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15 수산양식포럼은 산업계 전문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015년 세계 양식학회 년차 총회 및 전시 박람회 

기간 동안에 개최 될 것입니다. 포럼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열리는 본 포럼에 아시아의 수산 

양식업자, 기자재관련 공급자, 그리고 다른 산업계 

전문가들을 초대합니다. 본 포럼은 특정 산업분야별 

강연회, 연수회, 원탁 토론, 동시통역, 지정된 회의 

공간제공, 양어장방문 등이 포함됩니다. WA15 

수산양식포럼은 주요 아시아 태평양지역 양식생산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산업계의 문제점들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산업계의 제안과 참여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와 지역적으로 연관된 

세션들을 잘 배치함으로써 진정한 산업체 포럼이 될 

것입니다. 세션 주제들은 넙치류의 질병관리, 새우의 

질병관리, 양식사료 관련 기술, 해수 어류양식기술과 

패류생산증대 그리고 복합양식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  본 WA15 수산양식포럼은 학계, 정부기관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3000명 이상의 학회참석자들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양식 산업체관련 

전시박함회로 열리는 2015년 세계양식학회 총회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  대한민국 제주도는 관련업계의 고객들과 함께 업계여러분들의 연차 회동을 

준비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  본 행사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언어의 동시통역을 통하여 

우수한 정보의 습득과 네트워크를 경험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제별 산업체 

세션, 워크숍, 토론, 양식장투어는 양식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생산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2015년 세계양식학회 연차총회와 수산양식포럼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산양식학계, 연구자, 납품업자, 어민들과 관리자들을 위한 

교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회의실로 여러분의 고객들을 

초대하세요. 

⦁  수산양식포럼은 모든 참가자에게 후원방송매체와 함께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제주도는 여러분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유산 지정 

명승지, 해수욕장, 식당, 그리고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관광명소로 초대합니다.



⦁  온라인 수산양식포럼의 사전등록 

시스템은 포럼의 발표와 워크샵의 

동시통역 서비스 그리고 장소를 

예약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WA15 학회참석자와 전시박람회 

방문자 전원은 모두 

수산양식포럼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참가자들의 통역서비스와 

좌석은 도착순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제공 될 것입니다.

⦁  수산양식포럼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 

발송명단에 등록가능.

⦁  전시박람회, 양식업자세션 그리고 산업체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박람회 

무료입장권 제공.

⦁  모든 산업체세션들의 발표자료와 참석자들의 연락처를 제공.

⦁  예약된 발표장 좌석과 동시통역장비 제공.

⦁  개별적인 회의실을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예약된 20명이상의 사전등록자들은 공시된 통역언어 이외의 해당 

추가언어를 무료로 동시통역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전등록자들은 양식장 투어에서 일정액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