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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산학협동연구사업관리위원회 개최 ———————————————
제 143차 운영위원회 및 제112차 이사회가 각각 1월 22일(수), 2월 19일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
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
고,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월 4일(화)에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된 제99차 산학협동연구사업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였고, 국내 농기계 시장 및 R&D 분야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학회지 Scoups 등재 ———————————————————————————————————
학회지(J. Biosystems Engineering)가 Scoups에 등재되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에 Scoups Title Evaluation Team으로부터 향후 3개월 이내에 Scoups 인덱스 작
업을 거쳐 공식적인 확인이 가능하며, 2019년 논문부터 등재가 인정된다는 연락
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에 등재 신청을 하면서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등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편집위원회의 노
고에 감사드리며, 학회지의 위상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 춘계학술대회 개최 연기 ————————————————————————————————
4월 23~24일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개최 예정이던 춘계학술대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의 확산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월중에 공지하겠습니다.

◎ ISMAB 2020 및 CIGR International Conference 2020 개최 연기 ————————————
대만 Pintung에서 5월 18~20일에 개최 예정이던 ISMAB 2020이 COVID-19로 인해서 8월 24~26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또한 Canada Quebec에서 6월 14~18일에 개최 예정이던 CIGR International Conference 2020도
2021년 5월 10~14일로 개최가 연기되었습니다.

◎ 권기영 교수 별세 ————————————————————————————————————
경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의 귄기영 교수가 2월 21일에 지병 악화로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농업자동화 및 로봇 분야를 전공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고, 학회 포상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학회 발전
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지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달리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사무원 채용 ———————————————————————————————————————
학회 사무원으로 이혜인씨가 3월 17일부터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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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Application of Liquid Biofuels to Internal Combustion Engines) 출간 소식 ———
충북대학교 바이오시스템 공학과 노수영 교수가 지난 2월 Springer Nature 출
판사에서 ‘액체 바이오 연료의 내연기관에 응용(Application of liquid biofuels
to internal combustion engines)’ 이란 영문 서적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식
물유 자체(straight vegetable oil), 비식용 식물유 제조 바이오 디젤, 파라핀계 바
이오연료(HVO, BTL diesel and farnesane), 바이오 오일, 미래 디젤기관에서 메
탄올, 에탄올, 부탄올의 응용, 그외 고탄소 알코올(pentanol, hexanol octanol,
decanol,

dodecanol

phytol),

다른

직접사용가능

(drop-in)

바이오

연료

(furan-based, tetrofuran-based fuels and less common esters)의 가솔린 및 디
젤기관에서 응용 등 다른 책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또 독자
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장의 끝에 광범위한 참고문헌을 소개하
고 있습니다.

회원 동정
◎ 인사 이동 ————————————————————————————————————————
◦ 농촌진흥청
- 이용범(농촌진흥청) : 차장(2020.01.31.)
- 이강진(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장(2020.02.17.)
- 성제훈(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장(2020.02.17.)
- 이성현(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장(2020.03.23.)

◎ 학위 취득 ————————————————————————————————————————
◦ 석사 학위(가나다순)
- Md. Nafiul Islam(충남대학교) : Structural Analysis of a Clamp-type Picking Mechanism for a 2.7 kW
Automatic Pepper Transplanter(2020.02.)
- Mohammad Kamran Omari(충남대학교) : Heat Stress Phenotyping for Panax Ginseng Using
Hyperspectral Image Analysis(2020.02.)
- 김다운(전남대학교) : Development of nanoengineered eggshell membrane patches for bone regeneration(2020.02.)
- 김민준(강원대학교) : 유입공기 특성 개선을 통한 목재펠릿보일러 열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2020.02.)
- 김석준(강원대학교) : 표면탄화 공정을 적용한 미이용 농업부산물의 에너지원 활용가능성 연구 : 고
춧대, 포도전정가지 중심으로(2020.02.)
- 박정현(강원대학교) : 반자동 채소 정식기의 식부장치 최적설계(2020.02.)
- 박준우(경상대학교) : 초분광 영상 이용 배나무 화상병 검출을 위한 분류 파장대역 선정(2020.02.)
- 손관희(서울대학교) : 농업용 전기차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한 하우징 형상 설계 최적화(2020.02.)
- 송혜영(경상대학교) :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봄감자의 염 스트레스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2020.02.)
- 신우철(강원대학교) : Development of Biomimetic 3D Printed Scaffolds with Alginate-Gelatin-Cellulose
Nanocrystals for Bone Tissue Applications(2020.02.)
- 윤창호(서울대학교) : 자율 파종을 위한 두둑 검출 및 추종 시스템(2020.02.)
- 이명희(전북대학교) : 고추수확기용 이물질 선별부의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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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충남대학교) : Autonomous Detection and Monitoring of Swine using Deep Neural Network
based Instance Segmentation(2020.02.)
- 이정규(충북대학교) : 시설 내부 환경 인자 계측 매트릭스 최적화 전략(2020.02.)
- 이주희(강원대학교) : 나노유체를 이용한 태양광-열 복합시스템의 효율 향상 연구(2020.02.)
- 장동화(전북대학교) : 3차원 영상을 이용한 한우의 체중 추정(2020.02.)
- 장시형(경상대학교) : 원격탐사와 GIS를 기반으로 한 벼 생육 및 수량 추정(2020.02.)
- 정인선(강원대학교) :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단동형 유리온실 내 미기상 환경 예측 모델 개발 및 검증(2020.02.)
- 조영기(충남대학교) : 차량 진동을 활용한 Triboelectric Nano Generator의 발전 특성 분석 및 활용(2020.02.)
- 파와드칸(경상대학교) : Effects of forced aerated poultry compost on soil properties and the growth
of strawberry plants(2020.02.)
- 황성근(강원대학교) : CFD를 이용한 원추형 집광기의 집열효율 분석(2020.02.)
- 한희조(서울대학교) : 코발드전극과 비색법을 이용한 양액 내 인산 이온 센싱기술 개발(2020.02.)

◦ 박사 학위(가나다순)
- 미로느(충남대학교) : ISE Sensor-based Nutrient Management System for Recycle-type Hydroponic
Crop Cultivation(2020.02.)
- 박은수(충남대학교) : 분광 영상 기술을 이용한 작물 형질 및 Abiotic/Biotic 스트레스 분석기술 개발(2020.02.)
- 이명철(서울대학교) : 표적화 나노 전달체를 이용한 암줄기세포의 사멸유도(2020.02.)
- 장경제(서울대학교) : 말뼈를 생가공하여 얻은 수산화인회석으로 제작한 골조직공학용 2D/3D 지지체
의 개발 및 특성화(2020.02.)
- 장승호(충남대학교) : Development of a Suspension-type Dehumidifier with a Heating Module for
Smart Greenhouses(2020.02.)
- 하종우(서울대학교) : 마늘재배에 적합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2020.02.)

◎ 인물 동정 ————————————————————————————————————————
- 강동현

: 한국농수산대학 교양공통과 조교수 임용(2020.03.01.)

기타 소식
◎ 회비 납부 안내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년도 연회비 및 임원회비를 안내 드리오니,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sam76.or.kr/)에서 온라인 카드 결제가 가능하
며, 무통장 입금의 경우 (농협)125-01-168320, (우체국)102665-01-004441 사단법인한국농업기계학회입니다.
종신회원은 연회비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납회비 납부 안내 또는 기타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
국(063-224-23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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