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 21 4단계 제1회
IT-Bio융합시스템농업교육연구단 국제학술대회
“Smart Farming in the New Norm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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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행사기간: 2021. 02. 25 (목) 오전 8시 – 오후 6시
❍ 장

소: 온라인 Zoom Meeting

❍ 주

최: IT-Bio융합시스템농업교육연구단(단장: 김장호 교수)

❍ 주

관: 전남대학교

❍ 조직위원장: 이옥란 교수(전남대학교)
❍ 공동조직위원장: 선우훈 교수(순천대학교), 황석승 교수(조선대학교)
❍ 규모/대상:

23개 초청 강연 – 6개국 12개 대학교, 4개 연구소 소속 교

수·연구원 (스마트팜 요소기술, 응용·적용+생산, 4차 산업혁명 IT 요소기술 기
반 작물생리, 유전, 재배, 생산분야, 가축영양, 스마트팜 IT 기술 관련 전문가)

❍ 내

용

구분

행사 프로그램

개회식

￭ 온라인 참석
￭ 개회식: 환영사, 축사 등

세션 1

￭ 초청 강연 8개 (좌장 5명)
￭ 학생 강연 7개 (좌장 1명)
￭ Coffee Break

세션 2
세션 3

￭ 초청 강연 3개 (좌장 2명)
￭ Coffee Break
￭ 초청 강연 5개 (좌장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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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1. 추진계획
❍ 국내외 최고수준의 스마트팜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 국내외 저명 석학들의 강의를 통한 스마트팜 분야 최신 연구동향 파악
❍ 초청강연을 통한 국내외 공동연구 활성화
❍ 대학원생들에게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기회 제공

2. 프로그램
■ Session 1: Invited Lectures
시간

좌장: 구강모, 이옥란 교수

8: 00~8: 30

초청강연 1: "Telomere proteins: new players in the arabidopsis stress response"
Dr. Dorothy E. Shippen (Texas A&M University, USA)

8: 35~9: 05

초청강연 2: "Metabolic profiling of plant evironmental responses"
Dr. Joshua J. Blakeslee (Ohio State University, USA)

9: 10~9: 40

초청강연 3: "Considerations around metabolic engineering of rubber biosynthesis"
Dr. Katrina Cornish (Ohio State University, USA)

9: 45~10: 15

초청강연 4: "Utilization agricultural technologies in plant physiology research"
Dr. T. Casey Barickman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USA)

10: 20~10: 30

Coffee break

좌장: 김장호, 손형일 교수
10: 30~11: 00

초청강연 5: "Nanobionic plant sensors for precision agriculture"
Dr. Seonyeong Kwa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1: 05~11: 35

초청강연 6: "Deep learning in real-world applications"
Dr. Ha Young Kim (Yonsei University, Korea)

좌장: 한태호, 선우훈 교수
11: 40~12: 10

초청강연 7: "Integrating technologies to develop our future crops"
Dr. Lee Hickey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학생발표1~7
Jin Hoon J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ho Par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Tomoki Arai (Gunma College, Japan)
12: 15~12: 45
Takuma Kano (Gunma College, Japan)
Shingo Kato (Gunma College, Japan)
Shogo Sekiguchi (Gunma College, Japan)
Seong-Hwa Ba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12:45~13:15

초청강연 8: "Innovating to advance crop growth and yields through photosynthesis"
Dr. Carl Bernacchi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SA)

■ Session 2: Invited Lectures
좌장: 고낙용 교수

시간
14: 00~14: 30

초청강연 9: "Reactive Motion Capture System"
Dr. Woong Choi (Gunma College, Japan)

초청강연 10: "Development of a novel system to make quantitative evaluation of motor
14: 35~15: 05 function and clinical applications"
Dr. Jongho Lee (Komatsu University, Japan)

좌장: 하보근 교수
15: 10~15: 40

초청강연 11: “Plant roots sense soil compaction through restricted ethylene diffusion”
Dr. Dabing Zhang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China)

15: 40~16: 00

Coffee break

■ Session 3: Invited Lectures
좌장: 조재일 교수

시간

초청강연 12: "Challenges and strategies to achieve successful technological transitions in
16: 00~16: 20 the era of data-driven agriculture"
Dr. Tae In Ahn (KIST, Korea)
16: 25~16: 45

초청강연 13: "Smart agricultural policy in Korea"
Dr. Yeanjung Ki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좌장: 이경환, 최영수 교수
16: 50~17: 10

초청강연 14: "Optimization of lighting system for efficient production in plant factory“
Dr. Sun-Hee Ahn (Korea Photonics Technology Institute, Korea)

초청강연 15: "Smart livestock farming through modern technologies"
17: 15~17: 35 Dr. A.B.M. Rubayet Bostami (Bangabandhu Sheikh Mujibur Rahman Agricultural
University, Bangladesh)
초청강연 16: "New wav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the beginning of the smart agricultural
17: 40~18: 00 age and technology policy issues"
Dr. Jooryang Le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Korea)

3. 발제자
도로시 쉽픈 (Dr. Dorothy Shippen)
소속: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생화학&생물리학과 교수
경력: 텍사스 A&M 대학교 Regents Professor (2020)
텍사스 A&M 대학교 Distinguished Professor (2019)
학력: 버밍햄 앨러바마 대학교 박사

조슈아 블레이크슬리 (Dr. Joshua Blakeslee)
소속: 미국 오하이오대학교 원예&작물 과학과 교수
경력: 오하이오 대학교 원예작물과학과 Associate Professor (2017~)
학력: 퍼듀대학교 원예학과 박사
카타리나 코니쉬 (Dr. Katrina Cornish)
소속: 미국 오하이오대학교 원예&작물 과학과 교수
경력: Endowed Chair and Ohio Research Scholar, Bioemergent Materials, The
Ohio
State University (2010~)
학력: 버밍엄대학교 식물생물학 박사
T. 케이시 바릭만 (Dr. T. Casey Barickman)
소속: 미시시피 주립대학교 북 미시시피 연구&확장센터 교수
경력: 미시시피 주립대학교 식물토양과학부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2020~)
학력: 테네시대학교 식물생리학 박사
곽선영 (Dr. Seonyeong Kwak)
소속: 서울대학교 바이오소재공학전공 교수
경력: 서울대학교 바이오소재공학전공 Assistant Professor(2019~)
매사추세츠 기술원 화학공학부 Postdoctoral Associate (2014~2018)
학력: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김하영 (Dr. Ha Young Kim)
소속: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경력: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Assistant Professor (2019~)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Head Professor (2020~)
학력: 퍼듀대학교 수학박사
리 히키 (Dr. Lee Hickey)
소속: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농업식량과 교수
경력: 퀸즐랜드대학교 농업식량혁신 연합 Associate Professor (2020~)
퀸즐랜드대학교 Senior Research Fellow & ARC DECRA Fellow (2017~2019)
학력: 퀸즐랜드대학교 정량분자식물육종과 박사

칼 베르나키 (Dr. Carl Bernacchi)
소속: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작물과학식물생명부 교수
경력: 미국농업연구청 식물생리학 연구 (2009~)
학력: 일리노이 대학교 식물생물학 박사

최웅 (Ph.D. Woong Choi)
소속: 일본 군마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경력: 군마대학교 국립기술원 강사 (2013~2017)
학력: 도쿄기술원 컴퓨터조작지능시스템과 박사

이종호 (Dr. Jongho, Lee)
소속: 일본 코마츠대학교 클리니컬공학부 교수
경력: 도쿄 메트로폴리탄 의학과학원 감각모터시스템부 Researcher (20132018)
학력: 도쿄기술원 정밀지능실험실 박사
다빙 장 (Dr. Dabing Zhang)
소속: 중국 상하이자오퉁대학교 교수
경력: 상하이자오퉁대학교 생명과학생물기술전공 Distinguished Professor
(2008~2015)
학력: 상하이 식물생리생태원 박사
안태인 (Dr. Tae In Ahn)
소속: 한국 KIST 스마트팜 연구센터
경력: 한국 KIST 스마트팜 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2019~)
학력: 서울대학교 식물과학부 박사

김연중 (Dr. Yeanjung Kim)
소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enior Research Fellow (2015~)
학력: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

안선희 (Dr. Sun-Hee Ahn)
소속: 한국광기술원 광의료바이오연구센터
경력: 한국광기술원 광의료바이오연구센터 (2018~)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연구교수 (2012-2018)
학력: 부경대학교 생물기술공학부 박사
A.B.M. 루아볫 보스타미 (Dr. A.B.M. Ruabyet Bostami)
소속: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 농업대학교 동물과학영양부 교수
경력: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 농업대학교 교수 (2018~)
학력: 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박사
이주량 (Dr. Lee Jooryang)
소속: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력: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esearch Fellow / Chief Director (2009~)
현대경제연구원 Research Fellow (2007~2009)
학력: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과 박사

4. 행사 진행 방법
Virtual Presentation (Zoom meeting)

https://jnu-ac-kr.zoom.us/j/89041530827
Meeting ID: 890 4153 0827
Password: 286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