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대회 일정 및 프로그램 ▣ 날짜: 2004년 8월 28일(토요일) 8:30~5:00
▣ 장소: 쉐라톤 워커힐호텔 (컨벤션 센터)
▶ 08:30 ~ 08:50 등록
▶ 08:50 ~ 09:00 회장 인사
▶ 09:30 ∼ 10:30 연수강좌
Course A
1. Anatomy and Physiology of Gastrointestinal tract
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백현욱
2. How to select or balance between enteral and parenteral nutrition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권국환
3. Composition of characteristics of enteral formulars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과 이송미
4. Stability and compatibility of parenteral nutrition admixture
분당서울대병원 약제과 남궁형욱
5. Establishing the home nutrition plan of care (가정 간호환자의 영양학적 문제점 제고)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간호과 신혜선
Course B
1. Total parenteral nutrition-associated hepatic dysfunction
강릉아산병원 외과 한명식
2. Secret of total parenteral nutrition ; 2-in-1 versus 3-in-1
강남성모병원 약제과 윤정이
3.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ascular assess complication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권정순
4. How to manage regurgetation and diarrhea in tube-fed patients
세브란스병원 영양과 이호선
5. Refeeding syndrome
세브란스병원 외과 김충배
▶ 10:30 ~ 11:00 Coffee time
▶ 11:00 ~ 12:00 특별 초청 강의
제목: Clinical Nutrition -Its Progress and our Device연자: Prof. Harumasa Ohyanagi, MD, PhD, Chairman of JSPEN, Kinki University,
Osaka, Japan

▶ 12:00 ~ 01:00 총회 및 점심

▶ 13:00 ~ 15:00

3개 연속 초청 강좌

1. 중외 초청 강좌:
“Nutrition Support for Cancer Patients"
연자: Prof. Jonathan M. Asperer, MD, President of Philippine Society for PEN,
San Tomas University, Manila, Philippiness
2. Fresenus Kabi 초청 강좌:
“Enteral nutrition therapy with standard feeds and pharmaconutrients"
연자: Dr. Anke Wenn.PhD, University Bonn, Germany
▶ 15:30 ~ 16:30

자유연제 Ⅰ

1. Stability of Glutamine-Suppiemented Total Parenteral Nutrition
삼성의료원, 프레지니우스카비 코리아 - 조민희, 김선미, 이은경, 민명숙, 인용원, 손기호, 최경업, 최윤식

2. 콤비플렉스(페리)주를 이용한 TNA의 안정성 연구
전남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영양지원팀 - 정상영, 정성수, 조여향, 황미리, 이애경, 조숙희, 이정균

3. 암 환자에 대한 미슬토의 혈액면역학적 효과
서울내과 의원 - 장석원

4. 장기간 금식으로 인한 Wernicke-Korsakoff encepalopathy 경험 1예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강길호, 이문수, 한은경, 김수진

5. 크론병 환자의 영양요법을 위한 말초삽입형 중심정맥관(PICC) 사용 경험
서울아산병원 - 박정윤, 백미경, 김세라, 권혜리, 양수진

6. 삼성서울병원 NST(Nutrition Support Team)의 초기 경험
삼성서울병원 - 서정민, 최연호, 김영호, 한동진, 이은경, 민명숙, 최영혜, 김은미, 라미용

▶ 16:30 ~ 17:40 자유연제 Ⅱ
1. 사지마비뇌성마비환자의 경관영양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아동병원 - 조성숙, 최수정, 설승민

2. 중환자실 경관급식환자 Protocol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고대의료원 부속 안산병원 - 이명희, 박효정, 최혜주, 김주미, 조경은

3. Synergistic Effects of Bovine Colostrum and Glutamine in Diclofenac Induced Gut
Damages and Bacterial Translocation in Rat
중앙대 용산병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 김정욱, 전우규, 김은정, 신명숙

4. Analysis of Trace Elements before and after Gastrectomy in Stomach Cancer Patients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외과 - Jong K. Kim, Choong B. Kim

5. 위절제 환자의 초기 영양상태 개선 활동에 관한 연구
국립암센터 - 조영아, 위경애, 김형숙, 배재문, 신동욱
6. 근치적 위절제술 후 관찰된 영양지표의 변화: 6개월 추적관찰
전북대학교병원 - 김찬영, 임미진, 조백환, 유철희, 이수택, 김원, 김동찬, 김행순, 김주신, 김인수, 김선형

7. 중중의 화상 환자에서 성장 호르몬희 효과에 관한 연구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 정영철, 전성실, 이윤식, 박진현, 이병철

▶ 15:30 ~ 16:30 포스터 발표 자유연제 Ⅲ
1. A Case of Refeeding Syndrome, Mild Form
울산의대 아산강릉병원 - 최정희, 권숙정, 이현주, 박계월, 홍지희, 서수정, 김은철, 김용호, 한명식

2. 저나트륨혈증의 신속한 교정 후 발생한 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
단국대학교병원 - 남궁환, 가소영, 최혜은, 정경희, 안명자, 한선희, 이정은, 신정은, 김은철, 김용호,
강봉진, 이두선

3. 소아 TPN의 간담도계 합병증에 대한 Ursodeoxycholic acid의 예방 효과
삼성서울병원,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 김지희, 민명숙, 인용원, 손기호, 최경업,
최연호, 백남선, 이숙향, 박태선

4. 신경계질환자의 영양상태와 경장영양 공급방식에 따른 영양개선 효과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 - 김희정, 강은희, 이종호, 김오연

5. 노인 당뇨병 환자의 영양 상태 판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정수현, 김소연, 손정민, 장학철

6. 종합병원 정맥주사팀의 역할 및 활동
서울아산병원 - 백미경, 박정윤, 김세라, 권혜리, 양수진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영양지원팀 전산화 소개
보험공단 일산병원 - 권국환, 김보경, 유지형, 이상훈, 이지은, 조귀래, 지수나, 황영선

8. 부적절한 NST 관리에 의한 합병증례 1예 보고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 전예나, 김진희, 황은정, 이명덕

9. 신경외과 환자의 중환자실 영양공급의 추후 영향 평가
분당차병원 - 양은주, 이은
10. 성인에서 이상회전(malrotation)과 단장(short bowel)이 복합되어 가성폐쇄 및 장관 부전증을 보인 증례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외과 - 하윤권, 강민수, 이윤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