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한국원자력학회 2019추계학술발표회 일정(안)
▶10월 23일(수)
구분

일정

프로그램

참가비

등록

12:30~17:30

등록 및 접수

13:00~18:00

[A] 수출용신형연구로 설계, 건설, 활용 및 인허가 Workshop

□ 50,000원

13:00~18:00

[B] 노물리 AI 기술을 만나다

□ 50,000원

12:30~17:30

[C]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전해체 분야 기술 교류회

□ 무료

13:00~17:30

[D] 최신 핵연료 및 원자력재료 연구개발 현황

□ 50,000원

13:30~17:30

[E]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열수력분야 기술 교류회

□ 무료

14:00~18:00

[F] 원자력 안전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신뢰도 정량분석

□ 50,000원

13:00-18:00

[G] KHNP SOARCA Project 기술교류 워크숍

□ 무료

13:30~17:30

[H] 방사능방재 기술지원 시스템 및 환경감시 현황과 발전방향

□ 무료

·

14:00~18:00

[I] 방사선의학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기관 발전전략

□ 70,000원

지부

14:00-18:00

[J] 신소재 방사선 검출기 개발 및 연구동향

□ 무료

13:00-18:00

[K] 소형 중성자원 개발과 이용 현황 - Ⅱ

□ 무료

13:00~17:00

[L] 초고속 방사선 발생 및 활용

□ 50,000원

13:30~18:00

[M] APR1400 NRC 설계인증 취득 성과 공유

□ 무료

13:30~18:00

[N] 전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및 스트레스테스트 워크숍

□ 무료

13:30~18:00

[O] 한-IAEA 추가의정서 이해증진 워크숍

□ 무료

13:00~18:00

[P] 해체/단종/AI와 I&C의 대응

□ 50,000원

13:30~17:00

[Q] 변화하는 원자력 생태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청년 원자력 세대에게 제시하는 청사진]

□ 무료

연구부회

워크숍

▶ 10월 24일(목)
구분
등록

일정

프로그램

08: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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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중식

12:30 ~ 13:30

참가자 중식

평의원회의

12:00 ~ 13:30

제85차 평의원회

분과별 포스터 발표

13:00 ~ 18:00

분과별 포스터 게시 및 발표
[13:00 ~ 15:00 ▶ 발표자 대기]

15:00 ~ 15:50

제52회 정기총회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시상식

15:50 ~ 16:10

휴식

16:10 ~ 17:00

특별강연 Ⅰ

17:00 ~ 17:50

특별강연 Ⅱ

18:00 ~ 19:30

만찬 (우수포스터 상품증정 등)

분과별 초청발표
및 일반발표

제52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만찬 행사

▶ 10월 25일(금)
구분
등록 및 접수

일정

프로그램

08: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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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중식

12:30 ~ 13:30

참가자 중식

분과별 포스터 게시

09:00 ~ 17:00

분과별 포스터 게시

13:00 ~ 20:00

2019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 학생 학술대회

13:30 ~ 14:30

분과별 초청발표

14:30 ~ 15:10

분과별 일반발표

15:10 ~ 15:30

휴식

15:30 ~ 16:50

분과별 일반발표

분과별 초청발표
및 일반발표

분과별 초청발표
및 일반발표

연구부회/지부
사업실적 및 계획 발표회

13:30 ~ 15:20

연구부회/지부 사업실적 및 계획 발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