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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동정

▣ 학술지 논문게재 현황

 초청강연
① • 일시: 2012년 8월 21일(화) 오후 4시
• 장소: 동물생명과학대학 1호관 111호 교수세미나실
• 연제: Preventive challenge to milk fever by feeding
whole crop forage ricesilige TMR
• 연사: Ichinohe 교수/ 일본 시마네 대학
② • 일시 2012년 8월 21일(화) 오후 4시
• 장소: 동물생명과학대학 1호관 111호 교수세미나실
• 연제: 지방세포 관련 유전자의 발현기능 및 발현제어에 관
한 연구
• 연사: 송상헌 박사/일본 시마네 대학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
2012.08.20~2015.08.19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성명

논문제목

이승태교수

In vitro-growth and Gene Expression of
Porcine Preantral Follicles. Asian-Aust. J. Anim.
Sci. 25:950-955

이승태교수

Long-term maintenance of mouse embryonic
stem cell pluripotency by manipulating
integrin signaling within 3D scaffolds without
active Stat3. 2012. Biomaterials. Epub ahead
of print.

▣ 중보관 이용현황(8월 31일 현재)
 1층(대동물): 80%(오상집교수님)

 한국연구재단 세미나 참석

 2층(중소동물): 100%(박병성교수님, 씽교수님)

지난 8월30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2012년 국내학술지
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별세미나]에 참석하여 등재지 및 등재후
보지의 평가에 대비하였다.
* 인용지수의 평가부분이 점차 중요시.

 각 실험실별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
리정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 동정
 송영한 교수

]

 3층(중소동물): 80% (장애라 교수님)

 중보관 에어컨을 수리하였으니 사용자는 에어컨 가동 시 유
의하시고 사용중간에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중보관에 설치된 부숙시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분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8.15~2014.02.28 평의원회 학생처장 겸보
 성경일 교수
2012.07.01~07.09 핀란드, 제 16회 국제 사일리지 학술회의
참가 및 발표
▪ A comparison of feeding whole crop barley mixed with
Italian ryegrass siliage versus tall fescue hay for Holstein
growing cattle

 오상집 교수
제22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 Supplementation of Either Conjugated Linoleic Acid or –
linolenic Acid with or without Carnitine to Pig Diet Affect
Flavor of Pork and Neutrophil Phagocytosis

 이성진 교수
2012.07.13 서울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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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