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원예 관련 업체

(경유)

제목 2022 한국원예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전시 참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본 학회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원예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1,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학 계열 학회로서 2022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15차 춘계

학술발표회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학술발표회에 귀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셔서 

전시 참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 개요

  1) 행사명: 2022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15차 춘계학술발표회

  2) 일  자: 2022. 5. 25(수) ~ 27(금)  *25(수) 운영위원 사전점검회의 

  3) 장  소: 대전컨벤션센터(http://www.dcckorea.or.kr)

나. 전시 개요

  1) 기  간: 2022. 5. 26(목) 09:00 ~ 27(금) 12:00

  2) 장  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층 중회의장 로비

  3) 신청 방법: (붙임 1) 전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 제출

붙임 1. 전시 참가 신청서 1부.

2. 행사 일정 1부.  끝.

(사) 한 국 원 예 학 회 장   이  희  재

사무국장 박유정(info@horticulture.or.kr) 사무총장 이준구(jungu@jbnu.ac.kr)

시행 한원22-40(2022.03.28.)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관 702호 / http://www.horticulture.or.kr

전화 063-226-6885, 6852 전송 063-226-9280



(붙임 1)

2022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15차 춘계학술발표회

전시 참가 신청서

￭전시 개요

행사명 2022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15차 춘계학술발표회(하이브리드)

전시 기간 2022. 5. 26(목) 09:00 ~ 27(금) 12:00

전시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장 로비

신청 방법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로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전시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본 사양

• 부스 크기: 200×180cm(가로×세로) 공간과 테이블・의자・전기 제공(부스 미설치)

• 무료 제공: 테이블(1), 의자(2), 전기(220v 콘센트 1개/전기 1kw), 테이블커버, 중식

※ 전시 위치는 참가비가 완납되는 순서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고, 참가사별 확정 위치 

및 세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마감 후 안내해 드립니다.

납부 기한 2022. 4. 29(금) 납부 방법 송금(농협 125-01-108602, 한국원예학회)

납부 금액
□ 1개 1,000,000원   
□ 2개 1,500,000원

문의처 063-226-6885(박유정 사무국장)

￭신청사 및 담당자 정보

업체/기관명

대표자

전화

주소 (우편번호) 

홈페이지

주요 품목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상기와 같이 2022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15차 춘계학술발표회 전시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2)

2022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15차 춘계학술발표회 행사일정

2022. 5. 25(수)~ 27(금), 대전컨벤션센터(http://www.dcckorea.or.kr)

5. 25(수)

16:00-21:00 운영위원 사전점검회의

5. 26(목)

08:30-09:00 등록(1층 중회의장 로비)

09:00-10:00 정기총회 및 시상식(2층 그랜드볼룸 201)
기
기
전
시
⁀ 1
층
중
회
의
장
로
비‿

10:00-12:00 특별강연(2층 그랜드볼룸 201)

12:00-13:00 중식(2층 그랜드볼룸 202)

13:00-14:00 인재 채용 설명회(1층 101~102)

14:00-18:00
채소분과 발표

(1층 101~102)

과수분과 발표

(1층 103~104)

화훼분과 발표

(1층 105~106)

기능성식물분과 발표

(1층 107~108)

5. 27(금)

08:30-09:00 등록(1층 중회의장 로비)
기
기
전
시
⁀ 상
동‿

09:00-13:00
시설원예분과 발표

(1층 101~102)

수확후관리분과 발표

(1층 103~104)

유전・육종분과 발표

(1층 105~106)

* 포스터 발표: 5. 26(목) 09:00 ~ 27(금) 18:00, 학술발표회 홈페이지(http://conference.horticulture.or.kr) 온라인 게시

* 취업 상담 부스: 5. 26(목) 09:00-18:00, 1층 중회의장 로비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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