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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

9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
동주관하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과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 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
는 ‘제2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화상회의가 개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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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관,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 축사

“미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America is unde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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