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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 2020년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
춘계 공동학술대회가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농업생산무인자동화연
구센터,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스마트팜연구센터,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개
최되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학술발표로 진행된 학술대회에
서 124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으며, 학회 홈페이지에 학술발표용 포스터를
등록하고 댓글로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 초록집은 학
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20년 6월 12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기계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정책팀의 최승묵 서기관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단의 전형호 PD가 초청
되었고, 대동공업(주) 이종순 연구소장, 동양물산기업(주) 강영선 연구소장, 국제
종합기계(주) 김지웅 연구소장, LS엠트론(주) 이현구 연구소장, (주)아세아텍 천
원기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학회 산학협동연구사업 관리위원들이 참석하였다. 간
담회에서는 COVID-19 사태 전후의 농기계 내수 및 수출 현황, 기술력 향상을
위한 어려움과 극복 방안, 농업기술 첨단화와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 방안,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R&D 기획의 필요성 등이 제
시되었다.

◎ 제1회 한국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개최 ————————————————————————
(사)한국농업기계학회와 한국농기계공업혐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제1회 한
국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1st Korea Agricultural Robot Contest)」가 추계학술대
회와 KIEMSTA가 열리는 2020년 10월 29일에 개최된다. 농업분야 첨단 기술 및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업용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본 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대학원
생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9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선 진출팀은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플랫폼 로봇과 아이
디어 구현을 위한 재료비(팀당 5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경진대회 시상으로 대
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팀 100만원,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팀 50
만원, 우수상(한국농업기계학회장상) 4팀에게 각 30만원의 부상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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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토양-기계 시스템공학) 출간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판한 이 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토양-기
계 시스템 분야의 전문서로서 토양과 기계의 상호작용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학 상급학년 또는 대학원 전공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의 예제, 연습문제와 연습문제 풀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노외차량, 토양관련 작
업기와 기계 등을 연구 또는 개발하는 산업계의 엔지니어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경욱 교수로서 서울대학교에서 이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토양-기계 분야의 국제 전문학술지인
Journal of Terramechanics의 Editor로서 7년간 활동하였다.
발행일 : 2020년 4월 25일
펴낸곳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ISBN : 978-89—521-2040-3 93550

회원 동정
∘ 송춘종(농업기계화연구소 전 소장) 별세 (2020.04.04)
∘ 최규홍(건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농업기계학회 전 회장) 별세 (2020.05.24)

기타 소식
◎ 회비 납부 안내 ———————————— ◎ 기타 ——————————————————
연회비 및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님은 홈페

(사)한국농업기계학회에서는 회원여러분들의 최근 동

이지(http://www.ksam76.or.kr/) 로그인 후 회비 납부

향과 소식을 전하고 학회소식을 공유함으로써 회원

내역을 확인하셔서 결제해 주시고, 전자 결제가 어

들 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뉴스

려운 회원님은 무통장 입금(농협 125-01-168320 사

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단법인한국농업기계학회)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

학회 이메일(ksam2392@hanmail.net)로 보내 주시면

다. 비영리법인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

Newsletter에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

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

회비

- 연구동향 : 우수 연구현황 소개 등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

(063-224-2392, ksam2392@hanmail.net)으로 연락주시

- 회원동정 : 수상, 학위취득, 인사이동, 회원경조사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정보 : 저서 출간, 행사 안내
- 기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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