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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

지난 9월 29일 '2021년 제2차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산
업협회 정재훈 회장을 비롯해 13개 기관의 경영진과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력 현안 
및 각 기관의 활동실적을 돌아보았으며 한수원 ESG 
경영체계 구축현황 및 ITER 사업의 최근 현황들을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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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의 회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 이덕환
제65차 IAEA 정기총회 1일차 하이라이트
제65차 IAEA 정기총회 성명서 | Rafael Mariano Grossi
제65차 IAEA 정기총회 개회사 | Ghada Waly
제65차 IAEA 정기총회 2일차 하이라이트
제65차 IAEA 정기총회 기조연설 | 용홍택
동물원성 감염증 발생에 대비하기: 과학 포럼의 개막
제65차 IAEA 정기총회 3일차 하이라이트
동물원성 감염질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의견조정,
협력 및 소통의 개선: 과학포럼의 결론
제65차 IAEA 정기총회 4일차 하이라이트
제65차 IAEA 정기총회 5일차 하이라이트
저는 지금 경력전환 중입니다 - 품질·안전 분야 중심으로- | 이창목
경력전환교육 수강후기 - 원전해체 분야 중심으로 - | 류택
경력전환교육 수강후기 - 품질/안전 및 용접재료 분야 교육을 중심으로 - | 김정준
“혁신과 축적으로 SMR 개발을 함께 합시다” | 이원욱
“혁신형 SMR 개발은 우리 공동의 과제” | 김영식
“K-SMR로 Game Changer의 First Mover가 되길” | 양정숙
“성공적인 민관합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 | 용홍택
“SMR은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핵심 요체” | 정재훈
김대자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장보현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홍석준 | 국민의힘 국회의원
i-SMR 기술개발 사업 추진 경과 | 김윤호
i-SMR의 성공적 개발 전략 | 정동욱
i-SMR의 수출사업화를 위한 환경조성 | 황주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관리 | 강재열
화천대유(火天大有)와 지산겸(地山謙) | 박재희
문학에 나타난 유머와 위트 | 노윤래
화(anger)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 송영수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訓民正音)
한국수력원자력, 캐나다원자력연구기관 사용후핵연료분야 기술협력 MOU
「퇴직자·재직자 경력전환 지원사업」 제2차 프로젝트 관리(PM)- CPME®양성 과정 시행
2022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기술기획위원회 (TPC)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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