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연구성과 심포지엄

KoGES 코호트 자료 활용
우수성과 발표회
2017. 11. 30.(목) 09:30-17:30
서울시 역삼동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한국과학기술회관 내 12층)
주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행/사/개/요

목

적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통합·연계자료 소개
•연구성과 교류 및 우수성과 포상을 통한 연구 활성화

주 요 내 용 •최신 유전체 및 환경역학 연구동향 공유
•KoGES 코호트별 연구성과 발표
•코호트 통합 및 연계자료 소개
•KoGES 분양자료 활용 우수 연구성과 발표
Session I - Plenary lectures
09:30 ~ 09:50

등 록

09:50 ~ 10:00

개회사 / 축 사

10:00 ~ 10:40

Plenary lecture I - Precision medicine and cohort study

정해관ㅣ성균관대학교

10:40 ~ 11:20

Plenary lecture II - Genomic approach for treatment target discovery and validation

원홍희ㅣ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11:20 ~ 12:00

Plenary lecture II - Genetic Epidemiology Studies toward Precision Medicine

조윤신ㅣ한림대학교

12:00 ~ 13:00

기념촬영 및 점심식사

Session II - KoGES 코호트별 연구성과
13:00 ~ 13:25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안성)

조남한ㅣ아주대학교

13:25 ~ 13:50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안산)

신 철ㅣ고려대학교

13:50 ~ 14:15

농촌 기반 코호트

신민호ㅣ전남대학교

14:15 ~ 14:40

도시 기반 코호트

신상아ㅣ서울대학교

14:40 ~ 15:00

휴식 (Coffee break)

Session Ⅲ - KoGES 분양자료 활용 우수연구성과 발표
15:00 ~ 15:20

KoGES 코호트 통합 및 연계자료 이용 안내

유전체역학과

15:20 ~ 15:40

정신건강의학분야에서의 KoGES 코호트 자료 활용

김도관ㅣ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15:40 ~ 16:00

KoGES 자료를 활용한 한국인 좌심실 비대증 위험 유전지표 발굴 연구

홍경원ㅣ(주)테라젠이텍스

16:00 ~ 16:20

Metabolic syndrome in breast cancer survivors with high carbohydrate consumption

박보영ㅣ국제암대학원대학교

16:20 ~ 16:40

혈중 지질농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와 영양소의 상호작용: 식이지방산 섭취량을 중심으로

이혜자ㅣ국립보건연구원

16:40 ~ 17:00

Alcohol consumption, ALDH2 gene variants and cardiovascular Health:
A Mendelian Randomization approach

신민정ㅣ고려대학교

17:00 ~ 17:20

안산 - 안성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야간의 인공조명과 수면 건강 연구

정기영ㅣ서울대학교

17:20 ~ 17:50

우수성과 시상식 / 폐회사

사전/등록/안내

사전등록을 위해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비 무료)
•연락처 : 유전체역학과 곽혜경, 이나경 (hkwak225@korea.kr, 043-719-6733, 6744)
•마감일 : 2017. 11. 24.(금)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점심과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교/통/안/내

지하철 이용시

한남대교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동호대교

신논현역

버스 이용시
•간선버스(파랑) :140, 144, 146, 341, 360, 402, 407,
408, 420, 440, 441, 462, 470, 730
•지선버스(초록) : 3412, 4412
•광역버스(빨강) : 1
 550, 1550-1, 9100, 9200, 9300,
9404, 9408, 9503, 9700, 9711
•공항리무진(갈색) : 6000, 6020
(강남역, 강남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 뉴욕제과,
강남역 하나은행, 강남역 세무서앞 하차)

국기원

SC컨벤션센터

어린이도서관
교대역

KB손해보험

강남역

한국과학기술회관 내

던킨도너츠
국기원사거리

잠실

역삼역

우리은행
12번 출구

양재역

4번 출구

포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