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일정(안) -
기준일 : 2020.05.29.

  < 7월 8일(수) > 

구분 일정 프로그램 참가비

등록 12:30~17:30  등록 및 접수

연구부회

/지부

워크숍

13:00~18:00  [A] 혁신 소형원자로 개발 현황과 전망  □ 무료

13:00~18:00  [B] 노물리 사용후핵연료 기술을 만나다  □ 50,000원 

13:00~18:00  [C]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적합성 확보 기술 개발  □ 50,000원

12:30~18:30  [D] 가동원전 핵연료/재료 개발 및 연구동향 워크숍  □ 30,000원

13:00~18:00  [E] 원자로 냉각재계통 소량 누설감지 기술 Workshop  □ 50,000원 

13:00~18:00
 [F] 원전 극한재해 대응 안전성 증진 워크숍
    -사고관리계획서 및 스트레스테스트 중심-  

 □ 무료 

14:00~18:00
 [G] 국가재난 대비 4차 산업기술 활용 방사선의학 육성 
워크숍

 □ 30,000원 

13:00~18:00
 [H] Thorium Energy and Accelerator Driven        
     Systems

 □ 무료 

13:30~18:00
 [I]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개선방안 워크숍 

 □ 무료

13:00~18:00  [J] 국내 원전 내진연구 기술협의체 워크숍  □ 무료 

14:00~18:00  [K] 핵연료주기연구책임자 이해증진 워크숍  □ 무료 

13:00~18:00  [L] 안전등급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표준화  □ 50,000원

14:00~17:00  [M] 4차 산업혁명시대 - 원자력의 미래 전망  □ 무료 



  < 7월 9일(목) >

   ※연구부회 교육 프로그램 (연구자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사전등록을 하셔야 참가 가능합니다. 

 

 

구분 일정 프로그램

등록 08:00 ~ 17:30 등록 및 접수

분과별 초청발표 
및 일반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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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13:30 참가자 중식

평의원회의 12:30 ~ 14:00 제86차 평의원회

분과별 포스터 발표 13:00 ~ 18:00
분과별 포스터 게시 및 발표 
[13:00 ~ 15:00 발표자 대기] 

※ 연구부회 교육     
   프로그램

13:30 ~ 15:00  연구자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과 지식재산의 중요성
 (참가비 : 무료) 

개회행사 및 특별강연

15:30 ~ 16:00 

[개회식 및 시상식]
∘개회사
∘축  사
∘2019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시상
∘2019 원자력학생학술대회 논문상
∘2020년도 장학증서 수여

16:00 ~ 16:55 특별강연 Ⅰ

16:55 ~ 17:50 특별강연 Ⅱ



 < 7월 10일(금) >

구분 일정 프로그램

등록 및 접수 08:00 ~ 16:00 등록 및 접수

분과별 초청발표 
및 일반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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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13:30 참가자 중식

분과별 포스터 게시 09:00 ~ 17:00 분과별 포스터 게시 

분과별 초청발표 
및 일반발표

13:30 ~ 14:30 분과별 초청발표

14:30 ~ 15:10 분과별 일반발표

15:10 ~ 15:30 휴식

15:30 ~ 16:50 분과별 일반발표 

연구부회/지부
사업실적 및 계획 발표회

13:30 ~ 15:30 연구부회/지부 사업실적 및 계획 발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