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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학회 회원 제위

(경유)
제목

2021년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개최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COVID-19의 확산에 따라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2021년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참석을 위한 사전 등록 및
발표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전용 홈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1년 4월 30일(금)

나. 장

소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강당(6층)

다. 회의방법 : 실시간 온라인
라. 행사일정 : 첨부참조
3.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가.등록 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4월 2일(금)
- 등록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 초록, 포스터 발표자료 업로드 가능
구 분

등록비

정 회 원

100,000원

학생회원

50,000원

비 회 원

120,000원

※ 임원(부회장, 이사)과 정회원의 회비를 등록비에 포함해서 등록 가능함
나. 등록 방법
- 무통장 입금 시 : 학회 홈페이지(www.ksam76.or.kr)에서 무통장입금 선택,
입금하실때 학술대회 ‘등록비’임을 표기, 예) 홍길동 등록비
(농

협) 125-01-168320 /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농업기계학회

(우체국) 102665-01-004441 /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농업기계학회
- 신용카드 결제 시 : 학회 홈페이지 이용
4. 초록 제출 안내

가. 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4월 2일(금)까지(기일엄수)
나. 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게시판을 통해 초록 제출(hwp 파일)
※ 초록집은 pdf 형태로 학회 게시판을 통해 공유할 예정임
5. 포스터 발표자료 제출 안내
가. 포스터 발표자료 제출
-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 4월 23일(금)까지(기일엄수)
- 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게시판을 통해 제출
나. 포스터 작성요령
- 포스터발표 자료 : 슬라이드 크기 : 너비(W) 900mm * 높이(H) 1,100mm로
작성된 ppt파일에 음성녹음하여 업로드(mp4파일, 발표 1개당 20Mbyte 이내)
6. 발표 형식
가. 구두발표 : 발표자는 학회장소에 참석하여 발표(발표장 온라인 중계)
※ 발표시간, 회의 ID 및 비밀번호 별도 안내 예정
나. 포스터 발표(학회 홈페이지 포스팅)
- 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30일(금)
- 포스팅 및 질의응답 : 등록된 발표용 포스터 확인 후 댓글로 질의응답
※ 질의응답은 학회 홈페이지 가입(정회원, 무료) 회원 모두 가능
7. 임시총회
가. 일시 : 2021.4.30.(금) 9:30 ~ 10:20
나. 장소 : 실시간 화상회의(Zoom 이용)
※ 회의 ID 및 비밀번호 별도 안내 예정
8. 기타 문의사항 : 학회 사무국 ksam2392@hanmail.net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사일정
2. 초록 작성 요령 1부
3. 학술대회 광고게재 신청 안내
4. 광고게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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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1년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1)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30일(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강당(6층)
2) 참석대상 : 학회 운영위원 및 구두 발표자 등
3) 행사일정
시 간

발 표 및 내 용
실시간 생중계 1
(Zoom이용)

실시간 생중계 2
(Zoom이용)

09:30~10:20

임시총회

10:20~10:30

Break

홈페이지 게시

⚫주제발표 : 디지털 농업시대의 농업생산시스템
좌장 : 김현태 교수(경상대학교)
⚫특강 1. Connected farm 개발 동향
강영선 교수(충남대학교)
10:30~12:00
⚫특강 2.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개발 방향
서현권 교수(동아대학교)
⚫특강 3. 디지털 농업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동향

포스터 발표
(1주일간)
[2021.4.26.~30.]

신병주 교수(경남대학교)
12:00~13:00

중식

13:00~14:50

구두발표 Ⅰ

구두발표 Ⅱ

14:50~15:00

Break

Break

15:00~16:50

구두발표 Ⅲ

구두발표 Ⅳ
폐회

※ 필수 인원 및 발표자, 좌장만 학회장에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이외 회원들은 실시간
온라인 시청합니다.

첨부 2.

초록 작성 요령
◎ 초록 제출(온라인 신청)
가. 초록 제출 마감 : 2021년 4월 2일(금)까지(기일엄수)
나. 초록 작성요령
- 초록을 포함한 전체 내용은 한 페이지 이내 작성한다.
-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체는 함초롱바탕, 줄간격은 160%로 한다.
- 초록은 연구내용을 함축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용지여백 설정 : 위쪽, 아래쪽 15㎜ / 왼쪽, 오른쪽 25㎜ / 머리말, 꼬리말 12,

발표 제목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크기 13, 진하게, 가운데 정렬)
Title of Your Abstract
홍길동1

김유신2

Gil-Dong Hong1

이순신3*

Yu Sin Kim2

Sunshin Lee3*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크기 11, 진하게, 가운데 정렬)
1

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크기 11)
Department

of

Biosystems

Machine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Korea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Jeonju, Korea

3

동양물산 연구개발연구소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Tongyang Moolsan Co. Ltd., Gongju,

Korea
*

교신저자: 이순신(sslee@kkk.com) (글자크기 11)

초록(Abstract) (글자크기 11, 진하게)
초록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연구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을 요약하여 작성한
다.(글자크기 10)

키워드(Keywords) (글자크기 11, 진하게) : 핵심 키워드 3 ~ 5개 (국문 초록은 국문 키워드
로 영문 초록은 영문 키워드로 작성, 글자크기 10)

사사(Acknowledgement) (글자크기 11, 진하게)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원 등 감사의 글을 작성한다. (국문 초록은 국문 사사로 영문 초록은 영문
사사로 작성, 글자크기 10)

첨부 3.
학술대회 광고게재 신청 안내

✒ 광고 제출 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4월 2일(금)까지
✒ 학술대회 초록집 광고 게재 신청안내
색수
A4크기/ 4색
(컬 러)

게재면

광고 게재 요금

뒷표지 커버

1,500,000원

내지

1,000,000원

※ 광고게재 신청서 작성 후 학회 사무국으로 전송 (ksam76.or.kr@daum.net, 063-224-2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