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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라톤워커힐호텔 비스타홀

08:00~08:50

등 록

08:50~09:00

개회사

Vista 1

Vista 2

Vista 3

연수강좌(Educational Session) I-Basic Course

연수강좌(Educational Session) II-Advanced Course

Symposium IConsideration and selection of EN formula

좌장 : 김승주(고대안산병원 외과), 민명숙(삼성서울병원 약제부)
09:00~10:10

백현욱(KSPEN 회 장)
홍 정(KSPEN 이사장)

좌장 : 김정욱(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송경자(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좌장 : 송근암(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선형(전북대학교병원 NST)

1. Screening and diagnosis of malnutrition
1. Nutritional Support in the patients with colitis
1. Sources and formulation of macro- and micro김보은(삼성서울병원 영양팀)
계봉현(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수희(대상웰라이프본부)
nutrients in EN formula
최고운(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2. Nutritional Support in the patients with COPD
2. Vitamins and trace elements
2. Special formulas for specific disease or conditions
이흥범(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강경란(경희의료원 영양팀)
3. Monitoring of nutritional support and complications
송수진(서울아산병원 NST) 3. Nutritional Support in the patients with dialysis
3. Formulation and engineering of diarrhea
배은희(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임정현(서울대학교병원 급식영양과)
management formula

Coffee Break

10:10~10:30

NST Symposium-NST 수가화 이후 KSPEN 정책방향과 효율적인 NST 운영
좌장 : 김경식(세브란스병원 외과), 홍석경(서울아산병원 외과)
10:30~12:10

1. NST certification
2. Educational program
3. Membership management
4. Effective organization and practice of NST under current policy
5. Future direction : Given Tasks

12:10~12:30

김경모(NST위원회 위원장)
류승완(교육심사위원회 위원장)
이태희(회원자격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서정민(EN위원회 위원장)
신동우(보험위원회 위원장)

총 회

Luncheon Seminar

12:30~13:30

prof. Jonathan M. Asprer(University of Santo Tomas, Philippines)

Optimizing EN-PN to improve outcomes in critical illness

Special Lecture

13:30~14:10

Dr. Ilia Leiderman(Ural State Medical Academy)

Nutritional support issues in ICU septic patients

자유연제 - 구연 I
14:10~15:10

좌장 : 정상영(전남대학교병원 외과), 김은미(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좌장 : 백현욱(분당제생병원 내과)

자유연제 - 구연 II
좌장 : 이혁준(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김태희(세브란스병원 간호부)

Poster 발표 / 전시
Coffee Break

15:10~15:30

2nd KSPEN-KSSMN Joint SymposiumNutritional considertions in pediatric surgery
좌장 : 홍 정(아주대학교병원 외과), 한호성(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Symposium IITailored nutritional support in food allergy
and severe skin problems

Symposium IIIUp-to-date of pharmaconeutrients: focusing on
clinical outcomes

좌장 : 조용석(한강성심병원 외과), 박정윤(울산대학교임상전문간호학과) 좌장 : 이태의(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외과), 김정태(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부)

이수영(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1. Medical and surgical treatment of NEC
1. Food allergy
15:30~17:00
이상훈(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2. Bed sore
박선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영양실)
2. Nutritional support in complicated NEC
3. Major burn and extensive soft tissue injury
김미진(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양형태(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3. Surgical treatment and perioperative nutritional support in
설지영(충남대학교병원 외과)
Hirschsprung’s disease
4. Long term nutritional considerations in long-segment
송지영(서울대학교병원 영양과)
Hirshsprung’s disease
17:00~17:20

우수연제 및 포스터 시상

17:20~17:30

폐회사

박효정(삼성서울병원)
1. Role of parenteral glutamine
2. Role of supplemental or exclusive parenteral omega-3 fatty acid
조영재(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3. Clinical impact of selenium in ICU
심홍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과)
4. Citrullin as an innovative amino acid
양진아(서울아산병원 약제팀)

홍 정(KSPEN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