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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온라인 송출

INVITATION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회에서 NST-KSPEN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존의 NST 워크숍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두번째 NST
학술대회에 여러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요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외래 기반 NST 활동과 특수 병동에서의 NST 활동, 그리고 NST
QI 활동에 관한 내용 등으로 진행됩니다.
계속되는 COVID-19의 상황으로 인해 학술대회가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여러 연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열띤 토론의 장을 기
대했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팀에서 참가와 토론에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알차고 유용한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NST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임상영양활동을 펼
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배재문
NST 위원장 백무준
강주희

PROGRAM
12:00~12:30 등록
12:30~12:35 개회사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배재문

12:35~12:40 축사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회장 김정태

Session 1 Initiating NST activity for outpatients

삼성서울병원 외과 배재문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민명숙

12:40~13:00 외래에서 NST 활동

서울대학교병원 간호팀 설은미

13:00~13:20 외래에서 NST 활동을 위한 준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영양팀 허자은

13:20~13:40 집중영양치료 외래 진료 확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외과 신동우

13:40~14:00 Panel discussion (Q & A)

삼성서울병원 외과 이상훈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과 정성진

14:00~14:20 Coffee Break

Session 2 NST activity for special patients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팀 김정태
강북삼성병원 영양팀 김은미

14:20~14:40 Burn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외과 윤재철

14:40~15:00 COVID-19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박준범

15:00~15:20 Critical care

삼성서울병원 외과 박치민

15:20~15:40 Chronic management in brain damage

서울한일병원 영양팀 곽보아

15:40~16:00 Panel discussion (Q & A)

아주대학교병원 영양팀 이연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안태성

Session 3 NST Practice Quality Improvement 1

건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태희
삼성서울병원 임상간호학연구소 민자경

16:00~16:10 NST 의뢰 활성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선 활동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팀 기남희

16:10~16:20 Volume based feeding protocol 적용을 통한 외상 중환자의 영양공급 개선
아주대학교병원 영양팀 김미향

16:20~16:30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NST consult 처방 활성화하여 신생아 영양관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영명

16:30~16:50 Panel discussion (Q & A)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외과 이재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양팀 한민지

16:50~17:00 Coffee Break

Session 4 NST Practice Quality Improvement 2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백무준
수원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강주희

17:00~17:10 집중영양치료로 산정률 향상을 통한 병원수익 증대

경희대학교병원 영양팀 이인석

17:10~17:20 영양집중지원(NST)의뢰환자의 영양중재 EN이행률(%)

예수병원 간호팀 최지혜

17:20~17:30 영양집중지원 서비스 제공 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활동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영양팀 강내영

17:30~17:50 Panel discussion (Q & A)

삼성서울병원 약제팀 김정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영양팀 박유경

17:50~17:55 우수 발표기관 시상식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NST 위원장 백무준

17:55~18:00 폐회사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NST 위원장 백무준

REGISTRATION
·사전등록 마감일 : 2022년 1월 17일(월)까지
구분

사전등록

회원

30,000원

비회원

50,000원

·회 원 : 30,000원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비회원 : 50,000원 (연회비 미납부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 모두)
·등록안내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255-093381-13-001 (예금주: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 등록비 송금시 반드시 등록한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사전등록 시 인터넷 사전등록만 하시고 등록비 송금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비만 송금하고
인터넷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 및 등록비 입금이 이뤄져야 합니다.
- 사전등록 신청 시 면허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평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평점
1. 약사 : 2평점
2. 임상영양사 : 4평점

사전등록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E-mail: kspen06@hanmail.net ┃ Tel: 02-733-8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