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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방사선의 놀라운 기술 ● 방사선은 돌연변이와 살균 작용을 하는 특징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사용해서 식량보존

과 농작물들을 개량하고, 식품에 쪼여 살충과 살균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한다. 또한 우주선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

이나 전투식량 등을 개발하기도 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몸의 이상상태를 진단하고 암세포를 죽이기도 한다. 이밖에

도 고고학에서 연대측정을 하는데 이용되며 DNA추적으로 유전자 염기배열과 특성을 밝혀 낼 수도 있다.

●참고 - 한국원자력연구원 홍보물
●견학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042)868-2000~1(www.kaeri.re.kr)

두근두근 동굴탐험! 고준위폐기물 처분하자 ● 원자력 발전소에

서 사용하고 꺼낸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열을 내는 위험물질이므로 특수하게 

제작된 용기에 넣어 깊은 땅속에 묻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내에 길이 약 250m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을 파서 사용

후핵연료 처분연구를 수행중이다. 이 연구의 최종목표는 겹겹

이 싸는 ‘다중방벽’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성 물질이 지하

수를 타고 누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초록이들은 고준위폐

기물처리에 대해 박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하처분

연구시설을 직접 견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특한 색깔, 
다양한 매력으로 함께합니다! 

CNBLUE

제5대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CNBLUE의 첫 활동이 시작됐다. 

대원들과 함께 웃음이 가득했던 홍보물 촬영장, 유쾌

하고 즐거운 용화, 정신, 종현, 민혁과 함께 두근두근한 

촬영현장으로 떠나보자.

걸스카우트 
홍보물 
촬영현장

CNBLUE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 
대원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용화

우리도 함께해요! 
예쁘게 머리를 
묶고 있는 
미라클과 재키

어색한 분위기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 
친근한 옆집 오빠같은 
종현과 민혁

웃으며 포즈를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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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오후5시에 진행된 제13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보고회에서 제5대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CNBLUE의 위촉식이 열렸다. 소녀와 젊은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멋진 CNBLUE와 함께 나아가자!

CNBLUE 
환영합니다!

걸스카우트의 새 가족,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의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패를 수여받고 
걸스카우트의 
새 가족으로서 
당당한 경례

선서 후, 
세계핀과 한국핀을 
받은 CN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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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걸스카우트 홍보대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소감을 들어볼까요?

정용화_감사드립니다! 남성그룹인 저희에게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제의가 들어와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1대

부터 4대까지의 홍보대사들 못지않게 열심히 걸스카우트

를 홍보하는 CNBLUE가 되겠습니다! 

이종현_저희 CNBLUE가 걸스카우트를 대표하는 홍보대

사가 되어 매우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걸스카우트를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혁_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걸스카우트의 홍보대사

가 되어 영광이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정신_걸스카우트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정말 기쁩

니다. 이번 기회에 걸스카우트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스카우트 여러분도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CNBLUE의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 10일과 11일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앵콜 콘서트를 시작으로 일본 콘서트와 태국, 싱가폴 등

의 아시아 투어 콘서트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엔 여러 나

라에서 저희들의 활동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2년은 세계걸스카우트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걸스카우트 10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태어나지

도 않은 100년 전부터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걸스카우트! 

오랜 역사를 가진 걸스카우트에서 오랫동안 홍보대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CNBLUE가 생각하는 소녀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외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경험해보면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는 세상이 소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일 겁니다. 여러분들

도 하고 싶고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저희처럼 도전

해 보세요! 꼭 이루어질 거예요.

CNBLUE 멤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CNBLUE라는 이름아래 항상 이루고 싶은 꿈은 하나입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네 명이서 같이 음악을 하는 겁니

다. 할아버지 밴드가 되었어도 팬들과 함께하며 어디선가 

공연을 하고 있겠죠? 

걸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NBLUE입니다. 여러분들의 홍보대사인 저희 

CNBLUE!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걸스카우트를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화
포지션 보컬&기타

혈액형 A형

별자리 게자리

생년월일 1989년 6월 22일

경력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넌 내게 반했어 

【오락】 

우리결혼했어요

밤이면 밤마다

이정신
포지션 베이스&랩

혈액형 A

별자리 처녀자리

생년월일 1991년 9월 15일

취미 음악감상

특기 랩, 베이스 연주

이종현
포지션 기타&보컬

혈액형 O형

별자리 황소자리

생년월일 1990년 5월 15일

특기 유도

경력 
【영화】  어쿠스틱

강민혁
포지션 드럼

혈액형 A형

별자리 게자리

생년월일 1991년 6월 28일

경력 

【드라마】 

넌 내게 반했어

괜찮아, 아빠딸

【영화】 

어쿠스틱

안녕하세요! CNBLU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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