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3회

KSPEN 학술대회
2014. 06. 27(금)
08:00-08:30
Vista 1
08:30-09:00

Vista 2

Vista 1,2,3

백현욱(KSPEN 회장)

축 사

KSPEN 전임 회장단
Harumasa Ohyanagi(JSPEN 원로)

연수강좌 I - Basic Course

09:00-10:00

1. Protein metabolism in stress condition
2. Malnutrition의 이해와 Nutrition Assessment
3. Implementation of Nutrition Support

좌장: 박영규(화순전남대학교병원 외과), 송경자(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안숙희(원광대학교 약학과)
김선정(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
류승완(계명대 동산병원 외과)
좌장: 유희철(전북대학교병원 외과), 김은미(강북삼성병원 영양과)
조영재(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이재길(세브란스병원 외과)
김아람(서울성모병원 영양팀)

연수강좌 II - Advanced Course

1. Nutrition support for respiratory disease
2. Nutrition support for trauma patients
3. Nutrition support for neurologic disease

10:00-10:20

Coffee Break

10:20-11:00

Special Lecture
Eating Cure & Eating Heal

좌장: 백현욱(KSPEN 회장)
Takashi Higashiguchi(JSPEN 회장)
좌장: 홍 정(아주대병원 외과), 라미용(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
백현욱(KSPEN 회장)

11:00-11:40

회장 강연

11:40-12:10

총회

12:10-13:10

Luncheon - Pannel
Introduction of ERAS
ERAS in GI surgery
ERAS in Colorectal surgery

좌장: 전해명(의정부성모병원 외과), 김원경(보라매병원 영양실)
정규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신동우(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
이인규(여의도성모병원 외과)

KSPEN&KSSMN Joint Symposium : Perioperative nutrition support
1. Pancreaticoduodenectomy(PD) 적응증 및 수술 후 GI physiology 변화
2. PD 환자의 영양지원
3. ERAS in PD pros & cons (pros)
4. ERAS in PD pros & cons (cons)

좌장: 서정민(삼성서울병원 외과), 이호선(세브란스병원 영양팀)
윤동섭(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임정현(서울대학교병원 영양과)
황대욱(서울아산병원 외과)
박상재(국립암센터 외과)

Vista1

Vista 2

개회사

13:10-14:40

Symposium I: Nutrition support in Pediatrics
1. Principles of nutrition support in PICU
2. Enteral nutrition support in NICU
3. PN in neonate
4. Nursing care for nutrition in neonate

좌장: 김경모(서울아산병원 소아과), 민명숙(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오석희(서울아산병원 소아과)
송지영(서울대학교병원 급식영양과)
윤지혜(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이해경(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팀)
좌장: 권국환(일산병원 외과), 이윤식(침례병원 외과)

Vista 3

자유연제 구연발표 I

Vista 1

Symposium II: A systemic approach to GI intolerance in nutrition support patients

Vista 2

14:40-16:00

Symposium III: Update in nutrition support
1. Modulation of antioxidant
2. Early PN에 대한 최신지견
3. Canadian guideline review

16:00-16:20

Vista 1,2

Coffee Break
Round Table - Case Conference
성인(ICU-EN)
소아(신생아실)

토론자: 신동우(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 강하이(충남대병원 영양실)
토론자: 황종희(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강경화(한양대병원 영양과), 박효정(삼성서울병원 약제부)

Vista 3

16:20-17:40

Symposium Ⅳ: Dysphagia
1. 진단과 재활치료
2. 영양치료와 경피적 내시경적 위루술
3. 점도 증진제의 역할과 올바른 사용법
4. 일본에서의 경피적 내시경위루술의 현황과 최신 술기

Vista 1,2

17:40~17:50

우수연제 및 포스터 시상

17:50

좌장: 한명식(강릉아산병원 외과), 박정윤(울산대학교 임상간호학과)
김귀숙(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정미란(화순전남대학교병원 외과)
김현정(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
좌장: 이혁준(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김현아(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자유연제 구연발표 II

Vista 3
Lobby

1. Diarrhea
2. Gastroparesis
3. GI bleeding and nutrition support in ICU
4. Currently available drugs for GI intolerance

좌장: 김승주(고대안산병원 외과), 박미선(서울대학교병원 영양과)
송현주(제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경은(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
문재영(충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김형숙(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폐회사

좌장: 한호성(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김정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부)
최경효(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백현욱(분당제생병원 내과)
유병승(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Michio Maruyama(Tanashi Hospital)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Lobby

등 록

The Korean Society for

Vista 1

쉐라톤워커힐호텔 비스타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