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두 번째 인천시민 과학나들이

2017년 인천시민 과학나들이 강연 계획
회차

제목

연사

일시

김태정 교수

3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1회

제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2회

2030년, 아이언맨 화성에 가다 엘런 머스크의 꿈

원동준 교수

3회

건물이 살아있다:
인간과 소통하는 건축기술

김정렬 교수

4회

딥러닝 인공지능과 시각인식

5회

땅속의 보물 석유가스
어떻게 찾을까

6회

지구 온난화와 조선 해양의 미래

(공간정보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공학과)

박인규 교수
(정보통신공학과)

신현돈 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정준모 교수
(조선해양공학과)

장소

4월 15일(토)
오전 10시 30분
5월 27일(토)
오전 10시 30분
6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

9월 23일(토)
오전 10시 30분

2030년, 아이언맨 화성에 가다
- 엘런 머스크의 꿈

11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 문의사항 : (032)860-9269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인천시민 과학나들이 담당자)

인하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원 동 준 교수

www.inha.ac.kr

┃버스 노선┃
광역버스 1601(서울역), 9200(강남역)

시내버스 5, 5-1, 8, 9, 13, 27, 46, 111-2

타지역버스 3001(광명역)
급행간선 908(송도신도시공영차고지)

마을버스 511, 515, 516, 518(주안역)
512(제물포역), 517, 519(동인천역)

┃지하철 노선┃
1호선 주안역 1번, 2번 출구
1번 출구 : 마을버스 511, 515, 516, 518 시내버스 5-1, 46 (버스 약 20분 소요)
수인선 인하대역 4번, 5번 출구
4번 출구 : 운동장 방향 / 5번 출구 : 정문 방향 (도보 약 5분 소요)

■ 일 시 2017년 4월 15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
■ 주 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강연소개

강사소개

‘2030년, 아이언맨 화성에 가다 -엘런 머스크의 꿈’

■

학력

- 199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 2000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석사
- 2004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2017년 4월 15일(토)
영화 마션(The Martian, 2015)
2015년에 개봉한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마션’
에 보면 화성에 정착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
니다. 많은 부분에서 현실성 있는 기술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상과학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화성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기, 물, 식량일 것입니다.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화성에 존재
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너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양에너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에너지를 태양전지를 통해 변환환 전기로부터 이 세 가지 요소를 모
두 생산해 냈던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전기자동차까지
최근 들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
력 발전 이외에도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재생 가능한 전원들이 점차 기술
적,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소규모로 개인이 설치 및 운영이 가능
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 인근에서 전력을 공급해 주는 분산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단점인 출력의 변동성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의 결합은 미래의 전력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화‘마션’
에서 맷 데이먼이 구축한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에 기반한 소규모의 독립 전력공급 시스템이며 전기공
학에서는 이를‘마이크로그리드’
라고 부릅니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이라는 특징 이외에도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대용량의 배터리 때문에 새로
운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된다면 전기자동차 를 전원공급
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전기자동차에 기반한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되어 미래 전력시스템의 모습은 크게 변화
할 것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된 전기자동차 기술은 전기와 교통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시스템을 하
나로 통합하게 될 것이며, 자율적인 충전과 방전을 통해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이 된 엘런 머스크의 꿈
영화‘아이언맨’
이 모델로 삼았던 이가 바로 현재 테슬라의 CEO인 엘런 머스크(Elon Musk)입니다. 현재
테슬라(전기자동차 회사), Solarcity(태양광 회사), Gigafactory(배터리 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마이크로그리드
에 기반한 미래 에너지 공급 체계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paceX (로켓 개발 회사)의 로켓 개
발에도 참여하여 수차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10대 때에 화성에 인류를 정착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는
엘런 머스크, 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030년, 아이언맨은 화성에 갈 수 있을까요?

■

경력

- 2004 ~ 2006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연구원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원동

준 교수

- 2004 ~ 2006 University of Washington, Research Associate
- 2013 ~ 2014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Visiting Scholar
- 2006 ~ 현재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모시는 말씀
인하대학교에서는 다가오는 4월
15일(토)에 본관 대강당에서 2017년
두 번째「인천시민 과학나들이」
를개
최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이 우리
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로
서, 이번 제2회 과학나들이의 주제는
‘2030년, 아이언맨 화성에 가다 엘런 머스크의 꿈’
입니다. 미래에 화
성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화성에 가기 위해 필요한 기
술을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고 있는 테슬라의 CEO 엘런 머스크를 통해 미래 에너지, ICT
및 전기자동차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미래 사회를 바꿔 나갈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
비하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인하대학교 교정에 오셔서 알찬 지식도 얻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벚꽃나들이도 즐기시는 뜻깊은 자리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