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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식품의안전,환경의질등은전세계모든국가가당면하고있는과제이며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한범지구적인
노력과관심이증대되고있습니다.토양학은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한방안으로서그범위와영역이확대되고있으며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토양학회(IUSS)는1924년설립되어1927년제1회세계토양학학술대회를개최한이래4년마다대륙을순환하
며세계토양학학술대회를개최해오고있습니다. 2014년6월 8일~13일까지6일간ICC제주에서한국토양비료학
회,농촌진흥청,세계토양학회(IUSS)주최및농림축산식품부,제주특별자치도후원으로개최되는제20차세계토양
학 학술대회(20th World Congress of Soil Science)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약 2,500명이 참가하는 토양학 분
야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제20차세계토양학학술대회조직위원회는이번대회를전세계100여개국의토양학전문가들이제공하는최신지식,
동향및선진기술정보등을한곳에서만날수있는지혜의장으로만듦과동시에한국의연구성과를전세계에홍보하
는자리로만들고자합니다.또한토양분야전문가들이제주에모여우정을나누고,제주의아름다운자연과함께다양
한 이벤트를 경험하는 사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대회의개최국으로서본대회의성공적인개최와토양분야의발전및관련산업이진일보할수있도록참여기업
및기관들에게많은홍보와네트워크의장을미련할것이며,이를위한공식후원및협찬프로그램을마련하였습니다.
제20차 세계 토양학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세계토양학회

회 장 양 재 의

부회장 김 계 훈

제20차 세계 토양학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정 광 용

조직위원장 현 해 남

사무총장 김 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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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대 회 명

제20차 세계 토양학 학술대회
20th World Congress of Soil Science

기

간

2014년 6월 8일 ~ 13일

장

소

제주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최/후원
주
규

한국토양비료학회, 농촌진흥청, 세계토양학회(IUSS) /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관

20WCSS 조직위원회

모

참가자: 100 개국 2,500여명
학 술: 구두발표 450여편, 포스터 2,400여편
전 시: 50여개 업체

공식언어

영어

웹사이트

www.20wcss.org

행사 구성

개 · 폐회식, 기조강연, 심포지엄, 구연 발표, 포스터
전시회, 워크샵, 환영리셉션, 공식만찬
동반자 프로그램, 테크니컬 투어, Pre & Post 투어 등

사무국

20WCSS 사무국, (주) 피플엑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7길 16, 해오름빌딩 1층 (우: 135-925)
Tel: 02-557-8422, 8423 / 02-566-5058 Fax: 02-566-6087
E-mail: wcss@20wcss.org

조직위원장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재정후원 위원회

정광용 농촌진흥청

현해남 제주대학교

사무총장

김정규 고려대학교

부사무총장

양재의 강원대학교

김계훈 (서울시립대학교) 강호준,김길용,김석철,김원일,김정규,문경환,박만,사동민,서명철,손연규,
이덕배 (국립농업과학원) 오상은, 윤을수, 이신찬, 이진호, 장용선, 전현정, 정강호, 조주식, 현병근
김필주 (경상대학교)

김권래, 김록영, 김병용, 김성철, 노 열, 옥용식, 윤석인, 이용복,

강항원 (국립식량과학원) 이종식, 좌재호, 최우정, 홍석영, 홍창오
이경보 (국립식량과학원) 고병구, 김유학, 문경환, 박상규, 박찬원, 성좌경, 양상호, 윤성원,
정덕영 (충남대학교)

임한철, 정근욱, 정덕영, 주진호, 한광현, 현승훈

현해남 (제주대학교)

권순익, 김문갑, 김태완 ,남 이 ,노희명 ,박용하, 박홍재, 원용천, 이군택,

손중근 (남해화학)

이상은, 이상환, 이승헌, 이자현, 조규용, 한국상토협회, 한국비료공업협회,

하상건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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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기대효과
20WCSS 후원 참여의 기대효과
■ 전 세계 100여개국 2,500명의 전문가들이 참가
■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토양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최신 지견을 습득
■ 50여개 부스의 전시와 2,400편의 Poster, 커피브레이크를 넓은 전시 공간에서 동시에 개최
■ 후원 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는 차별화된 후원 혜택
■ 기업 브랜드와 제품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 마련

20WCSS 참가 대상

한국토양비료학회
홍보대상: 1,000 여명

홍보대상: 10,000 여명

기관 및 단체
농촌진흥청, 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 기관, 협회, 연구회 등

관련업체 및 연구소
비료, 모니터링 솔루션 등 관련분야 제조 및 수출입회사

Expects over 2,500
participants
from around the
world

IUSS 회원
홍보대상: 60,000 여명
- 전 세계 International Union of Soil Sciences (IUSS)

멤버를 대상으로 한 홍보

June 8-13, 2014 Jeju Kore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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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S 소개
기관명칭

IUSS (International Union of Soil Sciences)/ 세계토양학회

창립 및 회원

1924년 5월 창립, 현재 회원수 130개국 60,000여 회원

단체 성격

국제적으로 토양학 전 분야의 발전 및 토양학자들의 활동을 지원
세계 토양학자들의 연합체로서 각국의 토양관련 학회로 구성

조 직

President & Executive Committee, Standing Committee, Honorary Members, Council,
National Members

회장국

한국 (2010년∼2014년) / 회장: 양재의 (강원대학교), 부회장: 김계훈 (서울시립대학교)

Division

4 Divisions, 22 Commissions, 8 Working Groups
- Division 1: Soil in Space and Time
- Division 2: Soil Properties and Processes
- Division 3: Soil Use and Management
- Division 4: The Role of Soils in Sustaining Society and the Environment

활 동

IUSS Alert 93회 발간, IUSS Bulletin (121회) 및 Newsletter 발간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회의 정보 및 토양관련 정보 제공
Division, Commission 및 Working Group 별 국제적 학술 활동
국제적으로 토양관련 기술 및 분석, 조사 방법 등의 표준화
Symposium, Workshop 및 Seminar 개최
국제기구 (ICSU, UN FAO, UNCCD, Global Soil Partnership 등)와 연계 활동

학술대회 개최

4년마다 세계대회, 중간에 지역대회 개최함.

※ 세계대회 개최 연혁

4

회 수

개최기간

국 가

도 시

1

1927년 6월 18 ~ 22일

U.S.A.

Washington, DC

2

1930년 7월 20 ~ 31일

Russia

St. Petersburg

3

1935년 7월 30일 ~ 8월 7일

U.K.

Oxford

4

1950년 8월 24일 ~ 9월 1일

Netherlands

Amsterdam

5

1954년 8월 16 ~ 21일

Congo

Brazzaville

6

1956년 9월 28일 ~ 10월 4일

France

Paris

7

1960년 8월 15일 ~ 23일

U.S.A.

Madison

8

1964년 9월 31일 ~ 10월 9일

Romania

Bucharest

9

1968년 8월 05 ~ 15일

Australia

Adelaide

10

1974년 8월 12 ~ 20일

Russia

Moscow

11

1978년 6월 19 ~ 27일

Canada

Edmonton

12

1982년 2월 08 ~ 16일

India

New Delhi

13

1986년 8월 13 ~ 20일

Germany

Hamburg

14

1990년 8월 12 ~ 18일

Japan

Kyoto

15

1994년 7월 10 ~ 16일

Mexico

Acapulco

16

1998년 8월 20 ~ 26일

France

Montpellier

17

2002년 8월 14 ~ 22일

Thailand

Bangkok

18

2006년 7월 09 ~ 15일

U.S.A.

Philadelphia

19

2010년 8월 01 ~ 06일

Australia

Brisbane

20

2014년 6월 8 ~ 13일

KOREA

JEJU

21

2018년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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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June 8 (Sun)

June 9 (Mon)

June 10 (Tue)

Opening &
Congress
Symposium 1

June 11 (Wed)

June 12 (Thu)

June 13 (Fri)

Congress
Symposium 2

Congress
Symposium 3

Congress
Symposium 4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Inter-Divisional
Symposia 1

Inter-Divisional
Symposia 2

Inter-Divisional
Symposia 3

Inter-Divisional
Symposia 4

Lunch

Lunch

Lunch

Lunch

Oral Session 1

Oral Session 2

Oral Session 4

Oral Session 6

Coffee Break &
Posters 1

Coffee Break &
Posters 2

Coffee Break &
Posters 3

Coffee Break &
Posters 4

Oral Session 3

Oral Session 5

Oral Session 7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Registration

Tours

14:00

15:00

16:00

17:00

18:00

Welcome
Reception

Soil Parade
Closing

19:00

Integrated Soil Art
and Film Program

Gala Dinner

20:00

June 8-13, 2014 Jeju Kore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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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안내
Diamond Level / 50,000,000 원 이상
3mX2m 기본부스 4개 제공 (전구/간판 포함)
1페이지 프로그램북 광고
무료등록 4명
인쇄제작물에 Major Sponsor로 표기
홈페이지에 로고 링크 및 50자 회사소개
행사장 PDP 후원사 안내화면에 표기
Gold Level / 30,000,000 원 이상

패키지
프로그램

3mX2m 기본부스 3개 제공 (전구/간판 포함)
1페이지 프로그램북 광고
무료등록 2명
인쇄제작물에 Sponsor로 표기
홈페이지에 로고 링크 및 50자 회사소개
행사장 PDP 후원사 안내화면에 표기
Silver Level / 10,000,000 원 이상
3mX2m 기본부스 2개 제공 (전구/간판 포함)
무료등록 1명
인쇄제작물에 Sponsor로 표기
행사장 PDP 후원사 안내화면에 표기
Congress Dinner Sponsor / 30,000,000 원 이상
Dinner 티켓 4장 제공
Dinner 중 5분 스피치 기회 제공
메뉴지에 로고 인쇄
홈페이지에 로고링크
디너 테이블에 홍보 리플렛 비치 (요청시 제공)
Welcome Reception Sponsor / 15,000,000 원 이상
Welcome Reception 장식물에 로고 인쇄
홈페이지에 로고링크
가방에 홍보 리플렛 삽입 (요청시 제공)

현물협찬
프로그램

대회 가방 / 50,000,000 원 이상
대회 가방 제작시 후원사 로고 인쇄
행사장 PDP 후원사 안내화면에 표기
홈페이지에 로고 링크
Abstract USB / 30,000,000 원 이상
초록 USB 제작시 후원사 로고 인쇄
1페이지 프로그램북 광고
행사장 PDP 후원사 안내화면에 표기
홈페이지에 로고 링크
광고 / 2,000,000 원 이상
1페이지 프로그램북 광고
행사장 PDP 후원사 안내화면에 표기
홈페이지에 로고 링크

* 후원 혜택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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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안내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로비

부스면적

3 m (가로) x 2 m (세로/폭) / 1부스

부스배정

부스 배정은 후원등급 및 1차 참가비 납입 순위에 따라 우선으로 배정하며,
조직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함.

혜

전시메뉴얼 및 정보제공.
전시스태프 2인에게 전시패키지 제공 (명찰, 웰컴리셉션 및 점심 티켓, 책자 포함)

택

신청비용

구분

내용

가 격 (VAT별도)

기본부스

전시면적+기본부스 시스템 제공
제공사양:
시스템벽체, 상호간판, 기본조명, 바닥 파이텍스,
기본전기 1kw, 안내데스크 및 의자1조

3,000,000 원

독립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2,700,000 원

레이아웃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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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전시 신청 안내
신청 방법

1)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FAX(02-566-6087) 또는 E-mail (wcss@20wcss.org)로
송부 하여 주십시오.
2) 청구서 접수 후, 해당금액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금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모든 혜택은 약정서 접수 시점을 기하여 발표되며, 후원, 전시, 광고 등의 신청이 늦어
제작시기가 지난 경우 후원 혜택 중 일부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8

신청제출서류

후원약정서 (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감 일정

2014년 3월 31일

후원사 및 전시 신청 마감

2014년 3월 31일

후원금 납입 마감

입금 계좌

농협 301-0070-1573-31 (한국토양비료학회)

연락처

20WCSS 사무국, 피플엑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7길 16, 해오름빌딩 1층 (135-925)
Tel : 02-557-8422, 8423 / 02-566-5058
Fax : 02-566-6087
E-mail: wcss@20wcss.org
http://www.20wcss.org

주요마감 일자

초록제출 마감

2013년 11월 30일

초록 수락 공지

2014년 2월 28일

조기등록 마감

2014년 3월 20일

후원사 신청 마감

2014년 3월 31일

후원금 납입 완료

2014년 3월 31일

사전등록 마감

2014년 5월 08일

부스 배치 완료

2014년 5월 08일

l 20W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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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전시 약정서

제20차 세계 토양학 학술대회
20th World Congress of Soil Science

-후원/전시약정서회사명: (국문)
(영문)
담당자:

기업 정보

직 급:

주 소:
전 화:

핸드폰:

팩 스:

이메일:

홈페이지:

후원등급 /
금액

Diamond Sponsor

□ 50,000,000원

Gold Sponsor

□ 30,000,000원

Silver Sponsor

□ 10,000,000원

기타 현물 협찬 (내용을 적어주세요)

기본부스

□ 3,000,000원 X 부스 갯수

= 합계 ₩

독립부스

□ 2,700,000원 X 부스 갯수

= 합계 ₩

전 시

후원금
납부 계획

납 입:
201_____ 년 _______ 월 _______ 일

입금계좌:
농협 301-0070-1573-31
(한국토양비료학회)

₩

2014년 제20차 세계 토양학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와 같이 후원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

년
월
회사명
대표이사

일

20WCSS 사무국: Tel : 02-557-8422, 8423 / 02-566-5058 Fax : 02-566-6087 E-mail: wcss@20wc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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