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9년 8월 21일(금) 08:30~17:50

장 소: 쉐라톤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 비스타홀

 08：30∼09：00 등   록 

▣ Vista 1 ▣

 09：00∼10：00 연수 강좌 (Educational Session) I: Basic Course

좌 장：이정균(원광의대 외과), 남궁형욱(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1. 탄수화물, 단백, 지질의 대사 김경식(연세의대 외과)

2. Nutritional Assessment 이호선(세브란스병원 영양팀)

3. Enteral Feeding 박미선(서울대학교병원 영양팀)

4. Parenteral Nutrition 김현아(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Vista 2, 3 ▣

 09：00∼10：00 연수강좌 (Educational Session) II: Advanced Course 

좌 장：홍  정 (아주대병원 외과), 라미용(삼성서울병원 영양팀)

1. Nutritional Support in DM and Dyslipidemia 설지영(충남의대 외과)

2. Nutritional Support in Gastrointestinal Diseases 윤동섭(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3. Nutritional Support in Cancer 이혁준(서울의대 외과)

 10：00∼10：20 Coffee Break

▣ Vista 1, 2, 3 ▣

 10：20∼10：50 Special Lecture I 좌장：김충배(연세의대 외과)

Application of Nutrigenetics to Metabolic Syndrome 이종호(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0：50∼11：50 Symposium I: Nutrition 분야의 정책적 발전 - “영양집중지원 수가화 워크숍” 그 이후

좌장：한호성(서울의대 외과), 강은희(서울아산병원 영양팀)

1. “영양집중지원 수가화를 위한 워크숍” 경과 보고 이태희(건양의대 소화기내과)

2. 경장 영양  이송미(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

3. 정맥 영양   김승란(서울아산병원 약제부)

4. 건강보험급여정책 방향  염민섭(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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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12：10 총회 및 격려사 격려사：손숙미(국회의원)

 12：10∼13：10 Luncheon Seminar 좌장：조백환(KSPEN 회장)

Controling Oxidative Stress in Surgical Patients Gary Paul Zaloga (MD, MA, FACN, FCCM)

 13：10∼13：50 직능별 Round Table Discussion (영양지원의 현안과 문제점)

의  사 (진행: 이도상(성가병원 외과), 윤익진(건국의대 외과))

간호사 (진행: 조미화(세브란스병원 간호부), 박상임(분당서울대병원 간호부))

영양사 (진행: 염혜선(분당서울대병원 영양팀), 김형미(세브란스병원 영양팀))

약 사 (진행: 김귀숙(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정선영(삼성서울병원 약제부))

 13：50∼14：10 Discussion 결과 발표 좌장：한명식(강릉아산병원 외과)

 14：10∼14：30 Special Lecture II 좌장：이종인(원자력의학원 외과)

KSPEN의 역사 이윤식(침례병원 외과)

 14：30∼14：50 Coffee Break

 14：50∼15：50 자유연제 좌장：고영관(경희의대 응급의학과), 박영우(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권국환(일산병원 외과), 신완균(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Vista 1 ▣

 15：50∼16：50 Symposium II: Malnutrition in Geriatrics

좌장：정상영(전남의대 외과), 조영연(삼성서울병원 영양팀)

1. 노인의 영양 김광일(서울의대 노인병내과)

2. 노인의 Malnutrition 치료 백현욱(분당제생병원 내과)

3. Nutitional Support for Adult ICU 홍석경(서울아산병원 외과)

▣ Vista 2 ▣

 15：50∼16：50 Symposium III: Malnutrition in Pediatrics

좌장：서정민(삼성서울병원 외과), 김행순(전북대병원 약제부)

1. 소아의 영양 김현영(가천의대 길병원 소아외과)

2. 소아의 영양평가 지표 김은미(삼성서울병원 영양팀)

3. 소아의 Malnutrition 치료 김경모(서울아산병원 소아과)

▣ Vista 1 ▣

 16：50∼17：50 ESPEN, ASPEN, KSPEN Guideline 비교 

좌장：김승주(고려의대 외과), 류환선(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

1. ESPEN Guidelines Review 조용석(한강성심병원 외과)

2. ASPEN Guidelines Review 최수안(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3. KSPEN 영양지원 매뉴얼 [가이드라인] 유희철(전북의대 외과)

Panel: 신동우(분당제생병원 외과), 조미화(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김선형(전북대병원 영양팀), 김정태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약무팀) 

 17：50 우수연제 및 포스터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