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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동정
 동물자원공동연구소 엠블럼 및 CI
동물자원공동연구는 최근까지 사용해 오던 연구소의 로고를 연구소
의 이미지와 위상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연구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적인 동물인 소, 돼지, 닭의 이미지를 표현해 기능과 역할을 부각시키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수정하였다.

 ’15년 제 3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MOU 체결
▶참신약품-동물자원공동연구소
동물자원공동연구소(소장 송영한)가 지난 5월 4일(월) (주)참신약품(대
표이사 박동욱)과 상호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제품의 안전성검증을 위한 분석지원 △상호전
문성을 기반으로 연구 제반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연구 수행 및 상호 협조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신약품은 동물용의약품 자체 생산 및 공동연구개발, 독자적인 유통,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현재 100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이
번 협약을 통해 신제품의 공동개발 및 안전성검증 부분 발전을 기대하
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구소장(송영한교수)을 비롯해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 연구소 로고 디자인 수정
▶ 상반기 학술행사 및 MOU체결 등 실적
▶ 홍보용 리플릿 제작
 ’15년 제 4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지난 7월 8일 연구소장(송영한교수)을 비롯해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
운데 제 4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
로 진행되었다.
▶ 2015년 2학기 향후 계획
- 한우연구소 공동심포지엄(9월15일)
- MOU체결 업체선정
- 초청강연 계획
▶ 동물자원연구 학술지 평가결과 및 대책방안
- 논문투고 홍보 방안 및 연구윤리활동 관련 초청강연 추진
 심포지엄
▶ 치유농업과 농촌관광의 6차 산업화 국제심포지엄
- 일시: 5월 27~28일 9:00~18:00
- 장소: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 축산물위생안전 사전관리 종합대책 방안 심포지엄
- 일시: 6월 12일 13:00~16:00
- 장소: 강원대학교 서암관

▶㈜아드라-동물자원공동연구소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소장 송영한)와 (주)아드라(대표이사
장 원)는 지난 20일(목) 상호공동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거유 동물생명과학대 학장, 장애라 연구소 운영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상호간의 정보제공 △기술개발 △산학협동연구 및
우수인력양성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아드라는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일정금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재학생 및
졸업자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의
기 회 를 제 공하 며 , 동 물 자 원 공동 연 구 소 는 우 수 한 인 재 를 선발 해
추천하는 등 상호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근육식품연구회 세미나
- 일시: 6월 25일 13:00~16:30
- 장소: 강원대학교 서암관
▶ 한국동물번식학회 공동개최
- 일시: 7월 2~3일 9:00~18:00
- 장소: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초청강연
▶ 홍상학 대표(농업회사법인 아산 계림농장)
- 연제: 나만의 도전
- 일시: 6월 17일 오후 3시
- 장소: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1호관 114호

 전임연구원 세미나 개최

▶ Dr. Goel (책임교수: 채병조교수)
- 일시: 5월 21일 오후 4시
- 연제: Modulating egg nutrients through in ovo technique for
improving the pre and post hatch status of chicken

 동물자원연구지
▶ 2015년 한국연구재단 평가결과
- 등재후보 유지 판정(15.7.3)
- 등재지로의 발전 위한 방안 및 지원 계획
: 연구자들에게 논문투고 홍보 필요, 동물자원연구 논문인용 지원 계획
- 인용 지원 조건 1. 동물자원연구 논문 인용 1건당 5만원을 간접비로 지원
2. 한 논문에서 최대 2개 까지 동물자원연구 게재 논문 인용 인정
(논문당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
3. 지원금 신청 시 동물자원연구 게재 논문이 인용된 논문 별쇄본(한
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제출
▶ 2015년 6월호(VOL.26(1))
- 8편 게재
-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선착순 마감되므로 원고를 미리 준
비하시기 바랍니다.

▣ 중보관 이용현황(8월 31일 현재)
 1층(대동물): 40%(박병성교수)
 2층(중소동물): 0%
 3층(중소동물): 60%(주진우교수, 장애라교수, 수의대 최정훈교수)
 동물자원공동연구소 차량과 중보관 이용 시 다음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청결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 주요 행사 일정
월

주요행사

8월

▪ 20일 주식회사 아드라 MOU 협약
▪ 월말 ARC 공고예정

9월

▪ 15일 초청강연(한우연구소 권응기 소장)
▪ 15일 동물자원공동연구소•한우연구소 공동심포지엄 개최

10월

▪ 1일 ARC 접수마감
▪ 초청강연

11월

▪ 4~5일 한일국제심포지엄(일본 돗토리현)

12월

▪ 동물자원연구 Vol.26(2)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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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