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후기]

제11회 대한미용외과학회 해부실습 워크숍
이번 워크숍은 2015년 6월5일~6월7일 (금~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었다. 기존의 눈, 코, 안면거상
외에도 Bone Surgery 와 Breast Surgery까지 폭 넓은 분야의 강의와 실습이 진행 되었으며, 특히
메르스 사태중에도 여러 의사들이 참가해서 알차게 진행되었다.
6월5일 오후에 청도국제공항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대기하고 있던 가이드의 마중을 받아서 공항에서
멀지않은 호텔로 향했다.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입담 좋은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며
약 30여분 후 숙소에 도착, 객실을 배정받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주변의 올림픽공원을 잠시 둘러본
후 예약해놓은 만찬장소로 가서 푸짐한 식사와 함께 좋은 친교를 나눴다.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 세미나실에서 첫 프로그램인 강의세션이 진행되었다. 첫 강의인 양석우 교수의
Lid anatomy & Basic techniques of Lid surgery를 시작으로 백세현 교수의 Tarsal strip procedure &
Frontalis sling technique, 손원상 원장의 Nose Anatomy & osteotomy, 김준모 원장의 Nasal tip
surgery, 이덕원 교수의 ASO, Genioplasy, Reduction malarplasty & Mandibuloplasty, 강제구 교수의
Basic head & neck Anatomy, Cadaver dissection과 연이은 Face lift; current techniques and
reasonings, ery & Cases review, 이해영 원장의 Endoscopic forehead lift & Sub-periosteal mid-face
lift 와 연이어서 Surgical Anatomy for cosmetic Breast Surgery; my tip for sub-muscular & dual
plane pocket의 순으로 Q & A와 더불어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 되었다.

*강의장 풍경: 좌측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양석우 교수, 백세현 교수, 손원상 원장, 김준모 원장, 이덕원 교수, 이해영 원장.

다음날 아침, 참가자들은 이른 시간에 호텔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해부실습장소로 이동을 했다.
해부실습장에서 미리 준비된 Fresh Cadaver로 각 분야의 해부강사들의 시범 및 설명과 함께 눈, 코,
입, Face-lift, Breast surgery, Bone Surgery등이 오후 5시가 넘도록 실습강사의 조언과 더불어 진행이
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식사시간 외에는 거의 쉬는 시간도 없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 여러가지을
실습을 마치고 만족해 했다. 실습 후에는 시내로 이동해서 반주를 겯들인 만찬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함께 어울렸다.

마지막 날 이른 아침, 골프라운딩 조와 일반 관광조로 나뉘어 아침식사와 체크아웃을 마친 후 각
조별로 골프라운딩과 칭다오 맥주공장 박물관 견학 등의 관광일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골프 조와
만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Academic Theme & Goals
Lid Surgery
•Upper lid: 미용 성형수술의 기본이 되는 Upper blepharoplasty 및 ptosis의 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orbicularis oculi muscle, levator muscle, Muller's muscle, levator aponeurosis, orbital fat &
septum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한 후 각각의 술기들 및 응용 술기들을 실습한다.
•Brow ptosis가 있는 경우 upper lid surgery 와 동시에 brow ptosis를 교정하는 술기를 실습한다.

•Lower lid: lower blepharoplasty 및 palpebral bulging의 교정을 위해 숙지하여야 할
Capsulopalpebral fascia, lockwood's suspensory ligament, inferior rectus muscle, orbital fat &
septum 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각각의 술기들 및 응용 술기들을 실습한다.
그리고 lower lid surgery 시 동시에 중안면부 거상술 술기(내시경 및 비 내시경)를 연마한다

Rhinoplasty
•기본적인 Dorsal augmentation에서부터 deviated nose, arrowed nose, hump nose, short nose등을
교정하기 위한 각각의 고급 술기에 대한 이론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upper lateral cartilage, lower
lateral cartilage, septum, bony vault, keystone area, inferior turbinate등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한
후 septal harvesting technique, tip surgery, nares surgery, osteotomy technique 등 기본 술기 및
응용 술기를 직접 실습해 본다.

Face Lift
Facial nerve 주행을 숙지하고 Galea, frontalis Muscle, temporoparietal fascia, SMAS, orbicularis
oculi muscle, orbicularis oris muscle, platysma muscle, 의 해부학적 접근 및 true & false
ligament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여 더 효율적인 flap elevation 의 술기를 실습한다.

Bone surgery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genioplasty, reduction malar plasty, mandibuloplasty 등의
Surgical anatomy와 술기를 이해하고 정립한다.

Breast
•Breast 의 surgical anatomy를 숙지하여 breast bag을 삽입하는 pocket 즉 subglandular,
Submuscular, dual plane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또 primary operation 및 revision operation
technique 을 연마하고 subcutaneous mastectomy for gynecomastia, accessory breast, breast
reduction 등의 술기를 이해한다.

■강의시간표
(6/5, 금)
18:30~18:45 Lid anatomy & Basic techniques of Lid surgery – 양석우 교수 (가톨릭대)
18:45~19:00 Tarsal strip procedure & Frontalis sling technique – 백세현 교수 (고려대학교)
19:00~19:15 Nose Anatomy & osteotomy – 손원상
19:15~19:30 Nasal tip surgery – 김준모 (에스탑 클리닉)
19:30~20:00 ASO, Genioplasy, Reduction malarplasty, Mandibuloplasty – 이덕원 교수 (경희대)
20:15~20:30 Break Time
20:30~20:45 Basic head & neck Anatomy, Cadaver dissection(video) – 노동환 교수 (국립의료원)
10:45~21:00 Face lift; current techniques and reasonings – 강제구 교수 (국립의료원)
21:00~21:15 Endoscopic forehead lift & Sub-periosteal mid-face lift
– 이해영 (형 & 이안 클리닉)
21:15~21:30 Surgical Anatomy for cosmetic Breast Surgery; my tip for sub-muscular & dual
plane

pocket – 이해영 (형 & 이안 클리닉)

(6/6, 토, AM 09:00) – 라이브 데모와 실습 강의
Eye
A조 Lid anatomy & Basic techniques of Lid surgery – 양석우 교수, 김종선
B조 Tarsal strip procedure & Frontalis sling technique – 백세현 교수, 김재철

Nose
A조 Nose Anatomy & osteotomy – 김준모, 이병택
B조 Nasal tip surgery & Septal manipulation technique – 이성원, 김지홍

Face Anatomy
A조 Facial dissection (Anatomy) – 노동환 교수, 이종훈
B조 ·Face surgical anatomy & Deep plane or current technique of lower neck lift– 강제구 교수
·Forehead & Mid-face lift – 이해영, 제현곤

Breast
Breast anatomy & Surgical technique – 이해영, 김철환

Bone Surgery
Facial bone anatomy & Basic techniques of bone surgery – 이덕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