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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한국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개최 ————————————————————————
농업분야 첨단 기술 및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업용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하기
위한「제2회 한국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가 2021년 10월 22일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개최되
었다.
한국농업기계학회 및 국립농업과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촌진흥청,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대동,
TYM, 국제종합기계, LS엠트론이 후원한 본 로봇 경진대회에는 국내 농업기계 관련 학과 소속 학부 및 대학
원생들로 구성된 8개팀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 제117차 이사회 및 제47차 정기총회 개최 ———————————————————————
제117차 이사회가 2021년 10월 7일에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제29대 학회장
예비후보 선정을 비롯하여 선거권자 자격심의, 전자 투표 실시, 감사 후보, 회원가입 승인, 정관개정(안),
2021년 결산 및 감사보고, 2022년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다.
제47차 정기총회가 2021년 10월 28일 소노벨 제주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학회상, 우수논
문발표상 및 축하패 수여, 로봇경진대회 시상을 비롯하여 2021년 사업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 정관개정

(안), 국문학술지 명칭, 차기 감사 인준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제29대 학회장으로 이강진 후보(농업공
학부장)를 선출하였고, 차기 임원진 구성을 신임회장에게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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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

2021 추계공동학술대회가 2021년 10월 27일 ~ 30일에 소노벨 제주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2021년 추계공동
학술대회는“디지털농업 시대 농업기계 및 바이오시스템 연구개발 동향”이라는 주제로 농업생산무인자동
화연구센터,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및 스마트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특강에서는 김용주 교수(충남대)가 「Digital twin 기반의 노외농기계 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 이종원 교
수(한농대)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연구 현황 및 발전 방안」, 이종훈 박사(한식연)가 「디지털시대
식품/유통산업 기술동향 및 향후 전망」, 김동현 교수(강릉원주대)가 「Production of value-added materials
from renewable biomass and waste via chemo-biological approach」, 박지원 대표(테크넬)가 「노지 현장
토양검정 시스템 기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는 256편의 연구 성과가 구두와 포스터로 발표되었으며, 우수논문 발표자들은
202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될 예정이다.

◎ 제102차 산학협동연구사업관리위원회 및 연구과제 최종 보고회 개최 ————————
제102차 산학협동연구사업관리위원회 및 “농업기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책임자: 강영선 부회장)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11월 17일(수)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개최되었다. 최종 보고회에는 4대업체 연
구소장 및 영업본부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동연구사업관리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회장단 활동, 출판사업, 산
학협동 사업, 제29대 학회장 선거결과, 2021년 수입 및 지출현황이 보고되었다. “농업기계산업 활성화 방
안”연구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산학협동 정책연구보고서인 「한국 농업기계 산업 고도화 방안」이 출판되
었다.

◎ 국문학술지 농업기계공학 논문투고시스템 개설 ————————————————————
(사)한국농업기계학회에서 2021년 12월에 국문학술지 농업기계공학(Journal
of Agricultural Machinery Engineering, JAME)의 창간호를 발간하고자 논
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ubmission.jame.or.kr:8080/)을 개설하였다. 국
문학술지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연결 가능하오
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논문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김용현 학회장, ISAE Congress 초청연사 발표 —————————————————————
김용현 학회장은 인도네시아 농공학회(Indonesi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ing, ISAE)의 초청으로 2021년 12월 14일에 개최된 Congress에서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of Smart Farming in South
Korea”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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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 강원대학교 임기택 교수 - 엘스비어 전공교재 발간 ——————————————————
강원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임기택 교수가 과학·기
술·의약 분야 전문 논문집 발행 및 출판사인 엘스비어(Elsevier 출판사)에서 마이크
로나노시리즈 나노바이오융합 농업기술 전공교재 “CRISPR and RNAi Systems:
Nanobiotechnology Approaches to Plant Breeding and Protection”도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임기택 교수를 비롯해, 이집트 농업연구센터(ARC) 병충해연구소 Kamel
박사팀이 공저자로 참여한 국제저서로,

병원균 검출을 위한 RNAi

및

CRISPR/Cas9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병원체에 취약한 식물을 보
호하고 효율적인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CRISPR/Cas9 기술을 응용한 나노바
이오 융합 기술에 대한 소개와 응용 등 다양한 유망 솔루션을 제시한다.

◎ 서울대학교 김학진 교수팀 - 세계 AI로봇카레이스 대회 대상 ————————————
서울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김학진 교수가 이끄는 '재빠른 트랙터' 팀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1회 '세계 AI로봇카레이스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서울대가 8일 밝혔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FMTC)에
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연구하는 8개 팀이 참
가했다.

◎ 국립농업과학원 이성현 과장, 김국환 연구사 - '2021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국립농업과학원 이성현 과장과 김국환 연구사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202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

이성현

과장이

주도한

'SUPER 항노화 식품자원의 산업화 과제'는 도라지, 발효삼채, 흑미 등의
면역활성, 골관절염, 치매예방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이들
자원을 소재로 한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수입 기능성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면서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 및 국
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김국환 연구사가 개발한 지능형 로봇 방제는 세계 최초로 형상을 인식하
여 과수에만 농약을 살포하는 기술로서 GPS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용
해 무인 방제를 구현하고 있다. 이 로봇 방제기를 이용해 방제할 경우, 사
과에서는 농약 절감율이 30%가 되고 연간 경제·사회적 절감효과는 2619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학회상 수상 ——————————————

◎ 감사패 수상 ——————————————

◦ 학

술

상 : 송대빈 (경상대학교)

◦이경환 (농업생산무인자동화센터장)

◦ 기

술

상 : 김상일 (대동)

◦김태한 (밭농업기계센터장)

◦ 우송논문상 : 김유용 (국립농업과학원)

◦김현태 (스마트팜연구센터장)

◦ 청 산 기 술 상 : 김기영 (국립농업과학원)
◦ 과총우수논문상 : 김현태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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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취득 축하패 수상 ———————————————————————————————
◦이재수 (국립농업과학원)

◦양명균 (서울대학교)

◦남규철 (충남대학교)

◦자얀타쿠마르바삭 (경상대학교)

◦김연수 (충남대학교)

◦이충건 (강원대학교)

◦권구범 (충북대학교)

◦김완수 (충남대학교)

◦유학제 (성균관대학교)

◦최일수 (국립농업과학원)

◎ 2021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실시간 상추 생육 센싱 연구 (서울대 강민석)
◦다양한 수자원을 원수로 하는 순환식 수경재배시 양액 관리 시스템 (서울대 김주신)
◦경사도와 장애물의 형상에 따른 다목적 농작업기계측방전도 및 후방전복 안전성 분석 (강원대 장문경)
◦수도작 자율 정지 트랙터를 위한 경로 생성기 개발 (서울대 전찬우)
◦High-Throughput Plant Phenotyping for the Chilling Stress of Watermelon Plants (충남대 Mohammad
Akbar Faqeerzada)
◦농경지의 표현형 향상을 위한 무인 항공기의 협업 주행 시스템 개발 (강원대 이현승)
◦RGB-D Camera-based Real-time 3D Mapping and Flower Thinning Strategy using Flower-branch
Relationship (전남대 정육)
◦자율주행 트랙터 위치정밀도 향상을 위한 GNSS/INS와 수정 칼만필터링 융합 항법시스템 개발 연구
(서울대 최동석)
◦토마토 수확을 위한 객체 탐지 및 자세 추정 (충북대 장민호)
◦이기종 영상 센서를 사용한 등검은말벌집 탐색 방법 연구 (국립농업과학원 정유석)
◦초분광 이미지를 이용한 파프리카 숙성도 분류의 최적 밴드 선정 (국립농업과학원 조병효)
◦노지 밭작물 재배를 위한 관·배수 통합 공관의 토양 수분 분포 시뮬레이션 (부산대 김동현)
◦45kW급 전자 제어형 승용 자주식 마늘수집기 개발을 위한 수집부 요인시험 (국립농업과학원 이예슬)
◦수소 연료전지 3중 열병합 시스템 적용 온실의 BES 모델 설계 및 동적 에너지 분석 (공주대 이승헌)
◦확장 칼만 필터 제어기를 이용한 소형트랙터 위치 추정 알고리즘 개발 (공주대 홍지웅)
◦발열 온도에 따른 기류식 식품 고속분쇄기의 상태 변화 분석 (전주대 장예림)

◎ 제2회 한국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수상 ————————————————————————
◦대상 (농촌진흥청장상) : BSIT_BOT(충북대) /오민희, 강대원, 유수정
◦최우수상 (농촌진흥청장상) : SNU AgroBot(서울대) / 김용현, 최동석, 노승우
◦우수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 : 멋쟁이 토마토(충북대) / 장민호, 차은진, 김재현, 한승재, 이진경, 권오정
◦우수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 : 불도저(강원대) / 최재현, 한현종, 박수환, 김남욱
◦우수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 : 마스터즈(경북대) / 송승우, 유용운, 이제왕, 김정수, 김현우, 우해성
◦우수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상) : 위더스(전북대) / 신주원, 김영훈, 소민호, 이제욱, 한준영
◦우수상 (한국농업기계학회장상) : 도리터봇(전북대) / 소세영, 성민기, 이성환, 박하준
◦장려상 (한국농업기계학회장상) : Team VVS(장려상) / 고경빈,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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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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로그인 후 회비

향과 소식을 전하고 학회소식을 공유함으로써 회원

납부 내역을 확인하셔서 결제해 주시고, 전자 결제

들 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뉴스

가 어려운 회원님은 무통장 입금 (농협 125-01-168320

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사단법인한국농업기계학회)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

학회 이메일(ksam2392@hanmail.net)로 보내 주시면

니다. 비영리법인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Newsletter에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

다.

다.

- 연구동향 : 우수 연구현황 소개 등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

- 회원동정 : 수상, 학위취득, 인사이동, 회원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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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정보 : 저서 출간, 행사 안내

기 바랍니다.

- 기타소식 : 국제대회 참관기, 해외 관련 학술대회

구분

회장단

이사

정회원

금액(원)

200,000

100,000

50,000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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