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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

4월 6일 UAE 정부는 한국이 자체개발한 수출형 원전
인 바라카(Barakah) 원전 1호기(APR1400)가 지난 
2020년 3월 연료장전과 7월 최초임계 도달 이후 출력
상승시험 및 성능보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라
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게시했다고 발표하였다. 2021ㅣ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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