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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불 원자력산업 연차세미나 개최

제3회 한·불 원자력산업 연차세미나(The 3rd

KAIF-FAF Annual Seminar on Nuclear In-

dustry)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프랑스원

자력산업회의(FAF)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11일부

터 12일까지 2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서

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

미나에서는 ▲ 원전 운 , ▲ 원전 유지 보수, ▲ 원

전 설계 및 시공, ▲ 폐기물 관리, ▲ 원자력 신기술,

▲ 원자력국제협력(GNEP) 등 6개 세션에서 한국

측 8편, 프랑스 측 8편 등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되

었다.

12월 11일 오전에 개최된 개회 세션에서는 먼저

한준호 한국원산 회장과 베르나르 로슈(Bernard

Roche) 프랑스원산 회장의 개회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필립 티에보(Philippe Thiebaud) 주한 프랑

스대사와 양성광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의 축

사가 있었다.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는 박창규 한국원

자력연구소 소장이「21세기 원자력 기술 혁신과 한

·불 협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 다.

프랑스대표단은 세미나 종료 후인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산업 시찰 일정으로 울진 원자력발

전소와 두산중공업(주) 창원공장을 방문하 으며,

또한 경남 합천 해인사를 방문하여 유네스코 등록

문화재인 팔만대장경을 관람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한국원산과 프랑스원산은 별도로 실무회의를

갖고 제4회 한·불 원자력산업 연차세미나를 2007년

9~10월경프랑스에서개최키로합의하 다.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공동주최

로 2007년도 4월 개최 예정인 제22회 한국원자력연

차대회(The 22nd KAIF/KNS Annual Confer-

ence)의 조직 및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가 11

월 29일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되

었다.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원산의 방국진 상근부회장

과 한국원자력학회의 김시환 회장을 비롯하여 각 관

련 기관에서 위촉된 준비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연차대회 개최 일자 및 장소,

세션 구성과 세션별 논문 교섭 위원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 다.

대회 개최 일자로는 2007년 4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2일간으로 정하 고(환 리셉션 : 4

월 16일, 장소 :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 예정), 기술

세션 주제로는 (1)「원전 운 」(2)「원전 경제성 향

상」(3)「원전 설계 및 유지 보수」(4)「원자력 안전

및 규제」(5)「방사성폐기물 관리」(6)「방사선 발생

및 이용 기술」(7)「원자력 미래 응용 기술」을 선정

하 으며, 패널 토론 세션 주제로는「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역할」을 선정하 다. 그리고 각 세션별 발

표 논문 개요(Abstract) 접수 기한은 2007년 1월

31일까지로, 본 논문(Full Paper) 제출 기한은

2007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 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대회 프로그램 구성을 위

한 기술기획위원회(TPC) 위원장으로 지난 제21회

연차대회때 TPC 위원장을 역임한 강창순 서울대학

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장일치로 다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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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산 산악회 태백산 등반

한국원산 산악회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등

반 행사를 가졌다. 방국진 상근부회장, 유태환 사무

총장을 비롯하여 7명이 참가한 이번 산행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산(1,566m)을 등반하 으며, 하산

길에는 석탄박물관을 관람하 다. 한국원산 산악회

는 해마다 전국 명산을 등반하는데 지난해에는 지리

산을 등정했다.

● 회원 구분 : 평생개인회원, 단체회원
●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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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회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www.kaif.

or.kr)를이용하여가입절차를밟으시면됩니다.

- 우편 : (우)150-875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21 

- 팩스 : 02-785-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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