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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친애하는 
후원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2022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제주도 서귀포 IC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 19차 AAAP 2022 Jeju, Korea>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AAP 2022는 국제적 축산학회 연합단체인 Asian-Australasi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n Societies (AAAP,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에서 주관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축산분야 국제학술대회입니다. 따라서 
본 학회에는 아시아의 축산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유럽과 미국, 남미 등에서 많은 축산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훌륭한 축산 인프라를 갖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AAAP는 19개 국가의 축산학 관련 회원 학회가 속해 있는 축산학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2022년에 개최되는 제 19차 
AAAP 학술대회는 2022년도 (사)한국축산학회 종합심포지엄과 통합하여 개최됩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 대형 
학술대회에는 약 2,000명 이상의 국내,외 축산 관련 산업계, 학계, 국공립 연구소, 정부 기관 전문가, 연구원과 대학원생, 
그리고 약 500명 이상의 축산 관련 종사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Animal Production for Human & Nature”를 주제로 한 AAAP 2022는 Keynote 강연을 포함하여 8명의 기조강연과 
6개의 특별세션, 2개의 Satellite 심포지엄, 12개 분야의 컨퍼런스, 젊은과학자 Competition, 1,500편 이상의 포스터 
발표, 50여 개 홍보부스 규모의 전시회, 각종 워크숍과 공식 사교 행사, 축산관련 기업의 만남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9차 AAAP 2022 학술대회에 후원과 함께 참여하신다면 현재와 미래의 세계 축산학계를 이끄는 선도자들과 얼굴을 
마주하여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술을 선보이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국내 축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AAAP 2022 학술대회와 만남의 장에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6월 30일
AAAP 2022 회장 김 유 용 드림 

AAAP 2022 회장 김 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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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P에 대하여

Asian-Australasi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n Societies (AAAP)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설립 목적
AAAP는 국가 간, 지역적, 국제적 협력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축산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역사 및 회원국
1980년 8개 회원국(뉴질랜드,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 호주)으로 창립된 이래 현재는 총 19개 회
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격년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와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공식 학회지 Animal Bioscience(구 AJAS)를 발간(pISSN 
2765-0189. eISSN 2765-0235, http://www.animalbiosci.org)하고 있습니다.

회장단
회장은 임기가 2년이며, 차기 학술대회를 개최할 국가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부회장 2인은 2년 임기로 
차기 학술대회 개최국과 차차기 학술대회 개체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사무총장 및 사무국
사무총장은 6년 임기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되어 AAAP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사무국은 한국에 둡니다.

이사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학술대회 개최지를 포함한 학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회원국
ASAP(호주), BAHA(방글라데시), CAAV(중국), IAAP(인도), ISAS(인도네시아), IAAS(이란), JSAS(일본), KSAST(한국), 
MSAP(말레이지아), MLSBA(몽고), NASA(네팔), NZSAP(뉴질랜드), PAHA(파키스탄), PNGSA(파푸아뉴기니), PSAS(필리핀), 
SLAAP(스리랑카), CSAS(대만), AHAT(태국), AHAV(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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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P 2022 Jeju, Korea 학술대회

대 회 명
The 19th AAAP Animal Science Congress (AAAP 2022), Jeju, Korea
제19차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학술대회

날    짜 2022년 8월 23일(화) ~ 26일(금)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도    시 서귀포시

주  최 / 주  관

Asian-Australasi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n Societies (AAAP)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KSAST)
한국축산학회

공동 주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ongHyup
농협중앙회

대회주제 Animal Production for Human & Nature

홈페이지 http://www.aaap2022.org

공식언어 영어

사 무 국

(사)한국축산학회
06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1618호
전화 : +82-(0)2-562-0377 / 팩스 : +82-(0)2-562-0379
E-mail : aaap@aaap202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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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조직위원

회장 김유용 서울대학교
부회장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
조직위원장 오세종 전남대학교
사무총장 서성원 충남대학교
학술위원장 가학현 연세대학교

학술부위원장 길동용 중앙대학교
학술위원 김민석 전남대학교

 서자겸 부산대학교
 송민호 충남대학교
 허정민 충남대학교
 공창수 경북대학교
 이승환 충남대학교
 윤민중 경북대학교
 김명후 부산대학교
 김영훈 서울대학교
 허선진 중앙대학교
 정지윤 공주대학교
 전현식 고려대학교
 이준희 경상대학교
 박규현 강원대학교
 윤진현 전남대학교
 김은배 강원대학교
 김삼철 경상대학교
  

행사위원장 이지현 이지홀딩스
출판위원장 황인호 전북대학교
국제협력위원장 이준헌 충남대학교
관련학회연합위원장 조철훈 서울대학교
언론홍보위원장 이경우 건국대학교
제주도협력위원장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포상위원장 양철주 순천대학교 
의전위원장 김은중 경북대학교
산학협력위원장 김인호 단국대학교
사무국 조희진, 임다현 한국축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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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회장

부회장

조직위원장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사무국

학술위원회

번식분과

단위영양분과

축산환경 · 초지분과

반추영양분과

가공분과

동물생명공학

수의 · 질병분과

유전육종분과

기타축산분과

제2실무위원회

출판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포상위원회

의전위원회

제1실무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관련학회연합위원회

제주도 협력위원회

행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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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3 (Tue)
Time Room 1 Room 2 Room 3

08:30-10:00 Registration

10:00-12:00 Opening Ceremony & Keynote Speech (Grand Ballroom)

12:00-13:00 Lunch

13:00-15:00
Cargill Agri-Purina
Special Session 1 

Animal Biotechnology
Special Session 1 

Animal Production
Special Session 1

15:00-15:30 Refreshment

15:30-17:30
Cargill Agri-Purina
Special Session 2

Animal Biotechnology
Special Session 2

Animal Production
Special Session 2

18:00-20:00 Welcome Reception

Aug. 24 (Wed)
Time Room 1 Room 2 Room 3 Room 4 Room 5 Room 6 Room 7

08:30-10:00
PL 1

Animal Production Division
PL 2

Animal Biotechnology Division

10:00-10:30 Refreshment

10:30-12:00

CS 1 CS 2 CS 3 CS 4 CS 5 CS 6 

Ruminant 
nutrition-1 

Non-
ruminant 

nutrition-1 

Animal 
breeding and 

genetics-1

Animal 
reproduction 

and 
physiology-1 

Animal 
product-1

Animal 
health-1 

12:00-13:00 Lunch

13:00-14:30

CS 7 CS 8 CS 9 CS 10 CS 11 CS 12

Satellite 
Symposium  

Ruminant 
nutrition-2 

Non-
ruminant 

nutrition-2 

Animal 
breeding and 

genetics-2 

Animal 
reproduction 

and 
physiology-2

Animal 
biotechnology

-1

Environment 
and 

management
-1

14:30-16:00 Refreshment and Poster Session (Even number only)

16:00-17:30

CS 13 CS 14 CS 15 CS 16 CS 17 CS18

Ruminant 
nutrition-3

Non-
ruminant 

nutrition-3
Animal 

microbiology-1
Animal 

behavior and 
welfare-1 

Forage 
science 

and feed 
technology-1

IT animal 
management 

system-1 

18:30-20:00 Night in Korea (Invitation only)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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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5 (Thu)
Time Room 1 Room 2 Room 3 Room 4 Room 5 Room 6 Room 7

08:30-10:00
PL 3

Animal Production Division
PL 4

Animal Biotechnology Division

10:00-10:30 Refreshment

10:30-12:00

CS 19 CS 20 CS 21 CS 22 CS 23 CS 24

Ruminant 
nutrition-4 

Non-
ruminant 

nutrition-4 

Animal 
breeding and 

genetics-3 

Animal 
reproduction 

and 
physiology-3

Animal 
product-2

Animal 
health-2 

12:00-13:00 Lunch

13:00-14:30

CS 25 CS 26 CS 27 CS 28 CS 29

Jeju 
Sustainable 
Livestock 

Symposium 
(Korean)

Satellite 
Symposium 

Ruminant 
nutrition-5

Non-
ruminant 

nutrition-5 

Environment 
and 

management-2

Animal 
microbiology

-2

Animal 
biotechnology

-2

14:30-16:00 Refreshment and Poster Session (Odd number only)

16:00-17:30

CS 30 CS 31 CS 32 CS 33 CS 34

Ruminant 
nutrition-6 

Non-
ruminant 

nutrition-6

IT animal 
management 

system-2 

Animal 
behavior and 

welfare-2 

Forage 
science 

and feed 
technology-2

18:00-20:00 Gala Dinner

Aug. 26 (Fri)
Time Room 1 Room 2 Room 3 Room 4

08:30-10:00
CS 35 CS 36 CS 37 CS 38 

Student 
Competition-1

Student 
Competition-2

Student 
Competition-3

Young Scientist 
Competition

10:00-10:30 Refreshment

10:30-12:00
CS 39 CS 40 CS 41 CS 42 

Student 
Competition-4

Student 
Competition-5

Student 
Competition-6

Young Scientist 
Competition

12:00-13:30 Lunch

13:30-14:30 Closing and Award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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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최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제주도
•  국제회의 시설, 서비스평가 · 만족도 조사 국제회의 참가자 만족도 국내 1위(2007년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

조사)

• 국제회의 개최건수 순위 세계 19위, 아시아 7위(2013년 국제회의 기구 UIA 통계)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안전도시 UN 안전지침에 의거한 ‘국제회의 최적지’ 격찬(제8차 UNEP 특별집행이사
회 개최 대비 UN 안전담당관 점검 결과)

• 생태계의 보물창고,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인의 마음을 빼앗은 제주의 매력, UNESCO 세계자연유산

•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특별한 땅, 다양한 지형을 한눈에, UNESCO 세계지질공원

제주 중문관광단지
• 다양한 숙박시설과 관광지,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국제적 관광타운

•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40여분 소요(38 km), 공항리무진버스가 제주-중문-서귀포 매 15분마다 운행

• 대표적인 국내관광단지로써 여미지식물원, 퍼시픽랜드, 테디베어박물관, 주상절리대 등 다양한 관광시설

• 롯데호텔, 신라호텔, 하얏트호텔, 스위트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

•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토종 흑돼지와 다양한 어종의 회 등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

• 골프장, 쇼핑상가, 각종 박물관과 시원한 제주의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중문해수욕장, 윈드서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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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문화관광 컨벤션 시설 분야 세계적 친환경 인증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Green) 회의시설
다양한 규모의 회의시설과 이벤트 공간, 참가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보유
정상회담 및 참가자 3,000명 이상의 국제회의 운영 노하우 축적
대한민국의 대표적 휴양관광단지인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국제회의 중심지로서 국내 유일의 리조트형 컨벤션센터

위  치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개 관 일  2003년 3월 22일

특  징  국내 유일의 리조트형 컨벤션센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고품격 시설

용  도  국제회의, 강연, 연회, 이벤트, 전시회, 공연 등

규  모  대지 면적 54,876 m2, 건축 면적 15,218 m2, 연면적 63,477 m2

주요시설
 7F     탐라홀

 6F     탐라홀

 5F     탐라홀 | 한라홀

 4F     소회의실

 3F     VIP룸 | 한라홀 | 삼다홀 | 소회의실

 2F     소회의실

 1F     영주홀 | 백록홀 | 이벤트홀 | 이어도프라자

탐라홀 한라홀

삼다홀 VIP룸

소회의실 영주/백록/이벤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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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십 및 전시 참가 안내

후원 기대 효과
AAAP 2022 Jeju, Korea는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 연합단체인 Asian-Australasi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n Societies에서 2년마다 주관하여 개최하는 명실
상부한 아세아태평양 최대 축산학 학술대회입니다. 축산학 관련 국내외 축산학계 전
문가와 기업, 연구원 등의 유수의 유관 기관 인사들이 참가하는 본 학술대회는 참가기
업의 마케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비즈니스 확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홍보비용과 차별적인 조건으로 AAAP 2022 Jeju, Korea의 행사 전 기간에 
걸쳐 AAAP 2022 Jeju, Korea 사무국이 진행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업을 알
리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 축산학 관련 전문가들에게 후원기업의 제품과 기술 홍보는 물론이고 투자유치 
등의 비즈니스 전략점으로 거듭날 AAAP 2022 Jeju, Korea에서 귀사의 제품 및 기술
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AAAP 2022 Jeju, Korea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축산학 분야의 아시아 최대의 국제학술대회 AAAP 2022 Jeju, Korea

글로벌 축산 산업 및 관련 기술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

전 세계의 축산학 관련 유수의 기관 및 기관 인사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축산학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기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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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후원

혜  택

구  분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10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전시 부스(개, 3×3=9m² 기준) 10 5 3 2 1

무료 등록(명) 20 10 6 4 2

공식 만찬(명) 20 10 6 4 2

사전 광고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로고 광고

○ ○ ○ ○ ○

뉴스레터 광고 ○ ○ ○ ○ ○

어플리케이션 광고 ○ ○ ○ ○ ○

현장 광고

네임택 끈 광고 ○ - - - -

홍보 동영상 ○ ○ - - -

무대 로고 광고 ○ ○ ○ - -

등록 가방 로고 인쇄 ○ ○ ○ ○ -

등록데스크 로고 광고 ○
(외부)

○
(내부)

○ ○ ○

인터넷라운지 내 광고 ○ ○ - - -

프로그램 북 광고
1쪽(뒷표지)

또는 2쪽

1쪽
(선착순, 앞표지 내지 

및 뒷표지 내지)
또는 2쪽

2쪽 1쪽 1쪽

스텝 티셔츠 광고 ○ - - - -

메모장 광고 ○ - - - -

커피브레이크 광고 ○ - - - -

※ 패키지 구성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요청사항에 준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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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원 / 광고 품목

인쇄물 광고
프로그램 북 외 기타 인쇄물 등에 광고 삽입.
단, 모든 광고 자료(로고 및 이미지 등)는 각 신청 기업/기관에서 제공해야 함.

프로그램 북 내지(1/2쪽) 프로그램 북 내지 광고 삽입(1/2쪽) 1,500,000원

프로그램 북 내지(1쪽) 프로그램 북 내지 광고 삽입(1쪽) 3,000,000원

프로그램 후원
하기 주요 프로그램 후원을 통한 홍보

환영연
무대 및 연단에 회사 로고 게재
최종 프로그램 및 안내서에 후원사 고지

10,000,000원

코리아 나이트 10,000,000원

런천 심포지움 공간 임대, 기자재 및 제작물 제공
단, 연사 초청비 및 식음료 비용은 각 신청사 부담 5,000,000원

만 찬 공식 만찬 후원 5,000,000원

포스터 세션 포스터 세션 공간에 광고물 노출 3,000,000원

커피 브레이크 커피 브레이크 공간에 로고 노출
세션 장내 홍보자료(무음 슬라이드쇼) 상영(5분 이내) 2,000,000원

인터넷 라운지 인터넷 라운지 내 공간 및 화면 보호기에 
후원사 로고 노출 2,000,000원

현물 후원

볼  펜 회사 로고가 인쇄된 볼펜 제작 3,000,000원

메모장 회사 로고가 인쇄된 메모장 제작 4,000,000원

스텝티셔츠 회사 로고가 인쇄된 행사 스텝티셔츠 제작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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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참여 안내 및 후원 신청 절차

장소 및 일정
▶ 장 소 ● 제주 ICC 컨벤션센터 전시 홀

▶ 일 정 ● 설치   - 2022년 8월 22일(월), 08:00 – 18:00
 ● 전시   - 2022년 8월 23일(화), 09:00 – 17:30  ~ 26일(금), 09:00 – 13:30
 ● 철거   - 2022년 8월 26일(금), 14:00 – 18:00

부스
[부스 사이즈 : 3m×3m×2.5m]

구분 금액 제공 사항

기본 부스 4,000,000원 • 기본 간판
• 안내데스크 1개
• 의자 2개
• 전구 3개
• 기본 바닥
• 전기 1kW

독립 부스

3m
3m

3,000,000원

•  면적만 제공 (3m×3m)
• 전기 1kW

전시 및 후원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후원/전시 신청서를
www.aaap2022.org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뒤
AAAP 2022 Jeju, Korea 사무국
이메일(aaap@aaap2022.org)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참가비 납부
원활한 신청 확인을 위하여 모든 참가비는 
계좌 이체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이체확인증을 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취소/환불 정책
취소 의사는 만드시 이메일을 통해 
사무국으로 전달해야 하며, 
환불은 아래의 환불 정책에 준하여 
행사 종료 이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022년 4월 30일 이전 – 50% 환불
• 2022년 5월 1일 이후 –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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