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제10회 학술대회 및 총회 프로그램  
 

▶일시: 2011년 8월 26일(금) 08:30 ~ 17:40 

▶장소: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층) 

 

08:30 ~ 09:00   등록   

 

Room 1 

09:00 ~ 10:00   연수 강좌 (Educational Session) I. – Basic Course 

                    좌장: 김경모 (서울아산병원 소아과), 김형미 (세브란스병원 영양팀) 

1. Nutritional screening and assessment   김은미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2. Metabolism of malnutrition    설지영 (충남대병원 외과)   

3. Implementation of nutritional support   류승완 (계명대 동산병원 외과)  

       

Room 2 

09:00 ~ 10:00 연수강좌 (Educational Session) II - Advanced Course     

                    좌장: 홍 정 (아주대병원 외과), 남궁형욱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1. Nutritional Support in trauma patient   이재길 (세브란스병원 외과) 

    2. Nutritional Support in obesity patient   김소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영양팀) 

    3. Nutritional Support in premature    장윤실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10:00 ~ 10:20   Coffee Break 

 

Room 1,2 

10:20 ~ 11:05   Special Lecture            좌장: 김인호 (계명의대 외과)  

“Feeding the metabolically stressed patients”    

Prof. Georg Kreymann (Department of Intensive Care, University Medical Center Hamburg-Eppendorf, Germany)  

 

Room 1,2 

11:05 ~ 11:50   Special Lecture                좌장: 이종인 (KSPEN 회장) 

“Surgical intervention to reduce postgastrectomy syndrome in gastric cancer”    

Prof. Takashi Fujimura       (Kanazawa University, Japan)  

 

Room 1,2 

11:50 ~ 12:10 총회  

 

 

Room 1,2,3,4 

12:10 ~ 13:20 Lunch - 주제별 Round Table Discussion    

Medical food (진행: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라미용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ERAS (진행: 박영규 (화순전남대병원 외과), 김경식 (세브란스병원 외과))   

PN administration (진행: 김정태 (강동경희대병원 약제부), 박정윤 (울산의대 임상간호학)) 

NST (진행: 이도상 (가톨릭의대 외과), 윤익진 (건국대병원 외과)) 

 

13:20 ~14:30 자유연제 구연 발표 및 포스터 전시 

 

 



Room 1 

13:20 ~14:20 자유연제 구연 발표 1                     좌장: 이윤식 (침례병원 외과), 김귀숙 (서울대병원 약제부) 

 

Room 2                                                       

13:20 ~14:20 자유연제 구연발표 2                      좌장: 이정균 (원광의대 외과) 

 

Room 3                                                       

13:20 ~14:20 자유연제 구연발표 3                      좌장: 박영우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14:20 ~ 14:40   Coffee Break 

 

Room 1 

14:40 ~ 15:40     Symposium I: Enteral Nutrition in ICU patient  

좌장: 백현욱 (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김은미 (강북삼성병원 영양팀) 

1. 적응증 및 방법        조용석 (한강성심병원 외과) 

2. 현재 시도되고 있는 EN       이호선 (세브란스병원 영양팀) 

3. 모니터링과 합병증 예방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외과) 

4. 프로토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사례     박치민 (삼성서울병원 외과) 

5. EN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간호 중재                                              이현심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Room 2 

14:40 ~ 15:40  Symposium II: Parenteral Nutrition in ICU   

좌장: 배재문 (삼성서울병원 외과), 김정태(강동경희대학교병원) 

1. 시작시기와 대상환자             유희철 (전북대병원 외과) 

2. 영양소 공급의 최신 지견             최수안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3. 모니터링과 합병증 예방                         김정연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Room 1,2 

15:40 ~ 16:40     Symposium III: Nutrition 교육 

                 좌장: 한명식 (강릉아산병원 외과), 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1. Education program in ASPEN      김윤 (서울대학교병원 영양팀) 

2. Education program in ESPEN      이태의 (건국대 충주병원 외과) 

3.  Education program in JSPEN              박정윤 (울산의대 임상간호학) 

4. Education program in KSPEN      김선형 (전북대병원 영양팀) 

 

Room 1,2 

16:40 ~ 17:10     Symposium IV: 대상 NST 연구기금 과제공모 결과  

                좌장: 김승주 (고대안산병원 외과), 강은희 (서울아산병원 영양팀) 

1. 분당제생병원        

2. 서울아산병원       

3. 한강성심병원 

 

Room 1,2 

17:10 ~ 17:40    Symposium V: 주제별 Round Table Discussion 결과 발표  

좌장: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라미용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1. Medical food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외과) 

2. ERAS                박영규 (화순전남대병원 외과) 

3. PN administration      김정태 (강동경희대병원 약제부) 



4. NST               윤익진 (건국대병원 외과) 

 

17:40            우수연제 및 포스터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