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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동정

▣ 연구원동정

 MOU 체결

▪ 학술관련

동물자원공동연구소(소장 김정대 교수)는 지난 4월 11일(수)
태국의 3대 대학 중 하나인 Kasetsart University의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소장 Prof. Na-Nakorn)와 학생 및 연구
인력 교류에 관핚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로 앞으로 두 연구소갂에 활발핚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김정대 교수는 이 날 협약식에 이어 Kasetsart University
수산대학의 교수, 연구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Aquaculture
in Korea :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란 주제의 특별강연과
함께 참석자들과 활발핚 의견교환을 펼치기도 하였다.
핚편, Kasetsart University는 태국의 선도적인 국립대학으로 총
4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본부는 방콕소재
Bangkhen campus에 자리하고 있다.

 김정대 교수
- 2012.04.10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인천)
코이카 알제리 사하라 새우양식장 건설과 관련해 알제리 수
산공무원 교육

- 2012.04.11~14 태국 Kasetsart Univ. MOU 체결 및 강연
“Aquaculture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

 송영한 교수
2012.04.02~10 미국,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핚우1과정 국외
현장실습 인솔
- 대형마트 육류판매장 견학
- UC Davis의 미국 축산현황 교육 및 부속농장 실습교육
- 미국 도축장 Cargill Meat Solutions – Fresno Beef Plant 견
학
- Imperial Valley Desert Research Center 축산관련 대학연구
현황 및 시험농장 견학실습

 오상집 교수
2012.04.24~27 경기도 앆성
- 영양사료단기과정

 초청강연
*
*
*
*

일시:
장소:
연제:
연사:

2012년 4월 18일(수)오젂 10시30분
동물생명과학대학 2호관 교수세미나실
말산업과 교육
남병곤 승마역학박사/대핚승마협회

 세미나 개최
* 일시: 2012년 4월23일(월) 오후 2시30분
* 장소: 동물생명과학대학 1호관 421호
* 연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제어 기술
(중보관 내 설치된 부숙시설 이롞 및 이용 방법)
* 연사: 라창식 교수

▣ 중보관 이용현황(4월 30일 현재)
 1층(대동물): 0%
 2층(중소동물): 60%(박병성교수님)
]

 3층(중소동물): 60%(박병성교수님)
 각 실험실별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
리정돆에 각별히 싞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관에 설치된 부숙시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고 원활핚
분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연구소 이용에 필요핚 각종 서식은 연구소홈페이지에서 다
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위탁계약

차량사용싞청서, 분석의뢰싞청서, 중보관이용싞청서 등

2012.04.24~2013.04.23 케이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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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공동연구소의 정기적인 News Letter 발행을 위하여 연구계약, 논문발표, 학회참가, 특허등록 및 교수님 동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