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MAP

회원가입안내
회원 가입 신청서 혹은 심포지엄 참가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평생회원이 되시면 등록비 감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회원이 되기를 원하시면 www.kspghan.or.kr [대한소아
소화기영양학회(소소영)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 하시거나
학회사무실(TEL : 02-717-2259 FAX : 02-717-226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등록안내 및 문의

2018년 소아청소년
영양 심포지엄

• 사전등록 마감일 2018년 8월 19일 (일)
• 평 생 회 원 사전등록 5만원 / 당일등록 6만원
•전

문

의 사전등록 6만원 / 당일등록 7만원

• 전공의, 공보의,

국철

등록비 송금 안내

버스 (정류장명 : 세브란스병원 앞, 연세대학교 앞)

• 계 좌 번 호 신한은행 100-024-007314

(예금주 :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록자는 주차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단,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등록 기간이 지나면 등록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 문산 - 신촌기차역 - 서울역 (신촌기차역에서 걸어서 8분)

• 간선버스 (파랑) 153, 161, 163, 171, 172, 272, 370, 470, 472,
601, 606, 708, 750A, 750B, 751
• 지선버스 (초록) 03, 04, 05, 6711, 6714, 7017, 7024, 7613, 7712,
7713, 7720, 7726, 7727, 7728, 7737

등록문의

• 광역버스 (빨강)&좌석버스 76, 76-1, 77, 773, 800, 1000, 1200,
1900, 2000, 9600, 9602, 9702, 9706, 9708, 9713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11층 1108호

• 경기 일반버스 567

2018년 9월 9일 [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대한의사협회 5평점 / 대한영양사협회 2평점

- 아이들을 위한 바른 먹거리,
건강한 식사 0 4 1 5 6

평점 : 대한의사협회 5평점 / 대한영양사협회 2평점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 걸어서 15분, 03, 04, 05, 7024 연계
•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 - 7024, 7737 연계
• 5호선 충정로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 6호선 합정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11층 1108호
TEL : 02-717-2259 FAX : 02-717-2260
kspghn@gmail.com

지하철

보내는 곳

사전등록 4만원 / 당일등록 5만원
약사, 영양사, 간호사
•학
생 사전등록 2만원 / 당일등록 2만5천원
• 만65세 이상 평생회원 등록비 면제
• 사전등록시 다음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시고 홈페이지
(www.kspghan.or.kr)의 사전등록란에 입력해주시거나,
참가 신청서를 FAX(02-717-2260)로 보내 주십시오.

• TEL 02-717-2259 • FAX 02-717-2260
• E-mail kspghn@gmail.com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INVITATION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맑고 대지는 선선한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영양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바른 먹거리와
건강한 식사를 위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기획한
심포지엄입니다.
진료실에서 흔하게 보는 성장장애와 비만 어린이에 대한
실제적인 영양상담을 알려 드립니다. 개정된 성장 도표를
이용하여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을 위하여 급식, 간식, 외식,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와 제대로 된 이유식과 영양 보충제
사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질병상황에 따른 영양 지원과
치료식에 대한 증례를 통하여 진료 일선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대한소아과학회와 함께
‘소아청소년 영양 지침서’를 비롯하여 ‘식이 상담 가이드’ 등 소아
진료에 필요한 영양관련 책자 발간에도 힘써 왔으며, ‘영양 교육
증례’ 뉴스레터를 통한 질병 상황 별 영양 지원치료 증례도 매월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고 그 동안 발행된 뉴스레터와 책자를 참고하면 각 질환에
적절한 영양 요법의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회원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지킴이가
되는데 항상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장 최 병 호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is
indexed by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in addition to PubMed and Scopus. ▶http://www.pghn.org/

PROGRAM
08:50-09:00
09:00-10:30
09:00-09:25

2018년 소아청소년 영양 심포지엄

- 아이들을 위한 바른 먹거리, 건강한 식사 -

회장 인사 및 개회사
Session 1. 영양소(Nutrients)와 식품 안전(Food Safety)
1. 아이에게 좋은 지방, 나쁜 지방

회장 최병호
좌장: 한양의대 김용주,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권오란
충북의대 이지혁

2018년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영양 심포지엄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성

명

음식이 병을 만든다?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에서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한 최신 지견들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09:25-09:30
09:30-09:55

Q&A
2. 국내 시판 비타민-미네랄 보충제의 허와 실

단국의대 이건송

우리나라 소아에서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사용 실태와 더불어 보충제 사용의 득과 실, 그리고 제대로 된 보충제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09:55-10:00
10:00-10:25

Q&A
3. 안전한 먹거리의 시작, ‘식품 첨가물’ 제대로 알기

근 무 병 원

서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김정원

진료나 영양상담 시 놓치기 쉬운 국내 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독성물질, GMO식품 등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할 사항을 점검해 봅니다.

10:25-10:30
10:30-10:45
10:45-12:15
10:45-11:10

Q&A
Coffee break
Session 2. 진료실에서 개정된 성장도표 활용과 상담의 실제
1. 진료실에서 개정된 성장도표 해석과 활용법

소 속 의 사 회 (시/도)		

(시/군/구)

전문의번호
좌장: 서울의대 양혜란,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이송미
서울의대 문진수

2017년도 새롭게 개정된 성장도표의 해석과 영유아건강검진 및 소아환자 진료에서의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1:10-11:15
11:15-11:40

의사면허번호

Q&A
2. 진료실에서 만나는 저체중아, 성장부진아의 영양상담 노하우

순천향의대 이유민

직

위 ㅁ 개원의 ㅁ 봉직의 ㅁ 전공의 ㅁ 기타

근무처 주소

(우편번호 :

)

성장부진으로 판정 받은 소아에서 건강한 따라잡기 신체성장을 위한 영양상담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상담에 적용해 봅니다.

11:40-11:45
11:45-12:10
12:10-12:15
12:15-13:15
13:15-14:00

Q&A
3. 진료실에서 접하는 과체중아, 비만 아동의 영양상담 노하우

제주대학교병원 영양사 강민숙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판정 받은 소아청소년에서의 체중조절과 합병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과 영양상담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상담에 적용해 봅니다.

Q&A
Lunch time
Session 3. 특강: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소아영양 빅데이터 연구

좌장: 경북의대 최병호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임현정

최근 빅데이터 연구가 임상 각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 블루오션인 소아영양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연구의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최신 연구 성과들을 알아봅니다.

13:55-14:00
14:00-14:15
14:15-16:15
14:15-14:40
14:40-14:45

Q&A
Coffee break
Session 4.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식사, 건강한 식단
1. 의사가 알려주는 건강한 이유식 가이드

Tel :

좌장: 이화의대 서정완, 울산의대 김경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염혜원

건강한 이유식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이유식 관련 최신 지견을 업데이트하여 진료 시 상담의 팁과 함께 제시합니다.

Q&A
2.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실태와 개선안에 대한 제언

차의과학대 정수진

14:45-15:10

학교 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기 아이들의 하루 한 끼 식사로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내 학교 급식의 현황과 연관된 건강 문제를 심층 파악하여,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15:10-15:15

Q&A
3. 질병에 이르는 식사 - 건강한 외식, 건강한 간식 가이드

분당제생병원 김아리

15:15-15:40

최근 국내외 소아청소년 비만이나 음식 섭취와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에서의 건강한 간식 섭취와 외식에 대한 최신 지견을 업데이트하여
진료 시 상탐의 팁과 함께 제시합니다.

15:40-15:45

Q&A
4. 소아 입원 환자를 위한 치료식 완전정복

Fax :

E-mail :
송금인(등록인과 다를 경우)
ㅁ 평생회원 : 50,000원 / (당일등록) 60,000원
ㅁ 전문의 : 60,000원 / (당일등록) 70,000원
ㅁ 전공의, 공보의, 약사, 영양사, 간호사 : 40,000원 / (당일등록) 50,000원
ㅁ 학생 : 20,000원 / (당일등록) 25,000원
ㅁ 만65세이상 평생회원 : 면제
송 금 일 자

년

월

일

세브란스병원 영양사 신경훈

15:45-16:10

병원에 입원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적절한 경구 섭취와 경장 영양을 위한 질병에 따른 다양한 치료식과 제제를 총망라하여 실제 증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임상 진료에 적용해 봅니다.

▣ 홈페이지 (www.kspghan.or.kr)의 사전등록란에 입력해주시거나,

16:10-16:15
16:15-16:20

Q&A
폐회사 및 기념 촬영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4-007314 (예금주: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참가 신청서를 입금증 사본과 함께 FAX (02-717-2260)로 보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