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세션 및 특별강연 참가 안내문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외 식품영양학계의 주축으로 국민 건강 증진 활동과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을 진행해온 사)한국영양학회가 2019년 10월 11일에 Seoul Dragon
City Hotel에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 추계학술대회는 식품영양학 분야의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근거를 기초로
한 현장에서의 적용성까지 아우르는 ‘Translational Research in Nutrition: from
Lab to Practice’를 주제로 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식품
영양관련 전문 연구자와 산업체, 국가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현재 직면한 건강 문제를 식품영양학적 관점으로
통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접하고,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며, 산업적 활용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
되어 귀 기관에 세션 공동 진행 및 특별강연 참여 여부를 문의 드리니, 다음 장의
프로그램 구성(안)을 보시고 내년 2월 중순 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2019년도 사)한국영양학회 회장 권 오 란

2019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및 54차 정기총회
2019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International Conference
-Translational Research in Nutrition: from Lab to Practice▶ Date: October 11, 2019. 9:00~17:30
▶ Venue: Seoul Dragon City Hotel, Grand Ballroom (5f.)
(https://www.seouldragoncity.com/ko/location/)

▶ Program (tentative)
09:00- Registration
09:30
-10:10
10:10
-10:20
10:20
-11:00
11:00
-11:40
11:40
-12:20

Special lecture 1

Special lecture 2

Break
Opening & Award ceremony
Plenary lecture 1
Plenary lecture 2

12:20
-13:40 Lunch & Lecture 1 (30")

Lunch & Lecture 2 (30")

General Assembly

Session 1
Vitamin D

Session 2
Nutrition and
Brain Function

Session 3

Oral presentation

Session 4
Lipids

Session 5
Precision Nutrition
Industry

Session 6

Session 7

13:40
-14:10
14:10
-14:40
14:40
-15:10
15:10
-15:30 Break

15:30
-16:00
16:00
-16:30
16:30
-17:00
17:00
-17:30 Award & Closing ceremony

▶ 세션 공동 진행 및 특별강연 세션 참가 조건 및 혜택 :
1) 공동 세션 및 특별강연 진행비 별도 문의 요망 (tel. 02-3452-0431)
2) 기관에서 원하는 주제 (영양과 건강 관련)를 학회 학술위원회와 협의 후 진행 가능
3) 세션 공동 진행 및 특별강연 참여 시 학술대회 전시회 참가, 자료집 광고, 각 종 인쇄물에
후원기관명 기재 가능 (학술대회 무료 참가인원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