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II International Symposium on
Flower Bulbs and Herbaceous Perennials
http://www.flowerbulb2019.org | info@flowerbulb2019.org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예학회, 한국화훼학회, 한국원예학회가 주최하는 제13회 구근 및 다년초 국제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심포지엄 기조 및 초청연사로 구근 및 다년초 연구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을 모셨습
니다. 첫 번째 날인 5월 1일(수)에는 최신화훼연구동향, 화훼작물생리, 식물병리학, 화훼식물 환경조절
및 식물생산공학 등에 관한 주제로 각 주제별 전세계 탑클래스 연사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세번
째 날인 5월 3일(금)에는 세계 최초로 “파란색 국화 품종”을 개발한 발표자를 비롯하여 화훼류 신품종
육종, 분자생물학, 유전체학 최신 동향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최신 정보를 많이 나누고자
One-day 등록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최신 연구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산, 학, 연, 관의 다양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 구근류 및 다년초 심포지엄 조직위원장

임 기 병

▌학술대회명: XIII International Symposium on Flower Bulbs and Herbaceous Perennials
▌주제: Blooming the World with Flower Bulbs and Herbaceous Perennials
▌일시: 2019년 5월 1일~3일
▌장소: 그랜드 엠버서더, 서울
▌등록: Full registration (심포지엄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One-day registration – 등록비: 10만원 / 식권: 5만원 / Acta Horticulturae(책자): 10만원
▌심포지엄 정보: www.flowerbulb2019.org

- Plenary Lecture 1. Integrated management of diseases and pests on ornamental geophytes: challenges and progress (Gary
A. Chastagner,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2. Breeding for compact growing ornamentals (Johan Van Huylenbroeck, ILVO, Belgium)
3. Breeding of blue chrysanthemum by genetic engineering (Naonobu Noda, Natl Agric Food Res Org,
Japan)

- Keynote Speaker –
1. Flower bulbs and herbaceous perennials breeding and research in Korea (Oh Geun Kwon, Natl Inst
Hortic Herbal Sci, Korea)
2. The project 'Commercialization of native wild flowers' in 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of Korea
National Arboretum (Sang Yong Kim, Korea National Arboretum, Korea)
3. Ranunculus asiaticus: from research to production (Margherita Beruto, Regional Institute for
Floriculture, Italy)
4. Root zone temperature effects on potted Dahlia production (Chad T. Miller, Kansas State University,
USA)
5. Geophyte cultivation in changing climate: environmental effects on flowering, bulbing and
propagation (Rina Kamenetsky Goldstein, Institute of Plant Sciences, ARO, Israel)
6. Tulips, fusarium and ethylene: Changing the paradigm (William B. Miller, Cornell University, USA)
7. Germplasm diversification - a Kiwi perspective on tools and strategies (Keith Funnell, NZ Inst Plant &
Food Res, New Zealand)
8. Selection tools for reducing generation time of geophytic herbaceous perennials (Neil Anderson,
University of Minnesota, USA)
9. Diversity of floral scent of Tulips (Naomi Okubo, Natl Agric Food Res Org, Japan)
10. Studies and advances on the breeding of inter-sectional hybrids of peony in China (Fangyun Cheng,
Beijing Forestry University,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