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KSPEN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2010년 8월 27일(금) 08:30 ~ 17:40 

▶장소: 쉐라톤 워커힐호텔 비스타홀 

 

08:30 ~ 09:00   등록   

 

******************************************************************************************************************** 

Vist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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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이종인(원자력의학원 외과), 김영혜(이화여대) 

 

1. Malnutrition의 이해     김소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영양실) 

2. PN과 EN의 선택 및 효율적인 이행    홍  정 (아주의대 외과)   

3. Refeeding syndrome     민명숙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Vist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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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이윤식 (침례병원 외과), 황은정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1. Nutritional Support in renal failure     이재길 (연세의대 외과) 

    2. Nutritional Support in hepatic failure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3. Nutritional Support in respiratory failure     조용석 (한강성심병원 외과) 

 

********************************************************************************************************************* 

 

10:00 ~ 10:20   Coffee Break 

 

********************************************************************************************************************* 

Vista 1,2,3 

10:20 ~ 11:05   Special Lecture                좌장: 조백환 (KSPEN 회장) 

“Nutrition and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Prof. Olle Ljungqvist (ESPEN chairman, Orebro University Hospital, Sweden)  

 

********************************************************************************************************************* 

Vista 1,2,3 

11:05 ~ 12:00 Symposium I: Nutrition Support 분야의 정책적 발전  

좌장: 한호성 (서울의대 외과), 강은희 (서울아산병원 영양팀) 

   

1. EN 수가화 (EN TFT 활동 보고)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외과) 

2. NST 인증제의 현재          신동우 (분당제생병원 외과) 



3. 병원 인증제도의 소개      최종희 (보건복지부 인증추진단 부단장) 

  

********************************************************************************************************************* 

Vista 1,2,3 

 

12:00 ~ 12:30 회장 인사 및 총회  

 

********************************************************************************************************************* 

Vista 1,2,3 

 

12:30 ~ 13:30   Luncheon Seminar                                       

좌장: 김충배 (연세의대 외과) 

“Balanced lipid concepts in clinical nutrition: role of fish oil n-3 fatty acids”    

Prof. Axel R. Heller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Critical Care Medicine, The University Hospital Carl Gustav 

Carus, Dresden, Germany) 

 

********************************************************************************************************************* 

Vista 1,2,3 

 

13:30 ~ 14:20 직능별 Round Table Discussion  (토론 주제: 각 직능별 행위 정의)  

의  사 (진행: 이도상 (부천성모병원 외과), 윤익진 (건국의대 외과)) 

간호사 (진행: 조미화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박정윤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영양사 (진행: 김선형 (전북대병원 영양팀),) 

약  사 (진행: 김귀숙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김승란 (서울아산병원 약제부)) 

 

********************************************************************************************************************* 

14:20 ~15:20 자유연제 구연 발표 및 포스터 전시 

Vista 1 

14:20 ~15:20 자유연제 구연 발표                                   좌장: 김승주 (고대안산병원 외과) 

V1-1 비경구적 영양공급을 받는 신경계질환 재활 환자들의 영양공급 적정성과 운동치료시간에 따른 영양지표변화       

신유미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영양지원팀) 

V1-2  외과계 중환자의 경장영양 공급 현황                

박소정 (서울아산병원 영양집중지원팀) 

V1-3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 경비관을 통한 조기 경장 영양의 유용성 

김지훈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영양지원 위원회¹) 

V1-4  Impact of visceral fat on the postprandial triglyceride clearance after ingestion of fast food 

유희철 (전북의대 외과 

 

Vista 2                                                       

14:20 ~15:20 자유연제 구연발표                                좌장: 김정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부) 

V2-1  중환자실 재원환자의 Parenteral Nutrition 지원과 NST활동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도윤정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¹,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 

 



V2-2  경장영양지원의 조기 중단 사유 분석 

유소영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영양집중지원팀) 

V2-3  Korean red ginseng protects the neuronal damage induced by transient focal ischemia in rats 

최한성 (경희의료원 응급의학과) 

V2-4  경장영양에 의한 장허헐의 증례 보고 

경규혁 (서울아산병원 외과) 

 

Vista 3 

14:20 ~15:20 자유연제 구연발표                                         좌장: 이정균 (원광의대 외과) 

V3-1 한 대학병원에서의 중환자실 환자에 대한 영양지원 현황 조사 

연현주 (원주기독병원 영양지원팀) 

V3-2 정맥주입간호사 주도로 삽입한 PICC 현황 조사 

황진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양집중지원팀,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1) 

V3-3 성인 단장증후군 환자 2명의 증례를 통한 수술 후 영양관리와 그에 따른 임상적 특징 

김현정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영양집중지원팀)         

********************************************************************************************************************* 

 

15:20 ~ 15:40   Coffee Break 

 

********************************************************************************************************************* 

Vista 1 

15:40 ~ 16:40     Symposium II: 경장영양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 우리의 현실과 나아갈 길 I              

                 좌장: 김경모 (서울아산병원 소아과), 박영우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1. 경장영양 실태 조사      라미용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2. 경장영양의 장점       김경식 (연세의대 외과) 

3. 경장영양 튜브       홍석경 (울산의대 외과) 

4. 경장영양액의 안전성      박미선 (서울대학교병원 영양과) 

 

Vist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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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정상영 (전남의대 외과), 신완균 (서울대 약학대학) 

 

1. Guidelines on Parenteral Nutrition: Surgery    최수안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2. Guidelines on Parenteral Nutrition: Cancer    설지영 (충남의대 외과) 

3. Guidelines on Parenteral Nutrition: Home Parenteral Nutrition              안혜진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 

Vista 1 

16:40 ~ 17:40     Symposium IV: 경장영양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 우리의 현실과 나아갈 길 II  

                좌장: 권국환 (일산병원 외과), 이송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 

 

1. 경장영양액의 선택      이호선 (세브란스병원 영양팀) 



2. 경장영양액 주입 펌프 사용      김은미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3. 경장영양의 공급 지침      정연화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Vista 2 

16:40 ~ 17:40    Symposium V: Nutritional Support Team (직능별 Round Table Discussion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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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사 (Vista 1)       이도상 (부천성모병원 외과) 

2. 간호사 (아이다홀)                      박정윤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3. 영양사 (Vista 2)      김선형 (전북대학교병원 영양팀) 

4. 약  사 (Vista 3)      김귀숙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 

 

17:40            우수연제 및 포스터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