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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개최 ——————————————————————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 및 임시총회가 2021년 4월 30일(금)에 농업생산무인자동화연구센터, 밭농업기계개
발연구센터, 스마트팜연구센터,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개최되었다.
COVID-19으로 인해서 온∙오프라인 학술발표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130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으며,
구두발표는 발표자가 참석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발표하였고, 포스터발표는 학회 홈페이지에 동영
상이 포함된 발표 자료를 게시하고 댓글로 질의 및 응답하였다.
또한 임시총회에서는 2020년 박사학위 축하패 및 추계공동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15명을 시상하였고, 지
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정관개정을 심의 의결하였다. 개정된 정관에 대해서 5월 14일에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법인 정관 변경 승인을 받은 학회에서는 관할세무서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신
청서를 제출하였다.

◎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자 ———————————————————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은 구두발표 8명, 포스터발표 8명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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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차, 제 2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제 115차 이사회 개최 ———————————————
제 29대 학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3월 30일(화)과 4월 26일(월)에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
의로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일정, 선거인 명부 검토 및 세부 시행 방
안을 논의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전자 투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선거 공고문 및 선거인 명부 확인 등
을 검토하였다.
(사)한국농업기계학회 KSAM Newsletter Vol. 6 No.2

또한 제 115차 이사회가 전자 투표 도입에 따른 학회장 선출 규정을 개정하고자 6월 14일(월)에 실시간 온
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전자 투표 도입 및 선거 관리 일정을 확정하였다. 학회장 선출
을 위한 선거 공고는 6월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김종순 교수(부산대)를 비롯하
여 성제훈 대변인(농촌진흥청), 정선옥 교수(충남대), 김기석 교수(서울대), 강동현 교수(한국농수산대), 강태
환 교수(공주대), 모창연 교수(강원대)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영문학술지 JBE, Ei Compendex 등재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JBE)가 Ei Compendex에 등재되었다. Ei Compendex (Engineering index
COMPuterized ENgineering inDEX)는 공학 분야의 우수 학술지를 엄선한 Elsevier 출판사의 index이다. 이에
따라 JBE에 출판된 논문은 앞으로 6~9개월 이후에 Engineering Village (https://www.elsevier.com/solutions/e
ngineering-village)에 공개될 예정이다.
JBE가 다양한 index에 등재되고 있다는 것은 JBE에 실린 논문의 노출 기회가 늘어나고, 피인용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JBE의 질적 향상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JBE의 국제적인 노
출이 증가되는 만큼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논문 투고, 최근 출판된 논문의 인용 및 홍보, 논문 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락을 요청한다.

회원 동정
◎ 서울대 정종훈 교수,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장 수상 ——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정종훈 교수는 5월 15일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본 포상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다년간 연구에 몰
입하여 신기술 개발 등 연구에 매진하여 학문적 기틀 마련에 공적이 뛰어
나며 전공분야의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한 우수교원에 대하여 주어진다.
정종훈 교수는 지난 16년(2005년-2021년)간 120편의 논문 (SCI급 95편) 게
재 및 19건의 국내외 특허 등록을 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다. 또
한, 제자 다수가 국립대 교수,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 진
출하는 등 후학양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부 장관 표창 (2001년, 2005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2019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충남대 김용주 교수 연구팀, 미국농생물공학회(ASABE)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김용주 교수 연구팀은 미국농생물공학회(American Society of Agricult
ural and Biological Engineers) 2021 AIM(Annual International meeting)에서 최우수 논문상(Superior Paper A
ward)을 수상하였다(주저자: 김완수 박사, 공저자 : 충남대학교/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연수 박사, 교신저자 :
김용주 교수)
이번 연구에서는 플라우 경운 작업 시 농업용 트랙터의 차축 토크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다
양한 조건(속도, 슬립, 경심)에서 이를 평가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트랙터의 동력전달시스템 설계를 위한
핵심기술로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국내 농업기계 변속기 개발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은 미국농생물공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중 상위 5%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분야 최고 권위의 논문상이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for Axle Torque of
Agricultural Tractors"이며, "Transactions of the ASABE 63(6): 1773-1786 (DOI: 10.13031/trans.14012)"에 게
재되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제조기반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생산시스템) "
트랙터용 농작업 부하 DB 구축 및 동력 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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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이동 ————————————————————————————————————————
◦ 채해선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 농업인안전보건팀 발령(2021.04.09)
◦ 최일수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 발령(2021.04.09)
◦ 최승렬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 밭농업기계화연구팀 발령(2021.04.09)
◦ 김학주 원장(전북농업기술원장) : 정년퇴직(2021.06.30)
◦ 김현환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 정년퇴직(2021.06.30)
◦ 전종길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 정년퇴직(2021.06.30)
◦ 백

이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 정년퇴직(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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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회장단

이사

정회원

금액(원)

200,000

100,000

50,000

- 기타소식 : 국제대회 참관기, 해외 관련 학술대회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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