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회 일본영양개선학회 학술총회’를 요코하마에서 개회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기다리겠습니다.
제 61회
회 일본영양개선학회학술총회 회장
나
나카무라
테이지(가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학 학장)
中村 丁次（神奈川県立保健福祉大学 学長）
学長

일시
2014년 8월 20일(수)) ~ 22일(금)
22
장소
퍼시피코 요코하마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1-1-1)
요코하마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간친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토미라이1-1-1)
가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학 실천교육센터(연구자유집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나까오 1-5-1)
사전참가신청: 6월 20일(금) 정오까지
초록모집기간: 4월 15일(화) 정오까지
자세한 내용은 영양학잡지 Vol.71, No. 6, 또는 제 61회 일본영양개선학회학술총회 홈
페이지(http://www2.convention.co.jp/kaizen61/index.html
http://www2.convention.co.jp/kaizen61/index.html)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 학술강연~
◆ 학술총회회장 강연
8월 20일(수) 14:30~15:30
“실천영양의 심화와 확대 ~연계와 조정의 필요성~”
강연자: 마카무라 테이지(제 61회 일본영양개선학회학술총회 회장)
좌장: 하야부치 히토미(후쿠오카 여자대학 교수)
◆ 특별강연Ⅰ
8월 20일(수) 15:30~16:30
“인류의 진화와 식물(食物)과 병”
강연자: 다카하타 나오유키(소고겐큐다이가쿠인대학 학장)
좌장: 스즈키 카즈하루(도코 농업대학 교수)
◆ 특별강연Ⅱ
8월 20일(수) 16:30~17:30
“건강수명과 영양”
강연자: 츠지 데츠오(도쿄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특임교수)
좌장: 코노 스미노리(국립건강∙영양연구소 이사장)
◆ 수상강연
8월 21일(목) 11:10~12:10
좌장: 카토우 히데오(토호쿠 여자대학 교수)

~ 심포지엄∙강연 ~
◆ 메인 심포지엄Ⅰ
8월 21일(목) 9:00~11:00
“영양학-새로운 도전 일본영양개선학회설립 60주년기념”
좌장: 호소야 노리마사(도쿄대학 명예교수)
키도 야스히로(교토부립대학 대학원 교수)
심포지스트: 다나카 케이지(도쿄도 의학종합연구소 소장)
키도 야스히로(교토부립대학 대학원 교수)
시라이 코오지(세이진카이 미하마병원이사, 연구개발부장, 토호대학명예교수)
미야카와 테루오(토호쿠대학대학원 교수)
공동개최: 일본영양식량학회, 일본임상영양학회
◆ Memorial Lecture of ICD 2008 Ⅰ
8월 21일(목) 11:10~12:10
강연자: Marsha Sharp(국제영양사연맹 사무국장)
좌장: 나카무라 테이지(가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학 학장)
◆ Memorial Lecture of ICD 2008 Ⅱ
8월 22일(금) 9:00~10:00

강연자: Sharon Donovan(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좌장: 코마츠 타츠시(토우시샤 여자대학 교수)
◆ 공동개최 심포지엄①
8월 21일(목) 11:30~13:30
“로코모티브 신드롬과 골다공증에 있어서 영양개선의 중요성”
공동개최: 일본정형외과학회, 일본골다공증학회
좌장: 오오타 히로아끼(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
우에니시 카즈히로(여자영양대학 교수)
심포지스트: 우에니시 카즈히로(여자영양대학 교수)
오오에 타카시(나도가야병원 원장, 로코모챌린지! 추진협의회 부위원장)
호소이 타카유키(켄코인 클리닉 부원장)
이시바시 히데아끼(이나병원 정형외과부장)
협찬: 아지노모토 주식회사
◆ 공동개최 심포지엄②
8월 22일(금) 9:00~12:15
“제 5회 한일공동심포지엄”
공동개최: 일본영양개선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제 1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따른 재택영양케어 활동의 연계와 조정
좌장: 스기야마 미치코 (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교수)
다나카 히로유키 (도쿄 가세이가쿠인대학 교수)
심포지스트: 미야지마 토시히꼬 (오까야마대학 객원교수, 전 후생노동성 노인보건복지국 국장)
쿠즈야 마사후미 (나고야대학 대학원 교수)
타카다 가즈코 (국립 건강・영양 연구소 영양 케어・매니지먼트실장)
다나카 카즈미 (야마토 시청 건강복지부 건강 만들기 추진과(課) 주임)
제 2부 한국에서의 지역 영양 활동 시스템과 실천 활동
Chairperson: 이시다 히로미(여자영양대학 교수)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
Speaker: 이영미 (가천대학교 교수)
“지역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사 서비스 시스템과 과제”
김정현 (배재대학교 교수)
“지역 고령자를 위한 영양•식사 서비스 시스템과 과제”
◆ 공동개최 심포지엄③
8월 22일(금) 10:00~12:00
“의식농 연계에 의한 기능성 식품(애그리 메디컬푸드)의 연구, 개발, 보급의 진보”
공동개최: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좌장: 요시가와 토시카즈(교토부립의과대학 학장)
오이가와 츠토무(여자영양대학 교수)
심포지스트: 야마모토(마에다) 마리(농연기구식품종합연구소 식품기능연구 영역장)
오오츠보 켄이치(니이가타대학 교수)
다카기 토모히사(교토부립의과대학 부교수)
스기우라 미노루(농업 연구소기구 과수(果樹)연구소 선임연구원)
쿠라누키 사치(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부교수)

◆ 스폰서 심포지엄①
8월 21일(목) 11:30~13:30
“내장 지방으로 되기 어려운 식사”
협찬: 카오(Kao)주식회사 헬스케어식품연구소
좌장: 고오다 토시나오(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타케미 유카리(여자영양대학 교수)
심포지스트: 사카네 나오키(교토의료센터 임상연구센터 예방의학연구실 실장)
미야자와 테루오(토호쿠대학대학원 교수)
다카세 히데오(카오(Kao)주식회사 헬스케어식품연구소)
오시마 미와코(퀄리티 라이프 서비스)
◆ 스폰서 심포지엄②
8월 22일(금) 12:30~14:30
“와쇼쿠(和食)를 과학하다”
협찬: 아지노모토 주식회사
제 1부 와쇼쿠 엣센스 ‘다시∙우마미’를 배우다
제 2부 와쇼쿠 엣센스 ‘다시∙우마미’의 건강가치를 생각하다
◆ 스폰서 심포지엄③
8월 22일(금) 14:50~16:50
“Diet Quality and Health Benefits of Dairy Products ~건강한 식사의 과학적 평가법~”
협찬: 다농 재팬 주식회사, 공익재단법인 다농 건강영양재단
Chairperson: 나카무라 테이지(가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학 학장)
Sharon Donovan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Speaker: Adam Drewnowski (Professor, University of Washington)
Sharon Donovan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 심포지엄①
8월 21일(목) 9:00~11:00
“암 치료를 지탱하는 영양 관리의 실천”
좌장: 테라모토 후사코(가와사키의료복지대학 교수)
타니구치 히데키(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교수)
심포지스트: 히키 나오키(암연구회 아리아케병원 소화기센터 위 담당부장∙영양부 부장)
이나노 토시미(시즈오카현립 시즈오카 암센터 영양실장)
치바 쥰(미와의원 원장, 요코스카시 의사회 부회장)
◆ 심포지엄②
8월 21일(목) 9:00~11:00
“학교 급식법을 의무법으로 하려면 ~모든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좌장: 다나카 노부코(슈쿠도쿠대학 객원교수)
카네다 마사요(여자영양대학단기대학부 교수)
심포지스트: 요시다 카츠시(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교수)
후쿠오카 히데오키(와세다대학 종합연구기구연구원 교수)
스가 아야(마츠야마시립 히메야마 초등학교 영양교사)

◆ 심포지엄③
8월 21일(목) 13:50~15:50
“향후 글로벌 영양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영양학이란?”
좌장: 무라야마 노부코(니가타현립대학 교수)
이시카와 미도리(국립보건의료과학원 주임연구관)
심포지스트: 무라야마 노부코(니가타현립대학 교수)
미즈모토 가오리(후쿠오카여자대학 부교수)
요시이케 노부오(아오모리현립 보건대학대학원 교수)
이시카와 미도리(국립보건의료과학원 주임연구관)
◆ 심포지엄④
8월 21일(목) 14:50~16:50
“새로운 식사섭취기준 2015”
좌장: 히시다 아끼라(야이즈시립종합병원 사업관리자, 하마마츠의과대학 명예교수)
나카무라 테이지(가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학 학장)
심포지스트: 코노 미호(후생노동성 건강국 암대책∙건강증진과 영양지도실장)
타다 노리오(도쿄지케이회 의과대학 객원교수)
카츠가와 후미노리(케이오 기쥬쿠대학 스포츠의학연구센터 교수)
아마가이 테루요시(무코가와 여자대학 교수)
키도 야스히로(교토부립대학 대학원 교수)
소네 히로히토(니가타대학대학원 교수)
◆ 심포지엄⑤
8월 21일(목) 14:50~16:50
“실천영양학은 재미있다”
좌장: 가와시마 유키코(세이마리안나 의과대학병원 영양부장)
스즈키 이사오(나고야경제대학대학원 교수)
심포지스트: 아다치 가요코(일반사단법인 임상영양 실천협회 이사장)
아다치 미유키(여자영양대학 명예교수)
니카와 다케시(도쿠시마대학대학원 교수)
◆ 심포지엄⑥
8월 22일(금) 10:00~12:00
“여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계와 조정”
좌장: 스즈키 시호코(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교수)
카메이 아키코(국립스포츠과학센터 선임연구원)
심포지스트: 코시미즈 다카코(후쿠오카대학 교수)
마츠다 다카오(국립병원기구 니시벳푸병원 스포츠의학센터장)
이케하타 아유미(쥰텐도대학 스포츠건강과학부 연구원)
◆ 심포지엄⑦
8월 22일(금) 10:00~12:00
“NST의 현상과 과제”
좌장: 미즈노 후미오(일본 적십자사 의료센터 영양과장)
토시미츠 구미코(에히메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영양부 부장)
심포지스트: 아베 나오미(센다이시 의료센터 센다이오픈병원)
요시우치 사와코(간사이의과대학 히라가타병원 영양관리부)
도리이 다카시(효고현힙 어린이병원 영양관리부 영양관리과 주사)

다카무라 하루미(도쿄 타카나와병원 영양관리실)
◆ 심포지엄⑧
8월 22일(금) 13:50~15:50
“영양교육의 최전선”
좌장: 아카마츠 리에(오차노미즈대학대학원 부교수)
사이토우 쵸토쿠(아오모리현립보건대학 강사)
심포지스트: 타케미 유카리(여자영양대학 교수)
사노 요시코(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부교수)
시데 켄이치로(교토대학 의학부부속병원 질환영양치료부 부부장)
다나카 야요이(고마자와여자대학 교수)

~ 교육강연 ~
◆ 교육강연①
8월 21일(목) 9:00~10:00
“앞으로의 영양 행정과 관리 영양사의 기본 방향”
강연자: 코노 미호(후생노동성 건강국 암대책∙건강증진과 영양지도실장)
좌장: 사케모토 세이지(미나미 큐슈대학 교수)
◆ 교육강연②
8월 21일(목) 10:00~11:00
“당뇨병 식사 요법의 기본 방향과 과제”
강연자: 우츠노미야 카즈노리(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교수)
좌장: 카와노 유카리(도쿄농업대학 교수)
◆ 교육강연③
8월 21일(목) 11:00~12:00
“고령자의 종말기 의료 -인공적·수분영양보급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연자: 오오우치 야스우치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토라노몬병원 원장)
좌장: 오오끼 카즈코(스기야마여학원대학 교수)
◆ 교육강연④
8월 21일(목) 13:50~14:50
“CKD 중증화예방법의 실제(From-J 연구의 결과로부터)”
강연자: 야마가타 구니히로(츠쿠바대학대학원 교수)
좌장: 오까 준(도쿄가정대학 교수)
◆ 교육강연⑤
8월 21일(목) 13:50~14:50
“효과적으로 NST를 진행시키려면: 큰 병원에서의 NST활동”
강연자: 후카츠 카즈히코(도쿄대학 부교수)
좌장: 이케모토 신지(세이토쿠대학 교수)
◆ 교육강연⑥
8월 22일(금) 9:00~10:00
“식품성분표와 영양표시의 과제”
강연자: 와타나메 토모코(치바현립보건의료대학 교수)

좌장: 다테 치구사(효고현립대학 교수)
◆ 교육강연⑦
8월 22일(금) 9:00~10:00
“IPT((Interprofessional Team)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실천”
강연자: 오오츠카 마리코(사이타마현립대학 교수)
좌장: 하야시 시즈코(의료법인 하세가와카이 쇼난하스피탈 영양과 과장)
◆ 교육강연⑧
8월 22일(금) 13:50~14:50
“어린이의 발육과 수면의 관계”
강연자: 미야자키 소오이치로(시가의과대학 특임교수)
좌장: 키무라 미치코(다카사키 건강복지대학 교수)
◆ 교육강연⑨
8월 22일(금) 13:50~14:50
“사회격차와 식∙영양”
강연자: 후쿠다 요시하루(야마구치대학 교수)
좌장: 요시이케 노부오(아오모리현립보건대학 교수)

~ 시민공개강좌 ~
8월 22일(금) 13:30~15:30
“건강수명 일본최고를 목표로”
강연자: 구로이와 유우지(가나가와현 현지사)
아베 시로우(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명예교수)
야모리 유키오(무코가와여자대학 국제건강개발연구소 소장)
친 켄이치(아카사카 시센한덴(사천반점))
좌장: 마카무라 테이지(제 61회 일본영양개선학회학술총회 회장)
나카마루 치즈코(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현 영양사회 회장)
협찬: 오오츠카제약 주식회사

~ 일반강연(구연발표∙포스터발표) ~
8월 21일(목) ∙ 22일(금)

~ 기타 ~
◆ 실천영양학연구세미나 ◆ 연구자유집회 ◆ 런천(기업공동개최교육)세미나
◆ 기업전시 ◆ 서적전시

◆ 영양상담

◆ 간친회(요코하마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 연계개최 ~
∙ 2014년도 전국영양개선대회∙전국영양사회
∙ 제 3회 일본영양교육학회
8월 23일(토) (가나가와현립 보건복지대학)

각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 등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