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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동정
 2013년 제 5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2013.11.21)
▶ 지난 21일 연구소장(여인서 교수)을 비롯해 운영위원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운영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 연구소 분석기계 구입 관련
- 중보관 관련
- 동물자원연구지 발행 관련
등 연구 활동 보고 및 논의 사항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제6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2013.12.17)
▶ 지난 21일 연구소장(여인서 교수)을 비롯해 운영위원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 6차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운영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 연구소 중간 결산보고(2013년 12월1일 현재)
- 수입, 지출 현황보고
* 분석 기자재 관련
- 조지방 분석기 수리
- 에너지 축정장치 수리 후 관리이전 및 관리방법
- 중보관 소동물 사육실 항온항습시설 구비
* 기타
- 2013년 Annual Report 자료 요청
- 분석료, 기계사용료, 차량사용료, 중보관 사용료 연구비 처리 불가
등 연구 활동 보고 및 논의 사항으로 진행되었다

 초청강연
①
②
③
④
⑤
⑥

10월 2일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 / 한국 축산의 발전 방안
10월15일 국립축산과학원, 정기용 박사 / 천연 물질을 이용한 항생제 대체 및 사료효율 개선
10월29일 동물생명시스템학과, 박규현 교수 / 기후변화와 축산
10월29일 동물식품응용과학과, 김은배 교수 / 장내미생물 분석을 이용한 축산업 발전 방안
11월12일 위 특허법률사무소, 임한홍 변리사 / 특허출원 절차 및 출원시 주의 사항
11월19일 Univ. Gadjah Mada Yogyakarta, Indonesia, Panjono Prof. / Cattle-Oil Palm Integrated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
⑦ 11월25일 Tohoku Univ. Japan,노상건 교수 / The physiological roles of chemerin in ruminate
⑧ 11월26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허성오 교수 / 포유동물의 대뇌피질 발달과정에서 라이소 인지질에 의한 신호전달 기전
(Lysophospholipid Signalings in during Mammalian Neocortex Development)

 동물자원연구
▶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계속평가 등재후보 유지 최종 판정
▶ 2013년 VOL. 24(2)(12월호)논문 발간예정
- 총 투고논문 27편중 12편 게재
▶ 등재후보지 심사기준 강화
논문투고 수, 인용지수 중요, 타 학술지에 동물자원연구 인용 시 소정의 지원금 지원

▣ 연구원 동정
 채병조 교수
- 한국동물자원과학회 2014년 부회장 선출
- 2013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대상” 수상과 상금 500만원 전액 장학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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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