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회 아산 코성형 심포지엄
Featuring live surgeries,
video demonstrations, and lectures
■ 2019년 5월 18일(토) ▶ 19일(일)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http//www.ars2019.com

■ 주최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교실

■ 후원 : 대한비과학회 /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초대의 글

초청연자

안녕하십니까?

INTERNATIONAL FACULTY

2019년에도 선생님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Abdülkadir Göksel

Istanbul, Turkey

Benjamin Marcu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USA

2003년 1회 심포지엄 개최 이후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우리 심포지엄은 여러 선생님들의 성원에

Neil Zhang

Dalian University, Dalian, China

힘입어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코성형수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금년

Michael Kim

Oregon Health Science University, Portland, USA

Donald Yoo

Beverly Hills, LA, USA

다가오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개최될 제 16회 아산코성형심포지엄에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에도 국내외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의 저명하신 연자 분들을 모시어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이 이루
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외국 연자로는 미국, 터키, 중국에서 다섯 분의 연자를 초청
하여 국제적인 코성형수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valve
surgery와 가슴연골의 다양한 사용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 그리고 비교적 젊으신 코성형수술

DOMESTIC FACULTY

DOMESTIC FACULTY

의사가 공유하고자 하는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부터

강일규

가천대학교

박효진

닥터코코성형외과

초심자 또는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 모두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제구

김양박 이비인후과

심우섭

충북대학교

토요일 행사에는 세 건의 수술시연이 있을 예정으로, deformed nose에 대한 전형적인 open rhi-

권재환

고신대학교

안태환

상쾌한 이비인후과

noseptoplasty, 비개방 rhinoplasty, 그리고 filler injection rhinoplasty 시연이 준비되었습니다.

권택근

A-ONE 성형외과

원태빈

서울대학교

김수환

가톨릭대학교

유명상

울산대학교

김영효

인하대학교

이건희

경희대학교

김인상

라봄 성형외과

이주형

가톨릭대학교

김정수

경북대학교

이태훈

울산대학교

김종승

전북대학교

장용주

울산대학교

김준모

S-TOP CLINIC

최지윤

조선대학교

김지희

울산대학교

허성재

경북대학교

김창훈

연세대학교

현상민

심미안의원

황규성

두리이비인후과 코성형클리닉

또한 일요일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강의와 아울러 국내외 여러 선생님들의 수술동영상 상영과 토의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는 코성형 수술의 토론의 장에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환자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들을 얻어가시고, 동료의사들과 친교의 시간도 즐기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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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주임교수 정종우

김효열

성균관대학교

Course director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장용주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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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8 (Sat) ~ 19 (Sun), 2019
Asan Medical Center Grand Auditorium, Seoul, Korea

Day 2: Sunday, May 19th, 2019

프로그램

Time

Speaker/Operator

08:00 - 08:20

Registration

Symposium 3 : Nasal valve surgery

th

Day 1: Saturday, May 18 , 2019
08:20 - 09:30
Time
08:00 - 08:30
Registration
Symposium 1 : Session 1.Patient Selection and Perioperative Care
Rhinoplast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e patients seeking rhinoplasty
08:30 - 09:30 Patient selection and psychology in rhinoplasty
Simulation of rhinoplasty patient using 3D scanner
Postoperative management after rhinoplasty
09:30 - 09:45
COFFEE BREAK
Live surgery I.
09:45 - 12:15 Open rhinoplasty using costal cartilage
12:15 - 13:10
LUNCH
Live surgery II.
13:10 - 15:00 Rhinoplasty-closed approach
Edited Video Session
Endoscopic rib harvesting
How to harvest temporalis fascia
Paste cartilage and a FRF for fine tuning
15:00 - 15:30
Deviated nose
Hump nose
Augmentation rhinoplasty
Live surgery III.
15:30 - 16:00 Filler rhinoplasty
16:00 - 16:20
COFFEE BREAK
Symposium 2 : Nasal tip
Basics for tip modifications techniques

16:20 - 17:20

New technique in the nasal tip plasty; sandwich technique using PCL
mesh, septal cartilage and bone complex

Various technique to correct bulbous nose
Long term results of tip projection after tip plasty in North-Eastern China
No scar tip surgery in rhinoplasty:pearls and pitfalls
Lessons from my first 50 rhinoplasty cases
Easy mistakes, foolish mistakes
Ready to deal with postoperative minor complications?
17:20 - 18:10 Rhinoplasty techniques with an endonasal approach
Trials and errors you shouldn’t' repeat
Discrepancy between surgical findings and postoperative findings
18:30
Welcome reception and dinner

Speaker/Operator
Moderator: 장용주
Michael Kim
이건희
Abdülkadir Göksel
장용주
유명상

Moderator: 강제구
황규성
Moderator: Benjamin Marcus

09:30 - 10:20

Moderator: 이건희
김준모
Moderator: Abdülkadir Göksel
Michael Kim

10:40 - 12:30

Moderator: Neil Zhang

Versatility of rib cartilage
How to adjust thickness of costal cartilage dorsal graft
Autografts for rhinoplasty
How to make and use fascia wrapped diced cartilage
Comparison of DTF and rectus fascia for nasal augmentation
Why and how do I use costal cartilage in rhinoplasty
My experience about TPFL in augmentation rhinoplasty
Glued Diced costal cartilage with soft tissue cap
Dorsal height modification for Asian rhinoplasty

권택근
강제구
최지윤
Donald Yoo
권택근
Neil Zhang
강일규
장용주
김창훈

LUNCH

Symposium 6 : Deviated nose

Moderator: 김효열

13:30 - 15:10

Plastic surgeon’s perspective for deviated nose
Spreader graft revisited
Extracorporeal septoplasty- 200 cases, what I have learned
Crooked nose tricks
Rhinoplasty using surgical guide
Nasal osteotomy revisited
Tips in making the nose straighter
Personal perspectives for deviated nose correction

15:10 - 15:30

COFFEE BREAK

권택근
김창훈
Benjamin Marcus
Abdülkadir Göksel
이태훈
이건희
원태빈
김효열

Symposium 7 : Complications and revision

15:30 - 17: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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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환
Abdülkadir Göksel
원태빈
장용주

COFFEE BREAK

12:30 - 13:30

안태환
현상민
Neil Zhang
이주형
Moderator: 장용주
김지희
문수진
김종승
김영효
허성재

Moderator: 김창훈

Rhinoplasty using ultrasonic bone aspirator
Piezo rhino sculpturing (Diamond rhinoplasty)
Hump nose in Asians-A redistribution surgery
Nuisance in hump nose correction

Symposium 5 : Dorsal augmentation and costal cartilage

Abdülkadir Göksel

장용주

유명상
김수환
김정수
심우섭
Benjamin Marcus
Benjamin Marcus

Symposium 4 : Hump nose

10:20 - 10:40
Moderator: 김인상
장용주

Moderator: 김정수

Functional rhinoplasty: essential assessment and techniques
Nasal valve surgery: How I do it
Batten graft for correction of septal deviation
Management of nasal valve dysfunction in Asian rhinoplasty
Dynamic valve repair-a clear algorithm
The butterfly graft –strong can be beautiful

Moderator: 권택근

Common reasons for my revisions and their solution
Tips for a successful revision rhinoplasty
Post-rhinoplasty infection: why it happens and how to manage
Short nose correction with polycaprolactone (PCL)
Adipose-derived stem cell injection for successful correction of contracted nose
Simplified approach to rhinoplasty
Unification: rhinoplasty architecture that lasts for long term cosmetic results

장용주
김인상
장용주
박효진
안태환
김인상
Benjamin Marcus

Adjourn

May 18 (Sat) ~ 19 (Sun), 2019
Asan Medical Center Grand Auditorium, Seoul, Korea

등록안내

오시는길
제 16회 아산 코성형 심포지움(ARS)
2019년 5월 18일~19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1. 온라인 접수
2. 등록문의

www.ars2019.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의국
전화: 02)3010-3710    팩스: 02)489-2773

3. 입금방법

E-mail: ent@amc.seoul.kr

사전등록 시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기관, 구분(전문의, 군의관, 전임의, 전공의 ~년차),
참석일자, 전화번호, e-mail, 송금일, 입금자 명, 입금액을 기재하여 fax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254-910393-78707    예금주: 최아련

등록비 안내(*)
5월 18일만 참가
전공의
군의관
전임의
5월 5일 이전
5월 5일 이후

5월 19일만 참가

5월 18일, 19일 모두 참가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전임의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전임의

전문의*

7만원

8만원

6만원

7만원

11만원

12만원

8만원

9만원

7만원

8만원

13만원

14만원

*연수평점 : 전문의–6점, 전공의–2점

제 16회 아산 코성형 심포지엄 참가신청서
보내실 곳: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팩스: 02)489-2773      E-mail: ent@amc.seoul.kr
전문의 (Specialist in ENT or PS)
이름 (한글):
참석일자: 18일(토)

전임의

전공의:

년차

군의관/공보의

이름 (영문):
19일(일)

18,19일 모두 참가

소속 (병원명):
입금자명:

의사면허번호:

휴대전화:

e-mail:

입금날짜:

입금액:

*2019년 5월 5일 이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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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010-3710 팩스: 02)489-2773 E-mail: ent@amc.seoul.kr
Homepage: www.ars20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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