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계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일정

제 1 발표장

▶노외기계시스템 분야
▪좌장 : 김용주 교수(충남대학교)▪

09:00~09:12

79

경운기의 안전 조향을 위한 차동잠금장치 개발
Development of Differential Lock System for Safety Steering of Power Tiller
이동현, 권익현, 문철우, 박지현, 이상엽, 이재연, 조장희, 최우성, 하유신*, 유장영, 하상열

09:12~09:24

82

온실 환경 제어를 위한 호환성 향상 제어인터페이스 모듈 개발
Control Interface Module with Improved Compatibility for Greenhouse Environment Control
한광민, 성남석, 정선옥*

09:24~09:36

84

GPS/INS를 이용한 무인자율주행 트랙터의 측면 슬립각 추정과 강인제어
Sideslip Angle Estimation and Robust Lateral Control for Unmanned Auto Tractor using GPS/INS
한웅철, 김학진*, 전찬우, 김정훈

09:36~09:48

86

농업용 트랙터 변속기의 가속 수명 시험법 Part I : 등가 부하 방법
Accelerated Life Test Method for Agricultural Tractor Transmission Part I : Equivalent Load Method
박영준*, 이근호, 김수철

09:48~10:00

88

농업용 트랙터 변속기의 가속 수명 시험법 Part II : 등가 손상 방법
Accelerated Life Test Method for Agricultural Tractor Transmission Part II : Equivalent Damage Method
박영준*, 이근호, 김수철

10:00~10:12

90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농업용 트랙터 적용 및 성능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Parallel Hybrid System for Agricultural Tractor
이대현, 김용주*, 정선옥, 최창현

10:12~10:24

92

반투입 콤바인의 예취성능 향상을 위한 속도 최적화 모델
Optimization of Speed model for cutting performance in Half Feed Combine
조진석, 정호준, 진병옥, 이민호, 김명일, 김치호, 박태종, 허민호, 김현태*

10:24~10:36

94

농용 프론트 로더 버켓 수평 자동 제어를 위한 임베디드 제어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n embedded control system for the active self-leveling of a front-end loader bucket
이창주, 김학진*, 하종우, 조봉진

10:36~10:48

휴 식
▪좌장 : 최영수 교수(전남대학교)▪

10:48~11:00

96

토양 인의 현장 측정(I) - 신속측정을 위한 비색법 연구 In-field Soil Phosphorus Measurement (I) -Study on a Rapid Colorimetric Method박효제, 이상윤, 한철우, 홍영기, 권기영*

11:00~11:12

99

토양 인의 현장 측정(II) : Spectrometer 온도제어 장치 개발
A Temperature Control Device for a Spectrometer for In-field Soil Phosphorus Measurement
이상윤, 박효제, 한철우, 홍영기, 권기영*

11:12~11:24

101

자주식 고추수확기 탈실부의 요인실험을 통한 적정작업조건 분석
Analysis of Optimal Working Conditions of Crop Divider for Self-propelled Harvest by Factorial Test
강경식, 박상훈, 강영선, 남요상, 신서용, 김대철*

11:24~11:36

103

자주식 고추 수확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 - 탈실부 필드 시험 Development of Self-propelled Pepper Harvester (I) - Field Test of Crop Divider 박상훈, 박승제, 강영선, 김대철*

v

11:36~11:48

103

과수원 제초작업용 자동편심 로타베이터의 작업면적 증가를 위한 최적 작업속도 구명
Optimum Working Speed for Increasing the Working Area of the Self-offset Orchards Weeding Rotavator
조연주, 박상훈, 강대식, 김대철*

11:48~12:00

107

Laser scanner를 이용한 벼 가장자리 검출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Detecting Row Crop Edges using a Laser Scanner
전찬우, 김학진*, 한웅철, 문희창

12:00~12:12

109

시비량에 따른 단일 원판식 입제 살포기의 회전판 위 비료입자 거동 분석
Analysis of Fertilizer Particle Motion on the Disc of a Single Disc Granule Fertilizer Applicator by Variable Feed Rates
한철우, 박효제, 이상윤, 홍영기, 권기영*

12:12~12:24

111

곡물 수확량 모니터링 시스템 수확 후처리 프로그램
Post Processing Program for Grain Yield Monitoring System
이규호, 정선옥*, 이종순, 김수경

제 2 발표장

▶농산물 ‧ 식품가공공학 분야
▪좌장 : 한재웅 교수(공주대학교)▪

09:00~09:12

115

Net analyte signal-based detection of starch adulteration in spices powder by Fourier
transform near-infrared spectroscopy
Santosh Lohumi, Sangdae Lee, Byoung-Kwan Cho*

09:12~09:24

117

Rapid Assessment of the Adulteration of Sesame Oil with Benzene using Spectroscopic
Technique
Ritu Joshi, Byoung-Kwan Cho*

09:24~09:36

119

Measurement of drug component distribution and hardness using hyperspectral imaging
and NIR spectroscopy
Lalit Mohan Kandpal, Young-Wook Seo, Byoung-Kwan Cho*

09:36~09:48

121

Development of a detection method for tobacco mosaic virus using gold coated
micro-wire
Hyun Jung Min, Seung-Kook Choi, Byoung-Kwan Cho*

09:48~10:00

123

다구찌 기법을 활용한 부산물사료의 발효조건 구명
Optimization of Design Parameters for By-Product Feed Fermentation Using Taguchi Method
우승민, 두윰우예다니엘, 홍동혁, 하유신*

10:00~10:12

125

Optimizing Quality Parameters of Japonica Type Rice using Parboil System
Uyeh Daniel Dooyum, Seung Min Woo, Dong Hyuck Hong, Yu Shin Ha*

10:12~10:24

127

Discrimination of Viable and Non-Viable Corns Using FT-NIR Technique Sampling Both
Sides of the Kernel
Collins Wakholi, Byoung-Kwan Cho*

10:24~10:48

휴 식
▪좌장 : 김 웅 교수(공주대학교)▪

10:48~11:00

129

라만 초분광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수박종자(Capsicum annuum L)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CGMMV) 감염의 비파괴 측정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Non-destructive Measurement Technique for the Detection of CGMMV Virus in Watermelon
Seed(citrullus lanatus L) using Hyperspectral Raman Imaging System
배형진, 산토스 로후미, 라릿 칸트발, 김익현, 박찬환, 임현섭, 조병관*

vi

11:00~11:12

131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오이 모종의 수분함유량 추정
Estimation of Moisture Content of Cucumber Seedling Using Hyperspectral Imagery
강정균, 유찬석*, 민영봉, 강동현

제 3 발표장

▶생물공정공학 분야
▪좌장 : 유찬석 교수(경상대학교)▪

09:00~09:12

135

작물 가뭄스트레스 진단을 위한 종이 기반 센서
A Paper-based Sensor for Diagnosis Crop Drought Stress
정진태, 김밝금, 김철수, 이경환*

제 3 발표장

▶생물생산시설 및 환경공학 분야
▪좌장 : 유찬석 교수(경상대학교)▪

09:12~09:24

139

온도에 따른 케일과 배추의 생장 변화
Effects of temperature on growth and glucosinolates of Chinese cabbage and kale leaves
강나래, 정선옥*, Viet-Duc Ngo, Thi-Bich-Thuy Doan

09:24~09:36

141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지연상의 최소화
Reduction of lag-phase for biogas production
김민지, 김수아, 김상헌*

09:36~09:48

143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를 적용한 CLIMEX 모델링기반 노랑미친개미의 잠재적 지리학 분포 예측
CLIMEX model-based prediction for potential distribution of yellow crazy ant (Anoplolepis gracilipes) by
applying climate change scenario
정재민, 정성훈, 이왕희*

09:48~10:00

145

실험 돈사에서 환경에 따른 돼지의 생체정보 해석
Analysis of biological information of a pig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 in the experimental pig-house
Heesup Yun*, Hak Jin Kim, Kyung Do Lee, Suk Young Hong, Ki Do Park
장진철, 이민호, 최동윤, 최희철, 김웅, 함영화, 김현태*

10:00~10:12

147

무창 돈사 내 열회수형 환기장치 덕트높이에 따른 최적의 열효율 분석
Analysis Optimum thermal efficiency of the heat recovery ventilators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duct
정호준, 문병은, 나규동, 김진현, 김현태*

10:24~10:48

휴 식
▪좌장 : 최원식 교수(부산대학교)▪

10:48~11:00

149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정제 CO2 시비에 따른 온실 내 작물 성장률 비교 분석
According to Livestock Manure Bio-gas purification CO 2 fertilization, Analysis of Crop Growth Rate in
Greenhouse
김희태, 정호준, 이충섭, 유영선, 김현태*

11:00~11:12

151

원통 수평형 퇴비화 장치에서 수분조절재 절감을 위한 생산퇴비 재사용 평가
Compost recycle evaluation for reduction bulking agent In a cylindrical horizontal composting device
이민호, 김현태*

vii

11:12~11:24

155

Comparison qualities of swine compost as a containerized substrate on efficiency of metal
absorption and growth of a Chrysanthemum
Phonsuwan Malinee, Min Ho Lee, Man Kwon Choi, Hyeon Tae Kim*

11:24~11:36

157

저급 목재펠릿용 보일러의 적정 연관 및 연소실 규모 모델링
Optimal Firetube and Combustion Chamber Scale Modeling of the Boiler Using Lower Wood Pellet
이상열, 어승희, 오광철, 오재헌, 김대현*

11:36~11:48

159

양액 자동제어를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
An Embedded System for Automated Control of Hydroponic Nutrients
조우재, 김학진*, 김동욱, 강창익

11:48~12:00

161

UTC 내 잉여에너지 활용을 위한 잠열축열재 적용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Latent Heat Material for using Excess Energy in UTC
문병은, 김희태, 김종구, 유영선, 김현태*

제 2 발표장

▶정보처리 및 복합기술 분야
▪좌장 : 김 웅 교수(공주대학교)▪

11:12~11:24

165

초분광 영상 기술을 이용한 유정란 내부의 배아 생존 판별기술 개발
Development of a developed embryo detection technique for white fertilized egg using hyperspectral imaging
technique
박은수, 장재식, 조병관*

11:24~11:36

167

제약기반분석을 활용한 소의 해당과정 대사 재구축 및 시각화
Cattle Glycolysis Reconstruction and Network Visualization Using Constraint-Based Reconstruction and
Analysis
김도균, 서성원, 김운수, 박혜선, 이왕희*

11:36~11:48

169

태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 방위각 및 경사각별 태양광발전량 분석 A study on the efficient use of solar energy - Analysis of the photovoltaic generation by tilts and azimuths 이승환, 박은미, 김태욱*

11:48~12:00

171

Estimation of Leaf Area, Plant Height, and Fresh Weight of Lettuce in Plant factory using
Structure from Motion (SfM) Technique
Heesup Yun, Woo Jae Cho, Ji Song Jiang, Hak-Jin Kim*

12:00~12:12

173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 생육 예측
Estimation of Rice Crop Growth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유승화, 백선욱, 이 인, 김석구, 이경환*

v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