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기술상 역대 수상자 명단
시상식

시상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조충민
김상우
김보현
연규봉
임형규
신유수
홍정환
강성진
유충선
김장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박완규 한국수력원자력 팀장
경현수 한전KPS 처장
조재호 한전원자력연료 부장
송정호 오르비텍 상무
허재영 한국전력기술 부장
강석영 대우건설 차장
김요섭 현대건설 부장
강태희 한국전력공사 부장
이근석 한국수력원자력 팀장
(주)선광티앤에스 [단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김영승 한국수력원자력(주) 팀장
김용현 한전KPS(주) 부장
박헌영 두산중공업(주) 부장
이한칠 ㈜무진기연 기술본부장
박세인 한전원자력연료(주) 선임연구원
김태곤 한국수력원자력(주) 팀장
김광열 ㈜대우건설 차장
서강완 한국전력기술(주) 처장
황성재 ㈜수산이앤에스 책임연구원
장영석 현대건설(주) 부장
(주)파워토스 [단체상]

제27회
2020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부산 BEXCO
2020. 7. 16.

제26회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제주 ICC
2019. 5. 22.

제25회
2018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부산 BEXCO
2018. 4. 25.

제24회
2017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경주 HICO
2017. 4. 6.

수상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김희령
박상현
정성환
문홍곤
박기수
석 호
권동기
정종옥
이승규
도화식

한전KPS(주) 원자력정비기술센터 처장
한국수력원자력(주) 홍보실장
한국전력공사 해외원전사업처 부장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사업처 부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3발전소 전기부장
아셋케어(주) 대표이사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환경부장
현대건설(주) UAE원전건설공사 부장
두산중공업(주) 가동원전ENG 사업팀 차장
(주)대우건설 핵연료제3공장 건축팀 차장

울산과학기술원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현대건설 신한울1,2호기 건설공사현장 부장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기술센터 수석연구원
두산중공업 원자력생산관리팀 부장
한국전력기술 사업책임자실 처장
한국전력기술 안전성평가연구기술그룹 부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제2발전소 기술실장
한국전력공사 해외원전사업처 부장
한전KPS 한울3사업소 전기팀장
한전KPS 원자력정비기술센터 엔지니어링실
선임전문원
한일원자력(주) [단체상]
(주)파워토스 [단체상]

제23회
2016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부산 BEXCO
2016. 4. 2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제22회
30주년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미래창조과학부
서울 인터컨티넨탈 COEX 장관 표창
2015. 4. 28.

제21회
제29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부산 BEXCO
2014. 4. 16.

국무총리상

제20회
원자력계 송년 특별강연회
서울 팔래스호텔
미래창조과학부
2013. 11. 29.
장관 표창

제19회

국무총리상

원자력계 송년 특별강연회
서울 팔래스호텔
교육과학기술부
2013. 11. 29.
장관 표창

김동혁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제2발전소 운영실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기술전략처 원자력정책팀 차장
박범서 한국전력기술 원자력사업책임자실 상무
박흥배 한국전력기술 미래전력기술연구소 부장
이인희 한전KPS 한빛3사업처 원자로팀장
김남균 한전KPS 원자력정비기술센터 RAF팀장
곽상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정책팀장
탁경율 두산중공업 계통기술팀 차장
허범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사업개발실 과장
성호제 현대건설 한빛 3,4 증기발생기교체용역 부장
이흥수 (재)울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
(주)성일에스아이엠 [단체상]
김용덕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원자로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지용대 한전KPS 원자력사업처 부장
박인섭 (주)대우건설 신월성원자력현장 차장
최병전 (주)센추리 원전사업본부 설계팀장
유갑현 두산중공업(주) 차장
하창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팀장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본부 발전BG [단체상]
구주기술(주) [단체상]
서용칠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기술원
최정석 한전KPS(주) 팀장
정완모 현대건설(주) 부장
문태엽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장
오은종 두산중공업(주) 차장
이순성 비앤에프테크놀로지(주) 부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단체상]
한국엔지니어링(주) [단체상]
한전원자력연료㈜ 경수로연료처 [단체상]
홍순준 ㈜미래와 도전 엔지니어링사업부장
이길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팀장
박승철 한국수력원자력㈜ 설비개선팀장
이복동 한전KPS(주) 한울제1사업소 팀장
김원석 비에이치아이㈜ 연구소장
김순용 한국수력원자력㈜ 설비본부 설비기술처 차장
세안기술㈜ [단체상]
우해석 한전원자력연료㈜ 노심설계처 팀장
고병령 한국원자력기술(주) 대표이사
SK건설(주) [단체상]
엄길섭 한전원자력연료(주) 설계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찬용 한수원(주) 고리 제2발전소 화학기술팀장

제18회
제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한국과학기술회관
2011. 12. 27.
국무총리상
제17회

교육과학기술부
제25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장관상
서울 COEX
2010. 4. 15.

국무총리상

한국수력원자력(주) 건설기술처 【단체상】

국무총리상
제15회
제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장관상
2008. 4. 17.
한국원산회장상

제13회

박상원 한전원자력연료(주) 노심설계처 책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보협력부 [단체상]
김용규 두산중공업(주) 원자로설계팀 부장
삼성물산(주) 신월성원전 1,2호기현장 [단체상]
조직래 한국전력기술(주) 배관기술처장
진형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월성건설소 부소장
한전원자력연료(주) 핵연료서비스팀 [단체상]

제24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장관상
2009. 4. 9.
한국원산회장상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2007. 4. 17.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 제2발전소 [단체상]

한국원산회장상

제16회

제14회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 제2발전소 [단체상]
두산중공업(주) 원자력 I&C [단체상]
유근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수석(을)연구원
강신철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창규
권용현
이재민
김동훈
박성호
유제천

한전원자력연료(주) 수석연구원
두산중공업(주) 원자력계통기술팀 부장
한전KPS(주) 영광제3정비사업소 품질보증팀장
KAERI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책임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기계설계처장
현대건설(주) 신고리3·4호기 공무부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제2발전소〔단체상〕
조상현 한전원자력연료(주) 상무
현대건설(주) 신고리원자력 1·2호기현장〔단체상]
유억형 두산중공업(주) 원자력BOP설계팀 차장
송인호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계통처 부장
이성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원근 한전KPS(주) 고리제2정비사업소 과장

국무총리상

도의순 한전KPS(주) ISI팀장

과학기술부
부총리상

(주)대우건설 신월성원자력현장 [단체상]
최영환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술연구부 책임연구원

한국원산회장상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단체상]
이상종 한전원자력연료(주) 안전성능해석실장
이규봉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제3발전소 기술실장
정재천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계측제어처 차장

국무총리상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단체상]

과학기술부
제21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부총리상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2006. 4. 20.
한국원산회장상

삼성물산(주) 원전사업팀 [단체상]
김은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조성은 (주)무진기연 대표이사
황민영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 제2발전소장
임우섭 효성에바라(주) 상무
권용복 한전원자력연료(주) 연료서비스실장

대상(국무총리상)
제12회

금상(과학기술부
제20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부총리상)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ICAPP 2005 병행)
은상(한국원산
2005. 5. 16.
회장상)

대상(국무총리상)
제11회

금상(과학기술부
제19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장관상)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2004. 4. 26.
은상(한국원산
회장상)
대상(국무총리상)
제10회

금상(과학기술부
제18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장관상)
서울 르네상스호텔
2003. 4. 10.
은상(한국원산
회장상)
대상(국무총리상)
제9회

금상(과학기술부
제17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장관상)
서울 르네상스호텔
2002. 4. 18.
은상(한국원산
회장상)
대상(국무총리상)

이인호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처 발전총괄팀장
전경락 한전원자력연료(주) 핵연료설계처 실장
(주)대우건설 월성원전 삼중수소제거현장 [단체상]
김무용
백세진
조정래
김종석

두산중공업(주) 증기발생기설계팀 차장
한국전력기술(주) 유체계통설계처장
현대건설(주) 원자력사업단 부장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위수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수석연구원
권기춘 원자력연구소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책임연구원
두산중공업(주) 원자력공장 가공과 [단체상]
석원산업(주) 월성원전 5,6호기 현장 [단체상]
박흥규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기술처 책임자
손창호 삼창기업(주) 상무
이철언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장
설광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안전해석실 책임연구원
배환철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사업개발처장
(주)대우건설 토목연구팀 [단체상]
박병환 두산중공업(주) 터빈공장 부장
장주업 (주)센추리 플랜트원전팀 차장
김규태 한전원자력연료(주) 핵연료개발팀장
(주)대우건설 원자력사업단 [단체상]
김병섭 한국수력원자력(주) 신형원전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신선동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처 과장
김승원 두산중공업(주) 제관생산기술부 차장
한국전력기술(주) 방사선해석팀 [단체상]
정우식 한국전력기술(주)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책임연구원

제8회
금상(과학기술부
제16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장관상)
서울 르네상스호텔
2001. 4. 17.
은상(한국원산
회장상)
대상(국무총리상)

허익구 (주)효성 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유리화그룹 [단체상]
두산중공업(주) 원자력공장 RVI과 [단체상]
김병철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영상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신형원전개발센터장

제7회
금상(과학기술처
제15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장관상)
서울 르네상스호텔
2000. 4. 19.
은상(한국원산
회장상)

원유선 한국중공업(주) 운반설계부 과장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시뮬레이터개발팀 [단체상]
한국전력기술(주) 가동원전사업팀 [단체상]

제6회

금상(과학기술처
장관상)

제14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서울 르네상스호텔
은상(한국원산
1999. 4. 8.
회장상)

제5회

대상(과학기술처
장관상)

제1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금상(과학기술처
장관상)
서울 르네상스호텔
1998. 4. 15.
은상(한국원산
회장상)
제4회

금상(과학기술처
장관상)

제1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서울 르네상스호텔
은상(한국원산
1997. 4. 3.
회장상)

이용호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 계측제어부장
노영창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범진 한전원자력연료(주) 선임연구원
박지연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계측제어부 [단체상]
변명우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연구개발부장
우양호 성일기계(주) 대표이사
김우철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건배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 사원
이용수 동아일보 과학부 편집위원
한국전력기술(주) 기기검증팀 [단체상]
이창섭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상(과학기술처
장관상)

한국중공업(주) 원자력공장 [단체상]

금상(과학기술처
장관상)

임영준 (주)삼신 품질관리부 이사
(주)대우 월성원자력사업소 [단체상]

은상(한국원산
회장상)

정문기 한국원자력연구소 응용연구그룹 책임연구원
허영석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사업관리처장

대상(과학기술처
장관상)

(주)삼창기업 [단체상]

제24차 정기총회
한전 본사 회의실
1995. 2. 21.

금상(과학기술처
장관상)

홍준화, 이봉상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
한국중공업(주) 원자력설계실 [단체상]

은상(한국원산
회장상)

박재현 한국전력기술(주) 배관기술처 주임

제1회

금상(과학기술처
장관상)

(주)삼신 [단체상]
한국전력기술(주) 원전안전계통설계팀 [단체상]
정준극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홍보부장

은상(한국원산
회장상)

이승호 한국전력공사 울진원자력본부 보건물리과장
배동연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 지역협력과장

제3회
제25차 정기총회
한전 본사별관 강당
1996. 2. 28.

제2회

제23차 정기총회
한전 본사 회의실
1994.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