

Tip Refinements Alar Retraction

최지윤 (조선의대)

12:40 ~ 12:50

SEG with Extracorporeal Septoplasty

심우섭 (충북의대)

김인상 (라봄 성형외과의원)
김효열 (성균관의대)

이종숙 (닥터진이비인후과)

Special Lecture 3

Moderator 김동영 (서울의대)

12:50 ~ 13:20

Rhinoplasty: My Philosophy

13:20

Adjourn

정동학 (심미안의원)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 2019년 8월 18일 (일) (입금확인이 되면 입금 확인 메일을 드립니다.)
•등록 취소 안내 : 등록취소는 8월 23일 (금)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안내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50,000원

60,000원

전공의

30,000원

40,000원

•등록문의 : THE NOSE:INSIDE&OUTSIDE 2019 SNUH Course on Rhinoplasty 사무국
02-2190-7378

jhshin@innon.co.kr

www.snuhorl.or.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감각기관연구소,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연구소

대한비과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