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국잡초학회(WSSA)
골프산업박람회(GIS)
(2018.01.28 ~ 2018.02.11)

Mid-Atlantic Turf Expo (M-A-T-E)
 M-A-T-E: 미국 동부 Virginia 주와 Maryland 주의 Local Turfgrass Society로 지역의 잔디
관리자가 다수 참여하는 학술 행사 및 Trade Show
 방문 목적: 미국 Local Turfgrass Manager와 Networking 및 정보 교류
 일시: 2018.01.29
 장소: Fredericksburg Expo Center, Fredericksburg, Virginia
 Virginia 주의 Turf Extension Program 담당 교수, 지역 골프장 관리자 및 USGA의 GIS 기술 기반 골프장 관리 시
스템 강연 등이 펼쳐져 잔디관리 관련 지역 현안을 습득함

 M-A-T-E에 참석한 목우연구소 임직원들

 난지형 잔디 도입 경험 관련 강연 중인 Virginia 주 지역
골프장 관리자

※ Extension Program: 농업 전문가가 최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나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미국 각 주의 농대가 해당 역할 수행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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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d Science Society of America (WSSA)
 WSSA: 미국잡초학회로 잡초 방제 분야 전 범위에 걸친 강연 및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를 진행.
산업, 학술 및 정부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잡초업계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짐.
 방문 목적: 미국 농업 및 잡초학계 Trend 파악
 일시: 2018.01.29 ~ 2018.02.01
 장소: Crystal Gateway Marriott, Arlington, Virginia
 미국 전역의 사회문제가 된 Dicamba Drift 문제, EPA 등록 과정 전반, 스마트 기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잡초 방제
에 대한 세션 등을 통해 미국 잡초학계 최신 Trend를 학습함

 포스터 발표를 참관하는 구석진 사장과 구대원 사원

 BASF의 Greg Armel (Global Product Development
Manger)과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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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d Science Society of America (WSSA)

 Dr. Jim Brosnan (University of Tennessee) 팀과의 오찬

 EPA 등록 과정 세션을 진행하는 Bill Chism (EPA)

 Dicamba 세션을 진행하는 Gregory Dahl (WinField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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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e Neal 과 Dr. Angela Pos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와 저녁 식사

Golf Industry Show (GIS)
 GIS: 미국 골프 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골프산업박람회로 각 기업들의 홍보 부스
를 볼 수 있는 Trade Show와 골프 산업 관련 강연이 진행됨.
 방문 목적: PoaCure 홍보 및 미국 골프 업계 관계자 Networking
 일시: 2018.02.07 ~ 2018.02.08
 장소: Henry B. Gonzalez Convention Center, San Antonio, Texas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PoaCure에 대한 미국 골프관계자들의 여전한 관심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함

 PoaCure 홍보 중인 목우연구소 임직원들

 미국프로골프협회 (PGA)와 미팅 중인 목우연구소 구석진
사장과 Moghu USA 한경민 개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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