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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 김용현 학회장, 대만 농업기계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전달 ———————
김용현 학회장은 2020년 11월 26일에 개최된 대만농업기계학회(학회장
Prof. Yi-Chich Chiu)Chinese Institute of Agricultural Machinery, CIAM) 창
립 30주년 기념식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축하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아울
러 당일 대만농업기계학회장 Prof. Yi-Chich Chiu, 일본농업기계학회장
Prof. Naoshi Kondo와 함께 Provisional Online ISMAB Managing Meeting을
개최하여 COVID-19로 연기된 ISMAB 2022의 대만 National Pingtung
University 개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자 서명을 교환하였다.

◎ 제113차 이사회 및 제46차 정기총회 개최 ———————————————————————
제113차 이사회가 COVID-19로 인하여 2020년 10월 15일에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사회
에서는 2020년 사업보고를 비롯하여 학회상과 기념패 수상자 선정, 회원가입 승인, 2020년 결산 및 감사보
고, 2021년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다.
제46차 정기총회가 2020년 10월 30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온라인과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정
기총회에서는 2020년 사업보고와 2021년 사업계획을 심의하였으며, 학술상, 공로상, 기술상, 우송논문상, 청
산기술상, 국제학술상, 국제화공로상 및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축하패 수여도 같이 이루어졌다.

◎ 2020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
(사)한국농업기계학회는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농업생산무인자동화연구센터,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스
마트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실시간 온라인을 병행하여 추계공동학술대회
를 개최하였다. 온라인 특강에서는 전북대 김대철 교수가 「시대에 적합한 농업기계 인재양성」, 서울대
이찬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기계 교육방향」발표하였고, 이어서 주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는 163편의 연구성과가 구두와 포스터로 발표되었다. 우수논문 발표자들에게는 상품
권이 수여되며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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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한국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개최 ————————————————————————
농업분야 첨단 기술 및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업용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하기 위한「제1회 한국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1st Korea Agricultural Robot Contest)」가 2020년 10월 30일에 국립농업
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농업기계학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촌

진흥청,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국제종합기계, LS엠트론이 후원한 본 로
봇 경진대회에는 국내 농업기계 관련 학과 소속 학부 및 대학원생들로 구
성된 9개팀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회원 동정
◎ 충남대학교 조병관 교수 - 제28회 화농상 수상 ————————————————————
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조병관 교수가 농업과학 연구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8회 화농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농연학재단
(이사장 이석하)은 12월 9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제28회 화농상 시상식
을 갖고 충남대학교 조병관 교수에게 화농상을 수여했다.
화농연학재단은 우리나라 현대 농학의 선구자이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
대학 초대학장을 지낸 화농 조백현 선생의 뜻에 따라 농업과학 연구 개발
에 종사하는 후학들의 연구의욕을 북돋우고자 설립한 재단으로, 매년 농
업과학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낸 과학자를 대상으로 이 상을 수여한다.
조병관 교수는 'Line-scan imaging analysis for rapid viability evaluation
of white-fertilized-egg embryos' 논문을 대표 연구 업적으로 그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됐다. 조 교수는 최근 5년간 90여 편
의 국내외 저명학술지논문을 발표하는 등 농업비파괴센싱 전문분야의 선
두주자로 우수한 연구 업적을 남겼다.

◎ 서울대학교 조성인 교수 – 상록농업과학대상 수상 ——————————————————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성인 교수가 농생명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 28회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서울대학교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은 농생명과학 분
야 교육과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해 1991년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이었던 故한인규 명예교수의 기금 출연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교
육·연구·사회봉사 등 큰 업적을 이룬 교수를 선정해 매년 시상식을 개
최하고 있다.

◎ 충북대학교 노수영 교수 - 세계 학문 분야별 상위 2% 과학자에 선정 ————————
충북대학교 바이오 시스템공학과 노수영 명예교수는 세계 학문 분야별 상
위 2% 과학자에 선정되었다.
이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Scopus 데이터를 사용하여 6개의 인
용 지표를 고려하는 복합 지표의

순위를 기반으로 전 세계 학문분야별

상위 2% 과학자 명단을 발표한 결과로서 지난 10월 16일자로 게재된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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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tabases

of

standardized

citation

indicator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자의 생애업적 부분과 2019년 단일 연도
부분으로 발표했는데 노수영 명예교수는 두 부분에 모두 선정되었다.

◎ 학회상 및 축하패 수상 —————————————————————————————————
◦ 학술상 : 박종민(부산대)
◦ 공로상 : 정종훈(서울대)
◦ 기술상 : 정삼석(TYM 트랙터개발팀장)
◦ 우송논문상 : 임기택(강원대)
◦ 청산기술상 : 손재용(국립농업과학원)
◦ 국제학술상 : 이왕희(충남대)
◦ 국제화공로상 : 조병관(충남대) / 박두산(경북대) / 남주석(강원대) / 김장호(전남대)
◦ 박사학위 취득 축하패 : 이명철(서울대) / 장경제(서울대) / 정대현(서울대) / 조우재(서울대)

◎ 제1회 농업용 로봇경진대회 수상 ————————————————————————————
◦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 BURGERKING (전남대) [설재휘, 김정은, 곽준영, 김정인, 박정현]
◦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 BICPAL Robotics (서울대) [윤창호, 전찬우, 이윤홍, 김경대, 김응찬, 이승윤]
◦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 CNU-BME (충남대) [강경민, 한승훈, 김한기]
◦ 우수상(한국농업기계학회장상) : ROS : 개발의 질주 (강원대) [이현승, 김정현, 이상현]
◦ 우수상(한국농업기계학회장상) : 거북왕 (충북대) [류준열, 정경훈, 남중민]
◦ 장려상(한국농업기계학회장상) : BSIT_BOT (충북대) [전진택, 김완택, 오민희]
◦ 장려상(한국농업기계학회장상) : NEXUS (전북대) [전준혁, 김민우, 김동은]
◦ 장려상(한국농업기계학회장상) : 어로참 (충북대) [정환조, 임승현, 류진환, 변서정]
◦ 장려상(한국농업기계학회장상) : 학익진 (충북대) [장민호, 최민아, 차은진, 김규태]

◎ 인사 이동 ————————————————————————————————————————
◦ 농촌진흥청
- 윤남규(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 농업연구관 승진(2020.11.18.)
- 문종필(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발령(2020.1.1.)
- 이태석(국립농업과학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발령(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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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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정보 : 저서 출간, 행사 안내
- 기타소식 : 국제대회 참관기, 해외 관련 학술대회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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