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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혁
1958

1959

1961

1964

1966

원자력공학과 신설
(국내최초, 정원 160명)

정원 120명으로 조정

5.16 이후 대학정비로
설치 학과 조정

석사과정 설치

입학정원 30명으로 조정

정원 80명으로 조정

1985

1980

1976

1975

1973

입학정원 50명으로
조정

졸업정원제 실시

입학정원 40명으로
조정

제4공학부로 편제

박사과정 설치

졸업정원 370명의 기계,
에너지, 종합계열로 편제

(문교부 공학부 재편
실험대학에 의거)

1999

2003

2009

2014

학부제 실시

원자시스템공학전공
으로 전공명칭 변경

학부제 폐지

박사과정 42명,
석사과정 29명,
학부생 183명 재학
박사 79명, 석사 335명,
학사 2,224명 배출

공과대학 시스템응용
공학부내 원자력공학
전공으로 편제

원자력공학과로 명칭
환원
입학정원 38명으로 조정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1958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는 지난 50여년간 학부 2,000여명과 대학원 400여명에
이르는 원자력전문가를 배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 성장하고 세계 3번째 상업
용원자로 수출국이 된 이면에는 이들 졸업생들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 ‘제 3의 불’ 원자력을 ‘희망의 불’로 받아들이고 원자력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선택한 것은 백년을 내다보
는 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역사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화석연료는 점차 고갈되어 가고, 따라서 각국의 에너지 안보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으며, 더욱이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제 전 지구적인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포
함한 대체에너지는 경제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못하며, 대용량 발전용으로서도 크
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기술은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안전한 운영을 보장
으로 새로운 르네상스의 시대를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원자력발전이라는 대안에 ‘최고의 안전’을 담보로 다시금 역경을 헤쳐 나가기를 요구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원자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줄기찬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수요를 담당할 새로운 대안이 없으며, 선진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원
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력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용량의 에너지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
자력기술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은 발전기술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기술이 발전한 이면
에는 첨단기술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해졌습니다. 식물
을 개량하고, 환경을 정화시키고, 신소재를 개발하고, 의약품생산에 기여하고, 생명자원은 물론 우주식품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물질구조를 탐사하고, 항공기와 고층건물교량을 안전하게 점검하는 등 그
이용 분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2010년 2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력분야에서 2020년까지 18,000여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한 인력양성의 옥토가
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의 3대 교육목표는 ‘GPS’ (Globalization, Practicalization, and
Specialization) 즉, 세계화, 실용화, 전문화입니다. 이제는 한국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원자력 기술강국
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 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역군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을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서 펼치길 희망합니
다. 원자력 에너지를 요구하는 시대, 바로 지금이며 그리고 다가올 미래입니다.
원자력공학과 교수 일동

VISION
비전
국가 성장동력 역군 양성
원자력공학과는 세계와 경쟁하는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
를 가지고 자신만의 전문화된 기술을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화(Globalization), 실용화
(Practical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를 GPS-3대 교육목표로 설정
하였다.

세계화
Globalization

실용화

GPS-3대
교육목표

Practicalization

전문화
Specialization

전문화에서는 튼튼한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심오한 이
론과 고도의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발휘하는 전문적 리더십, 창의적 설계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한다.
실용화에서는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사회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인 양
성을 목표로 도전정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개념화 능
력, 문제해결력, 정보 가공력과 지식창출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
상시키도록 한다.
세계화에서는 문화적 다원성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
는 세계인 양성을 목표로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협상력, 외국어 커뮤
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MPLOYMENT
졸업 후 진로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는 1958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이래 2015년 1월 기준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졸업
자를 배출(학사 2224명, 석사 335명, 박사 79명)하며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
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포함한 주요 원자력 유관기관
에 약 500명이 진출한 것을 비롯하여 원자력관련 정부기관,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공과 직간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의 취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원 졸업자를 중심으로 방사선과 관련된 의
료계로의 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취업률 100%를 달성한 이래 줄곧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14년까지 90%에 가까운 취
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UAE 원전수주(2009년 12월 27일),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계약(2010년 3월 30
일) 및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수주계약(2014년 11월 3일)을 성사하는 등 원자력기술이 수출산업으로 변모함
에 따라 고급 원자력 전문인력의 부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전망이 밝습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
업 집중체제보다 전문화된 분업형태의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창업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외 원자력 분야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전공 분야로의 진출이 더
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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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대학원 교육과정
과목명

과목 소개

고급계통신뢰도분석

원전안전성평가를 위한 기초이론과 그 적용 기술이 교과의 주요내용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계통의 신뢰도분석 방법론을
배우고 그 적용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리스크 및 확률의 개념, 시스템 불이용도, 시스템의 논리구성, Decision Tree와
Fault Tree, 공통원인고장, 인간신뢰도, 지진/화재사고의 외부사건의 신뢰도 및 안전성 평가방법론 등을 포함한다.

고급수치해석

수치선형 대수학, 직접법과 반복법을 이용한 선형 방정식의 해법, 행렬 고유치 문제와 비선형 방정식에 대한 알고리듬 분석
그리고 다항식, 스플라인 및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함수의 근사에 대해 원자로물리, 열전달 및 유체역학 분야에서 응용되는
수치해석을 중점으로하여 강의한다.

고급원자로동력학

일점(One-Point) 운동방정식의 유도 및 해법, 반응도와 InhourEquation의 개념, 원자로전달함수, 궤환현상의 물리적 해석과
수학적 기술 등을 강의하며, 원자로의 선형 및 비선형 안전성 기준을 유도한다. 또한 공간 종속적 원자로동력학과 제논진동
등을 강의하고 최적제어이론을 소개한다.

고급원자로안전공학

본 교과목에서는 PRA 전공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데이터 처리와 분석의 기본이 되는 확률 및 통계를 기반으로 원전
안전 분석을 위한 수리적인 접근방법에 대하여 학습하며 수리적인 모형화 해법을 위한 학습을 한다.

고급원자로재료

원자로재료의 열적, 기계적 등 노내 거동 변화와 중성자 조사시 손상 및 그 효과를 학습한다.

고급핵계측

방사선 검출, 방사능 측정 및 분석, 방사선량 측정의 세부기술을 습득한다. MCA를 이용한 Spectrometry 기술, 동시측정법,
TOF 방법 등 고급핵계측 기술을 실습을 통해 체득한다.

고급핵물리

핵자의 구조와 핵반응 이론을 심층 논의한다. 쿼크들의 결합상태인 하드론의 기본 성질, 이들을 결합하고 있는 강력의
특성을 학습하고 바리온과 메존에 대하여 논한다. 핵자의 구조를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과 주요 인자를 자세하게
논한다.

근접방사선치료

근접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들의 물리적 특성, 근접치료의 물리적 원리, 치료방법 및 현재의 발전 동향 등을
학습한다.

몬테카를로방사선수송해석

방사선이 물질 내에서 수송되는 현상을 몬테카를로 전산모사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방사선계측시스템

영상화에 사용되는 선원과 영상 수감부인 검출기 특성, 그리고 단순 투사촬영에서부터 단층촬영, 방출영상 촬영에 이르는
영상화의 원리와 기법을 논의 한다.

방사선기술공학

산업, 기술, 이공 분야에 방사선 및 방사성물질 이용기술을 논의한다. 방사성추적자, 방사선게이지, 방사선 분석, 방사선
가공, 지구과학 및 환경기술, 방사선투과검사 등 광범한 분야의 이용기술의 개요를 논의한다.

방사선량계측

방사선량의 물리적 정의와 이론적 근거를 논의하며, 외부피폭 및 내부피폭 선량의 평가를 위한 해석적 수치적 접근을
다룬다. 선량계의 작동특성과 실용선량계, 선량계의 교정, 선량기록의 관리를 논의한다.

방사선상호작용특론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한다. 감마선, 하전입자, 중성자 등과 매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방사선 차폐, 방사선량 평가 등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방사선센서공학

방사선을 측정하는 각종 센서의 제작 기술을 공부한다. 미세 전극형 기체 검출기, 신섬광체 검출기, 화합물 반도체
검출기의 설계, 제작 공정과 기술적 특성을 논의한다. 방사선 센서의 누설 전류와 분해능 특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을 자세하게 논한다.

방사선안전분석

방사선피폭을 수반하는 행위의 안전성 평가기법을 논의 하며, 방사선원항,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 수중확산 및 지중이동
현상과 평가기법을 논의한다.

방사선이용특론

최근 방사선의 공학적, 의학적 이용 기술 동향 등에 대하여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병행하여 논의한다.

원자력에너지정책

에너지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발전, 건설, 품질, 관리,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정책 등을 학습한다.

원자로물리

원자로심 내 중성자 거동에 의해 생기는 물리적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수업이다. 대학원 과정 수준의 Group Parameters 해석, 반응도 해석을 위한 Perturbation 이론, Flux Synthesis 방법,
충돌확률법, 동특성 해석, 중성자 수송해석 등을 포함한 고급 원자로 이론 등을 통해 실제 상용로에 대한 원자로이론의
응용의 폭을 넓힌다.

원자로심설계해석

원자로물리와 이론, 핵공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원자로심 설계에서 요구되는 반응도 해석, 물리적 거동에
대한 분석능력을 습득한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 원자로심 설계에 필요한 기본개념, 핵자료/군 정수 및 스펙트럼 해석,
노심 설계인자 분석, 공명영역 해석 및 도플러해석, 핵설계 절차 및 방법, 반응도 변화 해석 및 제어기능 이해, 설계용
전산코드의 이해 및 임계버클링 해석, 노심출력 분포 해석 등이 있다.

과목명

과목 소개

원자로안전해석

원자로의 구성요소, 계통 및 사고에 대한 개념을 강의하고 원자로 내에서의 열 생성, 냉각재에 의한 열 제거 과정과
사고시의 이상 유동에 대한 현상을 강의하며 계통해석 전산코드를 이용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원자로열수력학특론

원자력발전소 내에서의 열전달과 안전해석 및 에 신형원자로에 대해서 강의한다.

원자로해석특론

원자로심 설계에 필요한 물리적 해석 방법 등을 독립적으로 발췌하여 강의한다. 대학원 수준의 섭동 이론, Pn근사방법,
군정수 생산, 원자로심 설계 기반 기술, 충돌확률법 등 중요 해석적 도구/방법 등을 논의한다.

원전안전성구조

실제 원전 현장과 원자력 안전 관련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실무 중심의 종합 원전 안전성 메커니즘에 대한 강의로서
강사의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한 학기 강의로 구성하였다.

위험도정보공학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적용하기 위하여 확률을 이용한 시스템 설계 (Design) 및 공학계획(Engineering
Planning)개념을 배운다.

의료방사선영상

방사선진단, 핵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각종 영상기술과 관련하여 물리 이론으로부터 실제 사용되는 다양한 영상장치들의
종류, 원리, 특성, 그리고 영상복원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의학물리개론

방사선치료, 방사선진단, 그리고 핵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방사선 이용을 주로 공부한다. 방사선치료 분야는 선량평가,
치료계획 등과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고, 방사선진단과 핵의학 분야는 각종 방사선 이용 영상장치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다룬다.

이상유동해석방법론

이상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균질 모델, 드리프트 플럭스 모델, 개별 유동 모델에 대해 강의하며, 폴 비등, 유동 비등과
기포 생성과 성장, 임계 유속, 막 비등 등을 다룬다.

입자수송해석

입자수송의 수치 해석적 해를 구하는 도구와 방법을 이해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이다. 다차원 다에너지
그룹을 포한한 중성자수송방정식의 해에 수치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각분할(Deterministic) 방법, 각종 근사모델에서의
산란선원반복계산법, 가속기법, 오차분석, 수렴해석, 그리고 몬테칼로(Stochastic)방법에 대해 강의하며, 상용전산코드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실제 구현해본다.

치료방사선량평가

의료용 선형가속기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에 의한 흡수선량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들을 이론과 실습을
겸하여 공부한다.

치료방사선학개론

의료분야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암의 치료는 암치료의 필수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방사선이 어떻게
암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지, 암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플라즈마공정 및 화학

핵을 이루는 입자인 핵자의 구조와 핵반응 이론을 심층 논의한다. 쿼크들의 결합상태인 하드론의 기본 성질, 이들을
결합하고 있는 강력의 특성을 학습하고 바리온과 메존에 대하여 논한다. 핵자의 구조를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과
주요 인자를 자세하게 논한다.

플라즈마공정 및 화학

핵을 이루는 입자인 핵자의 구조와 핵반응 이론을 심층 논의한다. 쿼크들의 결합상태인 하드론의 기본 성질, 이들을
결합하고 있는 강력의 특성을 학습하고 바리온과 메존에 대하여 논한다. 핵자의 구조를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과
주요 인자를 자세하게 논한다.

핵계측신호처리특론

감마선, 중성자 등의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한 핵분광학 장치의 원리와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의 처리 방법, 동 신호
처리를 이용하여 핵분광학 시스템의 에너지 분해능을 높이고 신호의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방법, 펄스의 모양을
이용하여 방사선의 종류를 결정하는 기술과 동시계수 법을 이용하여 컴프턴 영역을 억제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핵분광학

여기된 상태의 핵에서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방사선을 분석하는 핵분광학의 원리와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핵의 에너지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핵연료공학특론
핵연료주기기술특론

장주기 고연소 핵연료의 열적, 기계적 성능을 지배하는 주요 성능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을 소개하고 각 원전 별 연료 특성을 파악한 다음, 핵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의 확보에서부터
원자로에서 연소되고 난 후의 처리, 처분과정을 파악한다.

핵융합로공학

핵융합 플라즈마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핵융합재료에 쓰이는 재료에 대해 학습한다.

핵폐기물관리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핵 폐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공학적 기반을 구축한다.

현대보건물리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 보건영향, 리스크, 방사선 역학, 방사선피폭원과 선량기여, 방사선 유발암과 인과관계에 대해 논의
한다.

확률론적안정성평가의응용

원전사고시 확률론적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의 방법론을 이용한 안정성평가 및 응용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교과의 주요내용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계통의 신뢰도분석 방법론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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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GENERATION
원자력발전 분야

원자로해석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등과 같은 핵분열성 물질이 중성자와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에너 지를 이용한다. 이 때, 중성
자는 원자로 노심 내부에서 조절 가능할 정도로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심 내 중성자 거동
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야 한다. 원자로해석 분야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부분인 원자로 노심내 핵분열
반응 에 의한 핵에너지 발생 및 핵특성 해석을 위한 중성자 입자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한다.
중성자 거동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입자 거동 시뮬레이션 기법을 개발하고 원자로 노
심 내 발생 입자에 대한 거시적 현상을 해석한다. 입자수송, 원자로심 설계, 원자로 차폐해석 연구 등이 주된 연
구분야이며, 최근에는 전산 도구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입자 거동 해석 기법 개발이 중점
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열수력
원자력 발전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인 안전성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의 각 계통에서 일어나는 열수력 현상과 밀
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러한 원자로의 안전성은 유체역학, 열역학, 열전달, 이상유동 등과 같은 학문적 기반위
에 실험 및 수치해석과 같은 실제적 도구를 사용하여 확보될 수 있다. 원자로 열수력학 분야는 열유체 시스템
및 다양한 열수력 현상에 대한 최신 공학기법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열수력 현상 분석과 실험 및 사고해
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사고해석의 경우 설계기준사고 분석과 중대사고 분석으로 분류되는데, 중대사고 분석 및 관련 해석모델의
평가를 통해 규제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 에너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전산해석 코
드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중소형 및 신형 원자로 설계를 위한 실증실험과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분석 연구가 활
발히 수행되고 있다.

원자로재료
21세기를 맞이하여 신 성장 동력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이 크게 신장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자로 재료/화공분야의 기술개발이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증진을 위해 고 연소 장주기 운전으로 가면서 핵연료와 피복관의 성능 향상 및 신뢰
도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대비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원자로재료 분야는 원자력 발전 핵심 재료인 핵연료와 피복관 재료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고성능·
고효율의 원자로 재료 개발뿐만 아니라 특히, 이들 재료에 관한 물성 및 성능현상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원자
로 내 연소 중 조사거동 해석 및 건전성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을 위한 건전성 평가와
차세대원자로를 위한 핵연료 및 구조재료 개발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원자력안전
대중 및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의 이용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로 안전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한 원자력 안전해석 분야는
크게 각광받고 있다. 원자력 안전해석 분야는 크게 원자로 안전성 해석, 열수력 학적 안전성 해석, 관련 기기 안
전성 검증 등을 포함하는 결정론적 안전성 해석 분야와 발생 가능한 주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발생 빈도와 이
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확률론적 안전성 해석 분야로 나누어진다. 최근에는 신형 원자로의 고유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피동안전계통, 노심용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라도 노심용융물의 환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고대처
설비와 더불어 리스크 정보이용 규제 기술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ADIATION FIELDS
방사선이용 분야

방사선해석
방사선에는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이 있으며, 그 밖에 가속기를 통해 생성되는 전
자선, 엑스선, 하전입자선 그리고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등이 있다. 이러한 방사선은 원자력발전소뿐만 아
니라, 산업분야, 의학분야, 물리•화학•신소재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유용한 방사선
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입자수송 현상을 이해하고 그 거동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
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방사선 해석 분야에서는 몬테칼로 방사선수송 전산모사, 정밀 방사선 측정 및 영
상화 기술 등이 주된 연구분야이며, 최근에는 양성자 치료에 따른 환자 체내 선량분포 검증 기술, 삼차원 방사능
탐지를 위한 고성능/다목적 영상장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방사선계측
방사선계측 기술은 원자력발전, 방사선의료, 환경방사선 등 방사선 응용 기술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현
대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와 방사선의 혁신적인 이용을 선도하며 최첨단 기술 개발, 물리 및 화학 연구를 주
도하는 기술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열중성자 계측, X-선 및 PET와 같은 의료용 장비, 정밀 두께 측정 등
비파괴 시험 산업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방사선 감시기술 개발, 방사선 기술의 각종 산업 분야에의 적용,
각종 원자력 및 방사선 시설에 적용되는 검출시스템의 최적화 등이 주된 연구 분야이다. 최근에는 방사선 계측
기술이 기반이 되는 시설로, 건설 예정 중인 중이온 가속기 시설 내 장비에 대한 기술 적용과 4세대 원자력발전
소 및 핵융합 연구에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중성자 정밀 계측 기술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방사선의료/응용
방사선 의료 응용 분야는 의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첨단의료 장비를 이용
한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영상진단과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 등의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기
여하였다. 방사선 의료 응용에서는 투시조영검사, 전산화단층검사(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기술(US),
디지털영상(DR)등 진단분야와 선형가속기(LINAC), 감마나이프, BNCT 등의 방사선치료분야, 핵의학 등의 분야가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초정밀 진단, CT-MRI 이점을 접목시킨 퓨전 영상장치, 방사성추적자를 이용
한 뇌과학 및 분자영상, 선량 평가에 사용되는 인체팬텀 개발 등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방사선방호
2011년 기준으로 국내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고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수는 4,615 기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유익한 방사선 이용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으며 작업종사자 및 주민 그리고 환경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는 방사성물질의 환경거동평가,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내
외부 피폭선량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방사선 이용시설의 방사선 방호와 방사선 영향평가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
제 동향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반영 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최근에는 ICRP 103 신권고가 새로 발간됨에 따라 기존의 선량평가체계에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선
량평가를 수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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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교 수

연구관심분야

전규동
•원자로내의 열수력 현상
•신형원자로의 계통설계 및 각종 전산코드를 이용
한 사고해석
이재기
•내부피폭선량 평가, 가속기 시설 차폐 및 방사화
평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김종경
•입자 수송 해석 및 응용
•원자 로심 설계 및 해석

김용수
•노심 핵연료/피복관 재료 물성 및 성능 연구
•중성자/감마 복합차폐재 개발
•원전해체 및 플라즈마 공정 제염 기술
제무성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s, 중대사고 분석,
계통신뢰도 분석, 위험도정보 규제기술

김용균

김찬형

김성중

•고속중성자 측정기술 개발
•우주환경 방사선측정장치 개발
•반도체 및 섬광체 등 방사선 계측장비 개발
•희귀동위원소 중이온가속기 개발

•방사선 계측 및 영상
•몬테카를로 전산모사
•인체전산팬텀 개발

 원자로 시스템 안전해석 및 중대사고해석
•
•원자로 시스템 비등 및 응축 열전달
•반도체 및 섬광체 등 방사선 계측장비 개발
•희귀동위원소 중이온가속기 개발

HYTH Lab

Nuclear Thermal-Hydraulics Laboratory

전규동

_ 교수

Tel. 02.2220.0463
http://hythlab.hanyang.ac.kr
담당과목
• 공업수학1, 공업수학2, 공업수학3, 원자로열수력학,

Tel.

연구실
소개

02.2220.0463

운동량및열전달, 원자력공학종합설계1

Email thlab@hanyang.ac.kr

연구관심분야

경력

• 원자로내의 열수력 현상

• 1975-1979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공학사

• 1979-1981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공학석사

• 1981-1986

미국 Univ. of Wisconsin-Madison,

			

원자력공학과 공학박사

• 1986-현재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조교수

			

부교수(1997) - 교수(1997)

• 신형원자로의 계통설계 및 각종 전산코드를
이용한 사고해석

보유장비
• 접촉각 측정장치, 초고속 카메라
• 플라즈마 표면코팅장치, DC, RF 표면코팅장치
• 이상유동열전달 실험장치
• 단상유동열전달 실험장치
• 수조비등 실험장치
연구실 특징
• 일반적인 열수력 현상 분석
• 신형원자로 설계
• 컴퓨터 코드를 이용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설계
주요 연구 논문
• Enhanced critical heat flux with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bonded on metal
surfaces, 2014
• Three-Dimensional Modeling of Debris Mixing and Sedimentation in Severe Accidents Using the Moving Particle Semi-Implicit Method Coupled with Rigid Body
Dynamics, 2013
• A Study on The Steady-State and Transient Behavior of Natural Circulation in
REX-10, 2012

주요연구
프로젝트

주요 연구
• 중소형원자로의 설계 및 안전성 해석
-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중소형 원자로인 SMART의 안전성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자연
대류 냉각방식을 도입하여 중소형 원자로 REX-10을 설계.
• 기술자립형 사고해석 규제검증 체계 개발
- 현재 규제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RELAP5 코드 중심의 사고해석 체계를 MARS 코드
중
 심의 체계로 대체하기 위해, MARS 코드의 규제검증 요건 확보 및 코드내의 열수
력 모델을 평가 및 개선
• 신형 원자로의 안정성 해석.
- 새로운 노심설계에서 요구되는 안정성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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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L

Radiation Safety Laboratory

이재기

Tel. 02.2220.0571
http://rsl.hanyang.ac.kr
담당과목

_ 교수

• 학 부 : 원자력과환경, 방사선계측실험,
Tel.

방사선량과생물학적영향, 방사선응용기술

02.2220.0466

Email jakilee@hanyang.ac.kr

• 대학원 : 기초방사선영상, 현대보건물리, 방사선량계측,
방사선안전분석

경력

연구실
소개

• 1972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 공학사

연구관심분야

• 1977		

서울대학교 핵공학 공학석사

• 내부피폭선량 평가, 가속기 시설 차폐 및 방사화 평가,

• 1985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핵공학 공학박사

• 2005-현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본위원

• 2012-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 2012-현재

방사선안전재단 이사장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보유장비
• 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HPGe)
• 전산모사 효율을 위한 서버 구축
• GM 계측기
• 인체모형 팬텀
• 라돈측정기
연구실 특징
• 생물학적 격실모델과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부피폭 선량 평가 수행
• 방사선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영향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 국내 원자력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선배들과의 주기적인 결속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과 선택이 용이
주요 연구 논문
• Calculation of intake retention functions for intake of activated dusts in the fusion
reactors
• External dose-rate conversion factors of radionuclides for air submersion, ground
surface contamination and water immersion based on the new ICRP dosimetric
setting
• New perspective on severe nuclear accidents

주요연구
프로젝트

주요 연구
• 사이클로트론 노후시설에 대한 방사화평가 방법론 연구
• 방사성핵종 섭취 신모델 해석 및 적용체계 개발
• 서울지방 환경방사능 감시조사
• 대단위조사시설 및 사이클로트론에 대한 차폐 및 방사화 평가
• 중이온 가속기 및 부대시설의 방사선 안전 상세해석

NuRAL

Nuclear Reactor Analysis Laboratory

김종경

Tel. 02.2220.4577
http://nural .hanyang.ac.kr
담당과목

_ 교수

• 원자로 이론, 원자로물리, 원자로실험,
Tel.

02.2220.0464

방사선 차폐 설계

Email jkkim1@hanyang.ac.kr

연구관심분야

경력

• 입자 수송 해석 및 응용

• 1982-1986

미국 미시간대 공학박사

• 2008-2016

국제방사선방호연합학회(IRPA) 집행위원(EC)

• 2010-2013

국가 원자력위원회 위원

• 2013-2014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2014-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 원자 로심 설계 및 해석
저서
• Scintillator Crystals, Radiation Dectectors &
Instruments on Their Base
• Inorganic Scintillators for Modern and Traditional Application

연구실
소개

보유장비
• 리눅스 클러스터링 컴퓨터 시스템
• X-선 검색시스템
연구실 특징
• 리눅스 클러스터링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자수송해석 및 이를 적용한 다양한 연구
개발 수행
• 임계도 및 방사선 안전 연구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능력 보유
• X-선 검색시스템, 신개념 중성자 흡수체 개발, 몬테칼로 기반 수송해석코드 개발 등의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중
•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와의 연계연구를 통한 연구소양 증대 및 각종 교육/연구/행정 지원
주요 연구 논문
• A New Approach on the Judgment of Fission Source Convergence for Monte
Carlo Eigenvalue Calculation,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2014
• A Feasibility Study on the Criticality Control Method Using Radioactive Vitrified
Forms for Spent Fuel Storage,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14
주요 특허
• 파이로공정내 희토류 폐기물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의 임계제어 방법
•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체의 동시 저장처분을 통한 임계도 제어방법
• 엑스선 검색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주요연구
프로젝트

주요 연구
• 몬테칼로 해석이론 및 코드 개발
- 구형 입자의 샘플링 기반 모델링 이론 및 방법론 개발
- 핵분열열선원 수렴 알고리즘 확인 방법론 개발
- Hybrid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한 분산감소기법 개발
• 인공희토류 기반 중성자 흡수체 개발
- 원전 소내외 저장시설의 임계제어를 위한 인공희토류 기반 신개념 중성자 흡수체 핵심
기술 개발
- 중성자 흡수체의 임계도 제어성능 및 방사선 평가
• 이중에너지 X선을 이용한 정밀 검색시스템 개발
- 공항 수하물 검색대의 폭발물 검색 알고리즘 개발
- 위험물질에 대한 산란신호 측정 및 물성분석
- TNT 유사물질 샘플 이용 컴프턴 산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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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M&PE Lab

Advanced Nuclear Materials & Plasma Engineering Lab.

김용수

_ 교수

Tel. 02.2220.0462
http://numater.hanyang.ac.kr
담당과목
• 원자로재료, 응용열역학, 후행핵주기기술

Tel.

02.2220.0467

Email yongskim@hanyang.ac.kr

연구관심분야

경력

• 노심 핵연료/피복관 재료 물성 및 성능 연구

• 원전해체제염부지복원안전연구센터 센터장

• 중성자/감마 복합차폐재 개발

• IAEA 원자로재료물성 DB 센터장

• 원전해체 및 플라즈마 공정 제염 기술

•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이사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총무이사
• 한국원전기기검증협회 총무이사/기술위원장
• (주)HN에너테크 CTO

연구실
소개

원자력과 플라즈마 공학

저서
• 원자력발전소 부품 및 기자재 검증 체계 개선방안,
과총 정책연구소 에세이시리즈, 2014

보유장비
• 만능재료시험기, 크리프시험기, 시편절단기, 시편연마기
• 열중량분석기, 광학현미경, 전기로, 온도조절기
• 플라즈마 발생장치, 사중극자 질량분석장치, 광학 방출분광기
연구실 특징
• 노심 핵연료/피복관 재료 물성 및 성능 연구 수행
• 장기 건식 저장 사용후핵연료 성능 평가 연구 수행
•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에칭 방법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 보유
• 원전해체제염부지복원안전연구센터 주관 연구실
• IAEA 지정 원자로물성DB센타 운영 연구실
주요 연구 논문
• A study on the effects of dissolved hydrogen on zirconium alloys corrosion, J. Nuclear Materials, Vol. 444, pp.349-355 (2014)
• A study on the initial characteristics of domestic spent nuclear fuels for long term
dry storage,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45 (2013)
• Stress measurements during thin film zirconium oxide growth, J. Nuclear Materials,
Vol. 412, pp.217-220 (2011)
주요 특허
• An Effective Dry Etching Process of Actinide and Their Mixed Oxides in CF4/O2/N2
Plasma (미국, 일본, 국내) 외 국내 특허 2건

주요연구
프로젝트

주요 연구
• 고연소도 및 손상핵연료 수소화/재료물성 열화성능 평가 및 열화모델 개발
- 고연소도 핵연료 재료 물성 열화 예측 모델 개발
- 핵연료 노내 2차 수소화 손상기구 모델 정립
• 미조사 피복관의 단위 보조시험 장치 구축 및 시험
- 사용후핵연료 열화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용후핵연료 모사 미조사 피복관의 건전성 단위 시험
• 금속핵연료 노내 성능 평가 연구
• 폐증기발생기 전열관 제염 기술 개발
- 폐증기발생기 인출 전열관 자동 절단 및 제염 기술
• 원전해체 및 제염·복원 규제기술 개발
- 원전해체에 대한 안전규제 정책 기술 개발

NASA Lab

Nuclear Safety Analysis Laboratory

제무성

_ 교수

Tel. 02.2220.4729
http://nasa.hanyang.ac.kr
담당과목
• 확률론, 원자로안전공학, 확률론적위험성평가,

Tel.

연구실
소개

신뢰성공학, 계통공학, 위험도정보공학

02.2200.1346

Email yongskim@hanyang.ac.kr

연구관심분야

경력

•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s, 중대사고 분석,

• 1986, 1988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석사

• 1992		

미국 UCLA 핵공학 공학박사

• 1992-1995

KAERI 선임연구원

• 2011-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 2012-현재

에너지미래 교수 포럼 회장

• 2006-2013

한국원자력학회 편집, 총무이사

계통신뢰도 분석, 위험도정보 규제기술
연구관심분야
• 계통신뢰도공학(2015)
• 시스템안전공학개론(1999)

연구실 특징
• 중대사고분석코드(MAAP, MACCS 등)를 이용한 원전사고해석
• 신뢰도분석코드(SAREX, AIMS 등)를 이용한 원전 리스크 분석
• 고온가스로 설계를 위한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운영(미래부지정)
주요 연구 논문
• A Reli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 VHTR Passive Safety System, ATW
JOURNAL FOR NUCLEAR POWER, 2014(SCI)
• An Integrity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 VHTR Graphite Structure, ATW
JOURNAL FOR NUCLEAR POWER, 2014(SCI)
• Development of Web-based Reliability Data Analysis Algorithm, Annals of Nuclear
Energy, 2011(SCI)

주요연구
프로젝트

주요 연구
• 리스크 정보이용 고온가스로 안전성 평가(NRF)
• 원자력 안전문화 영향지수 평가시스템 개발(KETEP)
• 영변 원자로 시설의 리스크 평가(KINAC)
• Level 3 PSA 기반 비상대응 평가기술 개발(KAERI)
•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분석방법론 개발(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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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 Lab

Radiation Instruments & Sensor Lab.

김용균

Tel. 02.2220.4450
http://baeri.hanyang.ac.kr
담당과목

_ 교수

• 학 부 : 응용핵물리, 핵계측신호처리
Tel.

연구실
소개

02.2220.2354

Email ykkim4@hanyang.ac.kr

연구관심분야

경력

• 고속중성자 측정기술 개발

• 1994		

서울대학교 핵물리실험 이학박사

• 우주환경 방사선측정장치 개발

• 1994-2006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 반도체 및 섬광체 등 방사선 계측장비 개발

• 2006-현재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 희귀동위원소 중이온가속기 개발

• 2013-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보유장비
• 대형 우주선 중성자 모니터(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치)
• 브릿지만 및 쵸콜라스키 단결정 성장로
• HPGe, HPXe, 스틸벤 섬광검출기
연구실 특징
• 각종 방사선 계측기 제작 및 통합적 검출 시스템 개발 연구 수행
• 다년간 우주 환경 방사선 및 핵융합 속중성자 측정
주요 연구 논문
• Monopole-Driven Shell Evolution below the Doubly Magic Nucleus 132Sn Explored
with the Long-Lived Isomer in 126Pd, PRL, 2014
• 1p3/2 Proton-Hole State in 132Sn and the Shell Structure Along N = 82, PRL, 2014
• Performance improvement of neutron flux monitor at KSTAR, JINST, 2012
주요 특허
• 우주방사선 중성자 검출 장치 구성 및 분석 방법, 2013
• 스틸벤 유기섬광체와 FADC를 이용한 핵융합로 중성자 측정 장치 및 신호분석방법, 2012

주요연구
프로젝트

• 대학원 : 중성자과학, 방사선센서공학

주요 연구
• 우주 환경 방사선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 우주 환경 방사선의 정밀한 측정을 위한 중성자 및 고에너지 하전입자 통합 측정체계 개발
- 국내 위도, 고도, 시간별 우주방사선의 종류와 선량을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우주 기상 및 태양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 고속 중성자 정밀 측정 기술 및 장치 개발
- 고속 중성자 검출용 GEM(Gas Electron Multiplier) 기체 검출기 및 Poly-crystal 기반
대면적 유기섬광체 개발
- 원자로 노심 고속 중성자 측정용 Fluence Monitor 개발
• KSTAR 중성자 진단장치 개발
-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의 중성자 진단시스템 설계, 제작 및 해석
기술 확립
- 스틸벤 섬광체를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 개발 및 KSTAR 적용

HUREL

Hanyang University Radiation Engineering Lab.

김찬형
Tel.

_ 교수

02.2220.0513

Email chkim@hanyang.ac.kr
경력
• 1988-199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선임연구원
• 1998-1998
Texas A&M University Post-doc
• 1999-2001
TEES Nuclear Science Center 부소장
• 2001-2003
Renssenlaer Polytechnic Institute 조교수
• 2003-현재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 2013-현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Committee 2
위원

연구실
소개

Tel. 02.2220.4057
http://hurel.hanyang.ac.kr
담당과목
• 학 부 : 방사선상호작용, 방사선계측, 수치해석
• 대학원 : 몬테칼로방사선수송해석
연구관심분야
• 방사선 계측 및 영상
• 몬테카를로 전산모사
• 인체전산팬텀 개발
저서
• HANDBOOK OF ANATOMICAL MODELS FOR
RADIATION DOSIMETRY (Chapter 10, 18)_CRC
Press (Taylor & Francis Group)
• 고 에너지 광자선 및 전자선에 대한 물 흡수선량
표준측정법_희훈출판사

보유장비

• 양면 스트립형 실리콘 검출기, 대면적 단결정 NaI(Tl) 섬광 검출기, 플라스틱 섬광 검출기,
다채널 광증배관, 디지털 실리콘 광증배관
• NI 장비(Digitizer, ADC, FPGA 등), NIM 모듈(Amplifier, ADC, CFD, GDG, SCA, MCA
등), CAMAC 모듈(ADC, TDC 등), 모션 시스템, 저전압 공급장치, 고전압 공급장치
연구실 특징

• 정밀 몬테칼로 전산모사 기술 보유
• 정밀 방사선측정 및 영상화 기술 보유
• 인체모델 제작 및 활용 기술 보유
주요 연구 논문

• Tetrahedral-mesh-based computational human phantom for fast Monte Carlo
dose calculations (2014, SCI)
• Multitracing Capability of Double-Scattering Compton Imager With NaI(Tl) Scintillator Absorber (2010, SCI)
• Prompt gamma measurements for locating the dose fall-off region in the proton
therapy (2006, SCI)
주요 특허

• 선량 계산 방법, 선량 계산 장치 및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2014, PCT 출원)
• 사면체 팬텀 기반 방사선량 계산 방법 및 장치(2013, 국내 출원)
• 감마선 검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감마선 검출 방법(2012, 국내 특허 등록, PCT 출원,
미국 특허 출원)
주요연구
프로젝트

주요 연구
• 삼차원 방사능 탐지용 고성능/다목적 컴프턴 영상장치 개발
• 인체 내 양성자 빔 비정 측정을 위한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 개발
• 인체 내 입자 빔 선량분포 영상을 위한 신개념 GEVI 영상장치 개발
• 몬테칼로 전산모사를 위한 차세대 인체팬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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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TH Lab

Nuclear Thermal-Hydraulics Laboratory

김성중

_ 조교수

Tel. 02.2220.2355
http://hythlab.hanyang.ac.kr
담당과목
• 학 부 : 핵공학개론, 원자로공학,

Tel.

응용열수력실험, 원자력에너지응용열계통설계,

02.2220.2355

Email sungjkim@hanyang.ac.kr

원자력공학종합설계1, 원자력공학종합설계2
• 대학원 : 원자로열수력학특론, 이상유동해석방법론

경력

연구실
소개

• 1994-2001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 공학사

연구관심분야

• 2001-2003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석사

• 원자로 시스템 안전해석 및 중대사고해석

• 2004-2009

MIT 원자력공학 석사/박사

• 원자로 시스템 비등 및 응축 열전달

• 2009-2011

MIT NRL 연구원

• 반도체 및 섬광체 등 방사선 계측장비 개발

• 2011-현재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조교수

• 희귀동위원소 중이온가속기 개발

보유장비
• 접촉각 측정장치, 초고속 카메라
• DC/RF 플라즈마 증착기
• 이상유동열전달 실험장치
• 단상유동열전달 실험장치
• 수조비등 실험장치
연구실 특징
• 강제대류 실험장치와 이상유동 실험장치 이용 유체의 압력강하, 열전달계수 및 임계열유
속 측정
• MELCOR를 이용한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해석
• CFD 해석 툴을 이용한 열유동 및 MHD 해석
주요 연구 논문
• Validation of RCS depressurization strategy and core coolability map for independent scenarios of SBLOCA, SBO, and TLOFW, 2014
• Enhanced critical heat flux with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bonded on metal
surfaces, 2014
• Numerical analysis of RBHT reflood experiments using MARS 1D and 3D Modules,
2014

주요연구
프로젝트

주요 연구
• 중대사고 노심 냉각능력 평가기술 개발
-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 MELCOR 코드를 통하여 중대사고시 OPR1000의 노심 냉각
능력 평가 기술 개발
• 소듐 열유동 계측을 위한 고유 계기장치 개발
- 소듐 고유 열유동 특성인자 계측을 위한 계기장치의 개량 및 국산화
• 응용열수력실험실
- 원자력공학과 학부실험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화된 원자로 열수력 실험시설
및 부대장치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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