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노벨상을 말하다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
2016년

12월 17일(토요일)

10:00~12:2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매년 12월 1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2016년 노벨상 시상식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상식 영상을 보고
관련전문가들의 해설이 어우러진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세 분의 과학자와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수상배경과
남다른 생애에 대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노벨상에 관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사전질의의 신청을 받고, 10명을 선정하여
즉문즉답 코너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선정된 10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은
국립과천과학관의『노벨상을 말하다』의 마지막 행사로 노벨과학상 에세이
경연대회의 시상식과 대상을 받은 에세이의 발표도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 일정 >
시 간

구 분

09:30～10:00
10:00～10:10
10:10～10:40

접수 및 입장
오프닝
시상식

10:40～12:20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

내 용
축사 / 격려사
2016년 노벨과학상 에세이 경연대회 시상식

1. 2016년 노벨상 시상식 주요영상 및 전문가 해설(50’)
한정훈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기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창준 KIST 신경교세포 창의연구단 단장
2.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50’)

참여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600명 정원)
참여 방법 : 인터넷 사전 예매 (잔여석 한정 현장 접수)
- 20인 이상 단체는 전화접수 (02-3677-1451)
◇ 입 장 료 : 2,000원 (연령구분 없음)
-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단체할인 적용된 당일 상설전시관 입장권 판매
◇ 입장 안내 : 당일 9시 30분부터 어울림홀 안내데스크에서 티켓 확인 후 입장
◇ 사전 질의 신청 URL : http://goo.gl/KfRhXV
◇ 기타 문의 : 02-3677-1451, nobel@korea.kr
◇
◇

붙임1. 토크패널 안내
물리학상 수상자

화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사울리스
(David Thouless)

1934년

던컨 홀데인 (Duncan
Haldane)

1951년

마이클 코스털리츠
(Michael Kosterlitz)

1942년

영국

영국

영국

물리학상 수상분야 토크패널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조교수
워싱턴대학교 물리학 박사
(데이비드 사울레스의 제자)

장 피에르 소바주
(Jean-Pierre Sauvage)

1944년

프레이저 스토다트
(Fraser Stoddart)

1942년

베르나르트 페링하
(Bernard Feringa)

1951년

프랑스

김 기 문

1945년
일본

네덜란드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2016년 세계 상위1% 연구자로 선정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호암상,
아이잣 크리스텐슨상 수상
네이처 선정 지난 반세기 최우수
화학논문 35편에 선정

붙임2. 2015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 사진

오스미
요시노리
(Ohsumi
Yoshinori)

영국

화학상 수상분야 토크패널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한 정 훈

생리의학상 수상자

생리의학상 수상분야 토크패널
KIST 신경교세포
창의연구단 단장
고려대 KU-KIST융합대학원
교수, UST 교수
한림원FLIA기초과학상(2014),

이 창 준

경암학술상(2016) 수상
뇌의 비신경세포 역할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