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양돈대상’에 명성농장 우정규 대표,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철영 교수 선정

(사)한국양돈연구회

(회장 권동일)에
서 주최하고 한

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과 (사)대한한돈협회에
서 후원하는 ‘제20회 한국양돈대상’에서 생산자 부문
에 우정규 명성농장 대표,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에
이철영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선정되었다.
생산자 부문 수상자인 명성농장 우정규 대표는 축
▲ ‘제20회 한국양돈대상’에 선정된
경북 영천 명성농장 우정규 대표와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철영 교수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기부활동과 양돈농가의 동
반 성장을 위해 노하우 및 사양관리 방법을 공유하여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정규 대표는 경북 영천에서 모돈 285두, 총 두수 4,000여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
을 운영하면서 다져온 양돈장의 노하우 및 사양관리 방법을 공유하여 양돈농가의 동반 성장을 도모
하고, 농업인 전문 교육 및 정책 개발에 힘써 인재 양성과 잠재력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지역
농업인으로서의 공헌도 지대해 다양한 위원회 활동으로 양돈 생산현장의 고충과 농업·농촌의 어려
움을 정부에 전달해 정책적,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불우이웃과 소외계층
을 위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본지 258~264쪽 현장&이사람 소개).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 수상자인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물소재공학과 이철영 교수는 현장
중심의 실용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으로 기술 이전 및 보급하여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경영기술의 발
전과 함께 양돈농가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돈 현장 밀착형 기초과학 연구 수행 및 학술지 논문 발표를 통한 양돈분야 원천기술 확보, 영
양-성장-체성분과 각 육질 평가 항목의 특성 및 형질 간 연관관계 구명을 최초로 추구한 ‘제1세대’
성장생물 연구자로 양돈산업의 실용학문 발전에 기여하였다.
경남양돈마이스터대학, 양돈과학기술센터 양돈 및 돼지고기 단기과정 등 다년간 교육활동을 수행
하며 양돈업 후계자 양성에 힘써 노력하였으며, 확보된 기술력을 활용한 양돈농가·산업현장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현장 실용화 기술정보를 양돈 산업 현장에 직접 보급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정부지정 전국 유일의 경남과기대 동물생명산업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 재임 시 개발된 기술을 농가
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제38회 전국양돈세미나’와 함께 진행하고자 했던 ‘한국양돈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
‘회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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