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ns.or.kr

2020 KDRIs Satellite Meeting
�Date : 2019, October 18 (Fri.), 12:40-17:30
�Venue : ECC Theater (ECC Hall B4), Ewha Womans University
�Program (Closed meeting)
12:40-13:00

등록
Dr. Joseph V. Rodricks (Ramboll Environ, USA)

13:00-14:30

제외국 현황 업데이트

14:30-14:50

Coffee Break

Dr. Hidemi Takimoto (NIBIOHN, Japan)
Dr. Feili Lo Yang (Fu Jen Catholic Univ., Taiwan)

14:50-15:10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연구] 개요 및 진행 상황

15:10-17:10

2020 KDRIs 이슈 토론

17:10-17:30

총평 및 맺음말

찾아오시는 길

2019 ೠҴনഥ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 그랜드볼룸 (5F)
지하철 용산역 3번 출구, 컨벤션 타워 5층 (이비스 엘리베이터 탑승)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0길 95
전화 : 02-2223-7000

Ҵઁࣿഥ

권오란 교수 (한국영양학회장/이화여대)

Translational Research
in Nutrition
: from Lab to Practice

영양소별 분과장
이명숙 교수 (KDRI 제정위원장/성신여대)
김양하 교수 (KDRI 개정위원장/이화여대)

Seoul Dragon City Hotel

※ 참석대상 : 2020 KDRIs 제∙개정 검토위원 및 연구진, 관련부처 실무진

사전등록 방법
�2019년 9월 27일(금)까지 학회 홈페이지(www.kns.or.kr) 학술행사
사이트에서 등록 신청
�학술대회 등록비 : 상기 사이트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가능,
결제 완료 후 직접 영수증 출력 가능
회원 등록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일반 회원

100,000
150,000
60,000
60,000

130,000
170,000
80,000
80,000

일반 비회원
학생 회원
학생 비회원
단체 사전등록

2019. 10. 11(Fri) 09:00 - 17:30
Seoul Dragon City Hotel, Grand Ballroom (5F)

지하철
1호선 용산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
4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
주차 안내
호텔 주자장 이비스 구역에 주차 가능, 주차권 제공

60,000

※ 등록관련 문의 : kns2@kns1.or.kr 로 이메일 요망

포스터 발표 신청 방법

주최｜

•2019년 9월 23일(월)까지 학술행사 사이트상에서 사전등록 후에 초록
제출 가능
•초록 저자 중 1인 이상 학회 회원 (2019년까지 연회비 납부 완료)이고,
학술대회 사전등록을 한 분들에 한해 초록 제출 가능
•포스터 발표 시간 (10월 11일)과 준비사항 등을 9월 중에 학회 홈페이지
및 신청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한국암웨이㈜·DSM Nutrition Korea Ltd.·대상㈜·CJ CHEILJEDANG

▶ 본 학술대회는 영양사협회의 전문영양사 전문연수교육 기타 4평점 인정됩니다.
▶ 본 학술대회 자료집은 프로그램북만 인쇄하여 제공하고, 초록과 발표원고는
e-Book으로 제작하여 참가자 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학술대회 참석 시 e-Book을 보실 수 있는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영양학회

후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농촌진흥청

Tel: 02-3452-0435 E-mail: kns2@kns1.or.kr
http://www.kns.or.kr

한국식품연구원·동서식품㈜·(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눔코리아 주식회사
새한산업·㈜뉴트리·주식회사 두열바이오텍·㈜바이오푸드씨알오
㈜에이스바이옴·㈜퓨젠바이오·한국문화정보원·주식회사 키코로
이화여대 BK21·㈜노바렉스·㈜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한국식품산업협회·성신여대 비만과학연구소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바이오토프·㈜영양과미래·ChunLab Inc.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세준푸드·㈜비피도

초청의 말씀

PROGRAM

국내외 영양학계 중심으로 폭넓은 학술 연구와 교류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한국영양학회가 2019년 10월 11일 서울

October 11 (Friday)

October 11 (Friday)

09:00- Registration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Special Education Session 2
좌장 : 김희남 교수 (고려대)
A dietary intervention study using
gut microbiome analysis
김태욱 선임연구원 (ChunLab)
GB 1
GB 2

Special Education Session 1

최근 그동안 축적해온 영양학 기반지식을 사회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09:30 좌장 : 이해정 교수 (가천대)
Human intervention study for foods
-10:10 or its constituents
정세원 박사 (BioFood CRO)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영양학계 동향에 발맞추어 식품영양학 분야의
기초연구부터 현장적용까지 아우르는‘Translational Research in

(아주대)

영양학 분야에서의 전환연구 적용을 위한 최신 지견을 살펴보고, 전환연구

좌장 : 차연수 교수 (KNS 고문, 전북대)

10:40 Plenary Lecture I｜Application of translational research
-11:20 paradigms to nutrition practice

GB

- Dr. Carol J. Boushey (University of Hawaii Cancer Center, USA)

국가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식품영양학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
하고 상호의견을 교류하면서 현재 직면한 건강 문제를 식품영양학적 관점
으로 통찰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좌장 : 강영희 교수 (차기회장, 한림대)

11:20 Plenary Lecture Ⅱ｜Metabolic syndrome and beneficial
-12:00 food factors for the management

GB

- Dr. Tsuyoshi Goto (Kyoto University, Japan)

또한 2020 KDRIs Satellite Meeting을 10월 18일에 이화여자대학교 내
ECC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외국 DRIs의 최신 동향 및 2020
KDRIs에 대한 진행 보고와 이슈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Lunch

GB 1,2,3

12:00
-13:40 Poster Presentation

GGR

General
Assembly
GB 4

Session 2
Session 3
Oral
Session 1
Presentation
Vitamin D as
How can
Omega-3 fatty
diverse players in
nutrition alter
acid (DSM 후원)
health
brain function? 좌장 : 박용순 교수 좌장 : 이승민 교수
좌장 : 한성림 교수 좌장 : 김경아 교수
(한양대)
(연세대)
(서울대)
(충남대)
김현숙 교수
부소영 교수 (대구대)
임윤숙 교수 (경희대) 임현정 교수 (경희대)
(숙명여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B 1

GB 2

GB 3

Vitamin D and
autophaqy in
tuberculosis
조은경 교수

Nutritional
consideration in
schizophrenia
양수진 교수

(충남대)

(서울여대)

The nutritional role
and importance of
omega-3 to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 of Korean
박성선 전무

2019년 9월
(사)한국영양학회장 권

오란
13:40
-14:1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Young
Scientist’s
Oral
Presentation
in English

(Ochsner Medical
Center, USA)

총 11명 발표
(13:30~15:20)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Session 7
Role of dietary
Precision
Muscle aging Metabolomics for
factors in lipid
nutrition from
and metabolic
dietary
metabolism:
science to health
diseases
biomarkers
current status
industry
(한국식품연구원후원) (농촌진흥청 후원)
and perspectives 좌장 : 김기준 교수 좌장 : 하태열 박사 좌장 : 최정숙 박사
좌장 : 김은미 박사
(숙명여대)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강북삼성병원)
이명숙 교수
전태일 교수 (전남대)
권성원 교수
(성신여대)
(서울대)
염경진 교수 (건국대)

GB

- 개회사 권오란 학회장, 축사

다양한 기술적 제안 및 현장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학계,

(이화여대)

The upcoming
omega-3 research
for preventing
cardiovascular
disease
Dr. Carl J. Lavie

15:10-15:30 Break

사회 : 한성림 학술이사 (서울대)

10:20
-10:40 Opening Ceremony

의 근간이 되는 영양학 기반연구 성과들뿐만 아니라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The effects of
prolonged
starvation on
brain structure
and function
김지은 교수

10:10-10:20 Break

Nutrition: from Lab to Practice’
를 주제로 영양학 분야의 전환연구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Vitamin D status
and its
14:40 relationship with
clinical outcomes
-15:10
in Korean
주남석 교수

(종근당건강)

14:10
-14:40

Beneficial effects
Vitamin D status of naringin in the
The omega-3
and genetic
global research
nigrostriatal
variation
update
dopaminergic
박용주 교수
Dr. Peter Van Deal
system
(DSM, Switzerland)
(전남대)
김상룡 교수
(경북대)

GB 4

GB 1

GB 2

Role of berry
Novel statistical
polyphenols in
approach for
the stimulation of
personalized
15:30 transintestinal
nutrition
cholesterol
Dr. Mads Fiil
-16:00
excretion
Hjorth
(Univ. of Copenhagen,
김보경 교수

16:00
-16:30

(부산대)

Denmark)

Dietary fats and
cardiometabolic
disease
박 경 교수

The future of
nutrigenetics
testing in DTC
market
조은영 박사

(영남대)

((주)미젠스토리)

GB 3

GB 4

Gut-microbiota
derived
metabolite and
muscle aging
류동열 교수

Nutrition and
cancer:
molecular
epidemiologic
approaches
Dr. Marc Gunter

(성균관대)

(IARC-WHO,
France)

Molecular
mechanism of
Metabolomics
autophagy defects
approach for
in NAFLD and
dietary biomarker
discovery of
장환희 박사
autophagy inducer
(농촌진흥청)
정창화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Young
Scientist’s
Oral
Presentation
in English
총 11명 발표
(13:30~15:20)

Impact of vitamin
D in human and
16:30
mouse lipid
metabolism
-17:00
박은미 교수
(한남대)

Mitochondrial
New functional
dysfunction is the food materials for
key detrimental
cardiovascular
factor in the
disease
acute insulin
amelioration based
resistance
on metabolomics
(강남미즈메디병원)
안지윤 박사
황경아 박사
Clinical
application of
nutrigenomics
김경철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사회 : 김양하 학술이사 (이화여대)

17:00
Award Ceremony & Closing
-17:30 - 시상식 (공로상, 학술상, NRP피인용상, ASN Award, 우수발표상)
※ 세션장소 : GB (Grand Ballroom), GGR (meeting room GoGuRyeo)
※ 포스터 발표 안내
1) 포스터부착물 크기 : 가로 80cm * 세로 150cm에 발표자료 자유형식으로 제작
2) 9월 중 학회 홈페이지상에 발표 일시와 포스터 번호 공지 예정
(초록분야별로 10월 11일 오전/오후로 나뉘어 발표 예정)

G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