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12차 춘계학술발표회 행사일정

2020. 5. 20(수)~23(토),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www.expo2012.kr)

5월 20일(수)

16:00 - 21:00 운영위원 사전점검회의

5월 21일(목)

08:30 - 09:00 등록(1층 로비) 및 포스터(홀수) 부착(2층 로비)

09:00 - 10:00 이사회(B1층 세미나실7)

기
기
전
시
⁀ 1
층
복 
도‿

10:00 - 11:00 특별강연(1층 컨퍼런스홀)(좌장 : 정병룡, 경상대학교)
1. Personalized Phytoceutical Platform(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 이기원 교수)
2. 농업, 원예분야와 태양광 발전의 협업을 위한 솔라 쉐어링-영농형 태양광 발전(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정재학 교수)
3. 미래 농작물 연구전망(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이석하 교수)

11:00 - 12:00

12:00 - 13:00 포스터 발표(홀수) 및 심사(2층 로비)

13:00 - 14:00 중식(B1층 세미나실1~4) 편집위원회의(B1층 세미나실5)

14:00 - 15:00

채소분과 발표

(기념관 1층 그랜드홀A)

화훼분과 발표

(1층 컨퍼런스홀)

※2020 관상식물유전자원 
국제 심포지엄(ISGO2020) 

회의 개최

과수분과 발표

(기념관 1층 그랜드홀B)

기능성식물분과 발표

(B1층 세미나실4)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환영만찬(에뿌제웨딩홀 3층 연회장)

19:00 - 20:00

※ 원로회의(B1층 세미나실7) : 5. 21(목) 16:00 - 17:00

5월 22일(금)

08:30 - 09:00 등록(1층 로비) 및 포스터(짝수) 부착(2층 로비)

09:00 - 10:00 시상식(1층 컨퍼런스홀) 국제학생 교류광장(B1층 세미나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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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00
정기총회(1층 컨퍼런스홀)

- 회무 및 감사 보고(사무총장 김대일, 감사 홍윤표・김완순)
- 회장 이・취임식(회장 한지학, 신임회장 정병룡)

11:00 - 12:00 포스터 발표(짝수) 및 심사(2층 로비)

12:00 - 13:00 중식(에뿌제웨딩홀 2층 연회장)

13:00 - 14:00

시설원예분과 발표

(기념관 1층 그랜드홀A)

유전 · 육종분과 발표

(1층 컨퍼런스홀)

수확후관리분과 발표

(기념관 1층 그랜드홀B)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5월 23일(토)

09:00 - 13:00 개별 견학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과별 발표 일정

2020. 5. 21(목)~22(금),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www.expo2012.kr)

채소분과 5. 21(목) 14:00-18:00, 기념관 1층 그랜드홀A

발표시간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좌장

14:00-14:40 채소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채소 분야 적응 연구 김성겸(경북대학교) 전창후
(서울대학교)14:40-15:20 채소02 조미채소 재배 생리와 육종 곽정호(목포대학교)

15:20-18:00 채소03~ 구두발표

과수분과 5. 21(목) 14:00-18:00, 기념관 1층 그랜드홀B

발표시간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좌장

14:00-14:40 과수01
Genome-wide Transcriptional Analysis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Related with Disease Resistance in Vitis spp.
윤해근(영남대학교) 박희승

(중앙대학교)
14:40-15:20 과수02 '한국형 블루베리 재배시스템 개발'을 위한 과수 연구 김진국(경상대학교)

15:20-18:00 과수03~ 구두발표

화훼분과 5. 21(목) 14:00-18:00, 1층 컨퍼런스홀

발표시간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좌장

14:00-14:30 화훼01 우리 고대 사회의 생활원예 김규원(영남대학교) 송천영

(한국농수산대학교)14:30-15:00 화훼02 한국의 자생란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종석(서울여자대학교)

15:00-18:00 화훼03~ 구두발표

기능석식물분과 5. 21(목) 14:00-18:00, B1층 세미나실4

발표시간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좌장

14:00-14:40 기능01 대사체농업(Metabolite farming) 기반 기능성 생물소재 생산 박기훈(경상대학교)

최영환

(부산대학교)

14:40-15:10 기능02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식물의 표준화 및 밸리데이션 이상현(중앙대학교)

15:20-15:50 기능03 기능성식물의 여성갱년기 효능 검증 강기성(가천대학교)

15:50-16:20 기능04 엉겅퀴를 이용한 건강식품 제품화 연구
심재석

(임실생약영농조합법인)

16:20-18:00 기능05~ 구두발표

시설원예분과 5. 22(금) 13:00-17:00, 기념관 1층 그랜드홀A

발표시간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좌장

13:00-13:40 시설01 시설원예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
이충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종향

(원광대학교)
13:40-14:20 시설02 토양 수분센서를 이용한 효율적 토경관수 방안 김종윤(고려대학교)

14:20-17:00 시설03~ 구두발표



수확후관리분과 5. 22(금) 13:00-17:00, 기념관 1층 그랜드홀B

발표시간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좌장

13:00-13:40 수확01
Effect of Drying Temperature on the Metabolites Changes in 
Ganoderma lucidum

김호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 홍세진

(강릉원주대학교)
13:40-14:20 수확02 조중생 신품종 사과의 수확이후 대사체 연구 이지현(중앙대학교)

14:20-17:00 수확03~ 구두발표

유전·육종분과 5. 22(금) 13:00-17:00, 1층 컨퍼런스홀

발표시간 발표번호 발표제목 발표자(소속) 좌장

13:00-13:40 유전01
Chromosomal Study in the Genome Research of Horticultural 
Plant

김현희(삼육대학교)

송관정

(제주대학교)
13:40-14:20 유전02

Crop Yield Improvement by Understanding Shoot Apical 
Meristem Development

제병일(부산대학교)

14:20-15:00 유전03
Construction of Polyploid Genome, Hibiscus syriacus, Using 
Long-read Sequencing

김용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15:00-17:00 유전04~ 구두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