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KSPEN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2008년 8월 29일(금) 08:30 ~ 17:30
▶장소: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

08:30 ~ 09:00

등록

09:00 ~ 10:00

연수강좌 I

좌장 : 김영혜(이화여대) 신완균(서울약대)

“Basic Education for Nutrition Support”

09:00 ~ 10:00

1. Indication of nutritional support

한명식 (강릉아산병원)

2. Nutritional Assessment

정혜경 (영동세브란스병원)

3. Implementation of PN

민명숙 (삼성서울병원)

연수강좌 II

좌장 : 정상영(전남의대) 이태의(건국의대)

“Organ specific nutrition”
1. 신부전 환자의 영양지원(Nutritional Support in Renal failure)

이윤식 (침례병원)

2. Liver failure

안승익 (인하의대)

3. Respiratory failure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10:00 ~ 10:20

Coffee Break

10:20 ~ 11:10

초청특강

좌장 : 이명덕(가톨릭의대)

Role of JSPEN in Clinical Nutrition in view of Academic Study, Clinical Applic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ies : Our trial to expand JSPEN activities
연자: Prof. Harumasa Ohyanagi, MD, PhD

11:10 ~ 11:30

총회

11:30 ~ 12:00

회장 강연

좌장: 김홍진(영남의대)

“Perioperative Early Enteral Nutrition”

12:00 ~ 13:20

초청특강

좌장 : 김충배(연세의대)

The importance of omega-3-fatty acids i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연자: Prof. Helmut Grimm, MD, PhD

13:20 ~14:00

직능별 Round Table Discussion (영양지원의 현안과 문제점)
컨벤션 A홀 – 의

사(진행 : 이도상, 안승익) , 컨벤션 C홀 - 간호사(진행 : 조미화, 박정윤)

컨벤션 B홀 – 영양사(진행 : 이송미, 라미용),

컨벤션 D홀 - 약

사(진행 : 김정태, 김승란)

14:00 ~ 14:30

Poster 발표

좌장 : 김승주(고려의대), 강은희(서울아산병원)

Section 1
1. 영양 결핍에 기인한 DM 1례 보고
강미영, 황은정, 전예나, 황진순, 손수미, 문은정, 이명덕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영양집중지원팀
2. TPN 사용경향 및 의료비용 변화 분석을 통한 NST의 역할모색
안혜진, 강미영, 안혜준, 황은정, 한옥연, 이명덕#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약제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외과#
3. 대구시내 4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관유동식 공급 실태
공영애, 대구경북정맥경장영양학회 - 대구경북정맥경장영양학회
Section 2
4. 12세 남아에서 발생한 상장간막 동맥 증후군
이도상, 임지현, 임보경, 김복실, 박회경, 최성희 -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NST
5. 광범위 위아전절제술및 공장간치술후 경구섭취와 혈중 철의 조기변화에 대한 연구
김용, 임태수, 강동백, 박원철, 이정균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6. 중환자의 영양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관찰 연구
김윤주, 김민주, 서경례, 신윤영, 손민희, 주성락, 남종희, 신현령, 이대성, 황수경,
정현식, 김영민 - 포항 선린병원 영양지원팀
7. GLUTAMINE STABILITY IN THE TOTAL NUTRIENT ADMIXTURE
Soo Jin Na Choi, Lee ho kyun, Sang Young Chung

1-1

Departments of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14:30 ~ 15:00

Symposium I

좌장 : 조백환(전북의대)

“KSPEN-NST 인증제도 워크샵 보고”

백현욱 (NST위원회 위원장)
유선주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지원센터장)

15:00 ~ 16:00

Symposium II

좌장 : 최경현(고신의대) 한호성(서울의대)

비만환자에서의 영양지원 (Nutrition support in obese patients)

16:00 ~17:40

1. Overview and medical treatment

김경수 (가톨릭의대)

2. Surgical treatment

류승완 (계명의대)

3. How to nutritional support

이도상 (가톨릭의대)

자유연제 발표

좌장 : 이종인(원자력의학원) 홍정(아주의대)

1. 간이식 후 시행한 조기 경장영양의 안전성과 효능
1,2

1

2

2

2

1

1

윤익진 , 정성일 , 임소진 , 이은 , 오윤경 , 이해원 , 장성환 , 유문원
1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과학교실 , 건국대학병원 영양지원팀

1,2

2

2. 비만을 동반한 위암 환자에서 두명을 수술 치료한 경험(증례)
최경현, 윤기영, 문형환, 신연명, 서경원, 안수미, 송윤미, 석정희, 정경연, 이은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외과학 교실 및 환자 영양지원팀

3. Total parenteral nutrition utilizing evaluation after pylorus-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PPPD)
So-Jeong Yoon, Yun-Hee Park, Sung-Eun Kim, Jae-Youn Kim, Young-Cheon Song,
Suk-Kyung Hong – 서울아산병원
4. 위암으로 인한 근치적 위절제술 후 전기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체중 감소에 따른 체성분
변화의 비교
윤민아, 한대훈, 김형일, 윤호영, 김충배 -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영양집중지원팀
5. 완제 수액 투여시 적정 Nonprotein calorie:Nitrogen ratio에 의한 수치표의 이용
홍정, 이영주, 김미향, 송미경, 은명온, 김지양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영양지원팀
6. 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술전 영양상태와 술후 합병증과의 관계
최종우, 황대욱, 김홍진 - 영남대학교의료원 외과
7. The Effect of Early Enteral Feeding in Patients undergoing Pancreato-Duodenectomy upon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황시은, 이정훈, 정미진, 유희철, 조백환 -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과학교실
8. Therapeutic effect of bovine colostrum in a rat model of transient focal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HAN SUNG CHOI, YOUNG GWAN KO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9. Home TPN 환자의 중심정맥관 자가관리 교육 프로그램
박정윤 - 서울아산병원 정맥주입전문간호사
10. 입원환자에서 영양지표의 영양불량 정도에 따른 임상결과 분석
라미용,김은미,백지원,김성혜,조재원,윤소영,유소영,김보은,이지선,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임상영양파트
11. 4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의 영양 상태와 영양 공급 현황 조사
박선경 - 대구경북 정맥경장영양학회

17:40

우수연제 및 포스터 발표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