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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이사회, 임시총회개최

제97차 이사회가 재적이사 24명 중 15명과 감

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5일 한전 본사 708

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

년도 예산 변경 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

며, 이사회에 이어 열린 임시 총회에서 2007년도

예산 변경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G. A. Ivashentsov 러시아대사강연

제146차원자력계월례조찬강연회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미국원

자력학회 한국지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46차

원자력계 월례 조찬 강연회가 5월 31일 서울 그랜

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국화룸에서 열렸다.

원자력계 인사 121명이 참석한 이날 조찬 강연

회에서 G. A. Ivashentsov 러시아 대사는「러시아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 다.

한·일원자력산업세미나준비위원회개최

제29회 한·일 원자력산업 연차 세미나 준비위

원회 회의가 6월 7일 한국원산 회의실에서 열렸

다.

준비위원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세미

나 개최 일정, 세션 구성, 산업 시찰 일정 등이 협

의되었으며, 기술위원장에 조남진 한국과학기술

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안건 및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최일정]

1. 기간 :  일본 원산측(안)을 잠정 개최 일정으

로 정함.  

2007. 10. 29(월)∼11. 2(금) 기간 중

10. 29(월) ∼30(화) : 세미나(2일간)

10. 31(수)∼11. 2(금) : 산업시찰(3일간)

2. 장 소 :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세션구성]

개회 세션, 1개 패널 세션, 1개 전문가 토론 세

션, 4개 기술 세션으로 구성

[기술세션구성및세션코디네이터]

세션 1 : 원전 운 및 인재 양성 (한?일 각 3편

식 발표키로 함.)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수원장

②김일환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정책처

부장

세션 2 : 중소형 원자로 개발 및 미래노형

①유창형 한국전력공사 신규사업처 부처장

②송근우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경수로연료

개발센터 센터장

세션 3 : 방사성폐기물과 환경(Radioactive

Waste and Environment)

①신 호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사업개발

처 사업책임자 [T.2450, shin@] 

②이종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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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세션 4 : 원자로 설계, 제작 및 건설

① 조건택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기술처처장

② 박융귀 두산중공업(주) 원자력전략팀 팀장

③허경필 (주)대우건설 원자력사업팀 팀장

(논문발표자)  

※ 세션 2∼4는 한·일 각 2편씩 발표키로 함.     

[패널세션구성]

1. 주제 : 원전 계속운전 (규제 포함)

(Lifetime Management on Nuclear

Power Plant

2. 세션 코디네이터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하연희 로벌정책

실장이 선정하여 통보키로 함.)

②이방진 한국수력원자력(주) 정비기획처 설

비개선실 실장

[전문가토론세션구성]

1. 주제 : 원전 운 경험 Feed-Back 및 정비

최적화

(Lifetime Management on Nuclear

Power Plant)

2. 세션코디네이터 : 

①황의엽 한국수력원자력(주) 정비기획처 정

비계획팀 팀장

②최광희 한전 전력연구원 신뢰도평가그룹

책임연구원

[개회세션구성] 

기조강연자 :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산업시찰일정]

산업시찰일정: 2007. 10. 31(수)∼11. 2(금) [4일]

2007 한불원자력산업세미나준비위원회개최

2007 한 불 원자력산업 세미나 준비위원회 회

의가 6월 7일 한국원산 회의실에서 열렸다.

12명의 준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세미나 개최 일정, 세미나 프로그램

구성, 세션 주제 선정 등이 논의 되었으며, 기술기

획위원회(TPC) 위원장 에 박현수 박사(한국원자

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기술 개발부 책임연구원)

를 선임하 다. 주요 협의 결과 및 결정 사항은 다

음과 같다.

<세미나일정>

11월경 (프랑스측과 협의하여 원산 사무국에서

결정토록 함) 

<세션주제선정>       

(1) 원전 운전(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① 양국 현황(Status)

②수명 연장(Life Extension) : 규제 분야

(Regulation) 포함

[코디네이터] 한수원(주) 김일환 원자력정

책처 부장

(2) 원전 유지 보수(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 in Operation)

① 울진 원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코디네이터] 한수원(주) 황의엽 정비기획

처 팀장

(3) 원전 설계 및 엔지니어링(Design and

Engineering of Nuclear Power Plant)

①인간-기계 통합시스템(MMIS) 및 인간공

학(Human factors Engineering) 분야

②프랑스 EPR 시공 관련(EPR 시공이 늦어

지는 이유)

[코디네이터] 한전 전력연구원 이용관 전

문위원

(4) 핵연료 주기 기술(Fuel Cycle Technology)

①선행 및 후행 핵연료 주기(Fro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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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End Fuel Cycle)

②방사성폐기물 관리 : 중저준위폐기물 / 사

용후연료 저장 공론화 및 전망

[코디네이터] 한수원(주) 원자력발전기술

원 김창락 처분연구팀장

(5) 원자력 신기술(Advanced Nuclear Tech-

nology)

① 초고온가스냉각원자로(VHTR)

② 핵연료 기술 분야

[코디네이터]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도희 환경친화성원

자로개발단장

- 한전원자력연료(주) 김희재해외전략팀장

(6) 원자력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

ation)

① GEN-IV 및 GNEP 관련

[코디네이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도희

환경친화성원자로개발단장

제12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연구·자문위원회개최

2007년도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2006년도 제12회 원자

력산업실태조사 연구·자문위원회의가 5월 29일

한국원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연구책임자인 방국진 한국원산 상

근부회장의 주재로 사상덕 과학기술부 원자력정

책과장을 비롯한 정부, 학계, 산업계 등 원자력 전

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

여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및 북한 핵문제 등 국제

적인 현안과 고유가 시대에 따른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최근 변화된 원자력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세 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분

석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가졌다.

원산사무국설악산등반

한국원산 사무국은 6월 8일~9일 설악산 대청

봉 등반 행사를 가졌다.

직원 간 단합과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가진 이

번 등반에는 방국진 상근부회장, 유태환 사무총장

을 비롯, 등반 희망자 7명이 참석하여 오색약수-

설악폭포-대청봉(1,707m)-희운각-양폭산장-

비선대-설악동으로 이어지는 총12시간의 산행을

하 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원 가입 안내

회 원 가 입

원산 소식

● 회원구분 : 평생개인회원, 단체회원
● 회원혜택

① 회지「원자력산업」및「원자력정보」평생 무료 제공

② 한국원산 주최 각종 국제 회의 참가 정보 제공(등록비 할인) 

③ 해외 국제 회의 및 조사단 참가 기회 제공

④ 각종 간담회 및 세미나 참가 기회 제공

⑤ 자료실 이용(열람·대출) 

⑥ 원자력 관련 교육 훈련 참가(교육비 할인) 

⑦「원자력연감」및「세계의 원자력발전의 개발과 운 」실비 제공 - 단체 회원

⑧ 원자력 산업 시찰 기회 제공(무료 참가) 

- 단체 회원
● 회비

- 평생개인회원 : 500,000원

- 단체회원 : 회비 규정에 의해 회비 책정

* 입회를원하시는분은홈페이지(www.kaif. or.kr)를이용하여가입절차를밟으시면됩니다.

- 우편 : (우)137-862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8 중앙로얄오피스텔 1801호

- 팩스 : 02-785-3975 

- e-mail : skcho@ka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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