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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격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6년 유재덕 교수님을 비롯한 20여 분의 선구자들에 의해 처음 창립

된 대한성형외과학회는 50년이 지난 올해 2,215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정회원과 337명의 준회원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문의학회로 발전하였

습니다. 50년 전 혜안으로 대한성형외과학회를 창설하시고 짧은 기간에 

오늘의 큰 학회로 훌륭한 발전을 이끌어오신 여러 원로 회원님, 선배님과 

동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정규 수련과 시험을 통해 배출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의학회로 국내

에서뿐 아니라 국제학회에서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성형문화는 

K-한류의 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학술대회에는 많은 해외 성형외과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국제학술대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성형외과학회와는 동반자 MOU를 맺고 긴밀한 관계 속에 초청국가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유명 국제학술지 저자와 교과서의 집필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Archives of Plastic Surgery의 영문학술지도 점차 중요 국제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로 50년 만에 이룬 눈부신 발전과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화려한 업적과 현재의 위상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도전과 위험이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의료환경과 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은 우리의 가치와 위엄을 떨어뜨리고 있고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로서 자존심마저 상처받게 

합니다.

의학은 날로 발전하고 선진국에서의 기초 학문연구는 더욱 깊이를 더해가는데, 우리는 임상

수준만큼 투자와 관심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자취를 돌아보면, 현재의 우리를 알게 되고 내일 할 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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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가 영광스런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마련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책자를 열심히 준비하신 학회 임원과 관계자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정성이 학회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일 것입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단합하여 지혜와 힘을 계속 보태주시길 청합니다.

회원님 가정에 모든 일이 순조롭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장     안  희  창



발간사

어느덧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올해로 50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의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있기까지 많은 선후배 회원님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50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전통 있는 학회로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195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형외과 수련과정을 거쳐 1961년 미국

전문의자격을 획득한 유재덕 교수님께서 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 소속

으로 성형외과의 전문 진료와 교육을 하신 것이 한국 성형외과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966년 5월 14일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되었으며, 그 후 

집담회, 학술대회 및 초록집 발간 등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1969년 9월에 대한의학협회 산하 

분과학회로 인정받았고, 1970년 3월에는 국제성형외과학회연맹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1973년 10월 17일에는 보사부가 개정의료법 시행규칙에 성형외과를 전문진료과목으로 고시

하였으며, 병원협회는 국내 10개 대학 및 종합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인정하고 1975년 제1회 

전문의 자격고시를 시행한 이래 2016년 현재 전문의는 2,200여 명, 수련의는 340명에 이르는 

큰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를 비롯한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영 · 호남

지역학회의 자학회와, 7개의 각 지역별 지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14개의 연구회에서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 및 자학회에서는 매년 다수의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 중인 Archives of Plastic Surgery (舊 대한성형외과학회지)를 

비롯하여 세계의 저명한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임상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향후 새로이 결성된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Plastic 

Surgery Societies (ICOPLAST)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회와의 진료 영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회원들의 부도덕한 처신

으로 국민들에게 전체 성형외과 의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자정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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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 후 초기 20년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고, 그 

다음 20년은 학문적으로 융성한 시기였으며, 지금은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실력을 갖춘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5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50년을 향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간행홍보이사님들, 전국의 성형외

과학 교실 및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조 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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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땅에 성형외과라는 학문이 도입되고 뜻을 같이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며 학회를 창설하고 동분서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 대한성형외과학회는 2,215여 명의 정회원과 

337명의 준회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1966년 5월 성형외과에 관심을 가진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 의사 30여 명이 자리를 같이하고 성형외과를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 

발전시키고자 뜻을 모아 대한성형외과학회를 창립하고 출범, 한 달 후

부터 정기적인 학술 집담회를 개최하여 성형외과의 기초 개념부터 꾸준히 학술 활동에 주력하였

으며, 또한 의료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성형외과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70년 국제성형외과학회 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며 1973년에는 보건사회부

에서 성형외과를 새로운 전문 진료과목으로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1975년부터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고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회지를 발간, 해를 거듭할수록 그 양과 질이 개선

되어 오늘날은 APS라는 국제 학술지로 발돋움하였으니 오직 성형외과 전문 분야의 개척과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인생을 바쳐온 사람 중 하나로서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회원들이 다양한 국제 학회에서 한국 성형외과의 발전된 학문 업적을 수시로 

발표하고 또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며 국제적 학회를 개최하는 등 학회는 이제 대한민국에 

국한하지 않는 국제적 조직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학회가 국제성형외과 기구인 

ICOPLAST의 정식 상임이사국으로 선정된 사실은 달라진 우리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대한성형외과학회를 이끌어오고 뒷받침해 온 모든 성형

외과학회 회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감사와 그 노고를 치하드립

니다. 지나온 50년의 학회의 발자취는 실로 우리나라 성형외과학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50년의 알찬 연륜을 지닌 우리 학회는 이제 지나온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향하여 

진일보 나아가야 하며 회원 상호 간의 지식 함양과 신뢰를 바탕으로 훌륭한 전문가 집단으로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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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고 타 학회에 모범이 되는 학회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반세기를 향하여 출발함에 있어 학회를 이끄는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배전의 협력과 단결로 영광된 역사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 50주년과 기념 책자의 발간을 축하하며 그동안 학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신 회원들과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종사하여 오신 모든 

대한 성형외과 회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송백(松佰)  유 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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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창

학회 태동 

지난 1세기 반에 걸쳐 기계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성형외과 분야는 필연적으로 발전

되어 왔다.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각종 사고가 늘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외상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역사에 있어 여러 가지 전쟁은 다양한 창상치유에 대한 

수요를 만들었고, 창상 분야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창상치유 

원칙이 정립되었으며, 피부, 연부조직, 근육, 건, 신경 등 각종 조직의 변위 내지 이식 역시 

빠르게 발전하였다. 이는 바로 성형외과라는 새로운 의학을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20세기 전반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발전한 재건성형 분야는 이후 세계 경제가 부유

해지고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용성형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미를 추구

하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는 수술을 통한 미의 증진으로 이어졌다. 

이에 오늘날의 성형외과학은 그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외과와 미용성형외과로 발전

되었으며 이는 선진의학의 필수 불가결한 분야로 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945년 광복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어 성형재건을 위한 외과적 술기는 전무

하였다. 당시 의료계에 종사하였던 의사들에 의하면 그들은 성형외과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광복 후 서양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외국 문헌의 

유입, 설파제나 페니실린 등의 항생물질의 사용과 맞물려 외과 분야가 발전하게 되며 

한국의 의료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선교의사들 중 몇몇 외과의사

들이 심하고 고질적인 피부궤양, 피부결손, 또는 화상 후유증인 안면과 수지의 변형 및 

구축 등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피부편 이식을 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의료진이 많은 전상환자 

진료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들 중 미국 군의관 Dr. Millard와 부산에 있던 

스웨덴 적십자 병원선의 Dr. Stenstrom은 언청이 수술 및 각종 재건수술 등의 성형외과 

전문진료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능한 외국의사들은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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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을 뿐, 우리나라의 외과 내지 성형외과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이어 휴전으로 사회가 점차 정돈되어 가자 사회 전반에 걸쳐 서양 문물이 유행처럼 

밀려 들어올 때 우리 의료계에도 예외 없이 파급된 것이 그 당시 말로 “정형”이라는 것

이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전파된 소위 육질 주사라는 색다른 방법으로 코를 높이고, 

유방을 키우는 등 실제 파라핀 주입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행위가 “정형”이라는 이름

으로 만연되어 갔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육질 주사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당시가 성형에 대해 극히 무지한 시기였던 것을 미루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휴전 이후 급격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발되어 가던 시기에, 전쟁시기 혹은 그 이후에 

서양에서 입국하였던 군의관 혹은 여러 의료선교사에 의해 성형외과 분야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또한 구미 각국에서 유학을 끝낸 의사들이 선진 의학을 습득하고 대학 등으로 

유입되게 되어 이들이 우리나라 의료계에도 성형외과 전문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차 

실감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탄생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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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창립 

195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성형외과의 태동기가 시작되었다. 구미 각국에서 유학을 

끝낸 의사들이 선진 의학을 습득하고 대학 등으로 유입되게 되어 이들이 우리나라 의료계

에도 성형외과 전문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차 실감하게 되었다. 1961년 미국에서 

성형외과를 전공하고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자격을 획득한 유재덕 박사는 1961년 8월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나라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진료 및 교육을 시작한 시초이다.

1964년부터 성형외과학의 학생강의가 시작되었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 수련도 시작

하였지만 이것은 일반외과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었고, 대외적으로 의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성형외과의 학문적 보급은 역시 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술활동이 주역이 되어

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해를 거듭할수록 성형외과는 하나의 특수 전문진료과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드디어 1966년 5월 15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전문의사 30여 명이 발기인이 되어 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성형외과를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회칙을 

초안하여 통과시켰고, 임원(회장: 민광식, 이사장: 유재덕)을 선출하니 이로써 대한성형

외과학회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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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11. 8.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차 학술대회의 Panel Discussion 광경

1968. 11. 8. 제1차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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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제1차 학술대회 초록집

성형외과학회보 창간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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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임원 변동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최초 30여 명의 회원 수에서 현재(2016년 기준, 정회원 + 준회원) 

2,493명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그 규모 면에서도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역대학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역대 회장

연도 성명 연도 성명

1 - 5대 1966 - 1976 민광식 18대 1995 - 1996 김성수

6대 1976 - 1978 유재덕 19대 1996 - 1997 설정현

7대 1978 - 1980 정전은 20대 1997 - 1998 백봉수

8대 1980 - 1982 박길용 21대 1998 - 2000 류재만

9대 1982 - 1984 정전은 22대 2000 - 2002 박철규

10대 1984 - 1986 유재덕 23대 2002 - 2004 오석준

11대 1986 - 1988 이영호 24대 2004 - 2006 탁관철

12대 1988 - 1990 김진환 25대 2006 - 2008 민경원

13대 1990 - 1991 민대홍 26대 2008 - 2010 양원용

14대 1991 - 1992 박종섭 27대 2010 - 2012 이택종

15대 1992 - 1993 최성천 28대 2012 - 2014 나동균

16대 1993 - 1994 이택호 29대 2014 - 2016 안희창

17대 1994 - 1995 김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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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명 연도 성명

1 - 5대 1966 - 1976 유재덕 16대 1996 - 1998 임   풍

6대 1976 - 1978 이영호 17대 1998 - 2000 이두형

7대 1978 - 1980 김진환 18대 2000 - 2002 박병윤

8대 1980 - 1982 민대홍 19대 2002 - 2004 이윤호

9대 1982 - 1984 이영호 20대 2004 - 2006 안상태

10대 1984 - 1986 김진환 21대 2006 - 2008 김우경

11대 1986 - 1988 박종섭 22대 2008 - 2010 김석화

12대 1988 - 1990 류재만 23대 2010 - 2012 김용배

13대 1990 - 1992 강진성 24대 2012 - 2014 고경석

14대 1992 - 1994 이세일 25대 2014 - 2016 조병채

15대 1994 - 1996 김승홍

대한성형외과학회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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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역대 총무

연도 성명 연도 성명

1966 - 1968 민대홍 1992 - 1994 김종화

1969 - 1971 장인규 1994 - 1996 이기룡

1971 - 1972 이영호 1996 - 1998 조성필

1972 - 1973 정찬건 1998 - 1999 홍성표

1973 - 1975 류재만 1999 - 2000 서인석

1975 - 1978 이세일 2000 - 2002 김용욱

1978 - 1980 박철규 2002 - 2004 권성택

1980 - 1982 김승홍 2004 - 2006 이백권

1982 - 1984 박병윤 2006 - 2008 윤을식

1984 - 1985 이윤호 2008 - 2010 장    학

1985 - 1986 민경원 2010 - 2012 탁민성

1986 - 1988 양순재 2012 - 2014 최종우

1988 - 1990 김잉곤 2014 - 2016 정호윤

1990 - 1992 송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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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 역대 임원

■ 제13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 사    김성수, 김승홍, 김영길, 김한중, 박병윤, 박철규, 박치영(이종원), 백봉수, 

백세민, 서정회, 설정현, 신극선, 엄기일, 오석준, 이두형, 이세일, 이영길, 

이윤호, 이택종, 이택호, 임풍, 정복성

각 위원회 위원장

총     무 |  김 승 홍 학     술 |  김 한 중
수 련 고 시 |  백 봉 수 편     집 |  임      풍 
재     무 |  이 두 형 법     제 |  김 성 수 
심     사 |  신 극 선 국 제 협 력 |  박 철 규 
홍  보 |  오 석 준       보 험 수 가 |  설 정 현 
무  임  소 |  박 병 윤,  이 윤 호  

감 사   최 성 천 · 김 잉 곤

■ 제14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 사    강진성, 김성수, 김승홍, 김영근, 김영길, 김우경, 김한중, 박병윤, 박철규, 

방유현, 백봉수, 백세민, 서정회, 설정현, 신극선, 양경무, 양순재, 엄기일, 

오석준, 윤길용, 이두형, 이영길, 이윤호, 이종원, 이택종, 임풍, 전건수, 

정복성, 조문제, 조백현, 최춘곤 

각 위원회 위원장

학     술 |  신 극 선 수 련 고 시 |  백 봉 수 
편     집 |  박 철 규 재     무 |  김 한 중
법     제 |  김 성 수 심     사 |  이 두 형 
국 제 협 력 |  김 승 홍 홍     보 |  오 석 준 
보 험 수 가 |  설 정 현 무  임  소 |  임     풍 

감 사   장 인 규 · 송 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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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 사    고인창, 국광식, 김경식, 김석권, 김승홍, 김영근, 김우경, 김형만, 박병윤, 

박철규, 박효천, 방유현, 백봉수, 백세민, 설정현, 신극선, 양경무, 양순재, 

양원용, 양정열, 엄기일, 오석준, 윤진호, 이두형, 이세일, 이원구, 이윤호, 

이택종, 이택호, 임풍, 정복성, 조문제, 하지운, 한기환

각 위원회 위원장

학     술 |  오 석 준 수 련 고 시 |  임      풍 
편     집 |  신 극 선 재     무 |  박 병 윤
법     제 |  이 두 형 심     사 |  박 철 규 
국 제 협 력 |  백 봉 수 홍     보 |  이 윤 호 
보 험 수 가 |  설 정 현 무  임  소 |  고 인 창 

감 사  류 재 만 · 김 종 환

■ 제16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 사    고인창, 김덕영, 김관식, 김석권, 김성수, 김승홍, 김우경, 김종환, 박근호, 

박대환, 박병윤, 박철규, 방유현, 신극선, 안상태, 양경무, 양순재, 양원용, 

양정열, 엄기일, 오석준, 윤진호, 이두형, 이명철, 이윤호, 이종건, 이택종, 

임풍, 정용휘, 조백현, 조해석, (한형일), 최규남, 최석현, 최준, 탁관철, 

하지운, 한기환, 허준평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이 두 형 학     술 |  이 윤 호
수 련 고 시 |  박 병 윤 법     제 |  조 백 현 
재     무 |  엄 기 일 심     사 |  탁 관 철
편     집 |  오 석 준 보 험 수 가 |  한 기 환 
정 보 통 신 |  이 택 종 홍     보 |  양 순 재 
국 제 협 력 |  안 상 태 윤     리 |  조 해 석,  (한 형 일)

감 사   이 세 일 · 이 기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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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엄 기 일 학     술 |  김 우 경
고     시 |  한 기 환 수 련 교 육 |  탁 관 철
재     무 |  김 용 배 심     사 |  김 종 환
편     집 |  안 상 태 보     험 |  김 양 우 
정 보 통 신 |  이 덕 희 간 행 홍 보 |  오 갑 성 
국 제 협 력 |  김 석 권 윤     리 |  김 영 근
의     무 |  조 백 현 무  임  소 |  이 윤 호,  양 경 무

감 사   (임  풍) · 서 인 석

■ 제17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양 원 용 학     술 |  이 윤 호
고     시 |  (박 병 윤),  한 기 환 수 련 교 육 |  양 순 재
재     무  |  김 우 경 심     사 |  안 상 태
편     집  |  박      철 보     험 |  김 종 환 
정 보 통 신 |  민 경 원 간 행 홍 보 |  김 잉 곤 
국 제 협 력 |  윤 진 호 윤     리 |  한 형 일
의     무 |  양 정 열 무  임  소 |  (한 기 환),  박 병 윤 

감 사  김 승 홍 · 조 성 필

제1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 

의  장 |  류 재 만 간  사 |  안 덕 균

고인창, 김관식, 김석권, 김성기, 김성수, 김영진, 김용배, 김태연, 김한중, 박대환, 

박승하, 박철규, 백봉수, 서정회, 설정현, 신극선, 신명수, 신영진, 신현태, 양경무, 

엄기일, 오석준, 이기룡, 이동훈, 이명철, 이세일, 이영만, 이종건, 이택종, 임풍, 

장석주, 조백현, 최석현, 최준, 최재구, 탁관철, 허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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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 

의  장 |  박 철 규 간  사 |  박 흥 식

고경석, 고명규, 고인창, 김동일, 김성기, 김승홍, 김영길, 김영진, 김잉곤, 김태연, 

김한중, 나동균, 류재만, 민경원, 박대환, 박명철, 박승하, 백봉수, 신명수, 신영진, 

양원용, 양정열, 이동훈, 이두형, 이상호, 이세일, 이영만, 이택호, 이형주, 오석준, 

위성신, 장석주, 정성훈, 정우창, 정윤규, 조상헌, 조인창, 한형일, 허우회, 허준평 

■ 제19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민 경 원 학     술 |  안 상 태
고     시 |  김 석 화 수 련 교 육 |  김 석 권
재     무 |  박 승 하 심     사 |  안 희 창
편     집 |  김 용 배 보     험 |  (한 기 환), 박 대 환
정 보 통 신 |  최 희 윤 간 행 홍 보 |  양 정 열 
국 제 협 력 |  오 갑 성 윤     리 |  (조 인 창), 김 영 진 
의     무 |  양 경 무 무 임 소 |  (박 대 환),  한 기 환,  장 영 철
특     임 |  탁 관 철,  조 백 현,  김 우 경,  나 동 균,  이 택 종

통합보험 책임위원    홍 인 표

감 사   이 두 형 · 김 용 욱

제3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 

의 장 |  오 석 준 간 사 |  고 성 훈

권대승, 고경석, 김경택, 김승홍, 김영진, 김잉곤, 김진수, 김태연, 김현철, 나영천, 

박명철, 박병윤, (박운교), 박철규, 배용찬, 백롱민, 서인석, 송중원, (신지호), 

안덕선, 양완석, 양원용, 유석근, 이동락, 이명선, 이삼용, (이상열), 이영만, 이원종, 

이종문, 이종원, 장충현, 전종완, 정상훈, 정성훈, 정윤규, 정재호(307), 정철훈, 

조병채, 조상헌, 조해석, 차진한, 최준, 한기택, 한현언, 허준평, 홍인표, 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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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김 우 경 학     술 |  안 희 창
편     집 |  이 종 원 고     시 |  (김 석 화),  나 동 균
수 련 교 육 |  김 용 배 심     사 |  오 갑 성
보     험 |  (박 대 환),  홍 인 표 정보통신 |  장 영 철
국 제 협 력 |  박 승 하 간행홍보 |  고 경 석
윤 리 |  (김 영 진),  박 병 일 재     무 |  서 인 석
의     무 |  양 정 열  교육재단 |  양 경 무
무  임  소 |  (나 동 균),  김 석 화,  (홍 인 표),  박 대 환,  이 택 종,  김 석 권,  김 영 진

감 사   박 병 윤 · 권 성 택

제4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 

의 장 |  탁 관 철 간 사 |  유 대 현

고성훈, 국광식, 권대승, 김승홍, 김영근, 김잉곤, 김종환, 김진수, 김현철, 민경원, 

박명철, 박병일, 박철규, 배용찬, 백롱민, 백태준, 설정현, 손대구, 손병규, 신명수, 

신영진, 안기영, 양완석, 양원용, 오석준, 오재욱, 윤정섭, 윤홍주, 이동락, 이두형, 

이명선, 이명철, 이무상, 이삼용, 이세일, 이영만, 이윤호, 장충현, 정승문, 정윤규, 

정재호(307), 정철훈, 조백현, 조병채, 조상헌, 조해석, 최준, 최시호, 한기택, 한현언, 

허우회, 형남경, 홍성희, 황건, 황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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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안 희 창 학     술 |  고 경 석
편     집 |  오 갑 성 고     시 |  나 동 균
수 련 교 육 |  김 용 배 심     사 |  조 병 채
보     험 |  홍 인 표 정 보 통 신 |  박 명 철
국 제 협 력 |  구 상 환 간 행 홍 보 |  장 영 철
윤     리 |  황 영 중 재     무 |  이 종 원
의     무 |  이 삼 용 연구교육재단 |  김 석 화
무  임  소 |  양 정 열,  박 병 일,  송 중 원
특 임 |  박 대 환,  김 우 섭

감 사    장 충 현 · 이 백 권

제5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 

의 장 |  민 경 원 간 사 |  장       학

강낙헌, 강원경, 국광식, 권성택, 권영대, 김석권, 김수홍, 김승홍, 김영근, 김영진

(274), 김영진(194), 김응춘, 김종환, 김진수, 김형준, 나영천, 박병윤, 박승하, 

박철규, 방사익, 배용찬, 백롱민, 범진식, 서인석, 손대구, 신명수, 신순식, 신영진, 

심형보, 안기영, 안상태, 양원용, 오석준, 오재욱, 우상현, 유대현, 유성종, 윤정섭, 

이동락, 이두형, 이백권, 이상목, 이세일, 이영만, 이윤호, 이장근, 이택종, 임태균, 

장석주, 장충현, 정승문, 정윤규, 정재호(307), 정철훈, 조백현, 조상헌, 조성필, 

조세흠, 조인창, 진훈, 최준, 최재구, 탁관철, 한현언, 홍성표, 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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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홍 인 표 학 술 |  변 준 희
편 집 |  오 갑 성 고 시 |  조 병 채
수 련 교 육 |  이 삼 용 심 사 |  권 성 택
보 험 |  김 진 수 정 보 통 신 |  김 용 욱
국 제 협 력 |  한 기 환 간 행 홍 보 |  배 용 찬
윤 리 |  이 두 영 재 무 |  정 효 경
의 무 |  박 승 하 연구교육재단 |  서 인 석
무 임 소 |  김 용 배,  양 경 무,  박 병 일,  고 경 석,  김 우 섭

감 사    안 상 태 · 윤 을 식

제6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 

의 장 |  양 원 용 간 사 |  강 상 윤

강낙헌, 국광식, 권장덕, 김대영, 김석권, 김수홍, 김영근, 김영진(194), 김영진

(274), 김용하, 김우경, 김응춘, 김종환, 김태연, 나동균, 나영천, 민경원, 박대환, 

박명철, 박병윤, 박운교, 방사익, 백롱민, 범진식, 선욱, 손대구, 송중원, 신명수, 

신용호, 안기영, 안상태, 안정용, 안희창, 양순재, 양완석, 양정열, 엄기일, 오석준, 

오재욱, 우상현, 유대현, 윤을식, 윤정섭, 윤진호, 이기룡, 이동락, 이명종, 이상목, 

이영만, 이윤호, 이종원(256), 이택종, 장영철, 장충현, 장효죽, 정성훈, 정승문, 

정승원, 정영덕, 정윤규, 정철훈, 조백현, 조상헌, 조성필, 조세흠, 조인창, 차규호, 

최준, 최석현, 탁관철, 한현언, 한형일, 형남경, 홍성표, 황건, 황소민, 황영중, 

황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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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고 경 석 학     술 |  박 승 하, 김 용 하
편     집 |  김 정 태 고     시 |  이 종 원(256)
수 련 교 육 |  권 성 택 심     사 |  이 삼 용, 강 낙 헌
보     험 |  김 진 수, 한 승 규 정 보 통 신 |  김 용 욱
국 제 협 력 |  유 대 현 간 행 홍 보 |  배 용 찬, 탁 민 성
윤     리 |  박 동 만 재     무 |  박 명 철
의     무 |  방 사 익 연구교육재단 |  백 롱 민
무  임  소 |    김 우 섭,  김 영 진,  서 인 석,  이 석 기,  조 병 채,  조 성 필,  조 용 근,   

최 정 호 

감 사   김 우 경 · 장  학

제7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 

의 장 |  이 택 종 간   사 |  엄 진 섭

국광식, 김광석, 김대영, 김석권, 김석화, 김수홍, 김영근, 김영진(194), 김영환, 

김우경, 김응춘, 김재훈, 김종환, 김태연, 김현철(361), 김환익, 나동균, 나영천, 

민경원, 박대환, 박병일, 범진식, 변준희, 선욱, 손대구, 송중원, 신명수, 신영진, 

신용호, 심형보, 안기영, 안상태, 안희창, 양경무, 양순재, 양원용, 양정열, 엄기일, 

오갑성, 우상현, 유병표, 윤을식, 윤진호, 이기룡, 이동락, 이두영, 이상목, 이안나, 

이영만, 이원종, 이윤호, 이진호, 장영철, 장충현, 장학, 장효죽, 정경설, 정성훈, 

정승원, 정영덕, 정윤규, 정철훈, 정효경, 조백현, 조상헌, 조세흠, 조인창, 차상면, 

차진한, 최준, 최해천, 탁관철, 한기환, 한예식, 한현언, 한형일, 허은, 홍성표, 

홍인표, 황건, 황소민, 황영중, 황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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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조 병 채 학     술 |  유 대 현,  이 병 일
편     집 |  김 정 태,  김 용 하 고     시 |  이 종 원(256),  손 대 구
수 련 교 육 |  권 성 택,  김 진 수 심     사 |  강 낙 헌,  김 광 석
보     험 |  한 승 규 정 보 통 신 |  김 용 욱
국 제 협 력 |  백 롱 민 간 행 홍 보 |  김 우 섭
윤     리 |  황 규 석 재     무 |  탁 민 성
의     무 |  배 용 찬 연구교육재단 |  정 윤 규
무  임  소 |   김 영 진(274),  문 구 현,  범 진 식,  이 삼 용,  이 상 목,  정 성 훈(202),  

차 상 면,  윤 원 준

감 사    김 석 화 · 윤 을 식

제8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 

의 장 |  나 동 균 간 사 |  김 영 석, 이 동 원

강동희, 강소라, 국광식, 김동철, 김병삼, 김석화, 김영근, 김영덕, 김영진, 김용배, 

김용섭, 김우경, 김유진, 김응춘, 김재룡, 김정헌, 김종찬, 김준식, 김태연, 김현옥, 

나영천, 노태석, 민경원, 박대환, 박명철, 박병일, 박승하, 변준희, 변진석, 선욱, 

송중원, 신동혁, 신명수, 신용호, 안기영, 안상태, 안희창, 양경무, 양순재, 양원용, 

양정열, 오갑성, 우상현, 윤을식, 이근철, 이기룡, 이동락, 이두영, 이명철, 이병민, 

이신규, 이영만, 이영주, 이윤호, 이장근, 이춘신, 이택종, 이혜경, 임기영, 장영철, 

장충현, 장효죽, 정경설, 정영덕, 정철훈, 정호윤, 조백현, 조상헌, 조성덕, 조성필, 

조세흠, 조인창, 진훈, 탁관철, 한기환, 한예식, 한현언, 형남경, 홍성표, 홍성희, 

홍인표, 홍준표, 황건, 황소민, 황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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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임원명단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기 획 |  유 대 현 학 술 |  탁 민 성,  문 구 현
편 집 |  김 용 하,  노 태 석 고 시 |  (손 대 구), 김 광 석 
수 련 교 육 |  배 용 찬,  김 진 수 심 사 |  강 낙 헌,  동 은 상
보     험 |  황 소 민,  강 상 윤 정 보 통 신 |  권      호
국 제 협 력 |  홍 준 표 간 행 홍 보 |  권 성 택,  박 재 우
윤     리 |  권 영 대 재     무 |  윤 을 식
의     무 |  고 성 훈 연구교육재단 |  백 롱 민
무 임 소 |   한 승 규,  손 대 구,  이 내 호,  이 병 민,  이 병 일,  이 윤 주,  정 호 윤,  

차 상 면

교과서편찬관리위원장   김 우 경

감 사   김 용 배 · 최 종 우(1267)

■ 제9대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 

의 장 |  안 희 창 간 사 |  이 장 현

강동희, 강소라, 고경석, 공봉택, 국광식, 김석화, 김영진(194), 김영진(274), 

김요한, 김우경, 김유진, 김응춘, 김재룡, 김정헌, 김준식, 김준혁, 김태연, 나동균, 

남수봉, 민경원, 박동하, 박명철, 박병일(206), 박성근, 박승하, 박은수, 방사익, 

범진식, 서만수, 서인석, 선욱, 송정훈, 신동혁, 신명수, 신영진, 신용호, 안기영, 

안상태, 양경무, 양순재, 양완석, 양원용, 양정열, 양호직, 어수락, 엄진섭, 오갑성, 

우상현, 유결, 유석근, 윤원준, 이광호, 이근철, 이기룡, 이동락, 이삼용, 이상목, 

이석기, 이영만, 이정윤, 이종원, 이택종, 이혜경, 장영철, 장효죽, 전신권, 정섬, 

정경설, 정성균, 정성훈(202), 정영덕, 정윤규, 정철훈, 정효경, 조백현, 조성필, 

조세흠, 조인창, 최승석, 최오규, 최재구, 한동길, 한예식, 홍성표, 홍성희, 홍인표, 

황건, 황영중



제1장  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 및 운영  

43

학회 역대 사무실 및 학회기 · 학회장 메달 

학회 사무실 

창립 초기에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근무하는 기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1990년 2월 대한의학협회(현재 대한의사협회)의 회관 601호에 대한성형외과학회 

최초의 단독 학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회원 수의 증가와 학회 업무의 

다양화로 인하여 1998년 11월 여러 학회들이 터를 잡았던 서초구 월드오피스텔 1813호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학회 규모가 더욱 성장함에 따라 사무실 공간의 추가 확장이 필요

하였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2016년 4월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003호로 

이전하였다.

현재 사무실 인원(5인)  |  실장 1명, APS 편집 담당직원 1명, 사무원 3명

1999. 1. 8. 서초동 학회 사무실 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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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사무실 이사회 모습

공덕동 사무실 첫 이사회 모습 및 제25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

학회장 메달

대한성형외과학회 학회기

학회기 및 학회장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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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일지

대한성형외과학회 연혁

1966. 05. 대한성형외과학회 정관 제정

1968. 11. 제1차 연례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969. 09. 대한의학협회 산하 분과학회 인준

1973. 10. 성형외과 진료과목 표방 허가

1974. 10. 대한성형외과학회지 창간호 발행

1975. 02. 제1회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 실시

1985. 05. 제1차 춘계(제20차) 학술대회 개최,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창립

1987. 05. 대한성형외과학회보 발간

1987. 10.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창립

1993. 10. 제 6차 아시아 · 태평양 성형외과학회 서울 개최

1994. 10. 성형외과학 발간

1995. 04. 대한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 창립

1995. 12.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창립

1998. 10. 대한성형외과학회 홈페이지 개설

1998. 12.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무실 확장이전(서초동)

2000. 10. 제7차 국제동양미용성형외과학회 서울 개최

2004. 12. 대한성형외과학회지 - 한국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

2005. 04. 대한성형외과학회 기금 모금 - 아름다운 세상, 더 큰 학회

2005. 06. 제1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국민성형봉사사업 실행

2006. 11. 대한성형외과학회 40주년 기념 행사

2006. 11. YOUNG PLASTIC SURSEON 선정

2007. 09. 사업자등록(수익사업 개시)

2007. 11.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도입

2009. 07. 제1회 밝은 얼굴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2011. 05. 제1회 기초재건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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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원 현황(2016. 9. 30. 현재)

정회원 |  2,211명(수련병원 312명 / 종합병원 122명 / 개원의 1,517명 / 군 복무 외  

기타 260명)

준회원 | 337명(전공의 335명 / 교신 준회원 2명)

명예회원 | 6명

대한성형외과학회 연혁

2012. 01. 대한성형외과학회지의 영문학술지 APS (Archives of Plastic Surgery) 출간

2012. 10. 제13차 동양미용성형외과학회 서울 개최

2013. 10. ASPS학회(Plastic Surgery 2013) Guest Nation으로 선정

2014. 07. 제2차 아시아태평양미세재건수술학회 부여 개최

2016. 04.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무실 확장이전(공덕동)

2016. 11. 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PRS KOREA 2016) 개최



 ■ 연차 학술대회

 ■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및 교과서, 용어집 발간

 ■ 성형외과 전문의 제도 및 고시

 ■  국제 학술지 게재 현황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 활동

제 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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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학술대회

1966년 당시 대한의학협회에 신설 학회로서 가입을 신청하게 되었다. 1969년 대한

의학협회 산하 분과학회로 인준을 얻었고, 1970년에는 국제성형외과학회연맹에 정식 

회원국으로의 가맹이 승인되었다. 이 시기에 학회는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연례학술

대회를 비롯하여 30여 회의 중앙 학술집담회, 10여 회의 특별강연회를 가지며 진지한 

학술 연마를 도모하였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창립 20주년(1986)을 계기로 학술활동을 가일층 활성화하여 

연례학술대회에 이어 춘계학술대회를 추가하고 매년 1~2명의 외국 저명학자를 학술

대회에 초청, 지식 교환과 술기 습득 등 회원의 국제무대 진출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

였다. 또한 각 수련기관도 각기 나름대로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부 전문 분야를 발전시

키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학회창립 30주년(1996. 11.)을 기해서는 본 학회는 제41차 

대한성형외과학술대회를 자학회 학술대회인 제18차 대한수부재건외과학술대회, 

제14차 대한미용성형외과학술대회와 함께 통합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제1차 연례학술대회(연세의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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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제2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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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제5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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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제6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제2장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 활동  

53

제11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제12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대한성형외과학회 50년사

54

제14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제13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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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제17차 성형외과 학술대회



대한성형외과학회 50년사

56

학술대회 개최 현황

학술대회명 일시 장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차 연례학술대회 1968. 11. 08. - 1968. 11. 08.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차 연례학술대회 1969. 11. 08. - 1969. 11. 08.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차 연례학술대회 1970. 11. 08. - 1970. 11. 08.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차 연례학술대회 1971. 11. 08. - 1971. 11. 08.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차 연례학술대회 1972. 11. 08. - 1972. 11. 08.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차 연례학술대회 1973. 11. 08. - 1973. 11. 08.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7차 연례학술대회 1974. 11. 08. - 1974. 11. 08.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8차 연례학술대회 1975. 11. 08. - 1975. 11. 08.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9차 연례학술대회 1976. 10. 30. - 1976. 10. 30. 부산 관광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0차 연례학술대회 1977. 11. 08. - 1977. 11. 08. -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1차 연례학술대회 1978. 11. 08. - 1978. 11. 08. -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2차 연례학술대회 1979. 11. 09. - 1979. 11. 10. 부산 조선비치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3차 연례학술대회 1980. 12. 06. - 1980. 12. 06. 서울대학교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4차 연례학술대회 1981. 11. 08. - 1981. 11. 08. -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5차 연례학술대회 1982. 10. 22. - 1982. 10. 23. 강남성모병원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6차 연례학술대회 1983. 10. 14. - 1983. 10. 15. 광주 신양파크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7차 연례학술대회 1984. 10. 26. - 1984. 10. 27. 서울 잠실교통회관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8차 학술대회(춘계) 1985. 05. 10. - 1985. 05. 10. 서울대학교 강당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9차 학술대회(추계)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제1차 학술대회

1985. 11. 14. - 1985. 11. 15. 경주 그랜드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0차 학술대회(춘계) 1986. 05. 09. - 1986. 05. 09. 서울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1차 학술대회(추계) 1986. 11. 14. - 1986. 11. 15. 서울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2차 학술대회(춘계) 1987. 05. 15. - 1987. 05. 15. 경주 조선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3차 학술대회(추계) 1987. 11. 14. - 1987. 11. 15.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4차 학술대회(춘계) 1988. 05. 13. - 1988. 05. 13. 유성 관광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5차 학술대회(추계) 1988. 11. 11. - 1988. 11. 12. 서울 신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6차 학술대회(춘계) 1989. 05. 27. - 1989. 05. 27.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7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4차 학술대회

1989. 11. 10. - 1989. 11. 11. 서울 롯데월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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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일시 장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8차 학술대회(춘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5차 학술대회

1990. 05. 26. - 1990. 05. 26. 제주 중문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29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6차 학술대회 

1990. 11. 09. - 1990. 11. 10. 서울 신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0차 학술대회(춘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7차 학술대회

1991. 05. 03. - 1991. 05. 04. 전주 코아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1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8차 학술대회

1991. 11. 07. - 1991. 11. 09.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2차 춘계학술대회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9차 학술대회

1992. 05. 08. - 1992. 05. 09. 제주 중문 신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3차 추계학술대회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10차 학술대회

1992. 11. 12. - 1992. 11. 14. 서울 신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4차 학술대회(춘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11차 학술대회

1993. 05. 07. - 1993. 05. 08.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5차 학술대회(추계) 1993. 11. 12. - 1993. 11. 13.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6차 학술대회(춘계) 1994. 05. 13. - 1994. 05. 14.
부산 비치파라다이스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7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14차 학술대회

1994. 11. 10. - 1994. 11. 12. 서울 신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8차 학술대회(춘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15차 학술대회

1995. 05. 12. - 1995. 05. 13. 유성 리베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39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16차 학술대회

1995. 11. 09. - 1995. 11. 11.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0차 학술대회(춘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17차 학술대회

1996. 05. 10. - 1996. 05. 11. 제주 신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1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18차 학술대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제14차 학술대회

1996. 11. 14. - 1996. 11. 16.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2차 학술대회(춘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15차 학술대회

1997. 05. 23. - 1997. 05. 24. 경주 현대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3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20차 학술대회

1997. 11. 13. - 1997. 11. 15.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4차 학술대회(춘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21차 학술대회

1998. 05. 16. - 1998. 05. 16.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5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22차 학술대회

1998. 11. 12. - 1998. 11. 14.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6차 학술대회(춘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23차 학술대회

1999. 05. 14. - 1999. 05. 15. 서울 워커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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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일시 장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7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24차 학술대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2차 학술대회

1999. 11. 11. - 1999. 11. 13.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8차 학술대회(춘계) 2000. 05. 12. - 2000. 05. 13. 부산 롯데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49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26차 학술대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3차 학술대회

2000. 11. 10. - 2000. 11. 10.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0차 학술대회(춘계)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제19차 학술대회

2001. 05. 11. - 2001. 05. 12. 무주 티롤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1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28차 학술대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4차 학술대회

2001. 11. 08. - 2001. 11. 10.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2차 학술대회(춘계)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제20차 학술대회

2002. 05. 16. - 2002. 05. 18. 제주 신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3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29차 학술대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5차 학술대회

2002. 11. 07. - 2002. 11. 09.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4차 학술대회(춘계) 2003. 05. 16. - 2003. 05. 17. 부산 롯데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5차 학술대회(추계)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31차 학술대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6차 학술대회

2003. 11. 13. - 2002. 11. 15.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6차 학술대회(춘계) 2004. 05. 07. - 2004. 05. 08. 제주 라마다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7차 학술대회(추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7차 학술대회

2004. 11. 11. - 2004. 11. 13. 서울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8차 학술대회(춘계) 2005. 05. 12. - 2005. 05. 14. 경주 현대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59차 학술대회(추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8차 학술대회

2005. 11. 10. - 2005. 11. 12.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0차 학술대회(춘계)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제24차 학술대회

2006. 05. 11. - 2006. 05. 13. 부산 BEXCO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1차 학술대회(추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9차 학술대회

2006. 11. 09. - 2006. 11. 11.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2차 학술대회(춘계) 2007. 05. 10. - 2007. 05. 12. 대구 인터불고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3차 학술대회(추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0차 학술대회

2007. 11. 08. - 2007. 11. 10. 그랜드힐튼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4차 학술대회(춘계) 2008. 05. 08. - 2008. 05. 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롯데호텔 제주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5차 학술대회(추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1차 학술대회

2008. 11. 06. - 2008. 11. 08. 그랜드힐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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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일시 장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6차 학술대회(춘계) 2009. 05. 07. - 2009. 05. 09.
청주 라마다플라자  
호텔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7차 학술대회(추계)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2차 학술대회

2009. 11. 19. - 2009. 11. 21. 서울 COEX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8차 학술대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3차 학술대회

2010. 11. 04. - 2010. 11. 07.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제1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학술대회 2011. 05. 12. - 2011. 05. 13.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2011 합동 국제학술대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9차 학술대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4차 학술대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8차 눈성형연구회 심포지엄

2011. 11. 11. - 2011. 11. 13. 서울 COEX

제2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학술대회 2012. 06. 01. - 2012. 06. 02. 전남대학교 용지관

2012 국제학술대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70차 학술대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0차 학술대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10차 코성형연구회 심포지엄
대한성형외과학회 제8차 지방성형연구회 심포지엄

2012. 11. 09. - 2012. 11. 11. 서울 COEX

제3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학술대회 2013. 05. 09. - 2013. 05. 10.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2013년 국제학술대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71차 학술대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1차 학술대회
눈성형 포럼

2013. 11. 01. - 2013. 11. 03. The-K Seoul Hotel

제4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학술대회 2014. 04. 03. - 2014. 04. 03.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

2014년 국제학술대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72차 학술대회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7차 학술대회
제2차 서울코성형포럼
제10차 지방줄기세포연구회

2014. 11. 07. - 2014. 11. 09. The-K Seoul Hotel

제5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학술대회
제3차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의학연구회 심포지엄

2015. 05. 14. - 2015. 05. 15.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선센터

2015년 국제학술대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제73차 학술대회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8차 학술대회
눈성형 포럼

2015. 11. 13. - 2015. 11. 15. The-K Seoul Hotel

제6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학술대회
제 4차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의학연구회  
심포지엄

2016. 04. 07. - 2016. 04. 08.
경북대학교 글로벌 
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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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학술대회 등록 현황 

   
회차 (연도) 정회원 전공의 군의관 · 공보의 원로회원 명예회원 비회원 동반자 외국인 합계

제58차 (2005. 05.) 471 193 38 0 0 3 20 0 725

제59차 (2005. 11.) 674 191 68 4 1 3 63 24 1,028

제60차 (2006. 05.) 488 197 32 10 1 2 31 18 779

제61차 (2006. 11.) 705 178 67 8 1 1 85 6 1,051

제62차 (2007. 05.) 473 206 24 10 0 1 48 1 763

제63차 (2007. 11.) 766 223 55 9 0 0 68 0 1,121

제64차 (2008. 05.) 338 222 12 9 0 3 33 0 617

제65차 (2008. 11.) 704 266 62 12 0 1 45 0 1,090

제66차 (2009. 05.) 363 271 25 7 0 1 38 0 705

제67차 (2009. 11.) 630 281 43 8 0 0 71 0 1,033

제68차 (2010. 11.) 603 307 40 8 0 0 77 19 1,054

제69차 (2011. 11.) 764 287 46 11 0 0 118 41 1,267

제70차 (2012. 11.) 880 295 61 22 0 1 90 24 1,373

제71차 (2013. 11.) 893 275 66 22 0 0 69 77 1,402

제72차 (2014. 11.) 790 260 58 31 0 0 71 90 1,300

제73차 (2015. 11.) 813 266 46 34 0 0 76 6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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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지 및 교과서, 용어집 발간

학회지

1966년에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된 이후, 1974년 10월에 대한성형외과학회지 

(Archives of Plastic Surgery)가 창간되어 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1974년과 1975년

에는 연 1회 발간하였으며 점차 발간횟수가 늘어 1976년부터 1981년까지는 연 2회, 

1982년에는 연 3회, 1983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 4회 발간하였고, 1989년부터는 연 6회

씩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의 명칭은 창간호부터 1980년까지는 한글로 ‘성형외과’라고 

표기하였다가, 1981년 4월호부터는 한문으로 ‘大韓成形外科學會誌’로 바뀌었다. 학술

지의 영문명은 1991년 3월호까지는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로 바뀌었다. 1989년 11월호부터 ISSN 1015-6402 번호를 

획득하였다. 게재논문 수는 1975년에 8편, 1976년에 32편, 1980년에 56편, 1989년에 

100편, 1995년에 169편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게재 분야로는 기초연구(basic 

research)를 비롯하여 두경부 재건, 선천성 기형, 수부 및 상지 수술, 미용수술 및 유방 

성형, 체간 및 하지 재건, 생식기 재건, 감염 관련, 방사선 및 장비 관련 내용 등 성형외과 

분야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었다. 

2011년 11월호를 마지막으로 한글 학술지에서 영문 학술지로 전환하였다. 2012년 

1월호부터는 ‘Archives of Plastic Surgery (Arch Plast Surg, APS)’로 학술지명을 바꾸고, 

pISSN 2234-6163, eISSN 2234-6171로 새로이 등록하였다. Open access 저널을 표방하여 

논문의 검색 및 인용이 편리하도록 하였고, http://www.e-aps.org의 저널 홈페이지와 

http://submit.e-aps.org의 영문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 세계 누구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APS는 PubMed, PubMed Central (PMC), 

KoreaMed, Synapse, KoMCI, SCOPUS, Embase, CAS, CrossRef, Google Scholar, ESCI

등 국내외의 저명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어 검색이 용이하다. Archives of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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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저널은 현재 아시아 최고의 성형외과 학술지임을 자부하며, 앞으로 전 세계적

으로 최고 등급의 학술지가 되기 위해 계속 발전 중이다. 

APS 표지(2016)대한성형외과학회지 표지(2011)대한성형외과학회지 표지(2000)

대한성형외과학회지 창간사(1974) 대한성형외과학회지 표지(1992)대한성형외과학회지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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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창립 이래 한국의 독자적인 성형외과의 발전 및 보다 원활한 

전공의 교육, 학생 교육을 위해 한글로 출판된 성형외과 교과서를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 왔다. 

학회 공식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1999년 표준성형

외과학(군자출판사)을 발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표준성형외과학의 정정판을 발간하

였다. 2009년에는 성형외과의 새로운 술기들을 반영하고 더욱 이해도를 높인 도식 등을 

첨부하여 표준성형외과학(Textbook of plastic surgery)(2판) (군자출판사)을 발행하였다 . 

표준성형외과학(2판)표준성형외과학(1999) 표준성형외과학(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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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 용어집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성형외과학 관련 우리말 용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 및 정의하기 위해서 2003년 성형외과학 용어집(English-Korean, 

Korean-English medical terminology of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군자출판사)을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이에는 진단서 작성지침, 장애인 등록업무지침, 장애등급 판정

지침, 성형외과 영역의 장해에 대한 기준, AMA 신체장해에 대한 기준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성형외과 영역에서 진료행위 시에 성형외과 내에 표준화된 진단 및 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형외과학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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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제도 및 고시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는 1951년 9월 25일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의해 전문과목 표방 

허가제를 실시함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전문의의 수련과정보다는 이미 전문 과목을 

표방하고 있는 의사의 자격을 평가하여 전문의 표방을 허가하는 업무가 선행하였다. 

1959년까지 서류심사에 의한 전문과목의 표방을 인정 허가하였다. 

성형외과는 1961년 미국에서 성형외과를 전공하고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유재덕 박사가 1961년 8월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

진료를 시작한 이래 1964년 성형외과 전문의 수련을 시작하여 1967년부터 전문의를 

배출하였지만 이는 일반외과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었다. 초창기 성형외과는 일반외과 

3년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고정되어 성형외과 수련 1년을 시행한 뒤 일반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여 강사발령을 받은 뒤 성형외과 2년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3년 10월 17일, 보사부는 개정의료법 시행규칙에 성형외과를 전문진료과목으로 

새로 추가, 인정 공포하였다. 이후, 1975년부터는 전문의 자격시험이 시작하여 2월 18일, 

첫 성형외과 전문의 21명이 탄생하게 된다. 그 당시 필기시험이 보사부 주관으로 이루어

졌고, 구술시험은 외과 박용철, 민광식, 이비인후과 이병현 선생이 주관하였다. 이후에는 

점차 전문의의 수련과정에 필요한 교과과정이 마련되었고, 일정한 수련기간의 지정, 

시설 및 실직의 평가 등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친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수련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전문의 수련과정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밟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형외과 수련병원의 인정기준과 전공의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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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1. 교육 목표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의 전문가로서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식과 술기는 물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한다.

2. 연차별 교육과정

연차 환자진료 범위 교과 내용 학술회의 참석 타과 파견

1년차

1. 퇴원환자
60명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200명 이상(연인원)

1. 퇴원개요(Discharge Summary Note) 60례 이상
2. 수술기록작성 20례 이상
3.  창상봉합술, 피부이식술, 화상처치, 안면골절 소수
술, 수부 소수술, 피부종양 소수술에 준하는 수술을 
1, 2년차에 걸쳐 50례 이상

<외부>
1회 이상

<원내>
40회 이상

(1, 2년차에 걸쳐)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병리과, 마취통증 
의학과 중에 6개월 내2년차

1. 퇴원환자
60명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400명 이상(연인원)

1. 퇴원개요(Discharge Summary Note) 60례 이상
2. 수술기록작성 50례 이상
3.  창상봉합술, 피부이식술, 화상처치, 안면골절 소수
술, 수부 소수술, 피부종양 소수술에 준하는 수술을 
1, 2년차에 걸쳐 50례 이상

1년차와 동일

3년차

1. 퇴원환자
60명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700명 이상(연인원)

1. 퇴원개요(Discharge Summary Note) 40례 이상
2. 수술기록작성 70례 이상
3.  안면골절 대수술, 안면 재건술, 두안면기형 교정술, 
두경부종양, 수부 대수술, 체부, 사지 및 외부생식기 
재건술, 미용수술, 미세수술에 준하는 수술을 3, 4
년차에 걸쳐 50례 이상

1년차와 동일 없음

4년차

1. 퇴원환자
60명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700명 이상(연인원)

1. 수술기록작성 30례 이상
2.  안면골절 대수술, 안면 재건술, 두안면기형 교정술, 
두경부종양, 수부대수술, 체부, 사지 및 외부생식기 
재건술, 미용수술, 미세수술에 준하는 수술을 3, 4
년차에 걸쳐 50례 이상

1년차와 동일 없음

총계

1. 퇴원환자
240명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1. 퇴원개요 160례 이상
2. 수술기록 170례 이상
3. 수술시행 100례 이상
4.  분야별 수술전 · 후 사진 또는 그림을 포함한 수술
기록 작성 20례 이상

5. 전공의 기록부에 매년차 수술건수 50례 이상 기재

<외부>
4회 이상

<원내>
160회 이상

<연수교육>
4회 이상

<중간시험>
2회 이상

<윤리교육>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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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발표 의무

※  논문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접수가 되었더라도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음

학술지 게재  | 1, 2, 3, 4년차에 걸쳐

①  APS (Archives of Plastic Surgery), 자학회지[AAPS (Archiv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ACFS (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에 논문(원저 1.5점) 2편 또는

②  대한의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연관 학회지(대한미세수술학회지, 대한수부외과

학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대한화상학회지, 대한의학레이저학회지)에 

논문(원저 1점) 3편 또는

③ SCI(E), SS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논문(원저 1점) 3편

※ Case report, Idea innovation, Image는 원저의 0.5편으로 인정 

(단, Review article, Discussion, Letter, Book review, CME는 인정 안 함)

※ 논문 게재 점수의 합이 3점 이상이어야 함

④  APS, AAPS, ACFS: 원저 1.5점, 증례 0.75점 

⑤ 연관학회지, SCI(E)급 국제학술지: 원저 1점, 증례 0.5점

※ 제출된 논문의 책임저자는 수련받은 병원의 지도전문의여야 함

논문은 지도전문의가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인 경우, 제2저자도 인정함

(단, 제1, 2저자가 모두 전공의인 경우, 제2저자가 제출할 경우에는 인정 안 함)

※ 논문 1편당 1명의 응시자만 인정

※ 논문 저자의 자격은 논문 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함

※  논문이 온라인으로 게재되었고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인정하며, 전문

의 자격시험일 이전에 게재가 된다는 증명서의 경우에도 인정함

학술대회 발표 | 1, 2, 3, 4년차 중 대한성형외과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 발표해야 함

※  자학회, 초록집을 발행하는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산하 지역학회 및 인증된 

국제성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도 인정(연관학회 발표는 인정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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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구비사항 

1. 대한의학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구비서류와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전공의 수첩 

① 모든 기록이 완성되어야 한다. 

② 연차별 학회로부터 기록지 검열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원내 · 외 학술회의 참석기록과 확인 날인(해당 지도과장 혹은 학회)이 있어야 

한다(원내 학술회의 참석 160회 이상).

④ 본 학회 윤리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⑤ 본 학회 학술대회에 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⑥  본 학회  에 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전공의대상특강(수련교육위원회 주관)은 

제외].

※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공의대상특강’은 연수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문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부 연수교육은 1회에 한해서 성형외과 연수교육 1회로 인정한다.

⑦ 전공의 중간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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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제출

※  2016년 현재 3년차 이상 모든 전공의는 개정 전 또는 후의 규정 중 유리한 방안을 

적용함

※  SCI(E)에 등재가 확정되어 온라인으로 게재되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인정함

4. 논문 발표

1, 2, 3, 4년차에 걸쳐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 단, 자학회 및 인증된 국제성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도 인정하나 연관학회 

발표는 불인정함)

5. 수술기록지 제출

20건 이상의 본인이 참가한 수술의 기록지(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술 전 · 후 · 중 사진은 도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개정 전 개정 후

1, 2, 3, 4년차에 걸쳐

①  APS (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논문(원저) 
1편, 또는

②  자학회지[AAPS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ACFS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에 논문(원저) 2편, 
또는

③   대한의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연관 학회지(대한
미세수술학회지, 대한수부외과학회지, 대한두경
부종양학회지, 대한화상학회지, 대한의학레이저
학회지)에 논문(원저) 3편, 또는

④ SCI(E), SS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논문(원저) 2편

※  Case report, Idea innovation, Image는 각각 0.5
편으로 인정
( 단, Review article, Discussion, Letter, Book 
review, CME 는 인정 안 함)

※ 최소 3점은 되어야 논문 요건을 충족시킴
※  대한성형외과학회지에 한글논문 1편은 원저나 

Case report에 상관없이 1.5점으로 인정
※  논문은 지도전문의가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인 
경우, 제2저자도 무방함
( 단, 제1, 2저자가 모두 전공의인 경우는 제2저자
가 제출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논문 1편당 1명의 응시자만 인정

1, 2, 3, 4년차에 걸쳐

①  APS (Archives of Plastic Surgery), 자학회지

[AAPS (Archiv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ACFS (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에 논문
(원저 1.5점) 2편, 또는

②  대한의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연관 학회지(대한미
세수술학회지, 대한수부외과학회지, 대한두경부
종양학회지, 대한화상학회지, 대한의학레이저

학회지)에 논문(원저 1점) 3편, 또는 
③  SCI(E), SS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논문(원저 1점) 

3편 

※  Case report, Idea innovation, Image는 원저의 
0.5편으로 인정 
( 단, Review article, Discussion, Letter, Book 
review, CME는 인정 안 함)

※ 최소 3점은 되어야 논문 요건을 충족시킴
※  제출된 논문의 책임저자는 수련받은 병원의 지도
전문의여야 함

※  논문은 지도전문의가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인 
경우, 제2저자도 인정함
( 단, 제1, 2저자가 모두 전공의인 경우, 제2저자가 
제출할 경우에는 인정 안 함)

※ 논문 1편당 1명의 응시자만 인정
※ 논문 저자의 자격은 논문 투고 시기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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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기록지를 파일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수술기록지에는 반드시 담당교수의 

직접 서명이 있어야 함(파일은 수술기록지를 스캔해서 CD에 PDF 파일의 형태로 

제출할 것)

6. 전공의 준회원은 1년차부터 입회하여 4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7. 평생회비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수련을 위하여 모자병원이 아닌 수련병원 간 파견 수련을 할 경우에는 학회의 추천

을 받아 대통령령 제20조에 의한 의료 관계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기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의무사항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10. 외국 수련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공의 수첩을 제외한 모든 구비사항

②  해당국의 성형외과 수련병원 인정증서, 해당수련병원 지도전문의의 명단 및 

경력, 최근 4년간 성형외과의 연구 실적 및 진료 실적 

③ 출입국 증명, 해당국 거주 증명, 수련증명서

11. 외국 수련자로서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국의 성형외과 수련병원 인정증서, 해당수련병원 지도전문의의 명단 및 

경력, 최근 4년간 성형외과의 연구 실적 및 진료 실적 

② 국내 의사면허증, 해당국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수련증명서

12. 전문의시험 응시 구비 서류에 대한 감정규정 

       다음의 사항을 위반 시에는 전문의 2차 시험 시 감점대상이 된다.

① 전공의 수첩에 각 연차별 증례 50례 미달 및 작성불량(0.5점)

②  수술기록지에 지도전문의 서명이 없거나 약자를 사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

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전자차트의 경우에도 수술기록지를 프린트하여 지도

전문의의 정식 서명이 있어야 함) (0.5점)

③  수술증례 20례의 분야별 개수(선천성기형 4례, 외상 4례, 수부사지재건 4례, 

종양 4례, 미용 4례) 미달(1점)

④ 수술 증례에서 수술 전후의 다른 환자 사진부착, 다른 증례에 같은 환자 부착(1점)

       전년도 수험생과 동일케이스, 수험동료와 같은 환자사진이나 내용 중복 증례 

사진복사(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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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술지의 불성실기록(술전 · 중 소견, 기재불량 및 술기의 부적절 또는 무성의

한 기록) (0.5점). 단, 수술 후 사진은 없어도 무방함

⑥ 수술 종류의 다양성 부족(0.5점)

전문의 배출 현황

역대 성형외과 전문의의 배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누적인원

1975 23 22 95.7 22

1976 10 8 80.0 30 

1977 10 5 50.0 35 

1978 10 7 70.0 42 

1979 11 11 100.0 53 

1980 14 14 100.0 67 

1981 8 8 100.0 75 

1982 15 15 100.0 90 

1983 21 21 100.0 111 

1984 29 29 100.0 140 

1985 24 24 100.0 164 

1986 25 25 100.0 189 

1987 24 24 100.0 213 

1988 26 26 100.0 239 

1989 33 33 100.0 272 

1990 40 38 95.0 310 

1991 42 39 92.9 349 

1992 51 49 96.1 398 

1993 50 45 90.0 443 

1994 54 48 88.9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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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누적인원

1995 67 65 97.0 556 

1996 66 50 75.8 606 

1997 90 87 96.7 693 

1998 75 70 93.3 763 

1999 88 84 95.5 847 

2000 90 78 86.7 925 

2001 101 95 94.1 1,020 

2002 96 92 95.8 1,112 

2003 85 81 95.3 1,193 

2004 88 83 94.3 1,276 

2005 76 74 97.4 1,350 

2006 72 71 98.6 1,421 

2007 66 66 100.0 1,487 

2008 60 59 98.3 1,546 

2009 69 65 94.2 1,611 

2010 85 84 98.8 1,695 

2011 85 83 97.6 1,778 

2012 87 87 100.0 1,865 

2013 96 93 96.9 1,958 

2014 98 96 98.0 2,054 

2015 92 89 96.7 2,143

2016 101 99 98.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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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회원들의 최신 의학지식 및 의료기술 습득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회원 자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일 년에 2차례에 

걸쳐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 2차 연수교육부터는 전문인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성형외과 전공의는 수련기간 내에 4회 이상의 연수교육 및 1회 

이상의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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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지 게재 현황

대한성형외과학회는 1966년 창립총회를 시작하고, 1968년 제1차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를 시행, 1974년 대한성형외과학회지를 발간하며 끊임없이 학술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국내 학회지의 발간 및 발전은 물론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들의 외국 

학회지의 논문 게재가 꾸준히 시도되었고, 지난 50년간(창립연도-2016. 3. 기준) 총 

1,939건의 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게재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대한

성형외과학회의 학술적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하였다. 1985년 최초로 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두 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K. I. Uhm, K. S. Shin and J. 

D. Lew, Crane Principle of the Cross-Leg Fasciocutaneous Flap - Aesthetically Pleasing 

Technique for Damaged Dorsum of Foot, Annals Plastic Surgery, 1985;15(8), 257), (S. M. 

Baek, H. Weinberg, Y. Song, C. G. Park and H. F. Biller, Experimental Studies in the 

Survival of Venous Island Flaps without Arterial Inflow,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985;75(1), 88) 1990년대 중반을 들어서는 그 게재 편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그 게재 편수가 214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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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간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 SCI 논문 게재 목록

저널명 편수

Journal of Craniofacial Surgery 495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359

Annals of Plastic Surgery 256

Journal of Plastic Reconstructive and Aesthetic Surgery 162

Dermatologic Surgery 54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51

Yonsei Medical Journal 19

Wound Repair and Regeneration 16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15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14

Biomaterials 12

Tissue Engineering Part A 12

Stem Cells and Development 11

Transplantation Proceedings 10

Journal of Cranio-Maxillofacial Surgery 10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9

Cleft Palate-Craniofacial Journal 9

Cellular Physiology and Biochemistry 8

Experimental Dermatology 8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8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7

Journal of Hand Surgery-European Volume 7

Lasers in Surgery and Medicine 7

American Journal of Dermatopathology 7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7

Journal of Anatomy 6

Macromolecular Research 6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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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편수

Childs Nervous System 6

Pediatric Neurosurgery 6

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6

Transplantation 6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6

Stem Cells 5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B-Applied Biomaterials 5

Life Sciences 5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5

Archives of Dermatological Research 5

Cancer Letters 5

Journal of Radiation Research 5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5

He ad and Neck-Journal for the Sciences and Specialties of the Head and Neck 4

Molecular Therapy 4

Molecular and Cellular Biochemistry 4

Brain Research 4

Clinical Anatomy 4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4

Immunology Letters 4

Journal of Cellular Biochemistry 4

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Oncology Biology Physics 3

Acta Oto-Laryngologica 3

Journal of Biomaterials Science-Polymer Edition 3

Molecules and Cells 3

Acta Biomaterialia 3

Oncology Reports 3

An atomical Record-Advances in Integrative Anatomy and Evolutionary Biology 3

Journal of Cellular Physiolog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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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편수

Journal of Immunology 3

Electrophoresis 3

Anz Journal of Surgery 3

Journal of Porous Materials 3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3

Urology 2

Nephrology Dialysis Transplantation 2

Laryngoscope 2

Clinical Nephrology 2

Cells Tissues Organs 2

Annals of Surgical Oncology 2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2

European Journal of Dermatology 2

Medical Hypotheses 2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2

Oral Oncology 2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2

Cellular Immunology 2

Annals of Thoracic Surgery 2

Cancer Immunology Immunotherapy 2

Gynecologic Oncology 2

Journal of Ultrasound in Medicine 2

American Journal of Neuroradiology 2

Acta Radiologica 2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Medicine 2

Molecular and Cellular Probes 2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Otorhinolaryngology 2

Oncogene 2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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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편수

Cell Transplantation 2

Journal of Cutaneous Pathology 2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

Journal of Hand Surgery-British and European Volume 2

Anesthesia and Analgesia 2

Journal of Neurosurgery 2

Advanced Drug Delivery Reviews 2

British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2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2

Annals of Biomedical Engineering 1

Cell Proliferation 1

Medical Engineering & Physics 1

Applied Surface Science 1

Faseb Journal 1

Hepato-Gastroenterology 1

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 1

Histology and Histopathology 1

Cell and Tissue Research 1

Human Gene Therapy 1

Physics in Medicine and Biology 1

Human Genetics 1

Cellular Signalling 1

Immunological Investigations 1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B 1

Annals of Surgery 1

European Journal of Pharmaceutics and Biopharmaceutics 1

Infection 1

Microscopy Research and Technique 1

Internal Medicine Journ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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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편수

European Radiology 1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microbial Agents 1

Experimental Cell Research 1

International Journal of Biochemistry & Cell Biology 1

Research in Veterinary Science 1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1

Surgery 1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1

Circulation Journal 1

Diabetes 1

Cell Biochemistry and Function 1

International Journal of Nanomedicine 1

Peptides 1

Artificial Organs 1

Cancer Investigation 1

Diabetes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1

Cancer Science 1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1

Melanoma Research 1

Japanese Journal of Ophthalmology 1

Cardiovascular Research 1

Jnci-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1

Mycoses 1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

Neuroscience Research 1

Acta Anaesthesiologica Scandinavica 1

Oral Diseases 1

Journal of Bioactive and Compatible Polymers 1

Pediatrics 1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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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편수

Protein Expression and Purification 1

Biochemical Pharmacology 1

Shock 1

Journal of Biomechanical Engineering-Transactions of the Asme 1

Supportive Care in Cancer 1

Differentiation 1

Telemedicine and E-Health 1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Molecular Cell Research 1

Transplant International 1

Journal of Biotechnology 1

Glia 1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American Volume 1

Graefes Archive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Ophthalmology 1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1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tence Research 1

Journal of Cell Science 1

Nature Materials 1

Biology of Reproduction 1

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 1

Biomacromolecules 1

Lasers in Medical Science 1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1

Leukemia Research 1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1

Liver Transplantation 1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Tomography 1

Medical Education 1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1

Clinical Transplantation 1

Biotechnology and Applied Biochemist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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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편수

Microelectronic Engineering 1

Bju International 1

Modern Pathology 1

DNA and Cell Biology 1

European Journal of Vascular and Endovascular Surgery 1

Bmc Medicine 1

Cell Biology and Toxicology 1

Journal of Digital Imaging 1

Nature Communications 1

Journal of Gene Medicine 1

Neuropathology and Applied Neurobiology 1

Clinical Journal of Sport Medicine 1

European Surgical Research 1

Bone 1

Ophthalmic and Physiological Optics 1

Journal of Histotechnology 1

Colloids and Surfaces a-Physicochemical and Engineering Aspects 1

American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1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 Part A 1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1

Pflugers Archiv-European Journal of Physiology 1

Analyst 1

Cellular and Molecular Neurobiology 1

Journal of Lipid Research 1

Proteomics 1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1

Rheumatology International 1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on 1

Experimental Neurology 1

Emergency Medicine Journal 1

Ge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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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편수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 1

Surface & Coatings Technology 1

Journal of Parasitology 1

Surgical Laparoscopy Endoscopy & Percutaneous Techniques 1

Journal of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1

Thrombosis Research 1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1

Tissue Engineering Part C-Methods 1

European Journal of Cancer 1

Angle Orthodontist 1

Cancer 1

Tumori 1

Cancer Chemotherapy and Pharmacology 1

World Journal of Surgery 1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1

Annals of Oncology 1

Journal of Surgical Research 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

Clinical Drug Investigation 1

Diabetes-Metabolism Research and Reviews 1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1

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 1

Journal of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1

Molecular Carcinogenesis 1

European Journal of Immunology 1

Neuroreport 1

Journal of Vascular Surgery 1

Colloids and Surfaces B-Biointerfaces 1

Jo 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1

Journal of Medical Microbiology 1

총합계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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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회 및 의사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역대 임원 

연도 회장 이사장 총무

1985 - 1989 정전은 민대홍 -

1990 유재덕 김진환 박명욱

1991 최성천 김진환 권성택

1992 구철회 이영호 -

1993 장인규 이영호 -

1994 서정회 박종섭 -

1995 손우종 박종섭 -

1996 이규원 김한중 -

1997 이택호 김한중 -

1998 김훈남 설정현 김용하

1999 고인창 설정현 김용하

2000 이원구 양원용 유영천

2001 신극선 양원용 유영천

2002 한형일 박    철 허재영

2003 김영길 박    철 문혜영

2004 김영근 이택종 엄진섭

2005 허    은 이택종 엄진섭

2006 조인창 양정열 나영천

2007 김형만 양정열 나영천

2008 최석현 한기환 김준형

2009 김영진(194) 한기환 박무식

2010 정영덕 서인석 탁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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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개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는 1985년 창립된 학술단체로서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자학회

이며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이다. 2016년 현재 2,000여 명의 회원이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활발히 의술을 펼치고 있다. 본 학회는 미용성형수술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회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 미용성형외과 분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982년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발기인 총회를 기점으로 1985년 5월 창립총회에서 

정전은 초대 회장과 민대홍 초대 이사장이 선출되었고, 1985년 11월 제주 그랜드 호텔

에서 제1차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된 이래 2016년 3월 현재까지 제34

차에 이르는 학술대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공동

으로 개최하여 미용성형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형 국제학술대회로 발전하였으며, live 

surgery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session을 통하여 회원 간의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1 - 2013년 학술대회에서는 미용성형 EXPO를 통해 일반인에게 성형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향을 소개하고 대국민 홍보에 기여하였다. 이 결과, 2012년에는 

대한의학회에서 의학학회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부터는 Aesthetic Plastic Surgery

라는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브랜드화하여 국제학술대회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매년 10여 

개국에서 100여 명 이상의 외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참석하고 있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으로 미용성형 분야를 이끌어가는 중심 학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5년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가 창간되었고 매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수한 

연제들과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간 2번 발행하던 학회지의 발행 횟수를 

연도 회장 이사장 총무

2011 박병일 서인석 탁경석

2012 변진석 김영진(274) 문석호

2013 황영중 김영진(274) 이중호

2014 최오규 김우섭 배태희

2015 조성필 김우섭 김한구

2016 김응춘 한승규 유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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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는 연 3회로 늘렸고, 2011년에는 Archiv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로 영문

이름을 개정하고 학회지를 영문화하여 international journal로서 발돋움하였다.

2007년에는 한글로 된 미용성형수술 교과서인 미용성형외과학(아름다움 창조의 이론과 

술기, 전 3권)을 출판하여 젊은 성형외과 의사들로 하여금 미용성형외과학을 쉽게 이해

하고 학문적 성취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2015년 학회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미용성형외과학 교과서의 개정판 출판사업을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내용과 그림 및 

술기 위주의 교과서를 총 3권으로 발간하기로 계획하였고, 기존의 교과서에서 통일되지 

않았던 용어를 통일하여 최신 지견을 담은 안전한 미용성형수술 안내서로서 2016년 3월 

현재 2권까지 출판되었고, 3권 출판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근래 미용성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한류열풍으로 인한 의료관광이 성행

함에 따라 무분별한 미용시술과 불법의료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학회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가 세계의 미용성형학계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학회의 국제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Aesthetic Plastic Surgery 학술대회에서 

Guest Nation으로 중국, 싱가포르, 대만, 영국, 일본을 초청한 바 있고, 이에 발맞춰 미국,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의 미용성형외과학회들과 MOU를 

맺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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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1986. 제2차 학술대회 및 총회(Ambassador Hotel)

사진 3.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3 해외연자 초청 만찬(필경재)

사진 5.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6 (COEX)

사진 2. 제15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회

사진 4. 2016. 정기총회

사진 6.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6 해외연자 초청 만찬(세빛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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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1993년 ‘대한얼굴기형연구회’로 출범한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초대 회장 박병윤 

교수)는 두개악안면의 선천기형 재건에서 시작하여 외상, 종양, 그리고 미용과 관련한 

수술적 치료와 재건에 이르기까지 두개안면 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성형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학회이다. 뿌리를 두고 있는 대한

성형외과학회는 물론,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학술적 권리가 보장되고 지식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학회로서 

지난 2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하여 현재는 650명의 정회원과 350여 명의 준회원들을 포함

하는 학회로 성장하였다. 2005년부터는 이사장 제도(초대 이사장 나동균 교수)를 도입

하여 명실공히 전문학회로서 구조를 갖추고 정기적인 연 2회(춘계와 추계)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도(이사장 고경석 교수)부터는 국제적 학술교류를 위하여 

연도 회장 이사장 총무

1993 박병윤 - -

1995 박철규 - -

1997 엄기일 - -

1999 이택종 - -

2001 조백현 - -

2003 김석권 - 이근철

2005 이윤호 나동균 -

2007 최    준  양경무 -

2009 한기환 고경석 최종우

2011 김석화 이삼용 조필동

2013 양정열 김용욱 윤인식

2015 이영만 이병일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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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자들이 참여하는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아울러 보다 심도 있는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소규모 전문학술집담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1년도(이사장 

이삼용 교수)부터는 두개안면 분야의 수련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소홀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전공의뿐 아니라 젊은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대상으로 하는 실기위주의 

Workshop을 연 2회에 걸쳐 개최하기 시작함으로써 학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후학들을 

위한 교육에도 학회의 역량을 투자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학술교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2010년에 격년으로 개최되는 유럽두개안면학회 

(EACMFS)의 Guest Society로 처음 참가한 이래로 학회의 학술적 능력을 인정받아 매회 

계속해서 초청되고 있으며, 2014년(이사장 김용욱 교수)부터는 이집트성형외과학회

(ESPRS)로부터 초청을 받은 이래로 상호 간의 정기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학술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6년(이사장 이병일 교수)에는 국제학술활동을 다각화하기 위해 미국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ASMS)와의 학술교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외국 

학회들과의 정기적인 학술교류의 네트워크를 준비해나가고 있다. 

학술행사를 통한 교육과 교류와 아울러 공식학술지인 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를 

편집 운영하고 있다. 학술지는 2000년에 처음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로 투고되는 논문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2016년도부터는 연 4회로 증편하여 편집하고 있다. 특히 두개

안면 분야와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회원들의 학술활동 

촉진은 물론이거니와 논문게재 및 정보공유와 관련된 기회의 장을 넓히고 있다. 

향후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는 이러한 진보와 병행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질환 및 

진료영역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전문성을 갖지 않은 타 의료분야의 지속

적인 도전과 부정적 시각을 극복한다는 과제를 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소수가 아닌 

많은 회원들의 학술적 권리가 보장되고 지식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학술행사와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축되어 있는 분야는 학술적으로 보완-강화하고 안정적인 

분야도 변화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진행하고 있다. 또한 두개안면성형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회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미래의 자산인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들에게도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워크숍과 집담회 등을 지속적

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학회의 학술지가 진일보하기 위하여 투고되는 논문의 충실도를 

강화하고, 학술전문성 증진을 유도하여 학술진흥재단등재지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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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매해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춘계 심포지엄은 활발한 학술발표와 교류의 장이 된다.

사진 4. 추계 학술대회에서 진행하는 총회를 통해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해의 계획을 수립한다.

사진 2. 정기 학술행사를 통해 최신 전문지견을 공유하고 후학들
에게 교육한다.

사진 3.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들에게도 알차고 유익한 hands-on 
workshop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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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영호남(호영남)지역학회

역대 임원 

연도 회장 이사장 총무

1995 백봉수 김성수 한기환

1996 이원구 최석현 양정열

1997 백봉수 김성수 한기환

1998 이원구 최석현 양정열

1999 서정희 설정현 배용찬

2000 최석현 김영길 조백현

2001 강진성 김형만 한기환

2002 김영길 조백현 김대영

2003 김형만 이영길 배용찬

2004 조백현 양정열 천지선

2005 최시호 김석권 조병채

2006 양정열 양경무 이내호

2007 김석권 한기환 배용찬

2008 양경무 김응춘 천지선

2009 한기환 정성훈 손대구

2010 김응춘 이명철 이정재

2011 정성훈 박대환 이근철

2012 이명철 이삼용 김의식

2013 박대환 배용찬 한동길

2014 이삼용 유석근 오명록

2015 배용찬 김용하 남수봉

2016 유석근 김대영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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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개

대한성형외과학회영호남(호영남)지역학회는 영남과 호남지역의 성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성형외과학의 연구와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자학회입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영호남(호영남)지역학회는 백봉수, 설정현, 김성수, 최석현 회원 등 

지역 거점 대학 주임교수들의 주도로 영남과 호남지방에 기반을 둔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들이 1995년에 설립하였고 회장, 이사장, 총무 등 임원의 임기는 22년 동안 1년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학술대회는 연 1회,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권역으로 나눠 

임원진의 지역에서 순환 개최하되 이때 학회의 명칭은 개최지의 지역 명칭을 앞서 표기

하여 영호남 또는 호영남지역학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영호남

(호영남)지역학회는 지역 특색에 따른 환자의 다양성과 독창적인 수술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증례,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영호남(호영남)지역학회 회원들은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산하의 

다른 자학회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대한성형외과학회영호남(호영남)지역

학회가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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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1995. 6. 9. 대한성형외과영호남(호영남)지역학회 창립총회(경주조선호텔)

사진 2. 2008. 6. 14. 제14차 대한성형외과영호남(호영남)지역학회
(여수 소호 요트장)

사진 3. 2009. 6. 11. 제15차 대한성형외과영호남(호영남)지역학회 
(하회마을 류시원 종가집 앞)

사진 4. 2012. 6. 8. 제18차 대한성형외과영호남(호영남)지역학회
(해남 파인비치 CC)

사진 5. 2014. 6. 13. 제20차 대한성형외과영호남(호영남)지역학회
(남원 스위트 호텔)



제3장  관련 학회 및 연구회 활동  

97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994년 4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경인지역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발족되어 그 모태가 되었다. 이듬해인 1995년 전국적 규모의 

협의회로 규모가 커지면서 1995년 4월 28일 서울 섬유회관에서 대한성형외과개원의

협의회가 창립(초대 회장으로 고인창)되었으며, 2009년 4월 1일 봄 정기총회를 통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창립총회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성형

수술 분야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에 앞장서며, 의료봉사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발족 초기, 회원 약 60여 명으로 시작되었으나, 2016년 3월 총회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68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개원 성형외과 전문의 최대의 단체로 

연도 회장 총무

1994 - 1996 고인창 김태연

1996 - 1998 조해석 김우섭 ,  김원석

1998 - 2000 한형일 고용범 ,  김원석

2000 - 2002 김영근 위성윤

2002 - 2004 조인창 황규석

2004 - 2006 김영진 국광식

2006 - 2008 박병일 진    훈

2008 - 2010 황영중 정재호

2010 - 2012 조성필 권성일

2012 - 2014 이상목 김종찬

2014 - 2016 차상면 하성윤 ,  차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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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였다.

1996년 4월 19일 정기총회를 통해 제2대 집행부가 출범하였으며, 2016년 4월 총회를 

통해 현재 제12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전국적으로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대전/충청, 강원, 제주의 6개의 지회를 갖고 있으며, 회장, 부회장 4명, 51명의 이사(전체

이사 포함), 6개의 소위원회, 4개의 TFT로 구성되었다.

1996년 6월 20일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회보’가 최초로 발간되어 회원들 간의 

소통과 협의회 홍보에 활용되었으며, 발전을 거듭하면서 회지명칭이 변하여 PRS 

Korea,현재의 ‘PICASO’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4년 새롭게 발행된 의사회지 PICASO는 

회원 간 소통의 역할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잡지의 형태로 그 규모를 더욱 크게 

발전시켜, 발행부수를 3,000부 이상으로 늘려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성형정보와 성형

외과 전문의들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있다.

초창기 의사회는 의료봉사(2000. 11. 18. 경남산청 성심원 나환자촌 의료봉사활동 

등)와 학술대회의 시작(2001. 10. 27.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활발한 활동상을 보여주었다.

매년 봄 정기총회 및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합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 3월 28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제1회 심포지엄으로 단독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4년 9월 5일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 개원의협의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하기도 하였다.

매년 개최되던 ‘개원의를 위한 강좌’는 신입회원들에게 개원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개원강좌를 학술대회 형식의 ‘개원의 연수강좌’로 

확대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으며, 2016년부터 연 2회로 연수 강좌 횟수를 늘릴 

예정으로 개원 회원들을 위한 수술 실기 위주의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2013년 100여 명의 회원들의 협조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상안검수술 후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14년부터 매년 

‘위아자 나눔 장터 행사’를 통해 환자가 아닌 일반시민들과 직접 만나 함께 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용산경찰서와 함께 ‘탈북 새터민 후원 사업’을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재능기부와 나눔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회원 간 친목과 교류를 위해 ‘성형외과의사회 골프대회’와 ‘성형외과의사회 문화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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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왔으며, 2015년에는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행사를 1박2

일로 진행하였다.

2015년 5월 28 - 30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제1회 한중 미용성형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2016년 4월 23 - 24일에는 상해 푸동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한중 미용

성형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중국미용성형

협회와의 학술교류와, 의료인력교류의 중심이 되어 성형외과 전문의의 중국성형시장 

진출을 직접 돕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창립 초창기 설립목적을 그대로 지켜 나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최우선 사업으로 하며, 저소득

층을 위한 공헌 활동사업,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성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제도권의 성형 관련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며, 성형외과에 

대한 국제 홍보 및 해외 의료 관광사업을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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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개원의 연수강좌

사진 4.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상안검수술 재능기부

사진 2. 대한성형외과 골프대회

사진 3. 탈북자 정착 지원 재능기부 업무협약식

사진 5.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문화의 밤(음악회) 사진 6. 제1회 한중 미용성형포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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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회 활동

강원지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연 3회 모임을 갖는다.

강릉, 원주, 춘천을 돌아가며 3회 모임을 갖는다.

세미나를 하면서 회원 간 친목을 위해서 골프 모임도 갖는다.

세미나 주제는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수술에 대해서 연자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회원들도 가끔 본인의 case를 발표하며 토의하기도 한다.

회원 수는 타 도에 비해서 적고 도시 간의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모임을 가져야 되나 

현실적으로 횟수를 줄이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연도 회장 총무

2003 - 2007 조세흠 방치영

2007 - 2012 조세흠 김범진

2013 - 2016 조세흠 이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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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세흠 지회장이 2015년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개원의 연수
강좌에서 입꼬리 올리는 수술에 대해서 강의

사진 3. 조세흠 지회장이 KBS 방송채널 7 모닝 프로에서 사회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모습

사진 4. 2015. 추계 강원지회 모임

사진 2. 조세흠 지회장이 KBS 방송채널 7 모닝 프로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방송을 하는 사진

사진 5. 2016. 춘계 강원지회 모임 사진 6. 한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조세흠 성형외과에서 실습할 
때 찍은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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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대한성형외과학회 광주전남지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소속인 광주 · 전남지역 회원

들의 모임으로서 각종 학술, 연구, 교육 및 회원 간 친목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80년 3월 

김영길 회원(전남의대 졸업, 순천향대학병원 수련)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 

교실을 창설하였고 이어 동년 10월 조해석 회원(가톨릭의대 졸업, 가톨릭대학병원 

수련)이 광주에 첫 전문의 개원을 하게 되었다. 1981년 전남대학교병원에 첫 전공의로 

조백현 회원이 입국하게 된 이후 매년 전공의가 충원되었으며 1983년 이원구 회원(조선

의대 졸업, 국군 수도병원 수련)의 개원과 1986년 양정열 회원(조선의대 졸업, 노원 을지

연도 회장 총무

1987 최석현 조백현

1991 김영길 조백현

1993 이원구 양정열

1995 조백현 이삼용

1997 양정열 이명주

1999 허우회 김대영

2001 신지호 김대영

2003 권대승 천지선

2005 이삼용 노복균

2007 김응춘 유성인

2008 김대영 김의식

2010 김환익 김의식

2011 김병삼 김의식

2013 김광석 권유진

2015 윤강모 김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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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련)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 교실 창설로 회원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인력수급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7년 당시 전남의대 성형외과 최석현 

회원(전남의대 졸업, 순천향대학병원 수련)을 대한성형외과학회 호남지회장으로 추대

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회원들의 학술 및 복지를 위한 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 

1995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전남 · 북을 아우르는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로 

분리되었다. 해마다 봄, 가을 광주전남지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개원의 간의 최신 지견에 대한 정보 교류와, 국내외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청연자로 초빙하여 새로운 학문과 수술 경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광주전남지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산하기관으로서 회원 간 학술활동과 친목도모뿐 

아니라 호 · 영남지역학회와 긴밀한 유대 강화, 광주전남성형외과 의사회와 정책적 교류를 

통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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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06. 10. 13. 제34차 광주전남지회 추계학술대회

사진 6. 2016. 4. 15. 제53차 광주전남지회 춘계학술대회사진 5. 2015. 10. 16. 제52차 광주전남지회 추계학술대회

사진 2. 2007. 10. 12. 제36차 광주전남지회 추계학술대회

사진 3. 2012. 11. 2. 제46차 광주전남지회 추계학술대회 사진 4. 2014. 10. 17. 제50차 광주전남지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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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회

역대 임원 

1984 - 2004년 역대 회장, 이사장, 총무 : 강진성, 백봉수, 설정현, 김훈남, 이영길, 박효천, 최시호, 한기환, 

김덕영, 변진석, 김성조, 박대환, 이동훈, 송중원, 김경택, 정영식, 안기영, 전대우, 이경호, 정재호

활동 소개

최초의 지역학회로서 1982년 창립된 대한성형외과 대구경북지회(초대 회장 이열희, 

총무 백봉수)가 모태이며, 1984년 대구 · 경북지방에 거주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정회원) 

및 전공의(준회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들의 교육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

성형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초대 회장 강진성, 이하 대구경북지회)가 창립되었다.

2016년 현재 178명의 회원(정회원 141명, 준회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칙에 

의거하여 이사장, 학술이사, 재무이사, 윤리이사, 정보통신이사, 보험이사, 총무이사, 

무임소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연도 회장 이사장 총무

2005 이무상 조병채 손대구

2006 우상현 조병채 손대구

2007 박성근 김용하 임영국

2008 김정철 김용하 임영국

2009 차규호 손대구 양정덕

2010 김영환 손대구 양정덕

2011 김정진 김준형 권혁준

2012 이영주 김준형 정회준

2013 이정형 한동길 홍용택

2014 서만수 한동길 홍용택

2015 최용준 정호윤 이정우

2016 황동하 정호윤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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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학술 집담회 및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 입국하는 전공의와 새로이 전문의가 된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3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훌륭한 연자들을 모시고 심도 깊은 강의와 최신 지견을 접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09년부터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대구 · 경북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골프장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건강도 챙기면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정기 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여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회원

들의 건의 사항도 수렴하며 다음 해의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 · 경북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술대회를 지원하여 회원들이 최신 

지견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경조사 및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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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08. 3. 16. 대구경북지회 심포지엄 사진 2. 2010. 2. 24. 학술 집담회 및 임시 총회

사진 5. 2015. 10. 22. 대구경북지회 친선골프대회(대구 CC)

사진 4. 2015. 3. 15. 대구경북지회 심포지엄사진 3. 2013. 10. 17. 대구경북지회 친선골프대회(청도 그레이스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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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회

역대 임원

연도 회장 이사장 총무

1992 김영근 - 이종원

1993 김영근 - 이종원

1994 김영근 - 곽승일

1995 이택종 - 신영진

1996 이택종 - 신영진

1997 이영만 - 탁민성

1998 이영만 - 탁민성

1999 이형주 - 강낙헌

2000 이형주 - 강낙헌

2001 이원종 - 조욱행

2002 이원종 - 조욱행

2003 박병일 - 안형식

2004 박병일 - 안형식

2005 신영진 - 이승렬

2006 신영진 - 이승렬

2007 정효경 - 안형식

2008 정효경 - 안형식

2009 이향주 - 정재용

2010 이향주 - 정재용

2011 정승원 - 오상하

2012 이장근 - 오상하

2013 이장근 - 육명수

2014 김재룡 강낙헌 육명수

2015 김재룡 강낙헌 육명수

2016 양호직 강낙헌 이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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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개

대전충청지회는 1992년 6월 12일 대전 홍인관광 호텔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 충청

지회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설립되었으며, 2004년도부터 대전충청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전과 충청지역의 모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 

봉직의 및 개업의(정회원)와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준회원)를 회원으로 각종 학술활동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매년 3, 6, 9, 12월 총 4회 둘째 주 목요일 지역 내 대학병원을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연자들을 초빙하여 새로운 지식과 술기를 서로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하며 회원 개개

인의 역량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학술 모임이 끝난 후 뒷풀이를 하면서 친목을 쌓으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12월 모임에서는 학술활동과 더불어 송년회를 함께 하면서 

한 해의 크고 작은 일들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16년 현재 84명의 정회원이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회장, 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정보통신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술 

활동 이외에도 각종 경조사 및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충청지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의 모든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지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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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1992. 6. 12. 대전충청지회 창립총회           

사진 3. 2013. 9. 7.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사진 4. 2014. 3. 13.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및 회장단 교체식

사진 5. 2014. 6. 12.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사진 6. 2015. 9. 10.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사진 2. 2012. 4. 26.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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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대한성형외과학회 부산경남지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도 1979년 10월 부산경남지회를 

창립하였으며 창립회원으로는 최성천, 김준기, 구철회, 김성수, 장영덕, 서정회, 김형만, 

정용휘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창립 이래, 역대 회장님들을 위시한 모든 임원,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어느덧 현재는 수많은 회원들을 품고 있으며 이러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 분야에 있어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본 지회는 대한성형외과 학회와 신뢰적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며 모든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 회장 이사장

1979 - -

1998 임광열 윤홍주

2000 정민헌 정성훈

2001 정성훈 전종완

2003 전종완 오재욱

2004 오재욱 이태훈

2005 이태훈 유성종

2007 유성종 배용찬

2009 안정용 배용찬

2010 정경설 선    욱

2012 김현옥 황소민

2014 이광호 김준식

2016 김현수 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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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학 지식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자칫하면 도태되고 뒤처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부산미용심포지엄(BAPS)을 개최하여 ‘Live 

Surgery’를 통하여 주제에 따른 해당 분야에 저명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직접 수술을 

보면서 평소에 놓치기 쉬웠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들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을 가능

하게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현대의학의 최신 지식과 경향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접근

하는 방식으로 최상의 의학지식을 항시 습득하고 진료를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봄마다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성형외과의 전 영역에 걸쳐 

각계의 지견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여러 석학들을 초청하여 기초부터 임상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서로의 학술적인 경험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성형외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지회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해 연말에는 부산 · 경남지역의 회원님

들을 모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 지회의 

한 해 동안의 업적 및 활동사항을 되짚어 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회 운영을 위해 결산 

및 보고를 하며 더 나은 지회의 운영을 위해 원로 회원님을 비롯한 각계의 회원님들의 

충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노력하고 준비한 많은 연구와 업적을 

이 자리를 통해 다른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며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한 층 더 

넓히고 돈독히 할 수 있어 학문적, 인간적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늘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최고가 되기 위하여 전 회원들이 노력

하는 열정적인 지회로 앞으로 환자진료, 학술활동, 봉사활동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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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2016. 부산경남지회 춘계학술대회 사진 5. 2016. 부산경남지회 춘계학술대회

사진 3. 1998. 부산경남지회 골프대회사진 2. 1996. 부산경남지회 골프대회

사진 1. 故 타지마 선생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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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지회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임원으로 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각 1명씩 2년의 임기로 활동 중이며 총 30명의 회원이 학술

활동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춘계와 추계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월 성형외과 강남집담회 참가와 1년에 한 번씩 순환 개최되는 호영남

(영호남)학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등산모임과 골프모임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소통과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연도 회장 총무

2004 이명철 오명록

2006 양경무 이정재

2008 박운교 문지현

2010 유병표 나영천

2012 임기영 김경환

2014 유석근 오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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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16. 전북지회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 사진 2. 전북지회 강남집담회

사진 5. 2014. 6. 13. 제20차 대한성형외과학회 호영남지역학회(남원  
스위트 호텔)

사진 3. 전북지회 골프모임

사진 6. 2014. 6. 13. 제20차 대한성형외과학회 호영남지역학회(남원  
스위트 호텔)

사진 4. 전북지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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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세계자연유산인 아름다운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성형외과 전문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총 19명의 회원들이 매 짝수 월 둘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친목과 학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연도 회장 이사장 총무

2014 신명수 전신권 이호남

2015 김민수 신명수 황호범

2016 이천희 김민수 송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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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활동

기초의학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본 연구회는 성형외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촉진하여 성형외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술대회 및 강연회, 국내외의 관계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1999년 학회차원에서 처음 기초연구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약 분업 등 

의료계의 시련 때문에 정식으로 발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성형외과학회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회가 생겼으나, 대부분 임상 분야에 치우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형외과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는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와 

연관된 기초의학의 발전이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성형외과 회원들이 임상 치료 

및 술기에서 필요한 학문적 뒷받침을 담당할 수 있는 기초연구 모임의 필요성을 느껴, 

2007년 기초의학연구회를 정식으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10일 ‘대한성형

외과학회 기초의학연구회 창립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여러 대학의 연구자들이 모여 

서로의 연구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2007년 대한성형외과학회 춘계학술

연도 회장 총무 

2007 - 2008 이종원 전영준

2008 - 2009 정재호 정호윤

2009 - 2011 장영철 고장휴

2012 - 2014 김우섭 배태희

2014 - 2016 한승규 김덕열 ,  정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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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라는 주제로 ‘기초의학연구회 심포지엄’을 진행하면서 그 활동 영역을 넓혔습

니다. 2007년 6월 13일에는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의학연구회 2차 집담회를 개최하

였고, 2007년 10월 25일에는 국제성체줄기세포 심포지엄을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기초의학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및 워크숍 등을 통해서 기초의학연구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2009년에는 제7차 IFAT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dipose Therapeutics and 

Science)를 한국에서 성공리에 유치하는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각 교실 또는 각 지역 단위에서 기초연구 모임을 바깥으로 오픈시켜 서로의 공동과제를 

기획하고 또한 분업적인 연구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기초연구에 관심이 있는 

개업의 선생님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등 활발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기초재건학술대회에서는 젊은 연구자들의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처음

으로 ‘R&D Plaza’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하고 참신한 기초연구

계획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그중 우수한 연구과제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하고,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전달하여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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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기초의학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사진 2. 2016. 기초재건학술대회 ‘R&D Plaza’

사진 3. 2016. 기초재건학술대회 ‘R&D Plaza’ 대상 동은상 선생님 사진 4. 2016. 기초재건학술대회 ‘R&D Plaza’ 대상 배용찬 선생님

사진 5. 2016. 기초재건학술대회 ‘R&D Plaza’ 최우수상 정재아 
선생님

사진 6. 2016. 기초재건학술대회 ‘R&D Plaza’ 최우수상 전여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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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성형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본 연구회는 성형외과 학회 산하 가장 오래된 연구회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의 

성형수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눈성형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아주 높습니다. 처음 연구회의 시작은 안검하수 위주로 학술모임이 시작되어, 점차 영역을 

눈성형 전반에 걸쳐 연구 범위를 넓혔으며 2004년에 눈성형연구회가 창립되어, 현재는 

눈성형과 관련된 부분인 하안면부와 이마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른 성형수술도 비슷하겠으나, 기존 성형외과의 참고문헌과 교과서 등에서도 눈성형은 

서양사람들 위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람의 경우 서양사람과는 전혀 다른 해부

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미적인 개념 또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술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이 발전됨에 따라 환자들의 기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 눈성형연구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현재 매월 연구회 위원끼리 집담회를 통해서 학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환자케이스를 소개하여 의견교환을 하며, 새로 발간된 논문을 리뷰하고, 

연도 회장 총무

2004 - 2007 박대환 신용호

2008 김용배 장효죽

2009 고경석 심상백

2010 - 2011 고경석 안태주

2012 - 2013 박승하 안태주

2014 - 2015 박승하 김민수

2016 박승하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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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노하우를 발표하여 공유합니다.

또한 눈성형연구회 심포지엄을 통해서 성형외과학회 회원들에게 최신 지견을 전달

하고 교과서 리뷰를 하여 한국의 성형외과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과 아시아 눈성형 심포지엄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유명한 의사들을 초청 후, 의견교환을 하고 학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임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6년인 올해는 사체 해부를 

하여 좀 더 해부학을 연구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위주의 수술

(evidence based operation)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 년에 두 번 오픈 모임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환자 증례 또는 흥미로운 증례를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성형외과 회원과의 소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흥미로운 주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싶은 경우 연구회를 통해서 

연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뿐만 아니라 여러 집담회와 학술 모임에

서도 최신 지견을 발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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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09. 눈성형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사진 2. 2010. 눈성형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사진 5. 2014. 눈성형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사진 3. 2012. 눈성형연구회 심포지엄 

사진 6. 2016. 눈성형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사진 4. 2013. Asian blepharoplasty forum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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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성형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레이저성형연구회는 2004년 창립되어 초대 회장은 탁관철 교수, 총무는 김진왕 교수가 

맡았다. 제1회 심포지엄이 2007년 3월 10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new laser 

and rejuvenation, lipoplasty and radiofrequency 두 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 5월 9일 청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총회가 개최되어 제2대 회장으로 박승하 

교수가 선출되었다. 박승하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기적인 레이저연구회 심포

지엄 및 집담회가 개최되어 본격적인 연구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10년 3월 13일 

집담회에서는 색소성 병변의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2011년 

6월 11일 집담회에서는 레이저 흉터치료 및 혈관병변의 레이저 치료에 대한 발표가 있

었다. 2012년 6월 8일 집담회에서는 레이저 지방성형술 및 색소성 질환의 레이저 치료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3회의 집담회를 통해서 성형외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는 모든 레이저에 대한 고찰을 차례로 한 번씩 시행함으로써 회원들이 레이저 활용에 

대해 이해를 돕는 한 세션의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는 대한성형외과

학회 및 미용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 레이저 세션이 정규적으로 배정되어 연구회 

주도로 레이저 세션 구성에 참여하게 되고 회원들이 점차 레이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도 회장 총무

2004 - 2009 탁관철 김진왕

2009 - 2012 박승하 김덕우

2012 - 2016 전대우 김덕우

2016 - 현재 최응옥 김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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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8일 집담회가 끝나고 개최된 총회에서는 전대우 원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년 12월 9일 고려대학교 유광사홀에서 제2차 레이저연구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꽉 찬 일정으로 성대하게 진행되어 

facial rejuvenation, 혈관성 질환의 치료, 새로운 레이저의 소개, 레이저 지방성형, 색소 

질환의 치료 등의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어 성형외과 분야의 모든 레이저에 대한 

지식을 하루에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13년 6월 21일에는 집담회가 개최

되어 색소성 질환 치료 및 지방성형 레이저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전공의 대상 레이저 워크숍을 개최하여 레이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직접 시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성형외과 영역에서 레이저 치료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2016년 6월 12일에는 레이저연구회 심포지엄을 대한의학레이저학회와 공동으로 개최

하여 회원들이 레이저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임상

적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치료와 rejuvenation 방법에 대한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개최된 총회에서는 최응옥 원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어 레이저성형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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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12. 6. 8. 집담회 및 총회

사진 2. 2012. 12. 9. 심포지엄

사진 4. 2016. 6. 12. 레이저성형연구회 심포지엄사진 3. 2014. 11. 9. 레이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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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성형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얼굴 윤곽의 1/3은 헤어라인이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모발성형이다.

모발이식 수술이 시작된 지는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문병원들이 생겨나고 본격적

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정도가 된 것 같다. 바로 그 즈음인 2005년, 모발

성형의 길잡이를 자처한 이들이 뜻을 모아 모발성형연구회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다. 모발이식수술의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첨단 기술과 

섬세한 디자인으로 수술의 개념과 틀을 바꾸었다. 없는 곳에 심어서 대충 자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어졌다. 

수년 전부터 모발이식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전문의와 타 과 전문의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우리 연구회는 그런 중에도 학술적으로, 수술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며 이 분야를 선도해왔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 모낭분리사에게 수술을 

대신 시켰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린다. 그렇게 수술을 ‘당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은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가 심각하다. 앞서 말했듯이 모발이식은 그저 없는 곳에 

심기만 하는 ‘작업’이 아니다. 모발성형연구회를 주축으로 지금껏 이루어 놓은 수준 높은 

모발성형의 현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미용적인 목적이 강한 여성 헤어라인 교정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물론 탈모 환자의 

경우도 미용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치료’의 개념도 크므로) 풍성함뿐 아니라 자연

연도 회장 총무

2005 - 2007 김태연 황정욱

2007 - 2010 정재헌 김영석

2010 - 2012 홍성철 김진오

2012 - 2014 황정욱 류희중

2014 - 2016 최종필 박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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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움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고 토론한 

결과, 모발이식은 어색하고 티가 난다는 철 지난 편견은 이제 버려도 좋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윤곽에 대한 접근으로 모발이식의 목적과 개념이 크게 바뀌었다. 없는 곳을 ‘채운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조화로운 얼굴을 ‘만든다’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진화했다. 시장도 

확대되었다. 이를 위해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기술력과 미감(美感)이 필수적이었다. 

그것은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의 전매특허가 아닌가. 이런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는 모발

성형연구회가 있었다. 

모발성형연구회는 두 달에 한 번, 저널 리뷰와 최신 지견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나누는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두 해에 한 번씩은 연구회 회원뿐 아니라 대한성형외과학회의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정기 심포지엄을 가지고 있고 올해 여섯 번째 심포지엄을 

앞두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며 가감 없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서로에게 배우면서 개인과 연구회가 함께 성장

해왔다. 10여 년의 기간 동안 모발성형이라는 분야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온 모발성형

연구회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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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모발성형연구회 3차 임원진 사진 2. 창립총회 및 학회

사진 5. 홍성철

사진 3. 김태연

사진 6. 황정욱

사진 4.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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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목적 및 주요 활동

대한성형외과학회 수부연구회(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Hand Surgery)는 

성형외과학 중 수부외과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수부 분야 연구와 발표, 학문적 교류를 위한 정기적 및 비정기적 연구 모임, 2) 수부의 

임상 및 기초 분야의 워크숍, 3) 수부외과학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사업, 4) 수부외과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창립 경과 

2008년 5월 9일(금)에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1차 준비모임을 가졌으며, 2008년 10월 

10일(금)에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2008년 11월 6일(목)에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부

연구와 학술 교류활동을 시작하였다. 3차례의 월례 집담회를 개최하고, 2009년 4월 5일

(일)에 가톨릭의대 의과학 연구원 별관 3층 소실습실에서 Surgical Approach Cadaver 

Workshop for Hand Surgery를 처음 개최하였다(사진 1). 당시 실습제목은 1) Scaphoid 

and Distal Radius Fracture, 2) Compression Neuropathy: Carpal, Cubital Tunnel, 

Anterior and Posterior Interosseous Syndrome, 3) Pollicization; Index to �umb Transfer, 

4) Various Flaps Harvest in Arm and Hand로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송석환 교수, 한양의대 

연도 회장 총무

2009 - 2011 탁관철 최승석

2011 - 2013 안희창 최승석

2013 - 2015 권성택 정의철

2015 - 현재 김광석 권유진 ,  김경필



제3장  관련 학회 및 연구회 활동  

131

최승석, 광명성애병원 김진수, 좋은문화병원 황소민 회원이 직접 지도를 하였다.

2009년 5월 9일(토) 오전 10시에 청주 라마다프라자 호텔 Room I에서 대한성형외과

학회 수부연구회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하였으며, 연세의대 탁관철 회원을 수부

연구회 초대 회장, 한양의대 안희창 회원을 부회장, 두손병원 황종익 회원을 감사로 선임

하였다. 

창립 후 활동

2009년 7월 3일에 좋은문화병원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 수부연구회 Symposium and 

Live Surgery for Carpal Instability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12월까지 

3회의 집담회와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 한양의대 정형외과 이광현 교수, 경희의대 

정형외과 정덕환 교수, 연세의대 탁관철 회원, 고려의대 김우경 회원 등 정형외과와 성형

외과의 대표적인 수부외과의를 초빙한 초청강연, journal review, 증례 토의 등이 있었다.

2010년 3월 13일(토)의 집담회에서는 연세의대 강호정 교수의 Hand Fracture에 관한 

특강, journal review, 증례 토의 등의 발표가 있었다. 2010년 제2회 수부연구회 Fresh 

Cadaver Workshop은 가톨릭의대의 협조를 얻어 CMC Arthritis, Scaphoid, Lunate 

Approach, Tendon Repair, Tendon Transfer for Median and Radial Nerve Palsy 등 

보다 전문적인 수부외과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사진 2). 2010년 6월

에는 전주에서 집담회가 개최되었고 Radiologic Imaging of the Hand에 관한 전북의대 

영상의학과 이상용 교수의 특강이 있었으며 9월 집담회에서는 한림의대 오석준 회원, 

12월 집담회에서는 서울의대 정형외과 백구현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2011년 3월 집담회에서는 우상현 회원, 4월 집담회에서는 성균관의대 정형외과 박민종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5월 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한양의대 안희창 회원이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6월 12일 제3회 수부연구회 Fresh Cadaver Workshop은 가톨릭

의대에서 개최되었고 Tendon Repair, Compression Neuropathy, Toe Free Transfer에 

관하여 실습과 강연이 있었다(사진 3). 12월 집담회는 서울대학병원에서 Hand Allotrans-

plantation을 주제로 개최되었고 미국 Kleinert Institute의 Huey Y. Tien이 참석하였다. 

2012년 3월 16일(금)의 집담회는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에서 개최되었고 

안희창 회원의 특강이 있었다. 2012년 5월 27일 제4회 수부연구회 Fresh Cadaver 

Workshop은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별관 3층 소실습실에서 개최되었고 20명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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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Extensor and Flexor Tendon, Pulley, Superficial and Deep Arterial System, 

Finger Joints and Deformity에 관한 임상 접근법을 실습하였다.

2012년 6월 8일(금)의 집담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

으며 Microreplantation에 관한 한현언 회원의 특강이 있었고, 2012년 10월 12일(금)의 

집담회는 고대 구로병원 별관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Coverage of Hand 

and Finger Defects with Adipofascial Flaps에 관한 연세원주의대 정윤규 회원의 특강, 

journal review, 증례 토의 등이 있었다.  

2013년에는 서울의대 권성택 회원이 새로이 3대 회장을 맡게 되었고 개정된 교과서 

Plastic Surgery (3rd edition, edited by Peter C. Neligan) 6권에 관한 회원과 전공의를 

위한 Book Review를 네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2013년 수부연구회 Book Review 

1차는 2013년 3월 16일(토)에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지하 1층 B강의실에서, 2차와 3차는 

2013년 4월 6일(토)과 9월 7일(토)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암센터 5층 강당에서, 4차는 

2013년 12월 7일(토)에 서울대학교병원 A강당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에는 수부연구회 Book Review가 1회 2014년 4월 19일(토)에 대전 건양대학교

병원 암센터 5층 강당에서 개최되었고 이로써 개정된 교과서 Plastic Surgery (3rd edition, 

edited by Peter C. Neligan) 6권 전체에 대한 한 차례의 Book Review가 종료되었다.

2015년에는 전남의대 김광석 회원이 4대 회장을 맡게 되었고 연 2회의 집담회가 개최

되었다. 2015년 4월 25일(토)의 집담회는 좋은문화병원에서 개최되었고 W병원 우상현 

회원의 Nerve Compression Syndromes of the Upper Extremity에 관한 특강과, 

journal review, 증례 토의 등이 있었다(사진 5). 2015년 10월 31일(토)의 집담회는 광명

성애병원에서 개최되었고 광명성애병원 이동철 회원의 Hand Reconstruction Using 

Second Toe에 관한 특강과, journal review, 증례 토의 등이 있었다. 

2016년 3월 5일(토)의 집담회는 전남의대 명학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고 두손병원 

황종익 회원의 Compression Neuropathy에 관한 특강과, journal review, 증례 토의 등이 

있었다(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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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09. 4. 5.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가톨릭의대의 협조로 
Surgical Approach Cadaver Workshop for Hand Surgery를 마친 후의 
기념 사진

사진 2. 2010. 제2회 수부연구회 Fresh Cadaver Workshop 후의 기념 
사진

사진 3. 2011. 6. 12. 제3회 수부연구회 Fresh Cadaver Workshop에서 
한양의대 안희창 회원이 실습 전 강의하는 장면

사진 4. 2011. 6. 12. 제3회 수부연구회 Fresh Cadaver Workshop 후의 
기념 사진

사진 5. 2015. 4. 25. 좋은문화병원에서 개최된 집담회 후의 기념 사진  사진 6. 2016. 3. 5. 전남의대 명학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집담회 후의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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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윤곽성형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악안면윤곽성형연구회는 미용적인 윤곽성형수술뿐 아니라 두개안면 재건수술 및 

악교정수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분야의 성형수술이 국가별, 인종적인 형태적 차이에 주목하여 독자적이고 심층적인 

한국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얼굴의 골격적인 변화를 통한 미용적, 기능

적인 개선은 기존의 레퍼런스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해온 대표적인 연구영역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은 

얼굴뼈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윤곽수술을 넘어 

악교정수술을 포함한 삼차원적인 안면개선 수술방법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도 회장 총무

2004 - 2005 김영배 진    훈

2005 - 2009 오갑성 진    훈

2009 - 2013 백롱민 이정우

2013 - 2015 유대현 이상우

2015 - 현재 이병일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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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외상연구회

역대 임원

연도 회장 총무

2014 - 2016 강낙헌 경현우

활동 소개

안면외상의 치료는 두개악안면의 모든 영역을 다루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술기의 

기초가 집합된 성형외과의 대표적인 임상 분야이다. 전공의 수련과정은 물론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입원 환자의 주축을 이루는 이유로 해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대회

에서 부위나 소주제별로 발표가 이루어지는 매우 친근한 분야로서, 안면외상의 모든 

영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공부 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연부조직 손상을 비롯한 안면외상의 치료와 안면골 골절에 대한 초기의 적절한 

정복은 술 후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안면외상연구회는 대부분의 성형외과의사가 수련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접하는 

안면골을 포함한 주위조직의 외상 및 관련 질환의 진단, 치료, 재건 및 반흔성형 등 미용

수술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한 모임으로 발족하였다. 2014년 

7월 초 뜻있는 전국 주요 수련병원 교수 및 지도전문의들이 모여 여러 차례의 예비모임을 

갖고 2014년 8월 28일 드디어 충남대학교병원 재활-관절센터에서 첫 번째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10월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서 14번째의 정식 연구회로 인준을 

받아 11월 13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진료실기센터에서 제1차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하게 

하였다. 매년 3~4차례 전국 각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집담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평소 다른 학술대회에서는 보기 힘든 

최신 저널 리뷰,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술자마다 직접 경험한 합병증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하고 주제 발표자, 지도전문의, 전공의 등 참가자들 간에 격의 없는 열띤 토론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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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재건학술대회 및 대한성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안면외상세션을 

통해서도 부위별로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공의나 젊은 술자들을 

위해 hands on workshop 교육을 통한 수술 술기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임으로 친목 도모는 물론 최신 지견의 공부, 활발한 연구 및 학술 

활동, 학문교류와 정보공유를 통해 개인 및 학회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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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14. 8. 28. 제1차 집담회(충남대학교병원) 사진 2. 2014. 11. 13. 추계심포지엄(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사진 3. 2015. 4. 30. 정기집담회(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사진 4. 2015. 11. 28. 추계심포지엄(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사진 5. 2016. 3. 31. 정기집담회(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사진 6. 2016. 7. 2. 정기심포지엄(충남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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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성형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대한성형외과학회 유방성형연구회는 2004년 12월 18일, 신극선 원장을 초대 회장

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현재는 매년 4차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성형외과 유방수술의 

학술적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회로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회의 설립취지는 성형외과학 

중 유방성형수술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유방성형수술

이라 함은 유방과 그 주위조직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미용성형수술 및 비수술적 처치와 

재건수술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밤암 수술 후의 유방재건술, 유방축소술 및 

확대술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성형외과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2대 회장으로 울산의대 아산병원 이택종 교수가 취임하였고, 2009년에는 

아주의대 박명철 교수가 3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010년 11월에 유방성형연구회 

제6회 학술대회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가톨릭의대 안상태 교수가 

취임하게 되었다. 4대 회장과 5대 회장으로 안상태 교수가 맡게 되면서 늘어나는 유방

질환, 재건 및 성형에 발맞추어 심포지엄 개최를 연간 4차례로 늘려서 진행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인 제3회 아시아 유방성형 및 재건성형 심포지엄을 

연도 회장 총무 학술위원

2004 - 2006 신극선 - -

2006 - 2008 이택종 이홍기 심형보

2008 - 2010 박명철 이영우 이홍기

2010 - 2012 안상태 이백권 심형보 ,  윤을식

2012 - 2014 안상태 이백권 노태석 ,  박진석 ,  심형보 ,  윤을식

2014 - 현재 노태석 이동원 강상규 ,  문구현 ,  설철환 ,  옥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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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고, 유방해부 연수회도 매년 1차례씩 실시하여 회원들의 지식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2014년 11월에 강남세브란스병원 노태석 교수가 6대 회장

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매년 4차례의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

하고 있다.

유방수술에 관심이 있는 성형외과 정회원이나 전공의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연구회를 운용하여 학술적 최신 지견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회원

들이 올바른 학술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성형외과 유방

수술의 수요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유방성형수술 관련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논문 발표를 통해 바르고 양질의 진료를 추구하는 등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방재건수술의 급여화 수가 결정에 있어, 정책 

결정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유방성형연구회는 특정한 병원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닌 성형외과 및 

국민건강 전체를 위한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장단, 운영위원 

및 정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대한성형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유방성형 및 재건 분야를 맡아 강연 등을 준비하면서,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외부 초청 강연에도 본 연구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50년사

140

사진 3. 2014. 3차 유방성형연구회 심포지엄(가톨릭대학교 성의
교정 의과학연구원)

사진 1. 2004. 유방성형연구회 창립총회 (영동세브란스병원 대강당)

사진 4. 2014. 11. 유방성형연구회 운영위원회 친선운동

사진 2. 2013. 2차 유방성형연구회 심포지엄 프로그램

사진 5. 2015. 3차 유방성형연구회 심포지엄(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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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성형 · 지방줄기세포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대한성형외과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성형외과는 미용 분야뿐만 

아니라 재건성형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일구어 낸 결실일 것입니다.

지방성형 및 지방줄기세포연구회는 2004년 초대 회장이신 김잉곤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속된 이 연구회는 

지방성형 분야의 전문인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깊이 있는 학술토론을 통하여 대한성형

외과학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성형외과학

(Regenerative plastic surgery)’이라는 성형외과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

니다. 지방조직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오늘날, 본 연구회는 지방성형 및 재생

성형외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인 교류와 학술모임을 지속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도 회장 총무

2004 - 2006 김잉곤 국광식

2006 - 2010 국광식 -

2010 - 2012 차상면 황원중

2012 - 2014 박재우 민병두

2015 - 2016 정재호 강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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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14. 지방성형 및 지방줄기세포연구회의 1박2일 야유회 
모임(강화도)

사진 2. 2015. 지방성형 및 지방줄기세포연구회 야유회로 인천국제
공항 앞바다에 있는 무의도에 다녀왔습니다. 무의도의 부속섬인 
실미도는 아주 아름답고 친근한 섬이었습니다.   

사진 3. 2015. 7. 31. 지방성형 및 지방줄기세포연구회 운영위원회 
회의 중 잠시 포즈를 취했습니다(왼쪽부터 성낙관, 김성기, 조수영, 
유대현, 이석기, 국광식, 박재우, 정재호, 김잉곤, 민병두 회원).

사진 4. 2016. 지방성형 및 지방줄기세포연구회의 줄기세포 핸즈온 
코스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 해마다 선착순 신청자 20명 정도로 
개최됩니다.  

사진 5. 2016. 7. 2. 중국 상해에서 아시아 각국의 재생성형외과학(Regenerative plastic surgery)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국(국광식, 박재우, 유대현, 정재호), 일본(Hiroshi Mizuno, Kenji Kusumoto, Kotaro Yoshimura), 중국
(Jianxing Song, Weigang Cao), 대만(Shyigen Chen, Yur-Ren Kuo), 말레이시아(Lee Kim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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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지피판연구회

역대 임원 

*운영위원(2012 - 2015)
강상규 순천향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기세휘 인하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김광석 전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김진수 광명성애병원 성형외과
김태곤 영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나영천  원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남수봉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노시균 전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문구현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성건용 강원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심정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양재원 강남재준성형외과

양정덕 경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오상하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유    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성형외과 윤병민 제주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윤을식 고려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이근철 동아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이종욱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장    학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전영준 가톨릭대학교 부천병원 성형외과 최종우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성형외과 홍준표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황소민 좋은문화병원 미용성형재건센터

활동 소개

천공지피판연구회는 회원들 간 천공지피판 수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

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으로 2012년 9월 21일에 본 학회에서 처음 승인되어 현재까지 

16번의 모임을 이어 왔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의 심포지엄을 서울 및 지방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션 발표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토의, 토론 형식으로 증례 발표를 활성화하였고, 

이를 통해 미세 수술을 막 시작하는 전임의 선생님들과 경험이 아직 부족한 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여러 연자분들의 발표는 자세한 술기를 

동영상 강의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식 습득과 실용적인 연구회 모임이 되도록 하였습

연도 회장 총무 학술위원

2008 - 2012 박명철 김창연 ,  김연환 김정태

2012 - 2015 김정태 김연환 운영위원* 

2015 - 김광석 권유진 ,  김경필 문구현 ,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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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젊고 유능한 천공지 및 미세 수술의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1차 모임 인사동 “인사동 큰집”

2009년 1월 16일 2차 모임 한양대학교 HIT관 6층 중회의실

2009년 4월 24일 3차 모임 한양대학교 HIT관 6층 중회의실 

2009년 8월 27일 4차 모임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제1세미나실

2010년 1월 15일 5차 모임 한양대학교 HIT관 6층 중강당 

2010년 5월 8일 6차 모임 전남대학병원 5동 1층 강당 

2010년 10월 16일 7차 모임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1층 강당

2011년 5월 13일 8차 모임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기센터 지하 강당

2012년 7월 7일 9차 모임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기센터 1층 강당

2012년 11월 24일 10차 모임 한양대병원 본관 3층 강당

2013년 6월 22일 11차 모임 천안 단국대병원 5층 대강당

2013년 11월 16일 12차 모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강당

2014년 3월 15일 13차 모임 한양대학교 박물관 2층 강당

2015년 1월 17일 14차 모임 동아대학교병원 권역 심뇌혈관센터 지하 1층 강당

2015년 11월 7일 15차 모임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1003호

2016년 7월 16일 16차 모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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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2012. 11. 24. 10차 모임(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사진 4. 2013. 11. 16. 12차 모임(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강당)

사진 2. 2011. 5. 13. 8차 모임(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상
실기센터 지하 강당)

사진 5. 2015. 1. 17. 14차 모임(동아대학교병원 권역 심뇌혈관센터 
지하 1층 강당)

사진 6.  2016. 7. 16. 16차 모임(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

사진 1. 2010. 5. 8. 6차 모임(전남대학교병원 5동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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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습성형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최소침습성형연구회는 2004년 창립되어 최소침습성형을 성형외과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 기초적인 학문 연구와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통해 미용성형 진료의 질을 높이고자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집담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최소침습성형에 관한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을 발간으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소침습성형은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레이저 등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뜻하는 것

이기도 하지만, 수술적 방법에서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효과는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복시간이 빠르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현대인들의 수요에 최대한 초점을 맞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상해, 태국 방콕의 국제 학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매년 2회의 심포지

엄을 개최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학술대회로 학회의 발전은 물론 학술적 

진보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최소침습성형 분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학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 

연도 회장 학술위원장

2004 - 2009 최희윤 김남호

2010 김남호 고익수

2011 고익수 정영춘

2012 정영춘 강원경

2013 노봉일 김균태

2014 - 2015 김균태 안동현

2016 - 현재 이명종 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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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 최소침습성형에 관한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 

     4. 연구를 통해 새로운 Guideline을 제공

     5. 최소침습성형 분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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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09. 제1회 국제최소침습성형학회(코엑스)

사진 3. 2014. 제19차 최소침습성형연구회 심포지엄(서울성모병원)사진 2. 2013. 제18차 최소침습성형연구회 심포지엄(서울성모병원)

사진 4. 2015. 제21차 최소침습성형연구회 심포지엄(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 5. 2016. 제22차 최소침습성형연구회 심포지엄(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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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연구회

역대 임원

연도 회장 총무

2004 한기환 황규석

2006 양순재 황규석

2008 박성근 동은상

2010 김재훈 정재용

2012 백무현 곡낙수

2014 김현수 박성완

활동 소개

대한성형외과학회 코성형연구회는 2002년 백무현, 황규석 회원을 주축으로 코 오프

라인 모임으로 출발하여 2004년 한기환 초대 회장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제1회 코성형연구회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하였다. 코의 미용성형 수술과 일반 질병 치료

과정을 포함하는 치료 및 재건수술, 비수술적 관련 교정 및 제반 치료과정을 모두 아우

르는 코성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외 관련 있는 학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코성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태동하였다.

2006년 양순재 교수가 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지속적으로 매년 코성형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2008년 박성근 3대 회장이 취임했으며 2010년 4대 김재훈 회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2010년 제7회 코성형 심포지엄에서는 Dr. Steve H. Byrd가 연자로 초청

되기도 하였다. 2011년 28회 Dallas Rhinoplasty Symposium에 단체 참석도 하게 되었다. 

같은 해인 2011년에는 코성형 연구회에서 아시아인의 코성형술의 최신 지견 Current 

Trends in Asian Rhinoplasty: Operation Guide (저자 코성형연구회, 군자출판사)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제9회 코성형 

연구회 심포지엄이 제1회 Seoul Rhinoplasty Symposium으로 국제 학회를 개회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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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백무현 5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K Hotel 에서 10회 코성형 심포지엄을 가졌으며 

2013년 San Diego ASPS 학회에서 한국이 guest nation으로 초대되면서 코성형 연구회의 

임원들이 성공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다. 2014년 김현수 6대 회장이 취임하였고 2015년 

Taipei Rhinoplasty Symposium 단체 발표에 참석하게 되었고 2015년 제3회 Seoul 

Rhinoplasty Forum을 개회하게 되었다.

현재 동은상 교수가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지속적인 심포지엄과 Seoul Rhinoplasty 

Forum이 개최될 예정이다. 

코성형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12년 동안 다양한 국내 및 해외 연자들과 함께 

진행하였고, 오프라인 모임 및 저널리딩과 독습회 등 소규모 모임도 활성화하였다. 

2012년도에는 아시아 및 국제적인 코성형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Seoul Rhinoplasty 

Forum을 개최하여 아시아 각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성형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코성형의 발전된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다양한 미국, 대만 등의 

국제 학회에도 참여하여 한국 코성형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첨병 역할도 하였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코성형을 이끌어가고 또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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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제1회 코성형연구회 학술 심포지엄사진 1. 2015. 가을학회 후 Dr. Rod Rohrich과 코성형연구회 임원 기념
사진

사진 5. 2012. 제1회 Seoul Rhinoplasty Forum

사진 3. 제3회 코성형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사진 4. 제7회 코성형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사진 6. 2015. Seoul Rhinoplast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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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필러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갖기 위한 사람들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간단한 

시술로 시술시간이 짧고 빠른 일상 복귀를 원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동안 Toxin, �read, Filler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시술이 많아지면서 부작용 사례 또한 많아지고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보툴리눔-필러연구회는 성형외과 영역의 확대와 차별화된 전문적인 연구 필요

성에 의해 성형외과 산하 연구회들 중 ‘최초로 창립된 연구회’입니다. 2004년 6월에 창립

(회장 안기영)된 이후, Toxin, �read, Filler에 관한 자체 학술 모임과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발전을 도모하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술의 효율과 안전성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교육하고, 국민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 회장 총무

2004 안기영 유영천

2006 안기영 박은수

2010 안기영 조수영

2012 성낙관 박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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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창립사진 사진 2. 2014. 보필심포지엄 전체사진

사진 3. 2015. 보필심포지엄 사진 4. 2015. 보필심포지엄

사진 5. 2015. 보필심포지엄 사진 6. 2015. 보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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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성형연구회

역대 임원

활동 소개

대한민국 성형외과는 60년이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배 성형외과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재건수술과 함께 미용

수술에 있어서 초기 쌍꺼풀, 코, 유방수술이 주를 이루던 시기를 지나 안면윤곽, 양악수술

까지 성형수술에 대한 요구도 심층적으로 변화해 왔다. 여기에 고령화 추세와 소득증가로 

동안(young-look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노화(rejuvenation)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2004년 무렵 이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

하고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항노화(rejuvenation) 분야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모여 항노화성형연구회(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Rejuvenation, 

KAAR)를 조직하였으나 활동이 미진하였다. 대한성형외과학회 24대 고경석 이사장이 

연구회 활성화를 독려하여 두 차례에 걸친 항노화성형연구회 재창립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3년 3월 4일 서울성모병원 회의실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 항노화성형연구회 

재창립대회를 거행, 최정호 회원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연구회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게 되었다.  

재창립 총회 이후 주름성형수술(rhytidectomy)이나 항노화(rejuvenation)에 관심 있는 

성형외과 전공의를 포함한 대한성형외과 회원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하였고, 매월 다양한 주제를 갖고 독습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3년 10월 5일에는 안면거상술(faceli�, facialplasty)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고대 응용해부학 교실에서 항노화성형연구회 운영위원 8명이 참석하여 카데바 워크

숍을 진행하였고, 대한성형외과학회 산하 단체로서 제71차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

연도 회장 총무

2013 최정호 홍정근

2015 이주헌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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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면서 연구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2014년 2월 4일

에는 매달 열리는 독습회와는 별도로 인문학과 같은 특별한 주제를 갖고 bimonthly 세미

나를 열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8일 고려대 유광

사홀에서 292명이 참석한 제1회 대한성형외과학회 항노화성형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

하게 되었다. 한편 독습회와는 별도로 국내 카데바 워크숍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 독습회를 

비롯하여, 2014년 10월 18일 고대 응용해부학 교실과 2014년 11월 13 - 16일 태국 출라

룽꼰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 해부학 교실(so� cadaver surgical training center)

에서 진행한 카데바 워크숍을 가졌다. 2015년 2월 24일 총회에서 이주헌 회원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수차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알차고 심도 있는 월례 세미나 개최 및 2015년 

3월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8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개원의 연수 강좌, 11월에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프로그램에서 항노화 세션 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 회원대상으로 하는 카데바 워크숍 준비를 위해 2015년 8월 15 - 18일, 2016년 5월 14 

- 17일에도 운영위원과 일부 회원들이 참가한 방콕 카데바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2016년 

6월 11일과 12일에는 제2회 심포지엄과 제1회 해부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6년 현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실의 후원으로 정기적인 세미나와 

독습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활동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성형외과학회 항노화성형연구회는 노화와 관련된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외과적인 항노화 관련 성형수술뿐 아니라 비수술적인 항노화 시술에도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독습회와 국내외 학회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교환과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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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13. 항노화성형연구회 재창립 총회 사진 2. 2014. 제1회 항노화성형연구회 심포지엄

사진 4. 2016. 제1회 해부워크숍

사진 3. 2016. 제2회 항노화성형연구회 제2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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