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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동정

 MOU체결

 ‘16년 제 1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사)한국동물자원과학회
업무협력협정식

1. 활동보고
* 2015년 연구소 사업추진결과
* 2015년 연구소 결산 보고
2. 향후계획
* 10월 중 학술지 공동발간 기념 국제심포지엄
* 8월 말~9월 초 한우연구소 공동심포지엄
* 초청강연 12회 개최
3. 동물자원연구지
* 2016년 6월호부터3회 이상 발간(6, 9, 12월)추진
* 2017년 연 4회 발간, 2018년 등재지로 승격 목표
* TFT구성: 강원대 이성진교수, 장애라교수/학회 양철주 팀장,
이철영 교수, 김창현교수 등
* 1,2차 회의결과: 당분간 연구지명 고수, 편집:강원대, 출판:
학회시스템으로 운영, 내년 ACOMS 도입 후 모든 재정
학회담당희망
* 재종통합이후 논문 게재료는 강원대 면제 재논의
- 한 논문에서 최대 2개까지 동물자원연구 게재 논문인용인
정
- 지원금 신청시 동물자원연구 게재 논문이 인용된 논문별
쇄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제출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소장 송영한)와 (사)한국동물
자원과학회(회장 채병조)는 지난 22일(월) 연구소 학술지 「동물
자원연구」 공동발간에 협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송영한 동물자원공동연구소장, 장애라 연구소운영실장, 이성진
동물자원연구 편집위원장, 채병조 (사)동물자원과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동물자원연구’ 공동발간 △공동발
간 세칙협의 위한 TFT구성운영 등 상호 협조를 주요 골자로 하
는 협약을 체결했다.
본 연구소에서는 발간하는 동물자원연구지는 1990년부터
2015년 12월호까지 26권을 발간하였으며, 2011년 한국연구재
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등재후보
지를 유지하고 있다. 동물자원연구지는 농수해양 분야에서 축
산부문 중 대학부설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등재후보지로
서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사)동물자원과학회와 2016년부터
공동발간을 추진하고 연구지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등재지
로 발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심포지엄 개최
▶ 산악관광과 승마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일시: 6월 2일~3일
- 장소: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2016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우연구회 심포지엄
-한우산업을 선도하는 마이스터(명장)의 역할과 비전
- 일시: 6월 23일
- 장소: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플라자

 초청강연 개최

▶ 이무하 교수(서울대학교)
- 일시: 4월 15일
- 장소: 동생대 1호관 교수회의실
- 연제: 개도국 국제협력의 지속가능성

▶ Dr. Ferry Leenstra
(Wageningen UR Livestock Research, Netherlands)
- 일시: 6월 2일
- 장소: 동생대 1호관 교수회의실
- 연제: 유럽의 동물복지 축산물 생산현황 및 연구동향

 전임연구원 세미나 개최
▶ Dr. HOSSEINDOUST ABDOLREZA (책임교수: 채병조교수)
- 일시: 4월25일
- 장소: 동생대 2호관226호
- 연제: HOW TO CONTROL SALMONELLA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사)한국동물자원과학회 업
무협력협정체결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소장 송영한)와 (사)한국동물자
원과학회(회장 채병조)는 지난 13일(금) 연구소 학술지 「동물자
원연구」 공동발간을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소 측에서 송영한 소장, 이성진 편집위원장이 참석했고 (사)
한국동물자원과학회에서는 채병조 회장, 이철영 제1부회장, 장
문백 제2부회장, 김유용 상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은 △‘동물자원연구’ 2016년 6월호(27권 1호)부터 공동발간
△‘동물자원연구’ 연 4회 이상 발간 등 상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본 연구소에서는 발간하는 동물자원연구지는 1990년부터 2015
년 12월호까지 26권을 발간하였으며, 2011년 한국연구재단 학
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등재후보지를
유지하고 있다. 동물자원연구지는 농수해양 분야에서 축산부문
중 대학부설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등재후보지로서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사)동물자원과학회와 2016년부터 공동발간
을 추진하고 연구지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등재지로 발전하
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22일 1차 협약을 하였고, 학술지 공동
발간을 위한 상호 TFT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
해 왔다.

▶ Dr. 안성일 (책임교수: 김거유교수)
- 일시: 5월12일
- 장소: 동생대 2호관226호
- 연제: Microencapsulation and its application into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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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