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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과학과의 교육목표는 동물의 영양생리, 사양관리, 동물육종 및 유전, 동물번식기술 등의 기초학문에 대한 교육 및 산업적
적용에 관한 연구와 교수하는데 있으며, 경제동물의 효율적인 생산 및 이용기술에 대한 기초이론과 동물산업에 필수적인 사료생산
및 동물생산이용에 대한 실용응용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 연구, 실습하는데 있다. 또한, 미래 동물산업 및 사료분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 행정가,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21세기 동물산업분야의 선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수 및 연구분야

E-mail : @kangwon.ac.kr

고용균 교수

김병완 교수

김종복 교수

송영한 교수

신종서 교수

033-250-8632
yggoh
사료자원학

033-250-8625
bwkim
초지학실험실

033-250-8624
jbkim
동물육종학

033-250-8617
yhsong
동물복지관리학

033-250-8628
jsshin
반추영양학

사료품질관리,
사료배합 및 설계,
가축사양학

초지학,
초자원 개발/이용

가축육종학,
가축유전학,
가축통계육종학

동물행동복지학,
생체평가학

동물영양생리학,
한우사양 및 관리

양부근 교수

오상집 교수

채병조 교수

최정우 교수

033-250-8623
bkyang
동물번식학

033-250-8631
sjohh
사료가공학

033-250-8616
bjchae
동물영양학

033-250-8622
jungwoo
동물유전체학

가축번식생리학,
수정란이식,
발생공학

사료가공/항생물질
대체 및 기능성
사료개발

단위동물영양학

동물분자유전육종학,
동물집단유전체학

학년별 교육과정
1

축산학개론, 생물통계학및실습, 동물생명공학의이해, 동물생리학, 동물생화학

2

동물영양학, 초지학, 가축생화학, 축산영어, 동물생리학, 동물관리학및실습, 동물유전학, 가축사양학, 산업현장실습

3

동물번식학, 동물육종학, 사료학, 육우학및실습, 양돈학및실습, 낙농학및실습, 동물응용생식학, 특용동물학, 가금
학 및 실습, 조사료이용학

4

축산경영학, 양봉학및실습, 축산전공세미나, 축산현장실습, 축산종합실습Ⅰ,Ⅱ, 축산실무연수

전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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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설계 상담

교육부가 지정한 대경강원권 지방대 특성화사업(CK-I) 지역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학
과로 장학금, 국·내외 연수,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우수학생 양성에 많은 지원
을 하고 있음.

진학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공공기관
대학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
지자체 축산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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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관련 추천 웹사이트 주소
졸업 후 진로

동물생명과학대학
경영대학

학과 자랑거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http://www.epis.or.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한국사료협회
http://www.kofeed.org
축산물품질평가원
http://www.ekape.or.kr
한국종축개량협회
http://www.aiak.or.kr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THE RUMINANT ANIMAL(Waveland Pr lnc/Church, D. C. 저)
Feeds and Nutrition(Prentice Hall/Ensminger, M. E., Ensminger Family Trust, Oldfield, J. E.,Heinemann, W. W. 저)
Forages: The Science of Grassland Agriculture(Iowa State Press/ Robert F. Barnes, C. Jerry Nelson, Darrell A. Mil er저)

일반기업
농·축협, 사료회사 및
생명공학관련 기업 등

Foundations in Microbiology(McGraw-Hill Education/KATHLEEN PARK TALARO저)
Modern Nutrition In Health And Disease(Lippincott Williams & Wilkins/Shils, Maurice E. 저)

자랑스러운 동문
홍병주(64학번) 前 강원대학교 동창회장

이준희(89학번) 경상대학교 교수

주영노(72학번) 춘천철원축협 조합장

김경환(90학번) 서울우유

안규정(86학번) 농림수산식품부 과장

김혜선(02학번)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계재철(78학번) 강원도청 농정국장

최장근(05학번) CJ제일제당

이원복(81학번)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유정(07학번) KOTRA

최근 3년간 취업자
유석현(08학번) 농업회사법인조인 (주)

장현주(11학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금돈

천병근(08학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우지은(11학번) (주)선진

정근기(09학번) (주)도드람비엔에프

이정은(11학번) (주)팜스코

김기원(09학번) (주)올품

최창원(12학번) (주)편한소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동물산업분야에 대한 관심 및 이해능력이 있고, 진로 의향이 분명한 진취적인 학생
자연과학, 생명과학분야의 실험실 활동(연구 및 실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학생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동물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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