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메시지	 2021 신년메시지

특집	-	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개최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발전하는 원자력 | 최기영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낸 2020년 | 정재훈

특집	-	원자력계	CEO	2021년	신년메시지	 천년기업을 지향하는 Passion&Pride KHNP | 정재훈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 | 임현승

	 메가 트렌드적 전환기, 원자력산업에 새로운 성공의 틀 필요 | 이배수

	 「KNF형 뉴딜」을 기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 | 정상봉

	 한전KPS뉴딜로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공동 발전을 선도할 것 | 김범년

	 모든 방폐물의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확보하는 원년 삼을 것 | 차성수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원자력 기술 확보” | 박원석

	 신축년 새해는 솔직해지기를 기원한다 | 하재주

	 방사선 기술이용과 산업진흥을 위한 핵심본부, ‘KARA’ | 정경일

초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동향 2020~2021년 에너지 수요 전망 | 강병욱

연구개발 한국형 SMR 제작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제작기술개발 필요성 | 조성우

논단 미국의 Calvert Cliffs 원전 판결의 교훈 | 함철훈

특집	-	2020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	 Orano 성공적인 원전해체 사업 지원 경험 | Frederic	Bailly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러시아 해결방안 | Sergei	S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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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표지 사진

2020년 12월 29일에 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날 
기념식이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
최되었다. 기념식 영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원자력산업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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