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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 08:50 등    록 

 Vista 1,2 08:50 개회사 백현욱 (KSPEN 회장)

 Vista 1,2 09:00 ~ 10:00 연수강좌 (Educational Session) I. – Basic Course  
    좌장: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 라미용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1. Metabolic changes in acute stress conditions  조용범 (삼성서울병원 외과) 

   2. EN과 PN의 선택과 이행  안혜성 (보라매병원 외과)

 Vista 3 09:00 ~ 10:00 연수강좌 (Educational Session) II. –Advanced Course  
    좌장: 한명식 (강릉아산병원 외과) / 송경자 (서울대병원 간호본부) 

   1. 간 수술 환자의 영양지원  윤익진 (건국대병원 외과) 

   2. Parenteral access 관련 합병증 및 예방을 위한 관리  박정윤 (울산의대 임상전문간호학)

  10:00 ~ 10:20 Coffee Break 

 Vista 1,2,3 10:20 ~ 11:00 Special Lecture 좌장: 백현욱 (KSPEN 회장) 

   Title: To be announced  
    Prof. Enrico Fiaccadori (Parma University Medical School, Italy)

 Vista 1,2,3 11:00 ~ 11:40 Round Table Discussion 1         진행: 이태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외과) 

   Recent trend in critical care nutrition   
    지정토론자: 박치민 (삼성서울병원 외과), 김원경 (보라매병원 영양팀)

 Vista 1,2,3 11:40 ~ 12:.30 총회 

 Vista 1,2,3 12:30 ~ 13:30 Luncheon Seminar 좌장: 이종인 (원자력의학원 외과) 
   Principles of Enteral feeding Prof. Dr. med. John Friedrich Stover 
   Fresubin – the enteral solution from FK Dr. Erica A Pestana

 Vista 1,2,3 13:30 ~ 14:10  Round Table Discussion 2 진행: 이도상 (부천성모병원 외과) 

   Selection of commercial PN formulation   
   지정토론자: 정재희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정주원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이현정 (서울대병원 간호본부)

  14:10 ~ 14:20  Intermission 

 Vista 1,2 14:20 ~ 15:20 자유연제 구연 발표 I 좌장: 권국환 (일산병원 외과) / 유희철 (전북대병원 외과) 

 Vista 3 14:20 ~ 15:20 자유연제 구연 발표 II 좌장: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외과) / 손은선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15:20 ~ 15:40  Coffee Break 

 Vista 1,2 15:40 ~ 17:20  Symposium I: Nutrition Support in Elderly Patients  
    좌장: 배재문 (삼성서울병원 외과) / 김선형 (전북대학교병원 영양집중지원팀) 
   1. Metabolic changes in elderly patients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2. Nutrition assessment in elderly patients  강주희 (분당제생병원 영양과) 

   3. Nutrition support methods in elderly patients  정순섭 (이화여대 목동병원 외과) 

   4. Drug-Nutrient interaction in elderly patients  노주현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Vista 3 15:40 ~ 17:20 Symposium II: Nutrition Support in Specific Conditions  
    좌장: 정상영 (전남대병원 외과) / 김정태 (강동경희대병원 약제부) 
   1. Long-term nutrition support  이호선 (세브란스병원 영양팀) 
   2. Nutrition Therapy in patients receiving ECMO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외과) 
   3. Nutrition support for short bowel syndrome  박효정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4. Nutrition support in psychiatric patients  함봉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Vista 1,2 17:20 ~ 17:40 우수 연제 및 포스터 시상 

 Vista 1,2 17:40 폐회사 백현욱 (KSPEN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