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원자력
시스템공학
Advanced Nuclear System
Engineering

주관캠퍼스 소개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기술고도화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표준형원전
기술 구축, 핵연료 국산화, 연구용원자로 국산화, 방사성동위원소 기술 선진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 등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자력은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고갈과
환경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풍부한 에너지의 공급과
깨끗한 환경을 통해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겠다는 미션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며, 수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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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당겨 줄 원자력 수소 생산기술 연구,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첨단 원자로･핵연료 연구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바탕이 될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등 원자력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자력은 국가발전을 위한 희망 에너지인 동시에 행복
에너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저력과 희망을 키워갈 소중한 꿈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전공 개요
신형 원자력 시스템은 기존의 원자력 시스템에 비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의 획기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핵 확산의 억제, 발생 폐기물의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첨단기술이 접목된 원자력 시스템이다. 또한
접목되는 대부분의 기술은 기존의 경험과 원자력 시스템의 운전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이 개발･입증된
신기술 또는 현재 개발중이나 조만간 입증될 수 있는 기술들로써 첨단 신기술들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일반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으로 제공하기에 매우 어려운 현장 및 첨단 기술들이다. 따라서 본
전공에서는 원자력시스템에 관한 단순 학술적 기술교육을 지양하고, 원자력기술에 대한 현장 연구소양과
연구개발 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기초･응용분야 기술교육을 포함하여 신형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고급기술교육, 또한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생생한 첨단현장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자력 시스템 공학의 주 구성 분야는 원자로 및 연료이다. 따라서 본 전공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연료가 장전된 원자로심에서의 핵반응 기구(Mechanism)와
핵반응으로 발생한 열의 이동 거동 현상에 대한 노심 핵･열수력 설계 및 관련 기술, 열의 이동과 이의
기구, 현상 및 관련 시스템에 관한 유체계통 설계 및 관련기술, 원자력 시스템의 기계구조 설계 및
관련기술, 각종 과도현상 및 사고현상 시의 시스템의 거동 분석 및 안전해석 기술,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평가 및 관련기술, 중대사고 방지 기술 및 완화 관련 설계 및 해석기술, 시스템에 접목된 주요
계통 및 기술현상의 열수력적 거동의 현상확인과 기술검증 관련 열수력 실험 및 기술, 첨단연료의
설계, 해석, 거동분석, 제조에 관련된 첨단 기술, 노심 핵설계 및 각종 해석에 필수적 자료인 연료에
포함된 당초의 원소핵종과 핵반응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각종 원소 핵종에 관한 기본 핵 자료 생산
이론 및 관련기술, 원자력 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각종 계측제어 관련 첨단 기술 등에 관한 강의와
이론 교육이 제공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위에 설명한 모든 분야에
대한 개별적, 종합적 현장 연구 기회가 제공되며 아울러 다양한 개발 기술 및 연구현황에 대한 세미나,
전문가와의 토의 등을 통해서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연구개발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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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Nuclear energy is an energy source for the future that can supply an abundance of clean
energy to humankind. KAERI was established in 1959 to lay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national nuclear energy self-reliance. Over the past 50 years, KAERI has become the driving
force behind Korea´s national economic growth. KAERI has laid stepping stones to promote
strong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nuclear energy as a major energy source strengthening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transfer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world is faced with a serious crisis due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scarcity. This
crisis has escalated due to the indiscriminate use of energy. As a result, the global environment
is being destroyed at a very rapid rate. Nuclear energy is an attractive alternative to avoid
such an energy crisis. Nuclear energy can be a sustainable energy source for humankind
for thousands of years. Unlike fossil fuels, nuclear energy does not produce any greenhouse
gases which are being blamed for global warming. Nuclear energy is an energy source for
the future which can supply an abundance of clean energy to humankind. KAERI is committed
to developing advanced nuclear technology to supply environmentally clean energy. We are
making efforts to develop nuclear technology for hydrogen production, which will place us
in the advanced era of the hydrogen economy. We are also g on reactor and nuclear fuel
research not only to promoti the welfare of future generations but also to improve the existing
nuclear power technology. We are develop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which we believe
will be the basis for high value-added industries. With these efforts, KAERI will be reborn
as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and contribute to Korea´s nationa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We will do our utmost to become a global leader.

INTRODUCTION OF MAJOR
The major of Advanced Nuclear System Engineering (ANSE) deals with the most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that have greater safety and economics as well as non-prolifera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the reduction of nuclear wastes. Most of the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are based on the design and operation experiences of nuclear reactors, newly
developed and/or technologies being developing currently of advanced nuclear reactors. The
ANSE program includes active technical training and education on the fundamental and
application areas of nuclear system engineering while minimizing simple academic educations.
The graduate program intends to provide the advanced technical skills and research
capabilities. The graduate program (Master and Ph.D. courses) of the ANSE major consists
mainly of three groups such as Nuclear Reactor Engineering (RE), Nuclear Safety (NS), and
Fusion Technologies (FT). The RE group deals mainly with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new reactor systems such as research reacto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Gen-IV
reactors. The NS group covers fundamental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safety analysis,
thermal-hydraulic design, severe accidents,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environmental
safety, radiation safety, and nuclear regulation. And the FT deals with nuclear reactor physics,
nuclear materials, instrumentation and control, and radiation shielding. The courses consist
of classroom lecture, field research, seminars, and thesis research. The students participate
very closely with faculty members in research projects conducted by the campus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Throug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rograms
of education and research, we aim to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ore safe and
sustainable advanced nuclea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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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기계공학
∙ 안전공학
∙ 에너지공학
∙ 재료공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전공
(Major)

선택

교과목명(Course)
공업 수학 | Engineering Mathematics
다상유동 개론 | Introduction of Two-Phase Flow
원자력 열전달 개론 | Introduction of Nuclear Heat Transfer

∙ 조선･해양공학

비등 및 응축 열전달 | Boiling and Condensation Heat Transfer
원자력 공학 개론 | Introduction of Nuclear Engineering
학부 선수 권장과목

방사선 환경 안전 | Nuclear Environmental Safety

∙ 핵공학개론

신형원자력시스템공학 개론
| Introduction of Advanced Nuclear System Engineering
안전진단 비파괴평가 | Non-Destructive Tests for Safety Diagnosis
원자력 계측제어 | Nuclear I&C
원자력안전개론 | Introduction of Nuclear Safety
원자력 재료 | Nuclear Materials
원자로 유체계통 설계 | Nuclear Fluid System Design
전산유체해석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중성자빔측정기법 | Neutron Beam Experimental Techniques
중성자산란 이론 | Theory of Neutron Scattering
실험장치 설계 및 계측기술
| Test Facility Design and Measurement Techniques
핵융합 공학 개론 | Nuclear Fusion Engineering
대류열전달 | Convective Heat Transfer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원자력 안전해석 개론 | Nuclear Safety Analysis
원전 중대사고 분석 | Nuclear Severe Accidents
세미나

비등 열전달 | Boiling Heat Transfer

(Seminar)

원자력 안전 이슈 | Issues on Nuclear Safety
응축 열전달 | Condensation Heat Transfer
중성자빔 이용 | Neutron Beam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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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다상유동 및 열전달 개론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Two-Phase and Heat Transfer

실험장치 설계 | Test Facility Design

다상유동 개론
| Introduction of Two-Phase Flow

▶

실험장치 설계 및 계측기술
| Test Facility Design and Measurement
Techniques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원자력 열수력 개론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

원자력안전해석 개론 | Nuclear Safety Analysis

▶

신형원자력시스템공학 개론

| Fundamentals of Nuclear Thermal-Hydraulics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공학 | Gen-IV Reactor System

| Introduction of Advanced Nuclear System Engineering
열유체 계측기술

▶

| Measurement Techniques of Thermo-Fluid Dynamics
원자력 열수력 이슈

실험장치 설계 및 계측기술
| Test Facility Design and Measurement Techniques

▶

원자력 안전 이슈 | Issues on Nuclear Safety

| Issues on Nuclear Thermal-Hydrau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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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원자력 계측제어
Nuclear I&C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계측기 및 제어기기들의 측정원리

공업 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공업수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발전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및 응용기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측과 제어의 기초 이론,
적용사례, 설계방법 및 불확실도 분석방법을 강의한다. - IT 융합 계측제어
지능화 기술 개발 - 원자력 인적 오류 대처 기술 개발 - 인간공학 모형
및 기준 개발

To setup a fundamental concept of engineering mathematics for
further advanced research

원자력 공학 개론
Introduction of Nuclear Engineering

다상유동 개론

원자력 공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종합 학습

Introduction of Two-Phase Flow
다상유동의 지배방정식을 이해하고 유동양식별 특성을 학습

원자력 안전 개론
Introduction of Nuclear Safety

대류열전달

경수로 안전성 분석을 위한 결정론적 방법론 및 안전해석 기술

Convective Heat Transfer
원자력 안전계통을 구성하는 핵심기기의 대류 열전달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원자력 안전해석 개론

학습

Nuclear Safety Analysis
원자력 안전해석의 기초 및 응용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방사선 환경 안전

원자력 안전의 개념과 기준, 안전규제의 기초, 원자력발전소 사건등급

Nuclear Environmental Safety

분류, 결정론적/확률론적 안전해석 방법론의 기초를 강의한다. - 원자로

∙ 방사선 환경 방호 핵심기술 개발

안전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 - 다물리 다분야 연계 코드 체계 개발 -

∙ 종합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개발

안전해석코드 불확도 정량화 방법 개발

비등 및 응축 열전달

원자력 열전달 개론

Boiling and Condensation Heat Transfer

Introduction of Nuclear Heat Transfer

원자력과 관련된 비등 및 응축 열전달 현상에 대한 심층 학습

원자력과 관련된 열전달 현상을 종합적으로 학습

신형원자력시스템공학 개론

원자력 재료

Introduction of Advanced Nuclear System Engineering

Nuclear Materials

신형 원자로 종류, 특성, 원리 이해를 위한 기초 물리

상용로 및 미래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구조재료에 관한 배경지식을 학습한다.

∙ 각종 원자로 구현을 위한 설계 및 공학 핵심기술

가압경수로, 가압중수로, 소듐냉각고속로, 초고온가스냉각로, 연구용원자로,
핵융합로 등 다양한 원자력시스템 별로 요구되는 재료특성과 후보재료들의

실험장치 설계 및 계측기술
Test Facility Design and Measurement Techniques

설질과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다양한 원자력환경에서 보다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개발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할 중요 지식들을 습득한다.

실험장치 설계 및 주요 물리현상 계측기술 학습
원자로 유체계통 설계
안전진단 비파괴평가
Non-Destructive Tests for Safety Diagnosis
원자력발전소 가동중검사와 안전진단을 위한 비파괴검사 및 평가
Non-Desturctive Tests and Evaluations for In-Service Inspection
and Safety Diagnosis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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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과목

원전 중대사고 분석

Seminar Course

Nuclear Severe Accidents

비등 열전달
전산유체해석

Boiling Heat Transfe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유체역학 기초와 난류모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산유체해석 이론 학습
및 실습 실시

원자력 안전 이슈
Issues on Nuclear Safety

중성자빔 측정 기법

주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전문가

Neutron Beam Experimental Techniques

초청 등의 세미나를 통해 수행

중성자빔을 이용 측정 장치 및 측정 개념 이론 소개
응축 열전달
중성자산란 이론

Condensation Heat Transfer

Theory of Neutron Scattering
중성자 산란 기초 이론 및 중성자산란 기술 소개
중성자빔 이용
핵융합 공학 개론

Neutron Beam Utilization

Nuclear Fusion Engineering

중성자빔 이용 세미나

핵융합 공학 개론에 대한 학습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초와 응용과정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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