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주관캠퍼스 소개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석연료의 고갈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생각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토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입니다. 부존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원자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는 모두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0%를
때 원자력은 대체에너지가 확보될 때까지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이용기관도 현재 8,000개에서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은 어디까지나 안전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건설, 운영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철저히 감시/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시/감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등을 잘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훌륭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시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www.kins.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Tel : 042-868-0000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토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묵묵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공 개요
참여기관

원자력 및 방사선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원자력과 방사선의 생산
및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여야 한다. 본 전공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공학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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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is established as a regulatory expert organization
that protects the public from radiation disaster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contributes to public safety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KINS has
contributed to establishing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with public trust through legal,
technical,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se regulatory activities thoroughly
confirm the safety of institutions and facilities where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are utilized.
KINS conducted regulatory safety reviews and inspec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and facilities
using radiation sources. It also performs regulatory research for nuclear safety, and develops
law and safety standards. In addition, KINS operates a nationwid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to prepare not only for radiological emergencies at home but also for
nuclear/radiological emergencies. Safety is the top priority and will not be compromised. KINS
will become a credible fortress for the saf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through the great
advancement of regulatory technology, constantly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to
gain and maintain their trust.

INTRODUCTION OF MAJOR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is the top priority that should never be compromised.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harmful effects of radiation,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checked and assured. The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program aims to train students to become highly qualified researchers and engineers who
can prevent and solve safety issues related to nuclear & radi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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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전문가 양성
공학적/실무적 능력을 갖춘 안전전문가 양성
원자력/방사선 시설 내 복합시스템에 관한 전문성 함양

연구부문

원자력/방사선 안전문제 예방 및 해결 연구 주도
원자력/방사선 시설 내 다양한 시스템 간 융합연구
미래수요를 예측한 안전 및 규제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우수학생 선발/배출 및 취업 지원
산학연 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및 회의 개최

연구부문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강화

졸업 후 진로
원자력 및 방사선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서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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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To nurture specialists
who put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first

DEVELOPMENT GOALS
Education

Training nuclear / radiation safety regulator

sector

Training safety experts with engineering / practical skills
Developing expertise in complex systems in nuclear / radiation facilities

Research

Leading research on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nuclear / radiation

sector

safety problems
Research on unite between various systems in nuclear / radiation
facilities
Establishing a safety and regulatory system that predicts future demand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Selection and discharge of excellent students and support for

sector

employment
Holding technical seminars and conferences for industry-academy and
research experts

Research

Participated in national R & D project for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sector

safety
Building and strengthening research infrastructure

AFTER GRADUATION
Working at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perform tasks for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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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물리학
∙ 보건학
∙ 안전공학
∙ 에너지공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전공
(Major)

선택

교과목명(Course)
원자력안전 원론 | The Principles of Nuclear Safety
방사능측정학 | Metrology in Radioactivity
방사선장해방어 일반 | General Radiation Protection

∙ 환경학

방사성물질 확산 및 환경영향 평가 개론
| Radioactive Material'S Dispersion and Environmental Analysis
학부 선수 권장과목

생활환경과방사선 | Radiation in Living Environment

∙ 물리학

비상관리 개론 |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 수학

방사선환경방호 개론

∙ 통계학

| Introduction to Radiation Environment Protection

∙ 현대물리학

방사선피폭해석 개론 | Introduction to Radiation Exposure Analysis

∙ 화학

원자력안전 특론 | Advanced Nuclear Safety

∙ 환경보건학

방사선계측학 | Radiation Measurement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실무
| Practical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해양환경방사능 특론
| Advanced Marine Environmental Radioactivity
환경방사능 감시 및 평가 특론
| Joint Lectures In Environmental Radioactivity
트라이볼로지 해석 | Tribology Analysis
파손해석 및 설계 | Failure Analysis and Design
세미나

감마선 방출 핵종 방사능 표준화

(Seminar)

| Standardization of Gamma-Emitting Radionuclides
라돈 측정과 측정표준
| Measurements and Measurement Standards of Radon
방사선사고사례 토론 | Free Discussion of Radiation Accidents
자연방사선과 자연기원방사성물질 | Natural Radiation & NORM
환경방사능분석과 해석
| Analysis and Evaluation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원자력안전 | Seminar on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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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방사능측정학 | Metrology in Radioactivity

원자력공학 기초 | Basic Nuclear Engineering

▶

원자력안전 원론
| The Principles of Nuclear Safety

원자력공학 심화 | Advanced Nuclear Engineering

▶

원자력안전 특론 | Advanced Nuclear Safety

방사능 측정학: 측정표준 불확도 그리고 소급성
| Metrology in radioactivity : measurement
standard, uncertainty and traceability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

방사선계측학 | Radiation Measurement

▶

방사선장해방어 일반 | General Radiation Protection

내부피폭선량평가 실무 | Practical Internal Dosimetry

▶

방사선장해방어 일반 | General Radiation Protection

디지털신호처리 이론 및 실습
| Digital Signal Processing Principle and Practice

▶

방사선계측학 | Radiation Measurement

몬테칼로 방사선 수송 이론 및 응용
| Application and Theory of Monte Carlo Radiation Transport

▶

원자력안전 특론 | Advanced Nuclear Safety

방사선 검출 및 측정 |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s

▶

방사선계측학 | Radiation Measurement

방사선계측을위한디지털회로
| Digital Electronic Circuits for Radiation Measurements

▶

방사선계측학 | Radiation Measurement

방사선계측을위한전자물리
| Basic Electronic Circuits for Radiation Measurements

▶

방사선계측학 | Radiation Measurement

방사선신호처리이론 | Radiation Pulse Processing Theory

▶

방사선계측학 | Radiation Measurement

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 계측
| Radiation Measurements for Radiological Emergency

▶

방사선계측학 | Radiation Measurement

원자핵 및 방사선 물리 1
| Atomic Nuclear and Radiation Physics I

▶

방사선장해방어 일반 | General Radiation Protection

원자핵 및 방사선 물리 2
| Atomic Nuclear and Radiation Physics II

▶

방사선장해방어 일반 | General Radiation Protection

해양환경방사능 개론 | Marine Environmental Radioactivity

▶

해양환경방사능 특론
| Advanced Marine Environmental Radioactivity

핵물리기초 | Fundamental Nuclear Physics

▶

원자력안전 원론 | The Principles of Nuclear Safety

감마선분광분석 툴 및 응용
| Analysis Tools and Applications of Gamma-Ray
Spectrometry

국제방사선방호권고 기초 이해(1)(2)
| Internation Radiation Protection Recommendations Basic (1)(2)

Response

기본 방사선 물리 | Basic Radiation Physics

▶

원자력안전 | Seminar on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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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실무
Practical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방사선 인체 및 환경방호는 원자력시설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방사능측정학
Metrology in Radioactivity
KIST 환경 분야 연구자와 외부 초청 연사들의 특강을 듣고, 수강생은
한번 이상 주제발표를 하며, KIST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KIST researchers or special guest will be invited to talk their studies
on the energy or environmental issues. Also, each student should
be presented his work. Students may attend seminars held in KIST
campus.

이는 원자력시설의 정상운영과 만일의 사고시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평가를 통해 입증된다. 본 강좌는 법적기준치를 이행하기
위한 환경에서 방사성물질의 물리적/화학적 거동, 피폭경로해석, 피폭선량
평가의 이론과 코드 이용을 통한 실무를 겸비하여 강의한다.
Human and environment protections against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to the environment are a prerequisite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t should be confirmed through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in both hypothetical accidental and routine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his lecture includes theories on
physio-chemical behavior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environment, exposure pathway analysis and radiological dose

방사선계측학

assessment for compliance with national guidelines and standards,

Radiation Measurement

and its practical use in business using computer codes.

∙ 방사선검출기의 최근 개발현황 및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소개
∙ 방사선원 및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사선검출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강의
∙ 전리함 등 기체검출기, 섬광검출기, 반도체검출기 등의 검출매카니즘의
이해와 분광학적 측정원리를 강의
∙ 계수통계 및 검출하한에 대한 이해

방사성물질 확산 및 환경영향 평가 개론
Radioactive Material'S Dispersion and Environmental Analysis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환경내 거동해석을 이해하고, 환경
수치모델링 및 모니터링 기법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또한
우리나라원자력법의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강의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환경평가 방법에 관한 심도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방사선장해방어 일반
General Radiation Protection
∙ 방사선방호 분야중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식 습득
∙ 장해방어 일반 이론 및 각종 자격, 면허시험에 대비한 기출, 창작문제의
풀이

비상관리 개론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general
emergency management.
∙ The lectures are mainly focus on delivery of the concepts in
a variety of emergency management programs.

방사선피폭해석 개론
Introduction to Radiation Exposure Analysis

생활환경과 방사선
Radiation in Living Environment
생활환경에서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방사선의 근원과 종류에 대하여

방사선환경방호 개론

논한다. 이는 방사선 계측 및 안전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Introduction to Radiation Environment Protection

전공기초과목이다. 식품, 환경, 공산품 분야 등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 방사선 핵종의 선원과 방사선의 종류 그리고 의료분야의 방사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영향 등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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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원론

해양환경방사능 특론

The Principles of Nuclear Safety

Advanced Marine Environmental Radioactivity

본 과목은 원자력/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중인

양환경에 존재하는 인공/자연방사성동위원소의 근원, 기작, 분포특성에

사람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자력 공학은

대한 심오학습. 해양학과 해양방사능에 대한 기본지식을 power point를

대단히 넓은 분야의 학문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 중 원자력 발전에 대한

통하여 전달하고 토론하며 관련기관과 교류하여 현장참여기회를 부여한다.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현상등을 물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환경방사능 감시 및 평가 특론
Joint Lectures In Environmental Radioactivity

원자력안전 특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전지구적인 관심사항인 환경방사능 감시 및 평가

Advanced Nuclear Safety

분야의 현황을 비롯 방사선 계측 실무 전문분야의 심층 강의를 통하여

본 과목은 원자력/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중인

이수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이해도 증진하고 관련 전문분야의 현장 실무

사람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자력 공학

능력을 제고

기초에서 다룬 내용을 발전시켜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의 물리적
해석과 수학적 해결에 중점을 둔다.

트라이볼로지 해석
Tribology Analysis
원전 기기를 포함한 기계 구조물의 마멸 손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공학적
설계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접촉역학 이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tribology 이론과 접촉역학 이론을 도입하고
수식의 이해 및 전개 과정을 습득하여 실제 마멸손상 문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a wear failure of structural
components, and acquire an ability of solving the wear problem
mechanically, to enhance the safety of a mechanical structure such
as nuclear fuels and power plant components. To this end, theories
of tribology and contact mechanics are introduced, with aiming
to enable the students to understand and derive the mathematical
equations for application.

파손해석 및 설계
Failure Analysis and Design
원자력발전소 및 일반 기계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한 균열 손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역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탄성 파괴역학 이론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강의는 탄성론을 기본 도구로 하여, 복소
포텐셜 이론, 전위밀도 함수론, 특이적분방정식 이론 등이 소개되며 이를
활용하여 실제의 균열 및 접촉 손상 문제에 응용하고 손상 방지를 위한
설계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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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감마선 방출 핵종 방사능 표준화
Standardization of Gamma-Emitting Radionuclides
다양한 붕괴특성을 갖는 감마선 방출 핵종의 방사능 표준화 방법을 기존
연구를 통해 이해 및 습득한다.

라돈 측정과 측정표준
Measurements and Measurement Standards of Radon
라돈 방사능 측정 및 측정표준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경우별로 이해 및
습득한다.

방사선사고사례 토론
Free Discussion of Radiation Accidents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자력사고 및 국내·외 각종 방사선사고 사례에 대한
소개 및 사고 진행, 원인, 대응, 교훈 등에 대한 자유토론

원자력안전
Seminar on Nuclear Safety

자연방사선과 자연기원방사성물질
Natural Radiation & NORM
∙ 라돈, NORM/TENORM, 지각방사선 연구 분야의 최근 논문에 대한
세미나
∙ Reference Work을 통한 연구역량 증진

환경방사능분석과 해석
Analysis and Evaluation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환경에 존재하는 인공/자연방사성동위원소 분석 및 측정에 대한 기존
방법과 최신방법에 대한 지식과 환경방사능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해석기술 배양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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