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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I. Basic knowledge and technique for facial surgery
08:30~08:50 Registration
가천대 김동영

08:50~09:00 Opening Remark
Session I. Eyelid surgery

좌장: 가천대 김동영
부산대 문수진

13:30~13:55 The basic technique of facial reconstruction

(Suture material의 종류, 특성 및 기본적인 봉합술기와 흉터를 최소화하는

좌장: 김양박 이비인후과 강제구

flap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건국대 신현진

09:00~09:25 Upper blepharoplasty (절개법, 매몰법, 앞트임)

13:55~14:10 Skin graft for facial defects

(절개법과 매몰법 그리고 앞트임 수술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안면부 재건의 가장 기본적인 skin graft 법에 대한 A to Z 강의)

새빛안과 이경욱

09:25~09:50 쉽고 빠르게하는 3-step aging blepharoplasty

14:10~14:30 Reconstruction of nasal defect

(젊은 사람과 다르게 접근하는 aging blepharoplasty 강의)
가천대 지미정

(상안검 수술시 놓칠수 있는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10:15~10:40 Transconjunctival lower blepharoplasty with or without fat injection
닥터 뷰티의원 염탁기

(개원가에서 손쉽게 시행하는 하안검 수술 방법에 대한 강의)

알아보자)

14:30~14:40 Q&A
Session IV. Facial trauma and bone frame surgery
14:40~14:55 Management of frontal sinus fracture

10:40~10:50 Q&A

11:05~11:25 Rhinoplasty for cleft nose

14:55~15:10 Reconstruction of panfacial bone fracture

김양박 이비인후과 강제구

미용적 개선 예)
15:10~15:35 Management of mandibular fracture

조선대 최지윤

15:35~16:05 Facial bone reduction

(수술 후 망가진 코를 재건하는 최선의 치료법)

가천대 치과 류재영
가톨릭 관동대 홍성옥

(Malar reduction technique, Mandible angle reduction, Chin surgery)
닥터진 이비인후과 진홍률

(재발없는 휜 코의 교정법에 대한 명쾌한 강의)

16:05~16:15 Q&A
16:15~16:30 Coffee break

바로코의원 김 준

12:15~12:40 My tip surgery technique
(개원가에서 시행하는 최신 nasal tip surgery에 대한 강의)

12:40~12:50 Q&A, 시상식, 사진 촬영

Session IV Master’
s session
16:30~17:30 Full face surgery

꽃보다 이비인후과 강일규

좌장: 인제대 장진순
Aone 성형외과 권택근

(facelift, endoscopic forehead lift, canthopexy, smile lift)

New treatment of sinusitis, 개원가에서 retracted nose 수술

17:30-17:40 Q&A

(수술없이 상악동 직접 세척하는 새로운 방법 소개 및 개원가에서 늑연골의 채취없이

17: 40

구축코를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

꽃보다 이비인후과 강일규

(Iintermaxillary fixation 및 부위별 골절치료방법)

11:25~11:50 My technique for revision rhinoplasty

12:50~13:30 Lunch Session

꽃보다 이비인후과 강일규

(Panfacial bone fx 치료시 접근법과 fat transfer, facelift를 통한

좌장: 가천대 김선태

(선천성 기형이 있는 코를 재건하는 방법)

11:50~12:15 Correction of crooked nose

좌장: 고려대 이승훈

(Bicoronal incision을 통한 전두동 골절 치료법)

10:50~11:05 Coffee break
Session II. Rhinoplasty

꽃보다 이비인후과 강일규

(피부암 제거 후 east-west advancement, forehead flap 재건방법에 대해

09:50~10:15 Ptosis correction

for dark circle

꽃보다 이비인후과 강일규

Adjou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