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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회 원전 해체 준비 및 관리
IAEA 공동 국제 워크샵
2017년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고리 1호기 해체는 이제 우리의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한양대학교 원전해체 연구센터와 한국수력원자력㈜
는 IAEA와 공동으로, 고리 1호기의 성공적 해체와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제2 회 IAEA 공동 국제워크샵"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워크샵 개요 및 프로그램
목 적

원전 해체 활동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경험과 사례 교류 및 정보 공유

일 정

2017년 9월 11일(월) ~ 13일(수)
13일 고리 1호기 견학

장 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백남음악관(9/11, 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9/11~12, 월·화)

주 최

한국수력원자력㈜, IAEA, 한양대학교 원전해체연구센터

환영사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김용수 (한양대학교 원전해체연구센터, 센터장)

축 사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기조 및
세션발표

IAEA 초청 국제전문가 10명 내외
해체전문 글로벌기업 전문가 5명 내외
국내 학계, 연구계, 산업체 전문가 15명 내외
자세한 사항은 뒷장 참조

등록 및 안내사항
등록비

학부생 : 무료
연사 / 초청 인사 : 등록비 면제
대학원생 / 은퇴자 : 100,000원
일반 참가자 : 250,000원

고리 1호기
견학

9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등록
9월 13일 AM 9:00 울산역(KTX)에서 미팅
견학비 50,000원 별도

기타 사항

행사 당일은 많이 혼잡하므로 현장 등록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을 추천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전등록자 혹은 그룹등록자들에게는 등록비 할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비는 공식 영수처리가 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등)

홈페이지 및
문의

주

최

02-2220-4615 (담당 : 노희재 연구원)

http://ndiws.hanyang.ac.kr
후

원

프로그램(안)

기조발표

John Rowat (Unit Head, IAEA)
이용희 (한국수력원자력, 건설본부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Day 1 (9/11)
Safety and Regulatory Approaches to Decommissioning
Anxi CUI (China, CIRP)
Reno ALAMSYAH (Indonesia, BAPETEN)
지용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M)
Kimberly CONWAY (USA, US NRC)
Strategies and Planning for Decommissioning
Marco PAGANO (Italy, SOGIN)
정재훈 (한국전력기술, 팀장)
손 욱 (한국수력원자력, 팀장)
Muhammad AFZAL (Pakistan, PNRA)
Panel Discussion
Challenging issues for decommissioning

세션발표

Day 2 (9/12)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Mr. Blasé MICHAEL (USA, Westinghouse Co.)
김선병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손희동 (두산중공업, 부장)
김남균 (한전KPS, 실장)
Mr. Mike EVANS (UK, Brokk UK)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Material from Decommissioning
Linus BETTERMANN (Germany, GNS)
Stefan Thierfeldt (Germany, Brenk Systemplanung GmbH)
Takatoshi HATTORI (Japan CRIEPI)
이지훈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연구원)
Dr. Victor DER (USA, US DOE)
International Cooperation
Dr. Michele LARAIA (Austria, Formerly IAEA)
Dr. Marc BUTEZ (France, Embassy of France)
Mr. Masanori HIROTA, An overview of the Decommissioning and Waste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IAEA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AEA)
DAY 3 (9/13) : 고리 1 호기 현장 견학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 / 백남학술정보관
오시는길
1. 지하철로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 '한양대역' 하차 후 2번 출구
2. KTX(서울역)로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호선 환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