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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6회

대한성형안과학회

눈꺼풀성형술 워크숍
위눈꺼풀
일자 · 2022년

10월 16일 (일)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

인사말

Invitation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 10월에 2022
제16회 대한성형안과학회 눈꺼풀성형술 워크숍 개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두 해를 넘긴 시점에서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 학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활발한 의견 교환과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금번 워크샵에서는 위눈꺼풀을 주제로 수술의 기초부터
마스터까지 위눈꺼풀 성형술에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을 마련하였고, 개원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위눈꺼풀 성형술 노하우와 다양한 수술케이스, 합병증의 치료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선생님들께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디 금번 워크숍에 참석하시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시고 학술적 교류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8월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안 민

프로그램

Program

09:30~09:35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안 민 (전북의대)

인사말

Session I. 위눈꺼풀 수술의 기초 세우기
좌장·정화선 (정화선안과), 백세현 (고려의대)
백지선 (가톨릭의대)

09:35~09:50

위눈꺼풀의 해부학과 노화에 따른 변화

09:50~10:05

수술상담 및 수술 전 검사

김남주 (서울의대)

10:05~10:20

앞트임의 종류와 원리

최희영 (부산의대)

10:20~10:30

토론

10:30~10:50

휴식

Session II. 위눈꺼풀 성형술 완전 정복
좌장·곽상인 (서울의대), 서성욱 (경상의대)
10:50~11:10

매몰법을 이용한 쌍꺼풀 수술기법

강성모 (인하의대)

11:10~11:30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수술기법

나태윤 (가톨릭의대)

11:30~11:50

중년 이후의 위눈꺼풀 성형술

손준혁 (영남의대)

11:50~12:10

눈꺼풀처짐 교정과 함께 시행하는 위눈꺼풀 성형술

정호경 (서울의대)

12:10~12:30

토론

12:30~12:40

사진촬영

12:40~13:40

점심

Session III. 개원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위눈꺼풀 성형술 노하우
좌장·이상열 (우리연세안과), 김상덕 (원광의대)
김창염 (우리연세안과)

13:40~13:50

매몰법 쌍꺼풀 적응증 넓히기

13:50~14:00

소절개 위눈꺼풀 성형술

이정규 (중앙의대)

14:00~14:15

앞트임

윤진숙 (연세의대)

14:15~14:35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성형안과수술

14:35~14:50

토론

14:50~15:10

휴식

박주완 (아이콘안과)

Session IV. 위눈꺼풀 성형술 합병증의 치료 비법 전수
좌장·김윤덕 (누네안과병원), 양석우 (가톨릭의대)
15:10~15:30

CASE-1

우경인 (성균관의대)

15:30~15:50

CASE-2

장재우 (건양의대)

15:50~16:10

CASE-3

유혜린 (CHA의과학대)

16:10~16:15

폐회사

대한성형안과학회 학술이사·손준혁 (영남의대)

등록 안내

Registration

등록 방법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 또는 현장등록
사전등록 마감일 2022년 10월 12일(수)까지
등록비

대한성형안과학회 K S O P R S

구분
대한성형안과학회 정회원
대한성형안과학회 준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수련병원 근무 봉직의

무료

무료

그외

50,000

70,000

수련병원 근무 봉직의

10,000

20,000

그외

70,000

100,000

정회원

150,000

180,000

비회원

200,000

230,000

20,000

30,000

대한안과학회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입금안내 무통장 입금 (등록비는 반드시 송금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117-910027-38805 (예금주 : 대한성형안과학회)
문의처 대한성형안과학회 사무국
[5490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 전북대병원 안과
Tel. 010-5584-1965 Fax. 063) 250-1959 Email. ksoprs@ksoprs.or.kr

행사사무국 씨엠스
Tel. 02-2088-2128 Fax. 070-8672-7681 E-mail. info@pcocms.com

사전등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