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제6회 학술대회 및 총회 프로그램
▶일시: 2007년 8월 31일(금) 08:30 ~ 17:00
▶장소: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 홀

08:30 ~ 09:00

등록

(4층 메인 컨벤션홀)
09:00 ~ 10:30

심포지움 Ⅰ

좌장: 김홍진(영남의대 외과) 김영혜(이화여대)

“정맥, 경장영양 관련 감염”
① 정맥영양액 관리

송미경(아주대학교병원 약제부)

② 경장영양액 관리

이

③ 중심정맥 확보와 관리

한호성(분당서울대병원 외과)

④ 정맥,경장영양 감염 후 관리

은(건국대학교병원 영양과)

정두련(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3층 에메랄드홀)
09:00 ~ 10:30

연수강좌 I

좌장: 김승주(고려의대 외과) 신완균(서울약대)

“중환자의 영양지원”
① Evidence based nutrition therapy in ICU 장철호(영동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② Enteral nutrition support in critically ill patients
③ W-3 effects in ARDS

라미용(삼성서울병원 영양과)

김동찬(전북의대 마취통증의학과)

④ The interaction between multi medication and TPN therapy 박윤희(서울아산병원 약제팀)
⑤ Intensive insulin therapy

10:30 ~ 10:50

류승완(계명의대 동산의료원 외과)

Coffee Break

(의사-3층 에메랄드홀 I, 영양사-3층 에메랄드홀 II, 약사-4층 컨벤션홀 E, 간호사-4층 컨벤션홀 D)
10:50 ~ 11:40

직종별 Round Table
“영양지원의 현안과 문제점”

(4층 메인 컨벤션홀)
10:50 ~ 11:40

연수강좌 Ⅱ

좌장: 홍정(아주의대 외과)

“영양집중지원의 기초적 이해”
① Hospital malnutrition

배상준(일산병원 외과)

② 질병 및 외상 후의 대사반응

박도중(분당서울대병원 외과)

③ Case review (2예)

이윤식(침례병원 외과)

(4층 메인 컨벤션홀)
11:40 ~ 12:00

Round Table
“토론 결과 발표”

좌장: 김정태(경희동서신의학병원 약제부)

(4층 메인 컨벤션홀)
12:00 ~ 12:20

총회
KSPEN-한올 학술상 시상

(4층 메인 컨벤션홀)
12:20 ~ 13:30

Luncheon Seminar

좌장: 이명덕(가톨릭의대 외과)

제목: Optimizing clinical use of lipid emulsions
연자: Gary Paul Zaloga, MA, MD,FACP,FCCP,FACN,FCCM

(4층 메인 컨벤션홀)
13:30 ~ 14:30

심포지움 Ⅱ

좌장: 조백환(전북의대 외과) 백현욱(분당제생병원 내과)

“한국 NST accreditation 제도의 오늘과 내일”
①

의료기관 평가항목으로서의 NST 평가 방안 유선주(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 지원센터장)

②

JSPEN 현황

신동우(분당제생병원 외과)

③

TSPEN 현황

유희철(전북의대 외과)

④

KSPEN 의 초안

이태희(건양의대 내과)

(4층 로비)
14:30~ 15:10

포스터 발표 Part 1

좌장: 이도상(가톨릭의대 외과)

① Enterococcus faecium 함유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자에서 발생한 Enterococcus faecium
유발 병원 감염증의 항생제 내성 양상
김정욱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② Assessment of malnutrition in hospitalized gastric cancer patients: comparison of
different methods
박선경, 류승완, 이화진 공영애, 손영길, 김인호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③ 입원환자의 간호정보조사지를 이용한 영양검색과 영양평가 프로그램 개발
정미진, 이수택, 김동찬, 유희철, 김원, 김행순, 김주신, 김선형, 조백환
전북대학교병원 영양집중지원팀
④ 위전절제술 후에 발생된 jejunal stump leakage의 경장영양에 의한 치험례
윤석준, 김유민, 윤호영, 김충배 - 세브란스 병원 외과
⑤ 문합부 누출에서 시행한 총경정맥영양 경험 1예
이남혁, 김홍진, 홍지희, 손영아, 사공원, 이미경 - 영남대학교 의료원

14:30 ~ 15:10

포스터 발표 Part 2

좌장: 이송미(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팀)

① 중증 화상환자에서Indirect calorimetry의 임상적 유용성
하태순, 조용석, 김도헌, 허준, 전욱, 김종현, 이재정, 박지영 -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② 소아 입원 환자의 영양상태에 따른 임상결과
김은미, 라미용, 조영연 - 삼성서울병원 영양파트
③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 (HIT) in patients receiving TPN:
a report of three case
최수안, 남궁형욱, 이은숙, 신완균*, 박도중**, 한호성**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④ 중심정맥영양 환자에서 발생한 아연결핍증
남궁환, 김로미, 안명자, 송희승, 한선희, 이미정, 신정은, 이두선
단국대학교병원 영양지원팀
⑤ 급성 알코올성 이자염 환자에서 발병한 베르니케 뇌병증 1예
안지현, 김정욱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15:10 ~ 15:30

Coffee Break

(4층 메인 컨벤션홀)
15:30 ~ 16:10

초청특강

좌장: 김충배(연세의대 외과)

제목: Implementation of Early Enteral Nutrition
연자: Tsann-Long Hwang, MD. FACS

(4층 메인 컨벤션홀)
16:10

~ 17:10

자유연제 발표

좌장: 정상영(전남의대 외과) 박영우(세브란스병원 간호국)

① Glutamine inhibits LPS-induced p38 and JN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through reduced MAPK phosphatase-1 (MKP-1) degradation
유희철,

1,3

2

3

3

이헌구, 김주신, 김선형, 조백환
2

1,3 -

1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과 ,

3

면역학교실 및 전북대학교병원 NST

② Bovine colostrum effects on serum cytokine levels after intestinal ischemia/reperfusion
in rats
최한성, 고영관 - 경희의료원 응급의학과
③ 위장관암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의 영양검색 결과
1

이호선, 김충배 - 세브란스병원 영양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1

④ Nutritional status of gastric cancer patients after radical gastrectomy
류승완, 이화진, 박선경, 공영애, 손영길, 김인호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영양지원팀
⑤ 위전절제술 후 Early Enteral Nutrition 과 Total Parenteral Nutriton의 전향적 비교 연구
1

1

1

1

2

2

2

3

3

3

권희 ,손은선 ,안지현 ,고종희 ,이호선 ,송승은 ,이은주 ,조미화 ,강정애 ,신혜선 ,
4

윤호영 ,김충배

4-

1

2

3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 영양팀 , 간호국 , 외과학교실

4

⑥ 영양검색 도구 타당성 개선을 위한 Nutrition Risk Screening(NRS) 2002 와의 비교 연구
정혜경, 오혜영, 이송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팀
⑦ 내∙외과계 중환자실에서 Backrest Elevation 시행
이현심, 한아름, 박애순, 김은아, 김정연, 이은숙, 박영우, 이호선, 고신옥
세브란스병원 간호개발팀

(4층 메인 컨벤션홀)
17:10 ~

우수연제 및 포스터 발표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