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원자력
시스템공학
Advanced Nuclear System
Engineering

주관캠퍼스 소개
1959년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지난 60년간
원자력 기술 자립과 원자력 기술 선진화에 앞장서 왔으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년 UST-한국원자력연구원 캠퍼스를 신설하여 가속기 및 핵융합물리공학,
방사선과학기술, 방사화학 및 핵비확산, 신형원자력시스템공학, 양자에너지화학공학, 5개 전공분야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석학급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국제적 수준의 연수 장려금과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되며,
세계적 대학 및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한국원자력연구원
www.kaer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Tel : 042-868-2000
Fax : 042-868-2196

전공 개요
본 전공은 기존의 원자력 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신형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고급기술 및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생한 첨단현장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노심 핵･열수력 설계, 에너지의 이동 거동, 유체계통 및 기계구조설계, 안전해석, 중대사고 방지기술,
계측제어 기술 등에 대한 강의와 이론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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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In 2004,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founded the UST-KAERI Campus. Now
it is providing master’s and doctoral coursework for five majors. The UST-KAERI Campus
provides research-centered education so that students can participate in research in person,
and world-class researchers work as faculty to teach the students.
Training grants, scholarships, and dormitories are provided for all students enrolling in the
UST-IBS Campus. In addition,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join global college and training
programs and atten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INTRODUCTION OF MAJOR
This major provides practical technology education so that students can develop their
competences in developing advanced and future-oriented technologies for new nuclear
energy systems with outstanding safety and economic feasibility as well as technologies
for exta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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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기계공학
∙ 안전공학
∙ 에너지공학
∙ 재료공학
∙ 조선･해양공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공업 수학 | Engineering Mathematics

(Major)

선택

다상유동 개론 | Introduction of Two-Phase Flow
원자력 열전달 개론 | Introduction of Nuclear Heat Transfer
비등 및 응축 열전달 | Boiling and Condensation Heat Transfer
원자력 공학 개론 | Introduction of Nuclear Engineering

학부 선수 권장과목
∙ 핵공학개론

방사선 환경 안전 | Nuclear Environment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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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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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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ader of Creative Convergence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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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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대사고 분석
Nuclear Sever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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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빔 측정 기법
Neutron Beam Experimental Techniques
중성자빔을 이용 측정 장치 및 측정 개념 이론 소개

중성자산란 이론
Theory of Neutron Scattering
중성자 산란 기초 이론 및 중성자산란 기술 소개

핵융합 공학 개론
Nuclear Fusion Engineering
핵융합 공학 개론에 대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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