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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제줄기세포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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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7th Congress of Korean Society of Aesthetic Surgery
The 7th International Stem Cell Symposium
The 19th International Blepharoplasty Symposium
날짜: 2018년, 9월 2일
장소: 르메르디앙서울 호텔 다빈치볼룸
참가인원: 887명 / 90 연제 발표
의협평점: 6점
지난 9월 2일, 르메르디앙서울 호텔에서 제37회 대한미용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
제7회 국제줄기세포심포지엄 / 제19회 국제안검성형심포지엄이 총6개의 강의실(A~F)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INTEGRATIONS and BEYOND!
대한미용외과학회는 수술 및 시술의 통합적인 진료 시대에 접어든 현재의 상황에 맞춰가는 동시에
미용외과수술적 기본기를 소홀이 하지않는 종합적인 학술대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초적 최소절개,
Dermatology, 비만치료/시술에서부터 상급자를 위한 수술의 최신 기법까지, 또한 미래 의학의 중요한
축이 될 줄기세포학을 기초이론강의에서 미용성형 및 치료적 임상까지 광범위한 주제의 발표가
이루어졌고, 특별히 강의실 F에서는 개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아카데미가 눈 수술 / 쁘띠성형
두 개의 세션으로 심도 있게 진행 되었습니다.

Room A
Current Trends on Minimally Invasive Cosmetic Procedures
필러, 실, 톡신, 윤곽주사 등을 이용한 최신트렌드의 이론 수립 및 실전 적용
강의실 A 에서는 실 리프팅, 필러 주사, 톡신 및 컴비네이션 기법 등의 최소절개 쁘띠시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부위별 시술과 여러 가지의 복합적 시술에 대한 강의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Room B
Free Paper & Special Lecture For Cosmetic Surgery Ⅰ
미용수술 자유연제 & 특별 강연Ⅰ

The 19th International Blepharoplasty Symposium
강의실 B 에서는 제19회 국제안검성형심포지엄이 다국적 교수 연자 진으로 구성된 ‘National Health
Care Group Institute’의 기획 하에 ‘Minimisng Complication, Maximising Outcome in Aesthetic Oculofacial Surgeries’란 테마로 진행되어 한국 측의 교수 연자 들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악 안면 수술 강의
세션도 진행 되었습니다.

Room C
Dermatology, Laser, Obesity, Aesthetic, Sexology
피부, 레이저, 비만, 미용 의학, 성리학
강의실 C 에서는 Dermatology (Laser), 비만 치료 / 시술 및 Hair Restoration, 특수부위 쁘띠 시술
(Sexology)에 대한 발표가 진행 되었으며, 특히 Sexology (최소절개 및 수술) 강의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져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Room D
The 7th International Stem Cell Symposium
(Scientific back ground to practical Application)
제7차 국제 줄기세포 심포지엄
강의실 D 에서는 주목받고있는 줄기세포학을 이론부터 실제 적용 까지를 다룬 제7회 국제줄기세포심
포지엄이 줄기세포 분야의 전문 교수진과 의사 연자들의 발표와 더불어 항 노화 및 웰빙에 관한 강의
들이 이루어 졌으며, 대만에서 초빙된 Anti-Aging Specialist Charles Lee의 특강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Room E
Free Paper & Special Lecture For Cosmetic Surgery Ⅱ
미용수술 자유연제 & 특별 강연 Ⅱ
강의실 E 에서는 여러 미용외과수술의 최신 지견이 body contouring / breast, face lift, rhinoplasty의
순으로 발표되었으며, 미용외과수술진료를 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의사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Room F
Special Intensive Academy
스페셜 집중 아카데미
강의실 F 에서는 입문 단계에 있는 의사가 기초부터 실전까지의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정원
등록제로 기획된 집중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대회에는 ‘눈수술 A to Z’ (오전 세션)와,
‘안전하고 솜씨 있는 쁘띠 시술을 위한 총정리’ (오후 세션)에 대한 집중 강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의협 평점 6점이 부여된 이번 학술대회는 연자 포함 총 887여명의 국내외 의사가 참가했으며, 강의실
곳곳에서 Q & A를 통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으며, 강의실 A~F 외에
별도로 준비된 스페셜 강의실에서는 병원 실무진을 위한 교육이 ‘의료진과 현장 실무자의 올바른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직무보수교육’이란 타이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둘러보기
*연자 및 좌장

제현곤 원장(실, 레이저)

손원상 원장(실, 코성형)

Yip Chee Chew, 싱가폴(눈) 박주완 교수(눈)

좌장-박경제 원장, Hunter Yuen,홍콩(눈세션)

김태연 원장(Derma)

Tony Wong, Canada(눈)

장지연 원장(비만,스템셀)

(스템셀,체형,Derma)

강일규 교수(코)

박현철 원장(필러,바디필러) Vernon Ho Yuen, Canada(눈)

양석우 교수(눈,집중아카데미) 황종민 원장(악안면)

좌장-최진영 교수, 홍성옥 교수(악안면 세션)

Charles Lee, Taiwan(항노화) 김재호 교수(스템셀)

Michael Pasquale,미국

이해영 원장(필러, Breast)

김재철 원장(여드름,탈모)

좌장-최가영 원장, 장효승 원장(Derma 세션)

조쌍구 교수(스템셀)

Farzad Pourarian,미국(스테셀) 노동환 교수(안면거상)

황규성 원장(코)

송형민 원장(코)

도정태 교수(스템셀)

김수환 교수(코)

김준모 원장(코,집중아카데미)

좌장-김지연 원장, 윤종선 원장(Sexology 세션) 좌장-김인상 원장, Jung Wu,대만(안면거상 세션)

좌장-강제구 교수, 이성원 원장(코 세션)

*강의실 및 강의실 밖 풍경

Q & A / Discussion; 이날 각 강의실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열띤 Q&A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성원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의 개회사

사은품 증정 추첨식

등록대에서 접수하는 참가자들

부스전시장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해외참가자

부스전시장

제37회 대한미용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Academic Program

Room A
08:50 개회사 (이성원 KSAS 회장)

Current Trends on Minimally Invasive Cosmetic Procedures
필러, 실, 톡신, 윤곽주사 등을 이용한 최신트렌드의 이론수립 및 실전적용
Session Ⅰ Advancing Thread Lifting Techniques from Top to Toe 1
발전하는 실리프팅의 Top to Toe -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의 모든 것 1
09:00-09:20 Spring PDO의 원리 이해와 부위별 적용방법 –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간편 시술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Spring PDO and its application to each region
- Simple procedure aming to maximize patients’ safety and satisfaction
Seo Jeong Ho (Yoonho Hospital)
09:20-09:40 혁신적인 진보된 실 리프팅 – 와우 캐번 리프팅
Advanced innovative thread lifting: Wow Cavern Lifting

Lee Yong Haeng (Abgujung BC Clinic)

09:40-10:00 3차원 흡수성 이식물을 이용한 리프팅
Advanced non-surgical face lift using 3D absorbable mesh

Je Hyun-gon (Gangnam J Star Clinic)

10:00-10:20 해결하기 어려운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라인의 개선 – 컴비네이션 기법
The improving of difficult to solve nasolabial fold & Marionnette line – Combination method
Kim Jong Seon (MeBorn Clinic)
10:20-10:30 Discussion
10:30-10:5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Advancing Thread Lifting Techniques from Top to Toe 2
발전하는 실리프팅의 Top to Toe -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의 모든 것 2
10:50-11:15 실 부작용? 알아야 대처한다 - 실 리프팅 후 발생할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증례 및 고찰
Thread lifting complications – Case reports of various complications of thread lifting
Son Won Sang (Co & Young Clinic)
11:15-11:35 17cm 코그실을 이용한 강력하고 쉬운 민트리프팅
Easy & Strong thread lifting by mint 17cm

Lee Sang Bong (Won Jin Clinic)

11:35-11:55 흡수성 Mesh 봉합사를 이용한 획기적인 안면부 리프팅 (The Up Triple Lifting)
The outstanding face lift using absorbable mesh(The Up Triple Lifting)
Baik Seung Wook (Oscar Clinic)
11:55-12:20 목거상 - 수술 vs 실 리프팅
Neck lift - Platysmapexy operation vs Elasticum

Je Hyun-gon (Gangnam J Star Clinic)

12:20-12:30 Discussion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ssion Ⅲ Non-Surgical Remaking of Beautiful Face & Body using Filler, Toxin, Thread 1
실과 필러, 톡신을 이용한 수술없이 아름다운 얼굴 및 몸매 다시 만들기 1
13:30-13:50 Supertornado 캐뉼라와 Inch 실을 이용한 눈밑지방(eyebag)의 비수술적 치료
Non-surgical eyebag improvement using cannula(Supertornado®) & thread(Inch®)
Lim Jae Hyun (Toxnfill Clinic)
13:50-14:10 1. 반영구 HA 필러 SkinPlusHyal®의 밀집가교기술 및 물성의 특징들

The compact cross-linking technology & characteristics of mechanical properities of semipermanent HA filler SkinPlusHyal®
2. 코성형에서 실리콘, 고어텍스와 같은 대체제로써의 HA 필러 SkinPlusHyal®의 다양한 임상적 적용
및 장기적 결과
The long-term outcomes & various clinical applications in rhinoplasty using SkinPlusHyal® as a
substitution implant such as silicone or goretex

Lee Hae-young (IAN Clinic)

14:10-14:30 순수덱스트란 필러 라이콜골드를 이용한 여성질이완증 치료 및 남성귀두확대 치료의 효능 및 안정성
The safe & effectiveness of wholebody cosmetic procedure using pure dextran filler Licol Gold®
Cho Kang-seon (Well Being Clinic)
14:30-14:50 이마와 관자 볼류마이징을 통한 동안 필러시술
Filler injection for beautiful young face through forehead & temple volumizing
Lim Jae Hyun (Toxnfill Clinic)
14:50-15:10 대용량 가슴필러 두려움 없이 시작하기
-안전한 시술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과 기초 가이드라인 제안
How to start large volume breast filler injection
-Tips on safety & basic guide line

Jang Hyo Seung (4-Ever Clinic)

15:10-15:20 Discussion
15:20-15:4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Ⅳ Non-Surgical Remaking of Beautiful Face & Body using Filler, Toxin, Thread 2
실과 필러, 톡신을 이용한 수술없이 아름다운 얼굴 및 몸매 다시 만들기 2
15:40-16:00 Just 10 minutes! - 무통증 로칼의 간편하고 아름다운 body contouring
Just 10 minutes! - No pain local easy & beautiful body contouring Park Hyun Chul (Blooming Clinic)
16:00-16:20 지방이식과 필러수술을 위한 얼굴지방층의 이해
Understanding the fat compartment of the face for fat & HA filler injections
Yeom Tag-gi (Dr. Beauty Clinic)
16:20-16:40 에스테필을 이용한 상하안검 성형
Upper & lower lid procedures using Aesthe Fill®

Lee Doo-young (Azelin Clinic)

16:40-17:00 HA필러와 코그실을 이용한 코끝 안전하고 이쁘게 세우기
Safe nasal tip projection with hyaluronic acid and cogged thread

Choi Peom (Cham Tntn Hospital)

17:00-17:20 필러 만으로 휜코를 어디까지 교정할수 있을까? 해부학적으로 접근하는 휜코 쁘띠 성형
How far can we correct the deviated nose just by using filler? – The anatomical approach
Son Woo Ram (S-Top Clinic)
17:20-17:30 Discussion & Closing

Room B
Free Paper & Special Lecture For Cosmetic Surgery Ⅰ
미용수술 자유연제 & 특별 강연Ⅰ

The 19th International Blepharoplasty Symposium
Session Ⅰ Eye Surgery 1

Minimisng Complication, Maximising Outcome in Aesthetic Oculo-facial Surgeries
09:00-09:20 눈 주변의 회춘 성형 - 어떻게 접근해야 불만없이 10년 젊어지게 만들까?
Periorbital rejuvenation surgery – How do we reach the satisfaction without complaints?
Lee Il-hyeong (Cherish Clinic)

09:20-09:40 전방안검하수 수술의 비대칭
Symmetry in Anterior Ptosis Surgery

Andrei Angbue-Te (Far Eastern University, Philippines)

09:40-10:00 후방안검하수 수술의 비대칭
Symmetry in posterior Ptosis Surgery Vernon Ho Yuen (East Kootenay Regional Hospital, Canada)
10:00-10:20 Frontalis suspension 수술의 비대칭
Symmetry in Frontalis suspension surgery

Hunter Yuen (Hong Kong Eye Hospital, Hong Kong)

10:20-10:30 Discussion
10:30-10:5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Eye Surgery 2

Minimisng Complication, Maximising Outcome in Aesthetic Oculo-facial Surgeries
10:50-11:10 상안검술의 장점과 함정들
Pearls and Pitfalls in Upper Blepharoplasty
Vincent Tony Wo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11:10-11:30 외안각교정술의 소중한 점들
Surgical Pearls in Lateral Canthoplasty

Lu Wei (Dalian Medical University, China)

11:30-11:50 맞춤식 풀트임
Customized ocular fissure enlargement in four directions
Jessie Chun-Hsi Liu (I Will Cosmetic Clinic, Taiwan)
11:50-12:10 눈꺼풀의 기능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안검성형술
Blepharoplasty considering the eyelid fuction

Park Juwan (Catholic University)

12:10-12:30 하안검술의 기술
Finesse in Lower Blepharoplasty

Yip Chee Chew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ssion Ⅲ Eye Surgery 3 & More

Minimisng Complication, Maximising Outcome in Aesthetic Oculo-facial Surgeries
13:30-13:50 눈썹회춘술의 모양과 기능
Form and Function in Eyebrow Rejuvenation Surgeries
Eugenie Poh (Tan Tock Seng Hospital, Singapore)
13:50-14:10 눈꺼풀 뒤당김의 치료
Upper eyelid retraction - surgical options

Yang Suk Woo (Catholic University)

14:10-14:30 미용적 안와지방의 감압
Cosmetic Orbital Fat Decompression

David Liu Hong Lei (Xi’an No.4 Hospital, China)

14:30-14:50 Botulinum Toxin을 이용한 효과적인 안면회춘
Optimising Facial Rejuvenation with Botulinum Toxin
Anna Theresa Fernando (University of East Ramon Magsaysay, Philippines)
14:50-15:10 자가이식 지방을 이용한 미용회춘
Aesthetic Rejuvenation with Autologous Fat

Pek Chong-Han (Khoo Teck Puat Hospital, Singapore)

15:10-15:20 Discussion
15:20-15:4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Ⅳ Bone Surgery
15:40-16:00 CAD CAM Technology 를 이용한 양악수술
Orthognathic surgery using CAD CAM Technology

Choi Jin-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6:00-16:20 턱끝 밑 하악각 교정술
Cosmetic genioplasty and anguloplasty

Lee Deok-won (Kyunghee University)

16:20-16:40 악교정 수술 후 physical therapy 를 이용한 심미성 향상
Physical therapy for esthetic enhancement in two-jaw surgery
Hong Sung-ok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16:40-17:00 안면윤곽수술을 이용한 안면비대칭의 수술적 치료
Surgical correction of facial asymmetry with facial contouring surgery
Hwang Jong-min (Allso Clinic)
17:00-17:20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의 적용
Applications of orthognatic surgery and contouring surgery

Lee Sang Yoon (Face Design Clinic)

17:20-17:30 Discussion & Closing

Room C
Dermatology, Laser, Obesity, Aesthetic Medicine
피부, 레이저, 비만, 항노화 & 미용 의학
Session Ⅰ Dermatology & laser 1
09:00-09:15 레이저를 이용한 백옥 같은 피부만들기
Making of beautiful clear skin using laser

Je Hyun-gon (Gangnam J Star Clinic)

09:15-09:35 어려운 피부색소치료 – End Point에 대한 이해
Hard to treat pigment lesion – Understanding the ‘End Point’

Lee Po (La Reign Clinic)

09:35-09:50 치료수가도 높이고 효과도 높이는 PDRN 복합치료
-레이저 토닝, Needle RF, 스템프, 여드름 치료 등 우리병원에 맞는 복합프로그램 만들기
PDRN combination treatment to increase the treatment effect

Choe Ga-yeong (Amiskin Clinic)

09:50-10:05 콜라겐 재생의 모든것
All about neocollagenesis – Thermage

Lee Seung Jun (Maylin Clinic)

10:05-10:20 콜라겐 유도제의 손쉬운 사용법
Easy approach to Collagen Stimulator

Lim Han Seok (Medi Noble Clinic)

10:20-10:30 Discussion
10:30-10:5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Pointers for Setting up Private Clinics
개원준비를 위한 선배들의 포인트 강의
10:50-11:10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성공할수 있다 - 절대 해야 할것들과 말아야 할것들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드는 미용클리닉 레이저 세팅법
-Setting up aesthetic clinic laser equipments with minimal budget
-값비싼 장비없이 외래부터 시작해보는 비만클리닉 - 처방부터 주사시술까지
-Starting an obesity clinic without eqipments – giving proper prescriptions and injections
Kim Tae Youn (Amiskin Clinic)
11:10-11:30 RF시술 총정리 – 장비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병원에 맞는 RF장비 설정하기
Whole review of RF Laser treatment – How to choose the proper equipmen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equipment

Choe Ga-yeong (Amiskin Clinic)

11:30-11:50 피부미용 클리닉의 충성고객 여드름 정복하기 - 상담기법, 약물치료, 필링부터 레이저까지
Acne treatments from drug treatmants to peelings & laser treatments

Kim Jae-cheol (JK Clinic)

11:50-12:10 극심한 여드름 상처를 위한 성공적인 Three-step 치료
Severe Facial Acne Scars – a successful three stage approach
Michael Pasquale (Infinity Life Center, USA / China)
12:10-12:30 처방만으로도 환자를 끌고가는 비만약물의 총정리 – 기본부터 심화과정까지
Appropriate & effective usage of obesity drugs

Kim Ja Yeon (The Grace Clinic)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ssion Ⅲ Obesity, Hair restoration, Cosmetology 2
비만 & 탈모치료, 화장품학 2
13:30-13:50 르쉐이프 비만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Body Contouring 술기
Various body contouring techniques using Le Shape®

Ahn Sang Tae (ReYoung Clinic)

13:50-14:10 리제스킨을 활용한 피부개선
Skin improvement techniques using Regeskin®

Jang Ji Yeon (The All Clinic)

14:10-14:30 비만 관리를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 삭센다® (리라글르티드 3.0mg)
Novel mechanisms of Liraglutide 3.0mg for obesity management
Kim Yong Jin (Soonchunhyang University)
14:30-14:50 RF cannula 장비를 이용한 안전한 지방흡입과 리프팅
Safe liposuction and lifting with RF cannula device

Park Min Hyung (Lamar Clinic)

14:50-15:10 탈모의 최신지견 - 통합의학적 치료의 병합으로 치료효과 극대화 하기
Current trends on hair loss treatment

Kim Jae-cheol (JK Clinic)

15:10-15:20 Discussion
15:20-15:4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Ⅳ Sexology (Surgical / Non-surgical)
특수부위 쁘띠 성형 및 수술 (Sexology)
15:40-16:00 복합레이저를 이용한 질성형 및 자궁질환 비수술 치료
Combined laser vaginal rejuvenation and utrine disease treatment by HIFU
Kil Ki Hyun (St. Peter’s Hospital HIFU Center)
16:00-16:20 초음파(쏘노케어)를 이용한 외음부 탄력증대
Maximizing vulval elasticity using ultra sound

Kim Jiyoun (Y-Queen Woman Clinic)

16:20-16:40 진피분말을 이용한 귀두확대술
Glans augmentation by dermal powder

Yoon Jong Seon (Superman Clinic)

16:40-17:00 다양한 질성형의 최신지견
Newest trends of various vaginoplasty

Hong Seung Ho (Lydia Women’s Clinic)

17:00-17:20 바세린 제거의 수술적 접근
Vaseline foreign body removal – Surgical approach

Ahn Jin Seub (Jin Clinic)

17:20-17:30 Discussion & Closing

Room D
제7차 국제 줄기세포 심포지엄 (Scientific back ground to practical Application)
SessionⅠ Stem Cell Basics & Updates
09:00-09:20 줄기세포치료의 관점과 안목
Perspective of Stem Cell Therapy

Jang Ji Yeon (The All Clinic)

09:20-09:50 만능줄기세포의 개요
Overview of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Cho Ssang-goo (Konkuk University)

09:50-10:20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발전
Advances i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technology

Do Jeong Tae (Konkuk University)

10:20-10:30 Discussion
10:30-10:5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Various treatments using stem cell 1 / Anti-aging Special Lecture
10:50-11:30 여러종류의 조직중간엽 줄기세포와 질병치료요법에서의 적용
Various types of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and their applications in human disease
therapy

Ahmed Morsy (Konkuk University)

11:30-12:05 [Special Lecture]
개인건강과 더 향상된 진료를 위한 항노화 및 기능적 의학
Anti-aging & Functional medicine for personal health and clinical practice enhancement
Charles Lee (Taiwan)
12:05-12:30 항생제가 인류에게 주는 문제점들
The problem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anti-biotics that threaten human life
면역균이란 무었인가?
What is immunobiotic?

Kim Wan-Jae (Berm International)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ssion Ⅲ Various treatments using stem cell 2
13:30-14:00 줄기세포에 의한 상처치료
Stem cell based wound repair

Kim Jae Ho (Pusan University)

14:00-14:30 줄기세포 엑소좀을 이용한 탈모치료
Hair loss treatment using stem cell exosome

Lee Youn Ju (The All Clinic)

14:30-15:00 화장품에서의 줄기세포: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의 방향
Stem cells in cosmetics: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Gil Min Chan (Konkuk University)

15:00-15:20 Discussion
15:20-15:4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Ⅳ Various treatments using stem cell 3
15:40-16:20 [Special Lecture]
미용성형에서의 줄기세포- From face to body
Stem Cells in Cosmetic Surgery from face to body
Michael Pasquale (Infinity Life Center, USA / China)
16:20-16:40 어깨 회선건판 건염의 줄기세포 주사요법
Stem Cell Injection Therapy for Rotator Cuff Tendinopathies
Farzad Pourarian (Infinity Life Center, USA / China)
16:40-17:00 무릎 골관절염의 줄기세포 주사요법
Stem Cell Injection Therapy for Knee Osteoarthritis
Farzad Pourarian (Infinity Life Center, USA / China)
17:00-17:10 Discussion & Closing

Room E
Free Paper & Special Lecture For Cosmetic Surgery Ⅱ
미용수술 자유연제 & 특별 강연Ⅱ
Session Ⅰ Body Contouring (Breast, Lipoplasty, Fat Transfer)
09:00-09:25 2018 사체해부를 통한 이중평면술기 및 미용유방 확대술
Dual plane technique through 2018 Cadaver Dissection & cosmetic breast augmentation
Lee Hae-young (IAN Clinic)
09:25-09:45 안전하고 효과적인 내시경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
The safe and effective endoscope assisted transaxillary breast augmentation
Chong Yoo Suk (The Line Clinic)
09:45-10:10 [Special Lecture]
Heavy Duty Body Work!
체형교정의 술기들 및 적용에 대한 리뷰
Body contour procedures - a review of techniques and the proper applications
Michael Pasquale (Infinity Life Center, USA / CHINA)
10:10-10:30 효과적인 지방흡입의 스트로크 기술
Effective stroke technique of liposuction

Cho Jae Ho (The Line Clinic)

10:30-10:40 Discussion
10:40-11:0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Face Lift & Rejuvenation
11:00-11:20 2018 사체해부를 통한 안면거상의 외과적 해부학
Surgical anatomy of face-lift through 2018 Cadaver Dissection
Roh Dong-hwan (National Medical Center)
11:20-11:35 눈밑아래의 회춘
Infraorbital rejuvenation

Terry Yen (Beaucare Clinic, China)

11:35-11:50 심층안면거상
Deep plane face lift

Kim In Sang (Dr. Be Clinic)

11:50-12:30 [Special Lecture]
엔도타인을 이용한 내시경 이마 및 중안면 거상술의 정제된 술기들
Refined endoscopic Forehead & Mid-face lift using Endotine
Jung Wu (Max Beauty Aesthetic Surgery Center, Taiwan)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ssion Ⅲ Rhinoplasty 1
13:30-14:00 늑연골 채취 시 콧등이식판의 선택 (1.5mm에서 5mm까지 다양한 두께의 조절)
Choice of a dorsal graft in a setting of costal cartilage harvest
(Adjusting to various thickness requirements from 1.5mm to 5.5mm)
Kang Jae Goo (National Medical center)
14:00-14:20 방패이식과 비주의 지주이식을 통한 코끝 성형술
Tip Surgery using columellar strut & shield

Kang Il Gyu (Gacheon University)

14:20-14:40 비내접근법을 이용한 흉터없는 휘어진 코 교정
Deviated nose correction using endonasal approach

Hwang Kyu-sung (Doori ENT Clinic)

14:40-15:00 한국인 코성형에서 비중격 확장 이식편 수술의 유용성
Usefulness of septal extension grafts in Korean rhinoplsty

Kim Soo Hwan (Catholic University)

15:00-15:20 Discussion
15:20-15:4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Ⅳ Rhinoplasty 2
15:40-16:00 코 성형에서 코 주변 융기술
Paranasal augmentation with rhinoplasty

Song Hyung Min (The Classic & Mizain Clinic

16:00-16:20 아시아인의 메부리코 교정술
Hump nose rhonoplasty in Asians

Kim In Sang (Doctor Be Clinic)

16:20-16:40 실리콘을 이용한 코성형 수술에 대한 재수술; 연부 조직 이용에 대한 꼼수
How to revise silicone rhinoplasty; Pesonal Tip's about soft tissue work

Kim Jun-mo (S-Top Clinic)

16:40-17:00 비성형에서의 비중격 교정술
Septoplasty in rhinoplasty

Hong Soon Be (S-Top Clinic)

17:00-17:20 Aging nose의 코성형술
Aging nose rhinoplasty

Son Won Sang (Co & Young Clinic)

17:20-17:30 Discussion & Closing

Room F
Special Intensive Academy
스페셜 집중 아카데미
SessionⅠ 눈수술 A to Z
Blepharoplasty from A to Z
09:00-10:20 눈 수술을 위한 기초지식에서 간단한 수술까지!
Basic knowledge to simple surgeries!
Speaker: Cho Won- Kyung (Catholic university)
*안검 해부학 Eyelid Anatomy
*눈수술 체크리스트 Check list for Eyelid Surgeries
*안검 수술 전 검사와 환자의 평가 Preoperative evaluation of patients
*간단한 눈수술 Simple Surgeries
*수술 후 관리 Postoperative Managements
*눈성형의 합병증 Complications of Blepharoplasty
10:20-10:30 Discussion
10:30-10:5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10:50-12:20 상급 수술 및 합병증 치료
Advanced surgeries & Complication managements
Speaker: Yang Suk-Woo (Catholic University)
*상안검수술 Upper Blepharoplasty
*하안검수술 Lower Blepharoplasty
*다양한 하수증 교정술 Various Ptosis Surgery

*눈썹거상 / 고정술 Brow Lift / Fixation
*검판 피판술 Tarsal Strip Procedure
*합병증 치료 Complication Management
12:20-12:30 Discussion

12:30-13:30 Lunch& Exhibition View

SessionⅡ 안전하고 솜씨있는 최소절개 쁘띠시술을 위한 총정리
The safe and skillful minimal invasive procedure using Filler, Toxine, and Thread
13:30-15:30 필러, 톡신 / 컴비네이션

Filler, Toxine, and Combination Techniques
Speaker: Kim Jun-mo (S-Top Clinic)
13:30–14:20 보톡스 시술 – 두려움을 없애보자
*보톡스의 특성과 다양한 보톡스에 익숙해지기 (보톡스 상담에 유용한 이름들)
Characteristics of Botox / Getting accustomed to Botox Names
*보톡스의 실제 시술 부위 방법과 부위별 주의 사항
Actual injection methods of Botox & Precaution on each different region
*Q & A
14:20-14:30 Break
14:30–15:30 필러 시술 – 안전하게 시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노하우
*안전을 위한 해부학 - 주의 해야할 부분의 해부학 위주 (이마, 관자, 코, 팔자, 입술)
Anatomy for safe filler Injection – Especially forehead, temple, nose, nasolabial fold lips
*필러의 종류와 부위별 필러 선택
Choice of filler on each different region
*안전한 필러의 주입방법
Safe filler injections
*아름다운 필러의 시술의 실제(동영상)
The Practice of Beautiful Filler injection(Video)
*필러 주입후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
How to treat emergencies after filler injections
*Q & A
15:30-15:40 Discussion
15:40-16:0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2. 16:00-17:30 실리프팅 / 컴비네이션

Thread Lifting & Combination Techniques
Speaker: Lee Jong Hoon (MeBorn Clinic)
-실리프팅 할 때 꼭 알아야 할 해부학적 이해와 pitfall
The essential anatomical understandings for thread lifting & pitfalls
-당기기만 하는 실리프팅은 이제그만! - 환자의 얼굴에 따라 다른 맞춤 실리프팅
Customized thread liftings according to different facial shapes
-실과 톡신을 이용한 예쁜 이마 만들기
Making of beautiful forehead by combination method using thread & toxine
17:30-17:40 Discussion & Closing

Room G
Education Program for Coordinator
의료진과 현장 실무자의 올바른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직무보수교육
Language: Korean
SessionⅠ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기초지식 및 트렌드 – 상황 별 상담 포인트
09:30~10:20 비만 / 여성 클리닉의 이해와 Coordinator의 역할
-다양한 비만 및 여성 시술 / 케이스 별 상담 포인트
Understanding the functions of Woman / Obesity Cosmetic Clinic – Various treatment applications
and the roles of a coordinator

김지연 원장 (Y Queen Woman Clinic)

10:20-10:30 Q & A / Discussion
10:30-11:20 성형외과 수술 및 시술에 대한 이해와 케이스 별 상담 기법
-전문 상담 실장이 되기 위한 필요 요소들
Understanding the various surgeries and treatments performed in Plastic Surgery / Cosmetic Clinic
and the roles of a coordinator

이일형 원장 (Cherish Clinic)

11:20-11:30 Q & A / Discussion
11:30-12:20 피부미용 클리닉의 이해와 Coordinator의 역할
-다양한 장비 및 기법, 케이스 별 상담 포인트
Understanding the functions of Dermatology / Cosmetic Clinic - Various treatment applications and
the roles of a coordinator

박현철 원장 (Blooming Clinic)

12:20-12:30 Q & A / Discussion

12:30-14:00 Lunch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의료서비스 커뮤니케이션 / 조직 문화
14:00-15:00 마음을 얻는 상담 스킬

이명진 대표 (힐리스닝)

-환자의 기본 욕구 및 불안 심리
-경청 및 상담의 기본자세 (긍정 마인드)
-언어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15:00-15:10 Q & A / Discussion
15:10-16:10 직원과 병원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의료진과 현장 실무자의 올바른 의료 커뮤니케이션
-자발적 선순환 구조를 위한 동기부여
-성과를 위한 전략적 조직 개발
-개인 성장을 통한 병원 성장
16:10-16:20 Q & A / Discussion
16:20 Closing

김수정 대표 (㈜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