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5회

KSPEN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Nutrition support over the life cycle”
2016. 6. 24. (금) 08:00~18:00 쉐라톤워커힐호텔 비스타홀

08:00~08:20

Lobby

08:20~08:30

Vista 1

Vista 1
08:30-09:50
Vista 2,3

09:50~10:10

Lobby

등 록
신완균 (KSPEN 회장)
홍 정 (KSPEN 이사장)

개회사
연수강좌(Educational Session) I - Basic Course
1. Calculation of nutritional requirement in adult
2. Protein energy malnutrition
3. Cancer cachexia
4. Sarcopenia-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조용석 (한강성심병원 외과), 김은미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강주희 (수원여대 식품영양학과)
백희준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김정혜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실)
신동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외과)

연수강좌(Educational Session) II - Advanced Course
1. Review of updated ASPEN/SCCM guidelines in adult critically ill patients
2. Clinical considerations in neurodegenerative disorders
3. Nutritional support in chronic neurologic disease
4. Adverse effects of Total Parenteral Nutrition

권국환 (일산병원 외과), 임정현 (서울대학교병원 영양과)
김현정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이순태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지은 (효자병원 영양과)
김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Coffee Break

10:10~10:50

Vista 1,2,3

한호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Special Lecture
Parenteral nutrition in cancer patients. New concepts of the old method
Prof. Leiderman (Intensive Care Medicine of Ural State Medical Academy)

10:50~11:20

Vista 1,2,3

회장 강연
The aspect of research in pharmaconutrient metabolism

11:20~11:50

Vista 1,2,3

총회 및 사업보고
Intermission

11:50~12:00
12:00~13:00

13:00~14:10

Vista 1

Luncheon Seminar I

TBA

Vista 2,3

Luncheon Seminar II

TBA

Vista 1

자유연제 I - 구연발표

김정욱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송경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Vista 2,3

자유연제 II - 구연발표

박도중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김귀숙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Hall

Poster presentatioin

Vista 1

Vista 2,3

김경모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재희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Symposium I - Nutritional support in Preterm Infants
김성신 (순천향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1.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tabolism and nutrition in Preterm Infants
윤지혜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2. Parenteral Nutrition Support in Preterm Infants
김연경 (서울아산병원 영양팀)
3. Enteral Nutrition Support in Preterm Infants
김이경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4. The long-term prognosis of nutritional support in preterm infants

Lobby

Coffee Break

Vista 1

Symposium II - Home Parenteral Nutrition (PN)
1. Home PN for Inflammatory Bowel Diseases: indication
2. Complication and clinical management
3. Education and management in a patient receiving Home PN
4. Current state and case review of Home PN

16:00~17:30
Vista 2,3

17:30~17:50
17:50~18:00

류승완 (동산의료원 외과), 위경애 (국립암센터 영양과)

박영규 (화순전남대병원 외과), 배재문 (삼성서울병원 외과)
3rd KSPEN-KSSMN Joint Symposium - The era of the human gut microbiota
고광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1. Phylogenetic and Funcational Analysis of Human Microbiome using Korean Twins
이동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2. The role of microbiota in cancer
이인규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3. The role of microbiota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as nutritional therapy

14:10~15:40

15:40~16:00

홍 정 (KSPEN 이사장)
신완균 (KSPEN 회장)

Vista 1

김정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부), 박정윤 (울산대학교 임상간호학)
김대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민자경 (삼성서울병원 가정간호)
권지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Symposium III - Nutritional support in elderly patients
1. Nutritional problems by aging
2. Nutritional assesment and choice of nutritional strategy for elderly patients
3. Review of recent guidelines on nutrition in elderly patients
4. Drug and nutritional interaction in the elderly

김경식 (세브란스병원 외과), 김선형 (전북대학교병원 NST)
김대현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박연환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선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
최나예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우수연제 및 포스터 시상
폐회사

홍 정 (KSPEN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