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2012년

3월 23일 (금)

13:00~17:30

장 소•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대강당

13:30~14:00
14:00~14:05
14:05~14:10

등록
개회사 (Opening Remark)
축사

제1부 직종별 전문가 교육
14:10~14:15
14:15~14:25
14:25~14:35
14:35~14:45
14:45~14:55
14:55~15:05

이종인(KSEPN 회장)
송시헌(충남대학교병원장)

좌장: 김충배(세브란스병원 외과), 조영연(삼성서울병원 영양팀)

Introduction
TNT (의사)
TNT-CP (영양사)
INPT (약사)
NT-CPN (간호사)
토론

제2부 학부생 대상 교육
15:05~15:30
15:30~16:00

발제: 전북대학교 임상영양학 교육
토론

16:00~16:15

Coffee Break

제3부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16:15~16:25
16:25~16:35
16:35~16:45
16:45~16:55
16:55~17:05

서울아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토론

제4부 UCC 동영상 공모전 & 대상㈜ 연구기금 시상
17:05~17:15
17:15~17:25

UCC 동영상 공모전 시상 및 상영
KSPEN-대상㈜ 연구기금 시상

17:25~17:30

폐회사 (Closing Remark)

이명덕(서울성모병원 외과)
신동우(분당제생병원 외과)
강은희(서울아산병원 영양팀)
김정태(강동경희대병원 약제부)
박정윤(울산의대 임상간호학)
지정토론자: 박치민, 라미용, 이호선, 조미화

좌장: 김인호(동산의료원 외과), 한명식(강릉아산병원 외과)
조백환(전북대학교병원 외과)
지정토론자: 신완균, 김경모, 김경식, 설지영

좌장: 이종인(원자력병원 외과), 박영우(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이연미(서울아산병원 영양팀)
손준호(대구파티마병원 외과)
이상일(충남대학교병원 외과)
이관주(대전성모병원 외과)
지정토론자: 서정민, 김건국, 김선형, 김귀숙, 나은주

좌장: 김승주(NST위원회 위원장)

김승주(NST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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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인호(동산의료원 외과), 한명식(강릉아산병원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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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티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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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UCC 동영상 공모전 & 대상㈜ 연구기금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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