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화학 및
핵비확산
Radiochemistry & Nuclear
Nonproliferation

주관캠퍼스 소개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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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앞당겨 줄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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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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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 042-868-2196

전공 개요
방사화학은 방사성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화학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원자력 산업과 연구 분야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학기술과 자료를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과 연구
분야가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의 수출이 성사되었고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방사화학의 기초에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투명성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방사화학과 핵비확산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전공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방사화학 관련 전공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보유한 방사화학 전문가와 특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크게 방사화학 분석 분야, 원자력
연구 분야, 핵비확산 분야에 대한 다양한 방사화학 교육을 수행합니다. 졸업생들은 향후 원자력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학 전문기관에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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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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chemistry is the field of study to provide fundamental technologies and analytical data
for nuclear industries and researches by investigating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hemical
reactions, which relate radioactive materials. The nuclear industries and researches of Korea
has been grown, such as construction of nuclear reactors in foreign countries,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and decommission of nuclear power plants. Radiochemistry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are prerequisite for these works to be successful, which induces growing
demands for the corresponding human resource. This major, as the only major relating
radiochemistry in Korea, opens the curriculum in largely three fields, which are analytical
radiochemistry, chemistry on nuclear energy,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special facilities
and the state-of-the-art instruments in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will
be utilized for the curriculum. The alumni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scientific and/or
industrial fields of Korea by working in nuclear or other chemistry related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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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방사화학 및 핵비확산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방사화학 분석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원자력 방사화학 R&D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핵비확산 시스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연구부문

국제 수준의 방사성물질 화학분석 연구
핵주기 및 원전 제염/해체 관련 방사화학 연구
핵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 수립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우수학생 선발/배출 및 자긍심 고취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첨단 교육 인프라 확보 및 구축

연구부문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연구
관련 기관 및 연구 분야 간의 융합 연구
실무에 활용 가능한 효율적인 연구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정부출연연구원을 비롯한 전문연구기관, 원자력발전소 및 관련 산업체, 방사성폐기물 또는
원자력발전소 제염 및 해체 관련 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음. 또한 방사화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전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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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To develop experts in
the field of
radiochemistry and
non-proliferation

DEVELOPMENT GOALS
Education
sector

To develop experts in the field of radiochemistry and non-proliferation

Research

To improve the research level of radiochemical analysis

sector

To develop radiochemisty R&&D for th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and the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technology of nuclear
facilities
To study on the system for improving nuclear transparency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To develop excellent students and promote self-esteem

sector

To enhance global competence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To establish advanced Education Infrastructure

Research

To take advantage of advanced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sector

To cooperate intimately with research groups and institutes at home
and internationally
To do practical research for solving problems in nuclear field

AFTER GRADUATION
After graduation. a professional carrier will be continued at research institutions, nuclear
power plants and related industries, and businesses related to radioactive wastes and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addition, professional
research can be continued a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other countries that carry
out research on radi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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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재료공학
∙ 화학
∙ 화학공학
∙ 환경공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방사화학 및 핵화학 | Radiochemistry and Nuclear Chemistry

(Major)

선택

방사분석화학 | Radioanalytical Chemistry
고급 기기분석화학 | Advanced Analytical Chemistry

∙ 환경학

고급 무기화학 | Advanced Inorganic Chemistry
고급화학개론 | Advanced Modern Chemistry
학부 선수 권장과목

고급 물리화학 | Advanced Physical Chemistry

∙ 무기화학

분석통계 및 실험계획법

∙ 물리화학

| Statistics and DOE for Analytical Chemistry

∙ 분석화학

악티나이드화학 | ActinideChemistry

∙ 일반화학

원전화학 | Nuclear Power Plant Chemistry
응용 전기화학 | Applied Electrochemistry
질량분석개론 | Introduction to Mass Spectrometry
중성자방사화분석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세미나

방사화학 세미나 1 | Seminar on Radiochemistry 1

(Seminar)

방사화학 세미나 2 | Seminar on Radiochemistry 2
악티나이드화학 세미나 1 | Seminar on Actinide Chemistry 1
악티나이드화학 세미나 2 | Seminar on Actinide Chemist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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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티나이드화학
Actinide Chemistry
악틴족 및 란탄족의 f-block 원소의 기본적인 화학적 특성과 악틴족

고급 기기분석화학
Advanced Analytical Chemistry
레이저, 질량분석기, 센서등을 이용한 방사성 및 비방사성 물질들에 대한

화합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험 및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며, 악틴족 화학의 응용 및 관련된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에 대하여 파악한다.

고감도 분석기술에 관하여 알아본다.
원전화학
고급 무기화학
Advanced Inorganic Chemistry
Group theory를 적용하여 분자의 에너지 준위를 구하고, 분광분석에의
응용에 대해 알아본다.

Nuclear Power Plant Chemistry
사용후핵연료 파이로공정, 금속 구조재 부식, 원자로 냉각수 화학조절,
원전 안전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되는 화학기술을 이해함.
To understand the chemical technologies applied to the
pyro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the corrosion of metal
structure, the chemical control of reactor coolant, nuclear plant

고급 물리화학

safety, and so on.

Advanced Physical Chemistry
화학반응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속도와 메커니즘 및 고전적인 열역학의
측면에서 공부하고, 미시적 세계의 양자화학과 함께 그 응용으로서
분광학에 대해서 알아본다

응용 전기화학
Applied Electrochemistry
전기화학의 기초이론과 지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전기화학적 측정법을
소개, 이해함으로써 쉽게 실제 연구에 활용할수 있게 한다.

고급화학개론
Advanced Modern Chemistry
방사화학 등 화학 전문분야의 비화학학 전공자를 위한 화학개론 강의
(화학전공자는 수강 신청 금지함)

중성자방사화분석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무기원소
분석기술인 중성자 방사화 분석의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고 원리와 방법을

방사분석화학

이해하도록 한다.

Radioanalytical Chemistry
방사성물질에 대한 핵종분석을 위한 화학처리기술, 기기분석 및 정량분석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응용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질량분석개론
Introduction to Mass Spectrometry
질량분석기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응용에 대해 알아본다

방사화학 및 핵화학
Radiochemistry and Nuclear Chemistry
방사성 물질의 특성,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등 방사화학의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방사성 물질의 취급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방사화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분석통계 및 실험계획법
Statistics and DOE for Analytical Chemistry
방사화학 분야의 실험계획, 자료수집, 통계적 해석과 관련한 통계적
기법들을 소개하고 실제 활용을 위한 지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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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방사화학 세미나 1
Seminar on Radiochemistry 1
방사화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표를 함으로써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방사화학 세미나 2
Seminar on Radiochemistry 2
방사화학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활동에 대한 실제 적용 현황을 알아본다.

악티나이드화학 세미나 1
Seminar on Actinide Chemistry 1
악티나이드 등 f block 원소의 화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표를 함으로써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악티나이드화학 세미나 2
Seminar on Actinide Chemistry 2
악티나이드 등 f block 원소의 화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표를 함으로써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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