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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회 제2021-320호
시행일자 : 2021.10.13.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한국원자력학회 제54회 정기총회 및 2021 추계학술발표회 행사 참여 협조
요청


1. 귀 기관(귀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학회의 “제54회 정기총회 및 2021 추계학술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귀 기관(귀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학회의 참가자 분들이 on-off 병행
개최되는 행사 특성상 업무 시간 중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태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한국원자력학회 제54회 정기총회 및 2021 추계학술발표회
나. 행사기간 : 2021년 10월 20일(수) ~ 10월 22일(금)
다. 행사 일정 (안) :
내용
제54회 정기총회
(10월 20일(수) 10:30~12:00)
워크숍
(10월 20일(수) 14:00~18:00)
학회장 특별세션
(10월 21일(목)16:30~18:00)
구두 논문
(10월 21일(목) ~ 22일(금))
포스터 논문
(10월 21일(목) ~ 22일(금))

형태
on-off 병행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각 회의장별로
인원제한하여 참석하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생중계)
zoom live
zoom live 및 유튜브 동시송출
발표자료 또는 영상 게시

라. 운영형태 :
- 수요일 진행되는 정기총회 및 워크숍은 on-off 병행으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각 회의장 별로 인원 제한하여 참석하고, ‘온라인학술발표회 전용페이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 논문 발표는 ‘온라인학술발표회 전용페이지’에서 zoom live 및 유튜브 동시송출
및 포스터 발표자료 게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행사기간 중 zoom 접속 가능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사전
발송함)
- 등록비를 납부한 등록자에 한해 행사 기간 중에만 참여 가능함
끝.
[수신처] (가나다 순)
기관 : DL 이앤씨 사장, GS건설㈜ 사장, LS전선㈜ 사장, SK건설㈜ 사장, 나우㈜
사장, 대한방사선방어학회장, 두산중공업㈜ 사장, 삼성물산㈜ 사장, 상지상사㈜ 사장,
새한산업㈜ 사장, 세안기술㈜ 사장, 앤스코㈜ 사장, 옵티멀에너지서비스㈜ 사장,
이성씨엔아이 사장, ㈜계림폴리콘 사장, ㈜금화PSC 사장, ㈜대우건설 사장, ㈜모아소프트
사장, ㈜미래와 도전 사장, ㈜삼신 사장, ㈜삼성유니텍 사장, ㈜선광티앤에스 사장,
㈜센추리 사장, ㈜수산ENS 사장, ㈜수산인더스트리 사장, ㈜액트 사장, ㈜유엠아이 사장,
㈜일진파워 사장, 한국방사선산업학회장,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원자력기술㈜ 사장,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기술㈜ 사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한일원자력㈜ 사장,
한전KPS㈜ 사장,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현대건설㈜ 사장,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사장, 효성중공업㈜ 사장
학교 : 경북대학교 총장, 경희대학교 총장, 단국대학교 총장, 동국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총장, 세종대학교 총장,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제주대학교
총장, 조선대학교 총장, 중앙대학교 총장,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한양대학교 총장,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