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일정(안)
▶ 5월 22일(수) -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원자력학회 워크숍 : 5월 24일(금) 오후 개최)
구분
등록

일정

프로그램

09:00 ~ 17:00 등록 및 접수
[패널세션(Ⅰ)] “원전수출과 산업활성화”

[패널세션Ⅰ]
09:30 ~ 12:30

<주제발표>
#1. 한국수력원자력 박인식 처장 (원전 수출 정책과 전망)
#2. Westinghouse Jose Emeterio Gutierrez 대표이사
(세계 원자력 발전시장 전망)
#3. 추후 확정
#4. ROSATOM 국제협력기구 Egor Simonov 지역부사장
(한-러 원자력협력과 전망)
<패널 코멘트>
- 참여패널
‧ 한국원자력연구원 김긍구 단장
‧ 한국전력공사 황수돈 실장

패널
세션

[패널세션(Ⅱ)]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 패널Ⅰ,Ⅱ
동시진행

[패널세션Ⅱ]
09:30 ~ 12:30

<주제발표>
#1. 극지연구소 진 경 선임연구원
(IPCC 특별보고서와 기후변화)
#2. 일본원자력학회 Ken Nakajima 부회장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일본의 원자력발전)
#3. 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위원회
Pascal Chaix 부국장
(프랑스의 에너지전환과 원자력정책 전략)
#4. 주일영국대사관 Keith Franklin MBE 일등서기관
(영국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신규 원전 건설)
<패널 코멘트>
- 참여패널
‧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채영 센터장
‧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참가자 중식

12:30 ~ 14:00

[참가자 중식]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1층 (장소 추후확정)

원자력산업전
커팅식

14:00 ~ 14:30

- 2019 국제원자력산업전 테이프 커팅식
- 2019 국제원자력산업전 전시장 순람
<원자력 60주년 기념식>
- 기념사 : 한국원산 회장
- 축 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환영사 :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시상식(원자력기술상 ‧ 원자력국제협력상)

원자력 60주년
14:30 ~ 18:00
기념식
<기조강연>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실장
- 에미레이트 원자력에너지공사 (ENEC)
Mohamed Al Hammadi 사장
- 미국원자력협회 (NEI) Maria Korsnick 회장
※ 상기 프로그램은 계획안으로,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기간 중 동시개최 예정인 ‘2019 국제원자력산업전’ 무료입장 가능

▶ 5월 23일(목) - 분과별 논문발표 및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구분
등록

일정

프로그램

08:00 ~ 17:30

등록 및 접수

09:00 ~ 10:00

분과별 초청발표

분과별 초청발표

10:00 ~ 10:40

분과별 일반발표

및 일반발표

10:40 ~ 11:00

휴식

11:00 ~ 12:20

분과별 일반발표

참가자 중식

12:30 ~ 13:30

참가자 중식

평의원 회의

12:00 ~ 13:40

제83차 평의원회

분과별 포스터 발표

13:00 ~ 18:00

분과별 포스터 게시 및 발표
[13:00 ~ 14:00 ▶ 발표자 대기]
[기념식]
∙개회사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
∙경과보고(학회 50년 (Past 50)) 영상 상영
∙축사

14:30 ~ 15: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원자력학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미래비전 선포 (Future 50-KNS 미래를 말하다)
[시상식]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

15:20 ~ 15:30

∙2018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제1회 한국원자력학회 학생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2019 장학생, NUCHI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특별강연 Ⅰ]

15:30 ~ 16:20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
[특별강연 Ⅱ]

16:20 ~ 17:10

∙Ryugo Hayano
(Emeritus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okyo)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the Fukushima
nuclear power accident: myths and facts
∙해외원자력학회장 창립 50주년 축하 영상 상영
∙학회 주요업적 회고 영상 상영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 행사

17:30 ~ 19:30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공로상 시상식
∙창립 50주년 기념 케이크 컷팅식
∙2019 춘계학술발표회 분과별 우수포스터 상품 증정
∙경품추첨

▶ 5월 24일(금) - 분과별 논문발표 및 워크숍
구분

일정

등록 및 접수

분과별 초청발표
및 일반발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원로포럼

프로그램

08:30 ~ 17:00

등록 및 접수

09:00 ~ 10:00

분과별 초청발표

10:00 ~ 10:40

분과별 일반발표

10:40 ~ 11:00

휴식

11:00 ~ 12:20

분과별 일반발표

11:00 ~ 13:30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원로포럼」

참가자 중식

12:30 ~ 13:30

참가자 중식

분과별 포스터 게시

09:00 ~ 17:00

분과별 포스터 게시

연구부회 워크숍

13:00 ~ 18:00

연구부회 워크숍 ☞ 아래 표 참고하여 별도로 신청

13:30 ~ 14:30

분과별 초청발표

14:30 ~ 15:10

분과별 일반발표

15:10 ~ 15:30

휴식

15:30 ~ 16:50

분과별 일반발표

13:30 ~ 15:30

연구부회/지부 사업실적 및 계획 발표회

분과별 초청발표
및 일반발표

연구부회/지부
사업실적 및 계획 발표회

연구부회 워크숍 [5월 24일(금)]
일정

프로그램

참가비

14:00~18:00

[A] 원자력관계시설 부지안전성 평가

□ 무료

13:00~18:00

[B] 원전 극한재해 대응 안전성 증진 워크숍
-사고관리계획서 및 스트레스 테스트 중심-

□ 무료

13:30~17:30

[C] 국내 원전 내진연구 기술협의체 워크숍

□ 무료

13:30~16:50

[D]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도전과제와 발전 방향 모색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