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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생태학습관 2층 영상학습실)

초대합니다

2018년 상반기 

맞춤형 양식기술교육에

찾아오시는 길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9:40 10:00 - 교 육 등 록

10:00 10:10 10 인사말씀 연구소장

10:10 10:30 20
2018년도 경기도 

수산시책
道 수산과장

10:30 12:30 120 미꾸리 양식

김영우 연구사
(전북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

12:30 13:30 60 중 식

13:30 14:00 30 연구소 사육시설 관람

14:00 15:00 60
쏘가리 사료 순치 및 

양성기술

김이오 연구사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15:00 16:00 60
수산물 위생·안전 

교육

정승태 교수                     

(동강대학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18년 상반기 맞춤형 양식기술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 상반기 

맞춤형 양식기술교육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고소득 유망 양식어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양식장 수질검사, 질병검사, 양식 

기술지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양식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도내 주요하천에 토산어종 치어를 방류하여 수산 

자원의 생태계 복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산시 선감동에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수면을 포함한 해면양식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9일(목)에 실시되는 2018년 상반기 맞춤형 

양식기술교육에 양어민들을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양식어업인과 관련 종사자 간의 화합과 정보교류 

를 통해 내수면 양식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해양수산연구소장   박 영 일

강의 내용 및 강사 안내

기본방향

• 고부가가치 양식기술의 보급으로 양식어가 자생력 확보

• 양식전문기술 보급과 경쟁력을 갖춘 양어 신지식인 육성

미꾸리 양식

[김영우 연구사]

•미꾸리 유수식 종자생산 체계 확립

•무환수 양식기술(BFT) 도입 시도 성공

•(현) 국립 군산대학교 대학원 

•(현) 전북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 근무

  쏘가리 사료 순치 및 양성 기술

[김이오 연구사]

•부경대학교 이학박사

•수산양식기술사

•(현)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근무 

수산물 위생·안전 교육

[정승태 교수]

•이학박사

•식품화학 전공

•(현) 동강대학교 호텔조리영양학부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