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능형 전기자동차 워크샵
초대의 말씀

싱그러운 결실의 계절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 앞에서 올해도 세계 자동차
시장은 큰 변화와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더욱 더 치열해진 기술 경쟁 하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 해 있습니다. 점점 더 안전한자동차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친환
경적인 자동차에 대한시장의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써 향후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지능형 자동차의 개념을 이어받아 첨단 IT/전자기술들
과의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운전이 편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되는 지능형 전기자동차로 발전될 것이며, 결국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된 지
능형 전기자동차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능형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산업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전자공학회와 서울대학교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제2회 지능형 전기자동차 워크샵을 개최하고 지능형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산학연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워크샾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술 개발 방향 및 정부
정책을 소개 하고, 전기자동차의 미래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할 것입니다. 특히 “2020 Powertrain-Electric Mobility”의 공동 저자로
자동차산업 전략컨설턴트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독일의 볼프강 번하르트 박사가 유럽, 중국, 일본 등 각국의 동향과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전략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샵에 산학연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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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능형 전기자동차 워크샵
기조연설 연사소개

Dr. Wolfgang Bernhart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약력:

‵Powertrain 2010- The Future Drive Electric′의 공동저자인 볼프강 베른하르트 (Wolfgang Bernhart)박
사는 롤란트 베르거 스트래티지 건설턴트(RB)의 파트너로서 RB 자동차기술센터에서 신기술, 엔지니어링,
R&D와 관련된 연구, 컨설팅 활동을 코디네이트 하고 있다. 카를스루에 (Karlsruhe) 대학에서 프로덕션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16년 이상 자동차 산업 내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R&D, 신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 컨설팅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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