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원자력고급과정 
SNU Advanced Class Atomic Power 

제 10기 모집안내 
 

접수마감  
1차 : 2016.07.17 
2차 : 2016.07.24 



과정개요 

 과정명 : 서울대학교 원자력고급과정 ACAP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anced Class Atomic Power) 

 수행기관 및 책임자 : 서울대학교 황일순 

 

     최근 들어 원자력 산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의기소침해 하고 자

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후쿠시마 사태 이

후 사회 곳곳에서 원자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원자력 자체가 외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이 없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구성될 수 없

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기에 원자력 산업계에서 일

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새삼 중요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부심을 다

시 되찾고 외부적으로는 여러 비난과 외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 외에 이번 10기에서 지향

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9기 때보다 원자력에서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계신 많은 강

사 분들을 초빙하였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원자력 분

야의 다양한 면을 고찰해보고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정목표 

  서울대학교 원자력고급과정(ACAP)은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교, 

국방, 정치, 사회,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와 연계되는 특성으로 인해 정책담

당자 및 여론 주도층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원자력 정책 분야 전

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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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2016 제 10기 모집안내 
 
 모집인원｜60명 내외 
 입학자격｜가. 관련중앙부처 및 지자체 원자력 정책 담당자 
                    나. 산학연 유관기관 관리자급 정책 담당자 
                    다. 언론, 시민, 환경단체 등 여론 주도층 
 수업기간｜2016.07.22.금 ~ 2016.10.28.금 
 수업시간｜매주 금요일, 15:00 ~ 18:00 
 수업장소｜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2동 106호 강의실 
 수 강 료 ｜전액 지원 
                       ※본 서울대 원자력고급과정은 산업통상지원부 “원전산업 전문인력양 
                         선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지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후원 아래,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서울대가 주관하는 교육일정입 
                         니다. 

 지원절차｜가. 접수 마감 : 1차 2016.07.17 일 
                                        2차 2016.07.24 일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접수 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접수 신청 
                                           ※이메일 접수시 첨부한 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 
                                           ※추후 안내는 개별통지 

 문의처｜서울대학교 ACAP 사무국 김한나 
                 02-880-7200  
                 www.acap.kr (홈페이지) 
                 snuacnp@snu.ac.kr (이메일) 
 

http://www.acap.kr/
mailto:snuacnp@snu.ac.kr


강의시간표 
※ 강의 진행 중 일정 조정 과정에서 연사 및 제목의 변경이 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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