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원예 관련 업체 대표

(경유) 전시 담당

제목 2022 한국원예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전시 참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본 학회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원예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1,900여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농학 계열 학회로서 2022 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및 제116차 추계학술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전시 참가 신청을 하셔서 귀사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 개요

  1) 행사명: 2022 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및 제116차 추계학술발표회

  2) 일  자: 2022. 11. 2(수) ~ 11. 5(토)  * 2(수) 운영위원 사전점검회의, 5(토) 개별 견학 및 관광

  3)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http://www.iccjeju.co.kr)

  4) 일  정: 붙임 참고

  5) 참가 인원: 약 900여 명(학회 회원, 산학관연 원예 관련 전문가 등)

나. 전시 개요

  1) 기  간: 2022. 11. 3(목) 09:00 ~ 11. 4(금) 15:00

  2) 장  소: ICC JEJU 3층 로비

  4) 규  모: 18부스(부스 미설치, 200×180cm 공간 및 테이블/의자/전기 제공)

  5) 참가비: 1개 부스 100만원, 2개 부스 150만원

  6) 신청 방법: 학회 홈페이지(https://www.horticulture.or.kr) 학술발표회 광고/전시 메뉴의 신청서

(구글 폼)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7) 납부 방법: 송금(농협 125-01-108602, 한국원예학회)

  ※ 전시 위치는 참가비가 완납되는 순서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며, 참가사별 확정 위치 및 세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마감 후 안내해 드립니다.

다. 문의처

  1) 전시 사무국: (주)엠더블유네트웍스 전윤지 주임(070-8670-3357, yjjeon@mwnetworks.co.kr)

  2) 학회 사무국: (사)한국원예학회 박유정 사무국장(063-226-6885, info@horticulture.or.kr)

붙임  행사일정 1부.  끝.

(사) 한 국 원 예 학 회 장   임  기  병

사무국장 박유정(info@horticulture.or.kr) 사무총장 황승재(hsj@gnu.ac.kr)

시행 한원22-77(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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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63-226-6885, 6852 전송 063-226-9280



∙행사명: 2022 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및 제116차 추계학술발표회

∙일자: 2022. 11. 2(수)~11. 5(토)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http://www.iccjeju.co.kr)

11. 2(수)

16:00-21:00 운영위원 사전점검회의

11. 3(목)

08:30-09:00 등록 및 포스터(홀수) 부착(3층 로비)

09:00-11:00
특별강연(3층 한라홀A)

- Carbon Footprint and Future Horticultural Production (Dr. Will Healy, Ball Horticultural Company, USA)

- 탄소중립시대 시설원예의 과제와 해결 방안(이충근 소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기
기
전
시⁀ 3
층

로
비‿

11:00-12:00 이사회(3층 301호) 인재 채용 설명회(3층 한라홀A)

12:00-13:00 포스터(홀수) 발표 및 심사(3층 로비)

13:00-14:00 중식(5층 탐라홀BC) 편집위원회의(3층 301호)

14:00-17:30

한국원예학회 시설원예분과 ․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공동 심포지엄

※시설원예분과와 연계

(3층 한라홀A)

유전 ․육종분과 발표

(3층 한라홀B)

수확후관리분과 발표

(3층 삼다홀)

*취업 상담 부스: 11. 3(목) 14:00-16:00, 3층 로비

*원로회의: 11. 3(목) 16:00-17:00, 3층 302호

11. 4(금)

09:00-09:30 등록 및 포스터(짝수) 부착(3층 로비)

기
기
전
시⁀ 
3
층

로
비‿

09:30-11:00 임시총회 및 시상식(3층 한라홀A)

11:00-12:00 포스터(짝수) 발표 및 심사(3층 로비) 한국과수품종연구회(3층 삼다홀)

12:00-13:00 중식(5층 탐라홀BC)

13:00-16:30
채소분과 발표

(3층 한라홀A)

화훼분과 발표

(3층 한라홀B)

과수분과 발표

(3층 삼다홀)

기능성식물분과 발표

(4층 402)

11. 5(토)

09:00-13:00 개별 견학 및 관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일정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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