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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행사와 연계한 “완도 탄소제로 해조마을 선포식”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방안 국제 심포지엄(CO2)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복합양식 (I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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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연안 해조 생태계 변화(Algal disease & invasive species)

일정별 프로그램
2017.04.14. (금)
2017.04.15. (토)
2017.04.16. (일)
2017.04.17. (월)

셔틀버스
심포지엄 관련 셔틀버스 안내 (원네스 ↔ 박람회장)



학회 개요학회 개요

학회 모토 : 학회 모토 : Sustainable Seaweed Industry for Blue Carbon (지속가능한 해조산업과 탄소저감)
일시/장소 : 일시/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 17일(월) / 완도 원네스리조트 14-17일(3박4일) 리조트
국내 초청연사 :국내 초청연사 : 완도군수, 도지사, 해수부관계자, 조류학회 전임 회장 등
국제 초청연사 :국제 초청연사 : 각 세션별 초청연사 – 별첨(학회일정)

심포지엄 프로그램심포지엄 프로그램

개막 행사와 연계한 “완도 탄소제로 해조마을 선포식”

완도 엑스포 개막 장소, 영상 5-10분 완도군수님 멘트 세레모니

학회장인 완도 윈네스 호텔에서 선포 (협회장)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인원이 많이 없을 경우, 16일 대토론회 전에 촬영)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방안 국제 심포지엄(CO2)

좌장 : 부산대학교_정익교 교수

일정 : April 15, 2017/Saturday/ 2:30pm~4:30pm, 7:30pm~8:30pm

장소 : Seminar A (1F)

연사 : 중국(2), 호주, 인도네시아(2), 필리핀, 미국, 한국(2)

주요내용 : 기후변화 심포지엄은 그 동안의 CO2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조류 연구자들과 ‘해조류를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토의를 진행하는 국제 심포지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복합양식 (IMTA)

좌장 : 인천대학교_김장균 교수

일정 : April 15, 2017/Saturday/9:00am~12:10pm

장소 : Seminar A (1F)

연사 : 칠레,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포르투갈, 터키, 중국, 미국, 한국(4)

주요내용 : IMTA를 통한 해조류의 최근 연구와 과제, 해조류의 상업적 재배, 지속 가능한 수생 생태계 접근법 등.. 9개국 나라에서의 현재 진

행중인 연구를 발표함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토의

기후변화대응 해조류 양식 (Seaweed aquaculture)

좌장 : 국립수산과학원_황은경 박사

일정 : April 15, 2017/ Saturday /4:30pm~6:10pm

장소 : Seminar A (1F)

연사 :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한국

주요내용 : 세계적인 기후변동과 관련한 양식환경 변화로 새로운 해조류 양식 품종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조류 신품종 개발 현황과 양식 해조류의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연구발표

바다숲 조성 (Maintenance of Marine Forest)

좌장 : 부경대학교_김창훈 교수

일정 : April 16, 2017/Sunday/11:10am~12:10pm

장소 : Seminar A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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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Seminar A (1F)

연사 : 일본, 한국

주요내용 : 한국과 일본에서의 바다 숲 조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연구 발표

조류의 산업적 응용 (Microalgae)

좌장 : 동서대학교_조만기 교수, 인하대학교_이철균 교수

일정 : April 16, 2017/Sunday/8:00am~11:00pm

장소 : Seminar A (1F)

연사 : 미국, 독일(3), 한국

주요내용 :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 생산 위한 연구, 해양 거대 조류의 미래 전망 등 조류의 다양한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연구 발표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연안 해조 생태계 변화(Algal disease & invasive species)

좌장 : 전남대학교_김광용 교수

일정 : April 16, 2017/Sunday/1:10pm~4:35pm

장소 : Seminar A (1F)

연사 : 스페인, 미국, 러시아, 영국, 한국

주요내용 :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연안 해조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해양 난균류의 질병에 관련 연구 발표

일정별 프로그램일정별 프로그램

2017.04.14. (금)

해외연사 초청해외연사 초청

해외연사 컨택 교수 초청 연사 인천공항 영접

영접교수 인천공항→완도 이동

심포지엄 참가 등록 후 저녁 (원네스리조트)

국제 해조류 박람회 오프닝 행사 참석 (해조류박람회개막장소)

해조류박람회지원 :셔틀버스 (심포지엄장→박람회개막장소)

2017.04.15. (토)

심포지엄 행사 개최심포지엄 행사 개최

심포지엄 일정별 진행

중식 : 도시락 제공 – co2 워크샵은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간략히 진행 -> 석식 이후 co2 워크샵2 진행

석식 : 풍경마루 뷔폐

2017.04.16. (일)

심포지엄 행사심포지엄 행사

심포지엄 일정별 진행

중식 : 풍경마루 뷔폐

해조류 산업 대토론회 (심포지엄 참가자 대상 기념품 증정) 도지사 및 군수 어민초청

석식 : 만찬

2017.04.17. (월)

해외 초청 연사 (일부 교수 동행)해외 초청 연사 (일부 교수 동행)

해외 초청연사 양식장 투어

장소 : 김, 전복, 다시마 양식

예정 : 9시 30분 완도 원네스 리조트에서 셔틀버스로 함께 이동 → 정도리 선착장에서 김, 다시마, 전복 양식장 투어

셔틀버스셔틀버스

심포지엄 관련 셔틀버스 안내 (원네스 ↔ 박람회장)

날짜날짜 내용내용
출 발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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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날짜 내용내용
시 간시 간 장 장 소소 시 시 간간 장 장 소소

배차배차

4. 14.(금) 개막식 18:00 원네스 21:30 박람회장 2

4. 15.(토) 심포지엄
12:15

원네스
13:15

박람회장 1
19:00 21:00

4. 16.(일) 심포지엄
12:15

원네스
13:15

박람회장 1
19:00 21:00

4. 17.(월) 심포지엄 9:20 원네스 12:00 제1부두 1

날짜날짜 내용내용
출 발출 발

배차배차
시 간시 간 장 장 소소 시 시 간간 장 장 소소

Copyright ⓒ Wando Seaweeds Expo 2017.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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