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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농업-생물-식품 공학자 협의회(AKABFE) 

한인 농업-생물-식품 공학자 협의회 (AKABFE)는 농업과 생물, 식품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한인 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생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단체이다. AKABFE 는 2012 년 7 월 30 일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개최된 

미국 농생물공학(ASABE) 연례 학술회의에서 처음으로 구성이 논의되어 2013 년 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AKABFE 홈페이지 

공식 웹사이트: www.akabfe.org 

LinkedIn: www.linkedin.com/groups?gid=6521941&trk=myg_ugrp_ovr 

  

 

http://www.linkedin.com/groups?gid=6521941&trk=myg_ugrp_o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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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BFE 는 (1) 한국의 농업 및 생물 과학의 개발 및 기술에 관심있는 농업, 생물, 식품 공학자들간의 정보 교류 

및 인프라 구축을 장려; (2) 한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미국 기관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육성; (3) 한국과의 

기술 이전을 촉진;  (4) 미국농생물공학회 (ASABE) 내 회원들과의 전문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장 인사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최근 2018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ASABE 연례학술대회 중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정종훈 교수님과 동 대학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서교 교수님께서 초청연사로 참석하여 ‘한국의 농업기계 및 바이오 시스템 공학의 최근 동향’ 

과 ‘농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회차를 맞이한 대학원생 대상 

연구 발표 대회에서는 총 6명의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각자의 연구분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영어 

논문발표의 좋은 경험과 함께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AKABFE 연례 회의는 7월에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AKABFE는 올해에도 ASABE 

회의에서 인정받은 정규 행사의 자격으로 독립 세션을 구성하여 연구발표회와 교류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AKABFE 모임에서는 우수한 

연구자(특히 한국에 계신 회원분들)를 선정하여 ASABE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Award Committee를 

구성하는 방안과, ASABE 학회 내 기술세션, 위원회 및 기타 분야에서 협회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관련 정보교류도 기획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AKABFE에서는 모임의 

역할 강화와 한국의 농생물공학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신 회원 여러분은 AKABFE 위원들에게 연락 부탁드리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뉴스레터 제작을 위해 수고하신 한국 측 학생대표 김완수(충남대학교)군과 미국 측 

정한욱(위스콘신대학교)군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회원님들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2019 년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하고 계신 연구에도 늘 좋은 성과를 기원하겠습니다.  2019 년 7 월 보스턴에서 개최될 AKABFE 회의에서 

만나기를 희망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KABFE 회장 이원석  

(플로리다대학교 농생물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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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AKABFE 연례 회의 

 

 

2018 년 Association of Korean Agriculture, Biological and Food Engineers (AKABFE)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SABE 

학회 기간 중 2018 년 7 월 31 일 화요일에 연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총 45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였으며, 

ASABE 학회가 열린 COBO 센터에서 약 2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모임은 한국과 미국의 기술동향 및 취업동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공유가 이루어졌다. 정종훈 교수(서울대학교)와 서교 교수(서울대학교)는 초청연사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분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제 2 회 AKABFE 연구 발표 대회 

제 2 회 AKABFE Research Spotlights Competition 에서는 총 6 명의 석·박사 대학원생이 각자의 연구분야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김완수(충남대학교), 1 등 정수(University of Arizona), 2 등 박선호(전남대학교), 3 등 박성민(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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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BE 최우수 논문상 

전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조용진 교수가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2018 

ASABE 에서 주저자로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Transaction of ASABE 에 게재된 논문 

중 상위 5%의 우수 논문 발표자에게 수여하는 분야 최고 권위의 논문상이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Profile Soil Property Estimation Using a VIS-NIR-EC-Force Probe"이며, ＇Transaction of ASABE＇ 

Vol. 60:3(2017)에 게재되었다. (공저자 : K. A. Sudduth, S. T. Drummond)  

 

Giuseppe Pellizzi Prize 단독수상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농생물공학전공 최다은 교수는 2018 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Giuseppe Pellizzi 

Prize’를 수상하였다. 이 상은 농업기계 분야에서 2016~2017 년 사이에 제출된 박사 학위 논문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박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교수는 지난 2017 년 

‘Development of intelligent vision systems to support precision agriculture practices in Florida citrus 

production’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다. 최교수는 현재 정밀 농작물 생산을 위한 로봇 및 

기계 비전 어플리케이션 및 정밀 농업을 위한 스마트 센싱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 기술 우수 논문상  

경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박두산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농업, 환경, 식품 분야로 응용’이라는 주제로 ‘제 28 회 과학 기술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박교수의 

연구분야는 농산품·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센서 개발이다. 

ASABE 학술대회 우수 발표상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박선호 학생(지도교수 김장호)은 미국 농생물공학회 

학회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 박선호 학생은 ‘Development of Eggshell Membrane Based-

Nanoengineered Platform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기술은 버려지는 농업생물자원인 달걀 속껍질을 

활용한 것으로 헬스케어, 환경공학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며, 뼈·힘줄·치아 재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Award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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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교수 임용 

조용진 박사는 2018 년 9 월 전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조교수는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연구분야는 

토양 센싱 기술 및 활용으로, 토양 센서 융복합 토양 정보 예측 향상과 토양 센서 장비를 이용한 

트랙터 경심제어 현장 적응용 스마트 농기계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교수 임용 

이훈수 박사는 2018 년 9 월 충북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이교수는 

2010 년부터 2018 년까지 미국 농무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연구분야는 제어 및 

계측공학 전공으로 비파괴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 평가, 스마트 농작업기계 개발이다. 

충남대학교 교수 임용 

이대현 박사는 2018 년 3 월 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이교수는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연구사로 

근무하였으며, 연구분야는 농업 ICT 및 지능화 시스템 및 농업용 로보틱스(robotics)이다. 

편집 위원 

김완수: ws6602@hanmail.net 

정한욱: hchung45@wisc.edu 

 

공지 

AKABFE 는 로고와 슬로건 디자인을 제작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 akabfe@gmail.com  

관련 기관 웹사이트 

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s (ASABE): 

http://www.asabe.org/ 

한국농공학회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KSAE): http://www.ksae.re.kr/ 

한국농업기계학회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KSAM): 

http://www.ksam76.or.kr/ 

mailto:ws6602@hanmail.net
mailto:hchung45@wisc.edu
mailto:akab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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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다. 

보스턴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이 밀집하고 있어 교육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Back Bay 에 위치한 Marriott Copley Place 는 보스턴 시내 중심부의 주요 관광지이자 국제 회의를 

위해 설립된 장소로서, 이번 2019 ASABE 학술대회 개최 예정 장소이다. 

 

2019 AKABFE 제 8 회 연례 회의 

AKABFE 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열리는 2019 ASABE 학술대회 (7 월 7-10 일) 기간에 제 8 회 

연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SABE Early Bird Registration: 2018.10.01 ~ 2019.05.01 

ASABE General Registration: 2019.05.01 ~ 2019.06.10 

김진우 교수(Arkansas 대학)와 김장호 교수(전남대학교)는 2019 

년 ASABE 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세션의 

주제는 'Biologically Inspired Micro- and Nanoengineering 

Systems for Agriculture and Biological Applications’ 이며, 모든 

초청 연사는 ASABE 로부터 1 일간의 회의 등록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션에 참석을 원하시는 회원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신청 마감일: 2019.02.01 

jwkim@uark.edu (J.W. Kim), rain2000@jnu.ac.kr (J.H. Kim) 

mailto:jwkim@uark.edu
mailto:rain2000@j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