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역학 연구방법론 워크샵
: 식사자료 수집 및 분석의 실제
식생활 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요구가 증가하면서, 식생활과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고 있습니다. 영양역학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영양역학 연구를 새로 시작하는 연구자나 영양역학 연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를 위해, 식사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강좌를 개최합니다. 본 강좌는 식사자료의 수집, 변수의 생성 및 처리, 건강결
과와의 관련성 분석에 대해 실습과 함께 진행할 것이며, 추후에 참가자들이 스스로 영양역학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강좌가 우리나라 영양역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기간 : 2017년 6월 19일(월) - 2017년 6월 23일(금) 5일간

2.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산실습실 220동 307호

3.

등록
• 등록기간 : 2017년 5월 15일(월) - 2017년 5월 26일(금)
• 등록비용 : (학생) 일별 8만원 / 전일 등록 시 40만원
(일반) 일별 10만원 / 전일 등록 시 45만원
• 등록방법 : 등록기간 중 https://goo.gl/forms/KdONiJ8UJ2cHwXHp1 에서 신청 가능
• 전일 등록자 우선이며, 신청 후 등록 확인 문자 발송

4.

워크샵 과정 및 등록 관련 문의 이메일(amakalin2@gmail.com) 및 전화 (010-2802-4871)

5.

강좌

일시

6.19(월)

6.20(화)

6.21(수)

6.22(목)

6.23(금)

강의시간

강좌내용

09:30-11:00

식사자료의 수집방법: 기존, 웹, 모바일 등

11:10-12:40

24시간회상 자료의 식사변수 처리: 식품(군), 영양소 등

14:00-15:30

FFQ자료의 식사변수 처리: 식품(군), 영양소 등

15:40-17:10

새로운 성분 변수의 생성 및 처리: 예) isoflvaone 등

09:30-11:00

식사패턴 분석의 실제: 군집분석

11:10-12:40

식사패턴 분석의 실제: 요인분석

14:00-15:30

식사 질 평가의 이해 및 변수 처리

15:40-17:10

다양한 식생활 변수 이해 및 처리

09:30-11:00

역학연구설계, 교란변수, 상호작용의 이해 및 변수처리

11:10 -12:40

건강변수의 생성 및 처리:발생률, 유병률등

14:00-15:30

식사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15:40-17:10

식사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 선형회귀분석

09:30-11:00

식사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이해

11:10-12:40

식사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실제

14:00-15:30

식사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 Cox 비례위험모형의 이해

15:40-17:10

식사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 Cox 비례위험모형분석의 실제

09:30-11:00

메타분석: 문헌검색 및 자료정리

11:10-12:40

메타분석: 문헌의 질 평가

14:00-15:30

메타분석: 범주형 자료분석의 실제

15:40-17:10

메타분석: Dose-response 분석의 실제

주 최 : 서울대학교 보건영양연구실 & 영양역학연구실
주관:

강사
서울대학교 정효지
가톨릭대학교 송윤주
서울대학교 정효지
한남대학교 송수진

서울대학교 신상아

국립암센터 위경애

단국대학교 김기랑

성신여자대학교 이승민

영남대학교 박경

서울대학교 이정은

경희대학교 제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