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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행 사 명: 변경전 제40회 대한미용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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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변경전 2020년 8월 30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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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무국 02-566-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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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악화로 인해 2020년 8월 30일, 코엑스 Hall-E(3층)에서 개최 예정이
었던 제40회 대한미용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연기된 날짜인 2020년 12월 13일(일)에 제40회
대한미용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로 개최됩니다.
대한미용외과학회는 2020년을 맞이하여 협력 업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 진료와 직결되는 실전 위주의 강의와 차세대의 유망한 분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학술 교류의 컨텐츠를 대폭 개정하는 방침을 이사회를 통해 세웠으며, 각
업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 식의 조율로 귀사의 제품 판매 및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미용외과학회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부스전시 및 관련 사항 안내
1. 전시 기간: 2020년 12월 13일(일) 오전 8시 00분 ~ 오후 6시
*부스 설치 시간 추후 공지
2. 전시 장소: 코엑스 로비
3. 부스 가격 (부가세 별도)
일반존 250만원 / 메인존 300만원 / 골드존 350만원
4. 부스자리 배정 (부스 규격: 가로 300, 세로 200)
-부스자리는 부스 비 입금 순서대로 협의 하에 배정됩니다.
5. 1부스당 제공사항: 1kw 간선, 테이블(180cm x 80cm x 높이 75cm) 1개, 의자 2개,
식권 2매, 초록 집, 대회장 출입 명찰
6. 부스참가 신청 및 입금마감: 2020년 11월 30일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346501-04-275046 (예금주: 대한미용외과학회)

7. 부스 참가 업체특전 (학술대회 초대권 지원 및 제품관련 강의신청)
1) 학술대회 초대권 증정
-참가업체에 1부스당 학술대회 무료등록 초대권 20매 증정
**학술대회 등록 초대권은 반드시 대한미용외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해야 합니다.
2) 제품 관련 강의 신청
(일반강의시간: 20분, Live Video 가능, 강의의 형태 및 주제에 따른 강의시간 조절 협의 가능)
귀사의 제품과 관련된 강의를 별도의 비용 없이 실어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시간대를 협의 하에 배정합니다.
-부스참가 신청서 작성 시 기재
8. 초록 집 광고비 안내 (초록 집 광고 마감: 2020년 11월 20일)
구분

초록집 광고비용

규격(mm)

표4

200만원

210×280

표2

150만원

210×280

표3

100만원

210×280

내지

70만원

210×280

10. 제품(경품) 및 참가자 증정용 쇼핑백 협찬 모집안내
부스전시 관람 및 회사의 제품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의사 참가자를 상대로 한 사은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 이벤트를 위한 귀사의 제품 사은품 및 등록데스크에서 참가자들에게 초록집 및
수료증 등을 담아줄 쇼핑백 협찬을 모집 중 입니다.
이는 귀사가 제품 및 회사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술대회의 온-라인 홍보물의 ‘협찬지원업
체’ 목록에 베너광고(링크) 형식으로 올려 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업체는 부스참가 신청서에 기재하
시거나 사무국으로 문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회장 배치도

학술프로그램
11/13, 최종프로그램 발표 시 까지 세부내용수정 및 강의 추가 등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제품관련강의 문의전화 02-566-8201

이-메일 ksas2001@naver.com

Room A
Current Trends & Techniques of Minimal Invasive Cosmetic Procedures
필러, 실, 톡신, 윤곽주사 등을 이용한 최신트렌드의 이론수립 및 실전적용 기법
08:50 개회사 Opening Remarks

Lee Hae Young (President, KSAS)

Session Ⅰ Non-surgical ways to make beautiful face & body 1
수술없이 만드는 아름다운 Face & Body 1
Filler Injection / Basic Knowledge & Complications
09:00-09:15 카데바로 보는 필러 시술 절대 해부학 - 필러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 해부학 포인트
The absolute filler anatomy through cadaveric dissection – Important pointers to prevent ‘accidents’
Roh Dong Hwan (National Medical Center)
09:15-09:35 올어바웃 필러 -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고르지!
필러의 화학적, 물리학적 특성부터 제조과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All about filler!
Getting to know from the chemical & physical characteristics to makings of filler products
Son Woo Ram (S-Top Clinic)

09:35-09:55 필러 피부괴사 – 예방 및 내과 & 외과적 병행치료
Post filler injection dermonecrosis – Expert recommendations on prevention & treatment protocol
Lee Soo Sang (Sky Plastic Surgery Clinic)
09:55-10:10 부작용 예방을 위한 안전마취 가이드라인
Guideline for safe anesthesia to prevent complications

Je Hyun Gon (Gangnam J Star Clinic)

10:10-10:40 라이콜 하드 & 골드 덱스트란필러를 이용한 전신 미용성형술
Dextran filler injection procedure for the whole body
1. 안면시술 Facial procedure
2. 남성확대, 귀두확대 및 여성 질이완증 치료
Penis & Glans penis enlargement / Vaginal laxity treatment

Cho Gang Seon (Well Being Clinic)

10:40-10:50 Discussion
10:50-11:1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Non-surgical ways to make beautiful face & body 2
수술없이 만드는 아름다운 Face & Body 2
Thread, Filler, Combination
11:10-11:30 DVS 가교정도에 의한 HA 필러의 물리적 특성 및 임상효과
The mechanical property and clinical effect of HA filler by the high DVS cross linking strength
Lee Hae Young (Ian Clinic)
11:30-11:50 리쥬란 Program 을 활용한 Multi-layered Rejuvenation
Multi-layered Rejuvenation by Rejuran program

Lee Seung Hyun (View Clinic)

11:50-12:10 엘란쎄 필러시술로 얼굴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보기
Various ways of improving your facial appearance by Ellanse filler injection
Lim Han Seok (Medi Noble Clinic)
12:10-12:30 높은 겔농도를 가진 HA필러 유스필의 유용성과 안전성
The usefulness & safetiness of HA filler with higher gel hardness

Cha So Youn (Won Jin Clinic)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ssion Ⅲ Non-surgical ways to make beautiful face & body 3
수술없이 만드는 아름다운 Face & Body 3
Thread, Filler, Toxin & Combination
13:30-13:50 Mold cannuala 및 Octotwist 를 활용한 효과적인 실 리프팅 기법
The more effective thread lifting technique with combined usage of Mold Cannula & Octotwist
Lim Jae Hyun (Toxnfill Clinic)
13:50-14:10 Tixel을 이용한 다양한 피부 리모델링
Dermatologic remodeling using Tixel
14:10-14:30 제목 조율중

Yeom Tag Gi (Dr. Beauty Clinic)
Kang Hwa-Sin (Chung Chun Clinic)

14:30-14:50 Lifting과 tissue ingrowing의 이중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되는 신개념 3D Mesh Cog 기법
The new concept of 3D Mesh Cog lifting - More natural and longer lasting through dual effect of
lifting & tissue ingrowing

Je Hyun Gon (Gangnam J Star Clinic)

14:50-15:10 다양한 실로 하는 Temporal Fixation의 벡터와 디자인
Various temporal fixation using various thread
Lee Sang Bong (Pygmalion Clinic)
15:10-15:2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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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Ⅳ Non-surgical ways to make beautiful face & body 4
수술없이 만드는 아름다운 Face & Body 4
Thread, Filler, Toxin & Combination / Postcare
15:40-16:00 조율중
16:00-16:20 팔자주름 – 술기 및 부작용의 예방과 대처
Nasolabial fold treatment – Various techniques and prevention / management of complications
Lee Woo Seok (Shinebeam Ilsan Clinic)
16:20-16:40 남녀노소 모두가 고민인 마리오넷 주름 집중공략! –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연령공략법
How to approach the everybody’s problem of marionette wrikle
– prevention to treatment for all age groups

Lee Jong Hoon (MeBorn Clinic)

16:40-17:00 하이코 – 나만 아는 명품코 만들기
Highko – My secret of masterpiece nose

Son Won Sang (Co & Young Clinic)

17:00-17:10 Discussion & Closing

Room B
Free Paper & Special Lecture For Cosmetic SurgeryⅠ- Eye Surgery
미용수술 자유연제 & 특별 강연 Ⅰ- 눈수술
SessionⅠ Anatomy / Correction of Eyelid Malposition
09:00-09:20 눈꺼풀 수술을 위한 응용해부학
Applied surgical anatomy of the Eyelids

Cho Viviana Wonkyung (Catholic University)

09:20-09:40 Fresh Cadaver를 이용한 눈꺼풀해부
Eyelid anatomy in fresh cadaver

Chi Mijung (Gachon University)

09:40-10:00 덧눈꺼풀 교정술
Epiblepharon correction

김성은 (Catholic University)

10:00-10:20 안검내반 교정술
Entropion correction

Choung Hok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20-10:40 안검외반 교정술
Ectropion correction

이민정 (Hallym University)

10:40-10:50 Discussion
10:50-11:1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Ptosis
11:10-11:30 실리콘 Rod를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
Frontalis suspension with silicone rods

Ko Jae Sang (Yonsei University)

11:30-11:50 보존 또는 자생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
Frontalis suspension with preserved or autogenous fascia lata

Lee Hwa (Korea University)

11:50-12:10 뮐러근- 결막 절제술
Muller’s Muscle- Conjunctival Resection

Kim Namju (Seoul National University)

12:10-12:30 거근 절제술
Levator resection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o Jiwon (Inje University)

Session Ⅲ Various Blepharoplasty
13:30-13:50 노인성형수술시 고려사항
Levator aponeurosis repair

Cho Viviana Wonkyung (Catholic University)

13:50-14:10 하안검 성형술을 위한 수술전 평가
Pre-evaluation for lower blepharoplasty

Chi Mijung (Gachon University)

14:10-14:30 앞쪽 안검절제술
Anterior blepharotomy

Lee Hwa (Korea University)

14:30-14:50 내안각 성형술
Medial canthoplasty

이상언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14:50-15:10 외안각 성형술
Lateral canthoplasty

백지선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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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Ⅳ Various Blepharoplasty / Complication
15:40-16:00 눈썹상 거상술과 눈썹하 절제술
Suprabrow lift and infrabrow excisional blepharoplasty

Sung Jung Youp (BBC Clinic)

16:00-16:20미용적 안와감압술
Cosmetic orbital decompression

Lee Jeong Kyu (Chung-Ang University)

16:20-16:40 뒷트임 수술의 후유증과 치료방법
Managements of cosmetic lateral canthoplasty complications

Park Ju Wan (iCon Eye Center)

16:40-17:00 아래눈꺼풀성형술 합병증의 진단과 치료
Treatment of complications in lower lid blepharoplasty

Yang Suk-Woo (Catholic University)

17:00-17:10 Discussion & Closing

Room C
Dermatology, Laser, Obesity, Aesthetic Medicine
Session Ⅰ Laser Treatment / Cosmetology
09:00-09:20 HIFU 의 리프팅 기전-물리학적 이론을 통한 이해
Non-invasive lifting mechanism of HIFU- Consideration of physical theory
Park So Yoon (DA Dermatologic Clinic)
09:20-09:40 HIFU 에 토닝 더하기 - 색소치료의 새로운 접근
HIFU as potential new modality for the treatment of skin pigmentation
Lee Dong Hyun (Lucid Clinic)
09:40-10:00 HIFU 를 이용한 어려보이는 얼굴만들기
How to make younger looking face using HIFU

Park Jeong Suk (Redream Beauty Center)

10:00-10:20 조율중
10:20-10:40 조율중
10:40-10:50 Discussion
10:50-11:1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Laser Treatment 2
11:10-11:30 피부 타입별로 효과적이고 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여드름 1450nm 레이저 치료
Effective and easy way to treat acne with 1450nm laser, based on skin type

Hong Hanbit (Lux Well Clinic)
11:30-11:50 피부결, 홍조의 빠른 개선을 위한 복합 시술의 실제 패러미터와 가이드라인
Practical guidelines and parameters related with complex procedures for rapid improvement of skin
texture and redness

Hong Hanbit (Lux Well Clinic)

11:50-12:10 미용성형 분야에서의 초음파의 활용
Applying sonogram in cosmetic procedures

Sohn Bo Seong (Santa Claus Clinic)

12:10-12:30 PWRF 를 이용한 노화 색소침착의 새로운 혈관확장 치료법
New treatment way of Aging related pigmentation and vascular dilatation using PWRF
Na Jong Ju (Viol)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ssion Ⅲ Obesity Treatment
비만치료 및 관리
13:30-13:50 서방형 팬터민 성분 다이어트 캡슐의 효과
The efficacy of phentermine ingredient based diet capsule

Jang Ji Yeon (The All Clinic)

13:50-14:10 장기복용이 가능한 팬터민+토피라메이트의 복합성분의 새로운 식욕억제제의 효능
The efficacy of new appetite control drug

Kang Yoon Hee (Aapgujeong Top Line Clinic)

14:10-14:30 조율중(삭센다)

한병덕 (Korea University)

14:30-14:50 제니칼을 이용한 비만치료의 최신지견
Recent advances of obesity treatment using Xenical

Kim Sun Hyung (G7 Clinic)

14:50-15:10 비만 환자 상담을 위한 트렌드 따라잡기와 그 과학적 근거
Tips for effective patient counselling and scientific evidence of ketogenic diet, intermittnet fasting and
FMD

Chung Yun Hui (Wel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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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Ⅳ Dermotology – Scar, Pigmentation, Etc.
15:40-16:00 여드름 치료의 총정리 – 상담기법 / 약물치료 / 필링 / 레이저
Acne treatments from drug treatmants to peelings & laser treatments

Kim Jae-cheol (JK Clinic)

16:00-16:20 조율중
16:20-16:40 실전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미치료의 표준화
Practicable approach to optimal melisma treatment

Seo Eun Ju (Well Clinic)

16:40-17:00 흉터치료에 있어서 줄기세포의 임상적 적용
Clinical application of stem cell in scar treatment

Kim Jae-cheol (JK Clinic)

17:00-17:10 Discussion & Closing

Room D
Free Paper & Special Lecture For Cosmetic Surgery Ⅱ
미용수술 자유연제 & 특별 강연 Ⅱ
Session Ⅰ Facelift / Body Countouring & Breast

안면거상 / 체형교정

09:00-09:20 나의 거상술 경험들 - 내시경을 이마거상술 / 목거상술
My experience of lifting surgeries - Endoscopic forehead lift / Neck lift
Je Hyun Gon (Gangnam J Star Clinic)
09:20-09:40 최소절개 안면거상술의 다양한 방법

Various techniques for minimal invasive face lift

Lee Yong Haeng (Wellga Clinic)

09:40-10:00 조율중
10:00-10:20 유방 보형물에 연관된 구형구축 과 거대세포 림프종
Breast implant associated capsular contracture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Lee Hae Young (Ian Clinic)
10:20-10:40 다양한 유두성형술
Various techniques of nipple surgery

Sung Jung Youp (BBC Clinic)

10:40-10:50 Discussion
10:50-11:1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Maxillofacial Surgery 악안면 수술
11:10-11:30 긴얼굴 개선을 위한 양악수술
Surgical correction of long face by two jaw surgery

Choi Jae-Pyong (JET OMFS Clinic)

11:30-11:50 돌출입환자에서 돌출입양악수술(2-Jaw surgery)과 돌출입수술(ASO)의 비교
Comparison of ASO and orthognathic surgery for bimaxillary protrusion
Lee Sang Yoon (Facedesign Maxillofacial Clinic)
11:50-12:10 조율중
12:10-12:30 CAD CAM기술 환자맞춤형 안면골 보형믈을 이용한 안면골 복원
Cad Cam assisted facial implant for reconstruction of facial bone defects
Choi Jin 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ssion Ⅲ Rhinoplasty 1 코수술 1
13:30-13:50 조율중
13:50-14:10 비중격비성형술의 중요한 요점
Most important factors when I do septorhinoplasty
Kim Soo Hwan (Catholic University St. Mary's Hospital)
14:10-14:30 연장형 Columellar strut을 이용한 쉬운 코성형
How to do rhinoplasty easily with extended columellar strut
Song Hyung Min (The Classic & Mizain Clinic)
14:30-14:50 짧고 구축된 코의 재수술
Contracted nose correction - skeletone Vs. soft tissue

Kim Jun Mo (S-Top Clinic)

14:50-15:10 점막결손코의 재성형술
Revision rhinoplasty with lining defect

Kang Jae Goo (KimYangPark ENT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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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Ⅳ Rhinoplasty 2 코수술 2
15:40-16:00 조율중
16:00-16:20 조율중
16:20-16:40 조율중
16:40-17:00 복합비주기둥을 이용한 비첨부돌출술
Nasal tip projection using composite columella strut
17:00-17:10 Discussion & Closing

Sung Jung Youp (BBC Clinic)

Room E
The 10th Stem Cell Symposium / Well Being / Sexology
제10회 국제 줄기세포 심포지엄 / 웰빙의학 / 성리학

The 10th Stem Cell Symposium
SessionⅠ Current flow & updates of Stem Cell 줄기세포의 현황 및 업데이트
09:00-09:30 환자유래 조직을 이용한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질병모델 개발
Development of disease organoid model from patient-drived tissue
Lee Kyung Jin (University of Ulsan)
09:30-10:00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중간엽줄기세포의 생산과 임상 응용
Production of iPSC-derived MSCs- Clinical Applications

Ahmed Morsy (Konkuk University)

10:00-10:30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의 생산과 임상 응용
Production of iPSC-derived immune cells and its clinical Applications

Gil Minchan (InnoStem Inc)

10:30-10:50 Discussion
10:50-11:1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Ⅱ Current flow & updates of Stem Cell 줄기세포의 현황 및 업데이트
11:10-11:40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 소포체 활용 연구
Application of extracellular vesicles from stem cells

Cho Ssang-goo (Konkuk University)

11:40-12:10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의 혁신적 생산방법
Innovative methods for the mass production of exosome from stem cells
Kim Se Hee (Konkuk University)
12:10-12:30 면역거부반응 없는 3세대 무막줄기세포의 개념과 활용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3rd generation Membrane Free Stem Cell without immune rejection
Kim Young Sil (T-Stem)
12:30-13:30 Lunch & Exhibition View

Session Ⅲ Various applications of Stem Cell / Anti-aging & Immunology, Microbiome
줄기세포의 다양한 응용 / 항노화 & 면역학, 마이크로바이옴
13:30-14:00 마이크로바이옴의 새로운 연구와 활용
Novel trends and application of microbiome

Kim Wan-Jae (CUOME Bio)

14:00-14:30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사례
-파킨슨, 뇌졸중, 뇌손상, 급성중독성치매 등 신경계 질환 및 필러에 의한 피부괴사
Case review of mesenchymal stem cell treatment
-Neurological disorders such as Parkinson's disease, stroke, brain damage, acute toxic dementia &
necrosis from filler injections

Jung Won Ju (B&H Clinic)

14:30-15:00 클리닉에서 사용되는 줄기세포 제품의 응용
Current application of stemcell products in clinic

Jang Ji Yeon (The All Clinic)

15:00-15:20 제대혈의 항노화에 대한 최신동향
Recent trends in anti-aging therapy with umblical cord blood
15:20-15:30 Discussion
15:30-15:5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Session Ⅳ Sexology & Well Being
15:50-16:10 방광류 치료의 최신지견

Lee Il Hyeong (Cherish Clinic)

Newest treatment trends of cystocele

Hong Seung Ho (Lydia Women’s Clinic)

16:10-16:30 실리콘을 이용한 음경길이 연장술
Penile lengthening by silicone implant

Yoon Jong Seon (Super Man Urology Clinic)

16:30-16:55 항노화치료 분야에서의 예술댄스치료
Introduction of Art Dance Therapy

Kim Hyun Sik (Dr. Kim Art & Sexuality Therapy Clinic)

16:55-17:05 Discussion & Closing

Room F
Special Intensive Academy
SessionⅠ Cornerstone of Rhinoplasty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지 못하는 코성형의 초석!
1. 코성형을 위한 박리 과정의 이해
Understanding of nose dissection
09:00-09:30 코성형에 꼭 필요한 해부학 및 비중격수술
The necessary knowledge for rhinoplasty- Anatomy, nasal septum operation
09:30-10:00 코성형에 필요한 연골의 채취 –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Harvesting the cartilage needed for rhinoplasty 1 – Septal cartilage, Ear cartilage, Rib cartilage
10:00-10:30 코성형을 위한 implants의 이해 와 dorsum surgery
Understanding of implants and dorsum surgery for rhinoplasty
10:30-10:40 Discussion
10:40-11:0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2. 예쁜 코 만들기 과정
Various procedures to make beautiful nose
Speaker: Kang Il Gyu (ENT Over Flower Clinic)
11:00-11:30 다양한 코끝 만들기 술기들
Various Tip Projection technique
11:30-11:50 콧대 만들기
Dorsal augmentation
11:50-12:30 코폭, 매부리, 콧볼 수술- 비봉절제술, 절골술, 콧볼축소술
Reducing nasal bone, Hump removal, Alar base resection
12:30-13:30 Lunch& Exhibition View

Session Ⅱ Liposuction - Suction Assisted Liposuction
지방흡입 집중 강좌
Speaker: Lee Gwang Pyo (Yonsei Rose Clinic)

1. 지방흡입의 시작 Pre-operation Knowledge
13:30-15:00 *지방흡입의 개념 Liposuction – The new Concept
*피하조직 해부학 Anatomy of subcutaneous tissue
*수술전 평가 Preoperative evaluation
15:00-15:10 Discussion
15:10-15:30 Coffee Break & Exhibition View

2. 지방흡입 수술의 진행 Operation procedure of liposuction
15:30-17:20 *흡입 수술기구 및 사용법 Instrument of liposuction and the usage
*지방흡입과 마취 Anesthesia for liposuction
*지방흡입 원칙 및 기법 Principle and Techniques of liposuction
*해부학적 부위의 특징 및 흡입 방법 - 안면, 목, 팔, 등, 복부, 허벅지, 종아리
An anatomical approach to liposuction & the procedure
- Face, Neck, Back, Arm, Back, Abdomen, Thigh, Calf
17:20-17:30 Discussion &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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