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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어려운 시국이지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에서는 회원님들의 열정과 후원에
힘입어 제19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ESPEN 회장인 Rocco Barazzoni 교수, 학술위원장
인 Dileep Lobo 교수와 ASPEN 전임 회장인 Lingtak-Neander Chan교수, Nilesh Mehta 교수의 특별 강연을 비롯
하여, 한국임상영양학회와 대한종양간호학회와의 합동 세션 등 누구나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영양 지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려고 합니
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고 인사 드리진 못하지만 학술회의장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수준 높고 풍요로운 토론의 장이 열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회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킬만
한 훌륭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학술위원장님과 학술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결시켜 마음 편히
직접 뵐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목

한호성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회장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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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Program at a Glance
September 18 (Friday), 2020
Time

Room 1

09:30-10:00

Oral Presentation

Time

Room 2

Opening Ceremony

10:00-11:10

10:10-11:10

Symposium 1
Palliative Care & Nutrition

10:10-11:10

Symposium 2
ICU Best Care

11:10-11:30

Coffee Break

11:10-11:30

Coffee Break

11:30-11:50

Chairman's Lecture

11:50-12:10

General Assembly of KSPEN

12:10-13:00

Lunch

12:10-13:00

Lunch

13:00-13:20

Special Lecture - ESPEN

13:20-13:40

State-of-the-Art Lecture - ESPEN

13:40-14:40

Joint Session I
KSCN & KSPEN

13:40-14:40

Symposium 3
After Bariatric Surgery

14:40-15:00

Coffee Break

14:40-15:00

Coffee Break

15:00-15:20

Special Lecture - ASPEN

15:20-15:40

State-of-the-Art Lecture - ASPEN

15:40-16:40

Symposium 4
Measurement of Body Composition

15:40-16:40

Joint Session II
KONS & KSPEN

16:40-17:00

Summary of Issues

17:00

Awards & Closing Ceremony

Korean Society of Clinical Nutrition (KSCN): 한국임상영양학회
Korean Oncology Nursing Society (KONS): 대한종양간호학회

Kore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7

Program
09:30-10:00
좌장 :

09:30-09:40

Oral Presentation

Room 1

박상재 (국립암센터), 배혜정 (서울대학교병원)

Selenium deficiency and evaluation of IV selenium supplementation on neonates requiring long-term PN
이지영 (서울대학교병원)

09:40-09:50

Fecal calprotectin correlates with serum albumin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채유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09:50-10:00

The association between enteral nutrition and prognosis in ECMO patients
김수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10:00-10:10

Opening Ceremony

10:10-11:10

Symposium 1: Palliative Care & Nutrition

좌장 :
Objective:

Room 1

이태희 (건양대학교병원), 박효정 (삼성서울병원)
Nutritional needs and consideration in palliative care

10:10-10:30

Nutrition in palliative care

10:30-10:50

TPN and fluid therapy: Clinical consideration at the palliative care

10:50-11:10

Common medicines for managing pain and other symptoms in palliative care

10:10-11:10
좌장 :
Objective:

윤현수 (서울성모병원, 의사)

Symposium 2: ICU Best Care

맹치훈 (경희대학교병원, 의사)
고민오 (서울대학교병원, 약사)

Room 2

박치민 (삼성서울병원), 최수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대학)
The best nutritional support in specific clinical conditions during ICU care

10:10-10:30

Nutrition support for morbidly obese ICU patients

이호선 (세브란스병원, 영양사)

10:30-10:50

Nitrogen balance and protein requirement for neurocritical patients

하은진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10:50-11:10

Nutritional considerations for non-occlusive mesenteric ischemia

11:10-11:30

Coffee Break

11:30-11:50

Chairman's Lecture

좌장 :

How can we improve the patients' outcomes

11:50-12:10

General Assembly of KSPEN

12:10-13:00

Lunch

13:00-13:20

Special Lecture - ESPEN

13:00-13:20

Room 1

배재문 (삼성서울병원)

11:30-11:50

좌장 :

이학재 (서울아산병원, 의사)

한호성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Room 1

설지영 (충남대학교병원)

Clinical nutrition and its key role in COVID-19 infection
Rocco Barazzoni (Chairman of ESPEN, University of Trieste,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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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3:40
좌장 :

13:20-13:40
13:40-14:40
좌장 :
Objective:

State-of-the-Art Lecture - ESPEN

Room 1

이재길 (세브란스병원)

Preoperative preparation of the surgical patient
Dileep Lobo (Chairman of Scientific Committee of ESPEN, University of Nottingham, UK)

Joint Session I: [KSCN & KSPEN] Safety Issues in Enteral Nutrition

Room 1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김은미 (한국임상영양학회 회장, 강북삼성병원)
경장영양의 처방, Formula 준비, 주입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환자 안전과 관련된 Issues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13:40-14:00

EN recommendations and communication with prescriber

김보은 (삼성서울병원, 영양사)

14:00-14:20

Prescribing and communicating the enteral nutrition order

이인석 (경희의료원, 영양사)

14:20-14:40

Safety issue in preparation, labeling and dispensing of EN

김원경 (신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4:40-15:00

Coffee Break

13:40-14:40

Symposium 3: After Bariatric Surgery

좌장 :
Objective:

Room 2

류승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김정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비만 수술 전후 영양관리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영양불량에 대해 이해한다

13:40-14:00

Perioperative diet in bariatric surgery

14:00-14:20

Follow-up protocol after bariatric surgery

14:20-14:40

Malnutrition after bariatric surgery

14:40-15:00

Coffee Break

15:00-15:20

Special Lecture - ASPEN

좌장 :

백무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15:00-15:20

김영란 (서울대학교병원, 영양사)
박보미 (제일병원, 간호사)
김상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의사)

Room 1

Micronutrients in GI surgery and critical care
Lingtak-Neander Chan (Immediate Past President of ASPEN,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15:20-15:40
좌장 :

15:20-15:40

State-of-the-Art Lecture - ASPEN

Room 1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

Energy and protein requirements during pediatric critical illness - current concepts and controversies
Nilesh Mehta (Past President of ASPEN, Harvard Medical School, USA)

15:40-16:40
좌장 :
Objective:

15:40-16:00

Symposium 4: Measurement of Body Composition

Room 1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조용석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대학)
We will discuss various methods of measuring body composition that are the important processes for
nutritional assessment and consider clinical significance related to changes of body composition

Various methods for measuring body composition :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이연희 (아주대학교병원, 영양사)

16:00-16:20

Body composition and clinical outcomes

16:20-16:40

Frailty and body composition

배성욱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의사)
최정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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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15:40-16:40
좌장 :
Objective

Joint Session II: [KONS & KSPEN]

Room 2

신동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혁준 (서울대학교병원), 박정윤 (울산대학교)
The Dilemma on Nutritional Care in Nursing

15:40-16:00

Nutritional care for bone marrow transplantation (BMT)

16:00-16:20

Nurse's perceptions of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t the end of life

설은미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16:20-16:40

Nutritional care for patients with GI problems in EN

유경아 (영남대학교병원, 간호사)

16:40-17:00

Summary of Issues

좌장 :

김경식 (세브란스병원)

16:40-17:00

Summary of Issues

17:00

10

Awards & Closing Ceremony

주지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Room 1

김재학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사)

Poster Presentation
순서
P-01

제목 / 발표자
Undernutrition, risk of falls and all-cause mortality among elderly: according to age categories
김은정 (서울대학교병원)

P-02

Prevalence and risk factors for anemia in Korean pediatrics
김광연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P-03

영양집중지원팀(NST) 업무 활성화를 위한 질향상 활동 결과
배희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P-04

외상환자의 악력과 BIA 측정을 통한 체내 근육량 및 영양상태 파악
권송희 (아주대학교병원)

P-05

입원환자의 초기영양평가를 위한 영양검색도구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김혜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P-06

지속신대체요법 환자에서 칼로리와 단백질 공급의 실제와 예후
이상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P-07

중환자실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받은 환자의 영양공급률, 사망률과 재원기간 현황 분석
이재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P-08

외상중환자에서 Nitrogen Balance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양수영 (아주대학교병원)

P-09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feeding effects for neurogenic patients with recurrent
pneumonia
이정환 (인하대학교병원)

P-10

The effect of dietary education on the nutritional status of patients after undergoing a
gastrectomy
류경원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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