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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최

2007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1월 1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원

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미국원자력학회 한

국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김

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한준호 한국원자

력산업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원자력계 고위 인사

205명이 참석하 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

해 올해 과기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

서“지난해 원자력산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

한국가정책수립을위한연구시설을건립했으며, 우

리 기술로 원자력을 이용한 흑연 구 자석의 원리를

규명해 국위 선양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에 핵연료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

은 업적을 이뤘다.”고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정부는 원자력 이용 확대를 통한 산업 발전,

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관리및원자력문화저변확대를위한각종시

책을꾸준히추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한준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은 신년사를 통

해“원자력의 르네상스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

니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원자력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

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가족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원자력 사업을 훌륭하게 발전시켜온 것처럼, 앞으로

도 우리 앞에 놓인 난제와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산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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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산업회의 회원 가입 안내

평생 개인 회원 가입

소속 및 직위성   명 가입일

(주) 한빛파워서비스 사장조  철  행 2007. 1. 12.

【평생개인회원주소·전화번호변경통보요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평생 개인 회원 중 전직이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우편물의 회송이 잦

습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께서는 사무국 행정관리실

(담당 : 조성근실장)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Tel. 02-785-2570

Fax. 02-785-3975

E-mail : skcho@kai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