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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30∼32기신설검토

13개전력회사가인허가신청

미국에서는 약 30년 만에 조성된 원전 신설계획에

관해 원자력에너지협회(NEI)에 의하면 13개 전력회

사가 원전 30∼32기의 인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마련한 건설·

운전일괄인가(COL)라는 새로운 제도를 따르기 위해

2007년에 신청할 전력회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사하는 데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회사가 투자를 결정하여 메이커에게 발주

하는 데는 인허가 절차의 진척상황을 확인하면서 신

중히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에 대해 정식으로 결

정한 제1진 전력회사는 빠르면 2007년에 COL을 신

청할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회사는 2008∼2010년에

집중될전망이다.

NEI가 2006년 9월에 정리한 데이터에 의하면 엑

셀론, 엔터지, 듀크, TVA, 도미니언 등 대형 5개사를

비롯해 서던 컴퍼니, 콘스텔레이션, NGR 에너지 등

합계13개사가원전신설을계획하고있다.

원전 건설을 위해 부지를 평가하는 조기입지허가

(ESP)에 대해서는 엑셀론, 엔터지, 도미니언, 서던 컴

퍼니 등 4개사가 신청을 마쳤다. 빠르면 2007년 중에

ESP의허가를취득할수있다는전망이다.

한편ESP의허가를받지않고직접COL 신청도가

능하다.  그래서 COL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설계획을

가진 13개사모두가신청할예정이다.  사이트와기수

(基數) 등을 아직 결정 못한 회사도 있지만 9개사는

빠르면2007년에신청하며그외의전력회사는2008

년이후에신청할것으로보인다.

또 채용 예정으로 결정된 노형은 22기인데 미국 웨

스팅하우스(WH)의‘AP1000’이 10기, 미국 GE의

‘ESBWR’이 3기, 프랑스 아레바의‘EPR’이 5기, 미

국 GE와 히타치제작소의‘ABWR’이 4기로 되어 있

다. 노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추측하면 합계 30∼

32기가계획되고있다.

각 전력회사는 현재 인허가의 취득 작업과 준비 작

업을 추진하면서 신설 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ESP는허가취득후 20년간유효하므로

투자 판단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도 가능

하다.

COL의 허가는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COL의 신청은 신설 결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COL의 신청은 2007∼2008년경에 집중될 추

세이므로 3년의 심사기간이 늘어나 지연될 우려도 생

기게될것으로보인다.

이 때문에 각 전력회사는 앞으로 신청 예정인 COL

의 심사상황을 파악하고 또 경기와 규제 동향 그리고

수요 예측과 투자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설을정식으로결정할모양이다.

빠르면 2007년인데 대다수의 전력회사는 2008∼

2010년에 신설계획을 최종 판단하여 메이커에게 발

주할 예정이다.  선두를 달리는 전력회사가 2010년에

건설하게되면 2015년이되어운전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日本電氣新聞> 10월 16일

신원자력기술제휴착수

스투드스빅스칸드파워및번즈앤드로우와

미 에너지부(DOE)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

(INL)는 과학자들이 진보된 핵연료사이클 및 원자로

개념들을 개발하게 될 연구·설계·개발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 핵연료분석 소프트웨어회사인 스투드

스빅 스칸드파워(Studsvik Scandpower) 및 엔지니

어 업체인 번즈 앤드 로우(Burns and Roe)와 제휴

중이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INL 단지에 위치한 원자력시스

템 설계·분석센터(CNSDA)는 새로운 원자력기술이

세계원자력동향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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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도움

이 될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INL

은밝혔다.

CNSDA는 디지털 설계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진보

된 가상현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원자력시스템 및

원자로의 모의실험을 개시할 것이다. 핵연료사이클시

설 및 차세대 원자로의 설계는 물리적으로 건설되기

전에 가상현실에서 개발·검사될 것이다.  이들 기술

은 신형 원자로 설계를 시험하고 차세대 원자력 운

원들을훈련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ENS NucNet> 10월 20일

나인마일포인트원전의20년간인가갱신승인

1호기는 2029년, 2호기는 2046년까지연장

미국 나인 마일 포인트 원전의 양호기에 대한 운전

인가가각각추가20년간갱신되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NRC측이 인가갱신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어떠한 안전상의 우려가 없는 것

으로결론지었다고10월 31일밝혔다. NRC는콘스텔

레이션 뉴클리어의 자회사이자 피인허가업체인 나인

마일 포인트 원전이 원전의 노후화 향을 관리할 수

있는능력을효과적으로입증했다고밝혔다.

나인 마일 포인트 원전은 뉴욕주 온타리오호 인근

에 위치해 있다.  1호기는 1969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62만1천kW급 비등수형로(BWR)이다. 113만5천kW

급BWR인 2호기는1988년상업운전에들어갔다.

이 인가갱신 신청서는 2004년 5월에 제출되었다.

이번 인가갱신에 따라, 1호기의 인가(이전에는 2009

년 8월에 만료 예정)는 2029년 8월 22일까지 연장되

고 2호기의 인가(이전에는 2026년 10월 만료 예정)

는 2046년 10월 31일까지연장된다.

나인마일포인트원전의팀오코너부소장은이원

전이 뉴욕주의 인프라 중 중대 부분이며 수백만명을

위한 안전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원이라고

10월 31일말했다.  “나인마일포인트원전에서생산

되는 전력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체에서

도 현재 및 장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그는덧붙 다.

나인 마일 포인트 원전의 인가갱신으로 인해 미국

의 총 20년간 갱신기수는 46기가 되고 이는 총 920

원자로·년까지의 추가 원자력발전 전력 생산에 해당

되는것이다.

-<ENS NucNet> 11월 1일

사일렉스기술관련협정승인

레이저기반우라늄농축기술개발·상용화가능

레이저기술에근거한전출력규모의제3세대상용

우라늄농축시설을미국에서건설하기위한협정이

미국정부의승인을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GE 에너지의 원자력사업부와 호주

의사일렉스시스템즈는사일렉스의개량형레이저기

반의 우라늄 농축기술을 개발·상용화하기 위한 GE

의독점권을인정하는협정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GE는 2006년 5월에 체결된 이 협정이 상용 농축

시설의 장래 건설 및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위한 것이라고 10월 4일 밝혔다. 이 작업은

GE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

턴에위치한GE의기존원자력본부및기술부지또는

미국의또다른적합한부지에건설될것이다.

GE는 리드 캐스케이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와 관련해 2천만달러 및 시험루프 프로그램의 성공적

인 완료를 위해 1500만달러(1200만유로)를 사일렉

스에지불할것이다.

- <ENS NucNet> 10월 6일

울프크리크원전의20년간인가갱신신청서제출

116만5천kW급, 2025년 만료

울프 크리크 원전이 미국의 20년간 운전인가 갱신

을신청하게될가장최근의원전이되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캔사스주 울프 크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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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자력 동향

에 위치한 단일호기의 가압수형로(PWR)인 이 원전

에 대한 신청서가 2006년 10월 4일자로 울프 크리크

뉴클리어 오퍼레이팅 코퍼레이션(WCNOC)에 의해

제출되었다고10월 10일밝혔다.

116만5천kW급인 이 원전은 1985년 6월 계통에

처음으로 병입되었다. 이 원전의 현행 운전인가는

2025년 3월 11일자로만료된다.

NRC측은 이 신청서가 공식 검토를 위해 충분한 정

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초기 검토를

실시중이다.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NRC는 이 신청서

를‘공식검토’(공식등록)할것이다.

미국 원전의 피인허가업체는 현행 인가가 만료되

기 5년 전까지 또는 20년 앞서 인가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NRC는 총 44기에 대한 20년간 인가

갱신을 완료했고 가장 최근건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브런즈윅원전1?2호기 다.

울프 크리크 원전을 포함해 인가갱신을 위한 총 10

건의 신청서가 현재 NRC에 의해 검토중이다.  추가

로, NRC는 미국 전역에서 원전의 인가갱신 신청을 계

획중인 회사들로부터 23통의 서한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ENS NucNet> 10월 11일

팰리세이즈원전의인가갱신지지

NRC, 어떠한환경 향도없는것으로결론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팰리세이즈 원전의

추가 20년간 운전인가 갱신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어

떠한환경 향도없는것으로결론지었다.

NRC는 미시간주의 미시간호 동부 기슭에 위치한

76만7천kW급 단일호기의 가압수형로(PWR)인 이

원전의 제안된 인가갱신에 관한 최종 환경 향평가서

를발표했다고10월 23일밝혔다.

이 원전은 컨슈머즈 에너지가 소유하고 뉴클리어

매니지먼트 컴퍼니(NMC)에 의해 운 되고 있으며

2005년에 이 갱신을 신청했다. 현행 운전인가는

2011년 3월에만료된다.

2006년 7월에 컨슈머즈 에너지와 엔터지 코퍼레

이션은 팰리세이즈 원전을 3억8천만달러(3억유로)

에 매입하기로 엔터지와 합의에 도달했다.  이 매각은

2007년 1/4분기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우선 NRC, 연

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미시간공공서비스위원

회, 기타 규제기관 및 주정부기관 등에 의해 검토되어

야한다.

-<ENS NucNet> 10월 26일

미국인10명중 7명이원자력선호

NEI 여론조사, 63% 신규원전건설찬성

미국 전역에서 새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자신들

이 살고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기존 원전에 신규 원

전을 건설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들은 68%로, 원자력

에너지에대한계속된높은선호도를나타냈다.

미 원자력에너지협회(NEI)의 의뢰로 2006년 9월

에 실시된 이 조사에서는 미국인 10명 중 거의 7명이

원자력에너지를선호하고응답자중81%는원자력에

너지가 미국의 장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

한역할을할것이라고믿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의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
● 응답자중76%는미국전력업체들이필요하다면

앞으로10년내에신규원전이건설될수있도록지금

부터준비해야한다는데동의했다
● 63%는전력업체들이장래에신규원전을당연히

건설해야한다고밝혔다
● 원자력에너지를 선호하는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서, 응답자 중 77%는 청정대기를 위해 선호하는 반

면, 81%는신뢰성, 71%는저렴한전력원가때문이라

고응답했다
● 60%는 원전의 안전성을 5∼7(7은 최고 수준의

안전등급)로평가했고 65%는오늘날의원전이‘안전

하고안정적’이라는데동의했다.

이조사는GfK NOP와함께, 비스콘티리서치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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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시되었다.  비스콘티 리서치의 앤 비스콘티 사장

은“이 조사결과는 원자력에너지가 미국의 에너지 생

산구성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과 원자력

에너지의 가치에 대해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년간 지켜보았던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고말했다.

NEI의 스콧 피터슨 홍보담당 부회장은“원자력산

업은 2001년 이후 안보 개선 및 지난 10년간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 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는 국

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을입증하고있다”고덧붙 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18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7∼10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실시된 것

이다.  이 조사결과는 NEI 웹사이트(www.nei.org)의

‘news room'에게재될것이다.

-<ENS NucNet> 10월 25일

118번째의원소’합성

미·러공동연구팀

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는 10월 17일까지

러시아 원자핵합동연구소와 공동으로 원자번호가

118번(원자핵의 양성자가 118개)으로 세계에서 가

장 무거운 원소를 인공 합성했다고 발표했다. 연구논

문은 미 물리학지 피지컬 리뷰C의 10월호에 게재되

었다.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이 승인해야 이

름이붙여지게된다.

공동연구팀은 가속기에서 칼슘과 칼리포르늄 원자

핵끼리 충돌시켜 118번 원소의 원자 3개를 생성했다.

이 원자가 순식간에 헬륨 원자핵을 방출하여 116번

원소를 붕괴시키고 이어서 114번 원소를 붕괴시키는

모습을 관측했다.  이에 앞서 115번과 113번 원소도

합성했다고한다. 113번원소는일본의이화학연구소

의 모리다 고스케준 주임연구원들이 2004년 9월에

합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모리다 주임연구원은

“우리도 113번 원소는 연속적으로 붕괴하여 생긴 원

자핵이 기지(旣知)의 원자핵인 것을 확인하 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고 있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등의‘신원소’는 붕괴현상이 기지의 원자

핵에 연계되기까지는 완전히 추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의 견해는 달리하고

있다”고설명하고있다.

현재 IUPAC가 승인한 가장 무거운 원소는 111번

의‘뢴트게늄’으로되어있다.

-<日本電氣新聞> 10월 19일

원자력산업안전헌장제정

공정·공명·성실한활동촉구

일본원자력산업협회(회장 : 이마이 다카시 일본경

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는 10월 23일 원자력산업계

의 공통 행동지침으로서‘원자력산업 안전헌장’을 제

정하 다고 발표했다. 헌장은 서문을 비롯해 구체적

인 행동지침을 나타낸 전체 5개조로 된 본문과 해설

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산업계 여러 조직의 최고경

자에게 현장 제일선까지 헌장정신을 주입시키도록

요구하며 자주적이고 계속적인 실천과 안전실적(實

績)의 장기 지속을 요청하고 있다. 원산협회는 이번

헌장 제정을 통해 사회에서의 신뢰와 안심을 얻기 위

해 원자력산업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고가 일어나

지 않도록 의식을 한층 높이며 행동을 통해 안전을 확

실히뿌리내리게할계획이다.

이날 도쿄도내에서 기자회견한 이마이 회장은 헌

장제정의 목적에 대해“원자력발전의 발전(發展)을

위해 안전에 대해서는 반복해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헌장을 제정하 으며 기업에게 널리 배포

하여 최고경 자의 지도력으로 조직 말단까지 주입시

켜책임을다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

서문에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안전 확보가 대전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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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것을 강조하며 원자력산업계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을 기반으로 공정·공명·성실한 활동을 요청했

다.  또 원자력 근무에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실천하도록 요구하며 안전을 위한 진지한 대처

도지적했다.

본문제1조에서는우선안전확보를최우선으로강

조하고 있다.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

가 제일순위이며 그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제2조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산업간?기업 간에 담을 헐고 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하

는 등 안전대책의 철저를 요구했다. 제3조는 안전의

원점(原點)은 현장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

다. 제4조에서는 과신과 경솔한 자부심을 경계하며

안전의식의 열화(劣化) 징조를 빨리 깨달아 그 싹을

제거하기 위해 자문자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에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며 적합하지 않는 정보

도 몸소 사실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적절히 발신(發

信)하도록규정하고있다.

-<日本電氣新聞> 10월 24일

미하마원전3호기상업운전준비완료

2007년 1월중순쯤재개

간사이전력은 10월 23일, 2004년 8월에 2차 계통

배관 파손사고를 일으킨 미하마 원전 3호기에 대해

2007년 1월 중순에 상업운전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플랜트의 건전성은 지금까지 확인 검사를

실시해왔으며11월상순에시작되는미하마1호기의

정기검사와 유족의 의향을 배려하여 재개하는 것이

다. 사고 이후 간사이전력은 미하마 3호기의 상업운

전 재개시기를 명확하게 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약

2년 5개월만에상업운전을하게되었다.

미하마 원전 3호기의 운전 재개에 대해 니시가와

잇세이 후쿠이현 지사와 야마구치 지다로 미하마 마

치장이 간사이전력의 모리 쇼스케 사장에게 승인할

의향을전했다.

이에따라간사이전력은미하마 3호기가장기간정

지한것을감안하여9월 21일에시험적으로원자로를

기동하여 10월 3일에는 재차 정지시켜 플랜트 전체

점검작업을시작했다.

플랜트전체점검에서 2차계통배관내의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장치인‘2차 계통 기기 여과기’에 대해

점검·청소와 복수기 개방 점검 그리고 시운전에 의

한 1차 계통 기기 볼트의 이완을 확인하고 증기발생

기의 2차측 점검도 실시했다. 10월 19일까지 모든 작

업을 완료하고 건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운전재개를 위

한어려운준비는모두마무리했다.

앞으로 운전을 재개하기까지의 약 3개월간은 이물

질의 혼입과 녹방지 상태에서 설비를 보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차 계통 주요 기기인 증기계통은 순환수

계통의 통상적인 운전에 의해 복수기 진공을 유지하

며 또 수계통은 만수 혹은 순환운전을 한 상태에서 보

관할방침이다.

-<日本電氣新聞> 10월 24일

시마네3호기본격착공

137만3천kW급 ABWR

주고쿠전력은 10월 24일 시마네 원전 3호기

(ABWR, 137만3천kW)의 건설 본공사를 개시했다.

우선 본관건물의 기초 굴착공사를 시작하 는데

2011년 12월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본격

화되는것으로보인다.

이 회사는 전날 10월 23일에 시마네 원전 2호기의

플루서멀계획에 대한 원자로설치변경허가를 제출함

으로써 원자력개발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는 이틀간

이 되었다.  10월 24일에는 3호기 건설현장에서 기공

식을 개최하여 후쿠다 다다시 회장이 첫 삽질을 하면

서공사안전과순조로운진행을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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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 원전 3호기는 1997년 지자체에 증설을 신

청했다. 2000년에 원자로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하고

2004년부터 부지조성 등 준비공사를 실시하면서

2005년 4월에설치변경허가를받았다.

9월말 현재 상업운전 개시까지의 총공사진척률은

19.4%이며 준비공사진척률은 75.9%가 된다. 순조롭

게 공사가 진행되면 본공사 개시는 당초 예정보다 2

개월앞당겨진다.

10월 24일부터 본관 기초 굴착공사를 하고 또 준

비공사 중에 호안·방파제 공사를 병행하여 본공사도

추진한다.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연료를 장전하여

12월에상업운전을개시할예정이다.

본공사 개시에 있어서 야마시다 다카시 사장은 지

자체 관계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동시에 안전을 최우

선으로 환경보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지역발전

과 함께 하는 원전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또“원전3호기는21세기의주고쿠지방의

전력 안정공급에 기여하는 전원으로서 이번에 큰 전

기를 맞이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이날 원전

3호기의 원자로건물 건설예정지에서 엄숙하게 시행

한 기공식에는 주고쿠전력과 공사관계자 등 약 70명

이참가했다.

-<日本電氣新聞> 10월 25일

히가시도리원자로의설치허가신청

신내진지침첫적용

도쿄전력은 9월 29일 착공 준비중인 히가시도리

원전 1호기(ABWR, 138.5만kW)의 원자로 설치허가

신청서를 경제산업성 장관에 제출했다. 이날 다케구

로 이치로 상무 원자력·입지본부 부장이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 보안원의 모리야마 요시노리 원자력발전

안전심사과장에게신청서를건넸다.

히가시도리 원전 1호기는 2008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이에 맞추려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표준 심사기간은 2년 정도 걸

리지만 이번에는 원자력 신설에 새로운 내진지침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는 불

투명하다.

다케구로 상무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자단에게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대응은 적합하게 하려고 한

다”고 했다. 그리고 도호쿠전력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

어업협동조합과 어업보상교섭에 대해서는“조기 해

결을위해성의를다하겠다”고말했다.

신청 내용은 ①원자로의 형식과 열 출력 그리고 기

수(基數) ②원자로와 그 부속시설의 위치와 구조 및

설비 등이다. 경제산업성에 의한 1차 심사와 원자력

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 2차 심사를 거치

면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그 후 공사계획 인가를 취

득하여 착공하게 된다. 도쿄전력의 원자로설치허가신

청은 1988년 5월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 7호기

이후 전국 기준으로는 2004년 3월의 일본원자력발전

쓰루가원전3, 4호기다음으로신청한것이된다.

심사에걸리는기간은표준이 2년정도인데플랜트

에 따라 불규칙하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호쿠리쿠전

력의 시카 원전 2호기는 약 1년 11개월이 걸렸고 주

고쿠전력의 시마네 원전 3호기는 4년 6개월이 걸렸

다.  이번에는 새로운 내진지침이 적용되어 심사기간

을 알 수 없지만 도쿄전력은 착공예정에 맞추어지기

를희망하고있다.

도쿄전력은 근간에 아오모리현에 대해 삼림지역

개발행위 사전연락과 공유수면 매립면허원을 신청하

으므로 연내 준비공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당면한

과제는 롯카쇼무라의 도마리 어업협동조합과의 추가

어업보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1호기의

운전개시는2016년도를예정하고있다.

-<日本電氣新聞> 10월 2일

시마네원전의플루서멀계획신청승인

국내 3번째에해당

주고쿠전력의 야마시타 다카시 사장은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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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과 마쓰에시청을 방문하여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와 마쓰우라 마사다카 시장으로부터 시마네 원전

2호기(BWR, 82만kW) 플루서멀계획에 따른 원자로

설치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승인 회답을 수취했다.  아

울러 마쓰우라 시장으로부터는 시민의 의견과 의문점

등을 정리한 질문서도 건네받았다.  그리고 이날 스에

히로 시게오 부사장?전원사업본부장은 설치변경 허

가신청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정부

가 안전심사에 들어가게 되어 실현하는 데 크게 진전

했다고본다.

야마시타 사장은 먼저 시청에 가서 마쓰우라 시장

으로부터 신청 승인과 질문서를 수령하고 그 뒤에 현

청사에 가서 스미타 지사로부터 신청 승인을 받은 것

이다.  야마시타 사장은“현, 시의 관계 여러분에게 진

신으로 감사한다.  이번의 의견과 질문서에 대해 성실

히 대처해 가겠다.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 운

에 노력함과 동시에 한층 더 이해활동과 정보공개

에노력하겠다”고언급했다.

또 바로 이날 스에히로 부사장은 경제산업성에 허

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경제산업성에 의한 1차

심사를 받고나면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2차 심사인 안전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 다음에

현, 시의 최종 판단을 거쳐 설치변경허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시마네 2호기의 플루서멀계획은 2005년 9월에 주

고쿠전력이 현, 시에 사전승인원을 제출하고 나서 주

민 설명회 등 지역에 대한 이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

개해왔다.  그결과현은금년6월에최종판단으로서

안전심사 후에‘기본적인 승인’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는 허가신청 승인과 계획자체 승인을 구분하여 계

획의 가부(可否) 판단은 안전심사후로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서 지난 8월에 독자적으로 심포지엄을 실시

했다. 그리하여시민의의견을참작하여 10월초에허

가신청을승인한것이다.

이번의 회답에 의해 플루서멀을 위한 설치변경 허

가신청을 지자체가 승인한 것은 규슈전력의 겐카이

원전과 시고쿠전력의 이카타 원전에 이어 3번째가 된

다.

-<日本電氣新聞> 10월 24일

내진안전성평가실시계획작성

각회사S등급대상으로

9개 전력회사와 일본원자력발전 그리고 일본원연

은 10월 18일 내진안전성평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에 제출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9월에 새로 책정한 내진설계심사지침

에 따라 각 회사는 기존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대상으로 우선 지질조사부터 실시하여 기준

지진동(地震動)을 산출하고 이 지진동에 대한 기기·

건물 등의 응답 해석에 따라 지진 안전성을 평가해 간

다. 각 회사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기능유지에 직결된

중요도 분류‘S등급’기기를 평가하여‘B등급’, ‘C등

급’기기에파급되는 향도조사할방침이다.

17기의 플랜트를 가진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제2 그리고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3기는 2006년

말까지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그 조사결과로서 책정

한 기준 지진동을 근거로 삼으며 후쿠시마 제1은

2009년 6월까지, 후쿠시마 제2는 2009년 3월까지,

가리와자키 가리와는 2008년 12월까지 각각 안전성

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간사이전력은 미하마, 다카하마, 오이 등 3개 원전

은 2007년 9월까지 지질조사를 실시하며 2009년 12

월에는평가를완료하게된다.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3, 4호기의 평가결과를 먼저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년 12월중에 평가결과를

마무리하지만 1, 2호기는 2009년 9월까지, 5호기는

2007년 6월까지실시할계획이다.

호쿠리쿠전력은 시카 2호기를 2007년 10월까지

먼저 평가하고 2007년 11월부터는 1호기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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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고쿠전력은 기존 설비인 시마네 1, 2호기를 1년

반정도로평가하며건설중인3호기는내년10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그 외의 각 회사도 2009년까지는

각 원전마다 내진안전성 평가를 끝낼 예정이다.  일본

원연은 재처리공장과 유리고화체 저장건물 등 폐기물

관리시설을 대상으로 2007년 7월까지 평가할 계획이

다.

신내진지침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잔여

위험성’(책정된 지진동을 상회하는 지진이 일어날 경

우에방사선재해가미칠수있는위험성)에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평가 실시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각 회

사 모두 보안원의 지시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또

일본원자력발전은 신지침에 따라 안전심사중인 쓰루

가 3, 4호기 증설계획의 공정에 대한 향을 1개월 정

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심사의 추가조사결과를 반

하여원자로설치허가를보증할방침이다.

신내진지침책정에 입각하여 보안원은 9월 20일 가

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신지침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각 전력회사에 요구했다.

한편 각 전력회사는 신지침의 정식결정에 앞서 먼저

자주적으로지질조사등을실시하기로했다.

-<日本電氣新聞> 10월 19일

도시바, WH 매수완료

원자력사업확대에대한의욕표명

도시바는 10월 17일 미 웨스팅하우스(WH) 매수

에 대한 수속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WH를 자회사

로 함으로써 도시바그룹의 원자력사업 규모는 현재

약 2천억엔에서 2020년에는 약 9천억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니시다 아쓰토

시 사장은“WH 매수로 도시바그룹의 원자력 플랜트

는 세계 최대인 114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사업을크게확대하려한다”고강조했다.

도시바는 WH의 매수총액 54억달러(약 6400억

엔) 가운데 당초에는 51∼53%를 출자할 예정이었지

만 최종적으로 77%까지 출자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

니시다 사장은“마루베니회사가 출자를 보류하 기

때문이다.  정말 유감스럽다.  좀 더 빨리 의사표시를

해주었으면 출자를 희망하는 다른 회사와 논의할 수

있었는데”라며경위를설명했다.

오랫동안 WH와 협력관계를 가진 미쓰비시중공업

과의 관계에 대해서는“미쓰비시중공업은 뛰어난

PWR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지금까지의관계를계속유지하려한다”고했다.

도시바는 WH를 매수하면서 국과 미국에 주식회

사를 설립했다.  주식회사 회장에는 도시바의 니와노

유키오 부사장이 취임했다. 주식회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오너 보드(owner board)를 신설하 고 니와

노씨가 겸직으로 의장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도시바

는 전력시스템사 내에 WH사업을 추진할‘WEC 총괄

사업부’도신설했다.

WH의 본사는 그전과 같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그대로 두고 독립한 회사로 운 하게 된다. WH의 최

고경 책임자에는스티브트리치씨가유임되었다.

해설 : 도시바가 미 웨스팅하우스(WH)를 완전히

산하에 둠으로써 앞으로 도시바-WH 연합과 미쓰비

시중공업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지 초점이 되고 있

다. 오랫동안 미쓰비시중공업과 협력관계에 있던 WH

는“계속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

다”(스티브트리치최고경 책임자)는의향을표시했

다.  그리고 모회사가 된 도시바도“미쓰비시중공업은

뛰어난 PWR(가압수형 경수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대화를 하겠지만 당사로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싶다”(니시다아쓰토시사장)며미쓰비시중

공업을 자기진 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를보 다.

원자력 플랜트의 주요 설비 모두를 제조할 수 있는

메이커는 세계에서 드물다.  PWR에 대해서는 미쓰비

시중공업과 프랑스 아레바 등 두 대형 메이커뿐이다.

도시바는 스페인과 한국의 PWR 메이커에게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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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자력 동향

계 구축을 타진하고 있지만 도시바는 미쓰비시중공업

의높은기술력에기대를걸고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부에서 보도된 것처럼

해외의 유력 원자력 메이커와 제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프랑스 아레바와 미 제너럴 일

렉트릭(GE) 등과협의하고있다고한다.

“도시바의 태도에 따라 원자력전략에 대한 방향을

정할수있다”고하는미쓰비시중공업은도시바-WH

연합에 가담할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 메이커와 제휴

할지의 여부에 대한 전략은 서둘러 밝힐 것으로 보인

다.

-<日本電氣新聞> 10월 18일

미쓰비시중공업과아레바제휴

100만kW급신형로공동개발

미쓰비시중공업과 프랑스 아레바는 10월 19일 원

자력사업 분야에서 서로 제휴하기로 합의하 다고 발

표했다.  신형 100만kW급 원자력발전 플랜트를 공동

으로개발하며그외에자재조달, 보수서비스, 연료사

이클등분야에서도협조하기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쓰쿠다 가

즈오 사장은“수요가 많은 100만kW급 플랜트의 개

발을 서둘 필요가 있으며 아레바는 최고 적합한 파트

너이다”고 강조했다.  아레바의 안느 로베르종 회장은

“앞으로 25년 동안에 적은 비용 견적으로 세계에서

150˜200기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쓰비시중

공업과 협조하여 제품판매의 폭을 확대해 간다”며 두

회사가 손잡고 세계 신설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100만kW급의 신형로는 아시아와 동유럽 등 송전

망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매우 유망한 시장이다”(로베르종 회장)

고 했다.  도시바 산하의 미 웨스팅하우스(WH)가 개

발한 AP1000(100만∼120만kW)에 대항할 수 있는

모델인것이다.

업 면에서는 두 회사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160

만kW급 이상인 대형로와 100만kW급 신형로의 프로

젝트를 양자 간에 어느 것을 입찰하는가에 대해 협의

하기로 했다.  신형로의 마케팅은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하며 신형로의 시장투입 시기는“될 수 있는 대로 빨

리한다”(쓰쿠다사장)고하지만명확하지는않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신설 원자력플랜트 입

찰 안건에 대해 쓰쿠다 사장은“도시바-WH가

AP1000로 낙찰하여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기기 제조

를발주할경우대응하기로했다”고했다.

또 도시바-WH연합과의 관계에 대해“WH와는 현

재 상호 특허사용 허가관계가 있다. 그러나 당사는 아

레바와 합의하 기 때문에 아레바와의 관계를 제일

존중하겠다”며 도시바-WH와는 거리를 둔다는 입장

을밝혔다.

쓰쿠다 사장은“미 제너럴 일렉트릭(GE)과의 제휴

도 생각해 보았지만 비등수형로(BWR)를 가진 GE와

손을 잡는다 해도 상승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

고했다.

-<日本電氣新聞> 10월 20일

러시아에서우라늄광산개발

FS 실시및권익 25% 취득도

미쓰이물산은 10월 6일 러시아의 국 우라늄·판

매회사인 테크스납엑스포트(TENEX)와 공동으로 러

시아 극동지역 사하공화국 알단지구에 있는 미개발

우라늄광상(鑛床)의 사업화조사(FS)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쓰이물산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

해 독자교섭권도 획득했다. 실현되면 러시아 국내에

서 우라늄 권익 취득은 외자(外資)기업으로서는 최초

가된다.

FS의 대상은 유지나야 광구인데 세계 최대급인 25

만톤 이상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광산의 총공사비는 2억4500만달러(약 282

억엔)가 될 전망이다. 2009년에 출하하여 201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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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격 생산시의 생산

량은연간1,000톤(우라늄정광)이목표이다.

유지나야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은 전량 모두 발전

용이다. 미쓰이물산의 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용으로 판매된다. FS에 관계된 600만달러(약 6

억9천만엔)는 미쓰이물산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사업성이 확인되어 여러 조건이 이루

어지게 되면 TENEX으로부터 이 광구의 권익 중에

25%를매수할수있는권리를갖게된다.

전 세계의 전력발전량 중 약 20%는 원자력발전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원자력에 대

한 재평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또 중국을 중심

으로 신규 원전계획이 부상하고 있다.  우라늄 수급이

곤란하여 우라늄가격이 6년 동안에 7배로 앙등했다.

이러한 결과로 채산성이 높은 우라늄광산에 대한 투

자가 늘고 있어 앞으로 개발에 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

인다.

전력회사와 상사 사이에는 우라늄 권익 획득을 위

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간사이전력과 스

미토모상사도 카자흐스탄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에 참

여하고있다.

-<日本電氣新聞> 10월 10일

시고쿠전력이카타원전의플루서멀계획수용가결

가까운시일에사전양해표명할전망

시고쿠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의 플루서멀계획에

대해에히메현의회는10월 6일에개최한본회의에서

플루서멀계획의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를 자민당 등

찬성다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가토 모리유키 지사

는 계획을 수용하기 위한 일정한 현민(縣民)합의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가까운 시일에 현 차원에서

사전 양해를 표명할 전망이다.  지역 이카타마치 의회

에서도 수용을 결정함으로써 야마시다 가즈히코 마치

장이 이 결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정식 수용 표명은

가토 지사와 야마시다 마치장과의 회담을 거치고 나

서10월내에공표할예정이다.

10월 6일 본회의에서는 이 결의안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서로 토론이 있었다. 그 중에는 계획에 대한

반대와신중한대응을요구하는청원이모두201건인

데 불채택하기로 한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토론도

있었다.

찬성쪽은 토론에서 정부가 허가한 것에 대해 에히

메현의 이카타 원전 환경안전관리위원회는“국가안

전심사결과는 타당하다”고 한 의견에 따라“에너지

안정공급 확보의 관점에서 플루서멀의 필요성은 충분

히 이해되며 안전성은 국가·현이 엄중히 심사하여

확인한것이라고판단한다”고주장했다.

또 계획을 사전에 승인할 때는“현민의 안전·안심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적절한 정보 공개에 노력한다”

는 것을 요망하며 동시에 시고쿠전력에 대해“안전관

리체제의 충실 등을 도모하며 원자력본부의 이전”등

도요망했다.

한편 반대쪽의 토론에서는“계획 추진에 있어서 현

민의 이해 촉진과 불안 해소에 노력하기를 요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 후 채택 결

정에는자민당의찬성다수로가결되었다.

이카타 3호기의 계획에 대해 경제산업성이 2006

년 3월에 시고쿠전력에게 원자로 설치변경을 허가해

주었다.  이 회사와 안전협정을 체결한 지자체의 의향

이 초점으로 되었다. 가토 지사는 이미 에히메현의 환

경안전관리위원회가 제출한“안전은 확보할 수 있다”

는결론을승인한것이다.

-<日本電氣新聞> 10월 10일

PWR용제어설비최초로완전디지털화

도마리원전 3호기

미쓰비시전기와 미쓰비시중공업은 10월 4일 현재

건설중인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3호기(PWR, 91

만2천kW, 2009년 12월에 운전예정)용으로 개발, 제

조한 종합디지털제어시스템을 보도진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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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자력 동향

신형 중앙제어반에는 발전소의 운전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과 플랜트의 이상을 검지하는 안전보호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압수형 경수로의 운전과 제어

를 완전디지털화한 시스템은 일본 내에서 처음이다.

11월에 도마리 3호기용으로 출하된다.  앞으로 이 시

스템에 의해 일본 내의 기존설비 원전 개수공사 수요

를맡아설치할계획이다.

이번에 완성한 종합디지털제어시스템은 원전의 운

전을 감시하는 중앙제어반과 안정운전을 위한 운전제

어시스템 그리고 플랜트의 이상을 검지하여 원자로를

자동정지시키는안전보호시스템으로되어있다.

중앙제어반은 종래의 제어반에 비해 절반 이하의

크기이다. 운전원은 자리에 앉은 그대로 정위치에서

플랜트의 기동에서 정지까지 모든 운전조작이 가능하

게 되어 있다.  터치패널(touch panel)을 채용하여 전

체 4면의 100인치 모니터에 플랜트 운전상황을 계속

나타냄으로써 감시·조작성을 높이며 동시에 운전원

의부담을경감시키고있다.

또 제어시스템의 연산부(演算部)를 2중화하여 자

기진단기능을 개선하는 등 운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

고 있으며 안전보호시스템은 각각 독립한 4중 시스템

으로되어안전성을높이고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전기는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23기의 PWR을 취급해 왔다. 앞으로 이들의

기존설비 원전에 대해 종합디지털제어시스템으로 교

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시고쿠전력의 이카타

원전 1, 2호기에는 도입이 내정되어 있다.  또 해외의

중국과 국외 신설 플랜트에 대해 이 시스템을 채용하

기 위하여 제안 업을 강화해 나가려는 방침을 세웠

다.

-<日本電氣新聞> 10월 5일

신제도대응논의개시

대책강화위한과제검토연내마무리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제산업성 장관 자문기

구) 원자력안전 보안부회의‘고경년화대책검토위원

회’(미야 게조 위원장 : 호세이대학 대학원 교수)는

10월 2일에 제8회 회의를 개최하여 신검사제도인 고

경년화 대책에 대한 시행방법을 심의했다. 신검사제

도에 대해‘보수관리검토회’는 보전프로그램을 세

히검토하기시작했다.  

또 병행하여 고경년화대책검토위원회는 ①고경년

화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책 ②신검사제

도로서 고경년화 대책 처리 등을 2007년 3월까지 검

토할 계획이다.  기술면에서의 상세한 내용은 전문 실

무그룹(working group)에서 검토하며 그 외에 보수

관리검토회와고경년화대책검토위원회가합동심의도

실시할예정이다.

신검사제도는 플랜트와 같이 세심한 검사를 함으

로써 고경년화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운전중·정

지중을 불문하고 검사를 실시하며 또 보안원은 사업

자의 부적합한 면을 철저히 시정한다는 관점에서 근

본적인 원인도 분석할 방침이다. 그리고 보전프로그

램에 근거한 사업자의 보수 관리는 고경년화 대책 실

시 이전부터 대처해 온 경년열화관리와 상태감시보전

을 도입하고 또 플랜트의 장기 공용을 염두에 둔 고경

화대책도조합하여실시하기로했다.

고경년화 대책에 대해서는 2005년 8월에 대책의

충실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 는데 보안원은 2005

년 12월에 규칙을 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이에 근거하여 도쿄전력 등 3개사는 지금까지 3개 플

랜트에 대해 고경년화 기술 평가와 장기보전계획을

책정하고있다.

앞으로 고경년화대책검토위원회는 우선 고경년화

대책의 충실을 위해 3개 플랜트의 실적평가에서 추출

한 과제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

업자에 의한 새로운 보수 관리로서 대책방법을 검토

하게된다.  

경년열화관리 등 통상적인 보전활동으로 실시한

것과 30년 이상 장기간 공용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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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경화 대책 관계를 정리할 계획이다. 신검사제도

의 고경년화 기술 평가와 장기보전계획에 대해 정부

가관여하는방법도논의할예정이다.

-<日本電氣新聞> 10월 3일

이카타원전의고경년대책보고서작성

‘60년’을가정한기술평가

시고쿠전력은 9월 28일 이카타 원전 1호기(PWR,

56만6천kW)의 고경년화 기술 평가 등 보고서를 작

성하여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에 제출했다.

법령에 따라 60년간의 운전기간을 가정하여 고경년

화 기술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상보전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대부분의 기기·구조물이 건전성을 확

보할수있는것으로확인했다.

기초볼트와콘크리트구조물에대해서는보전활동

을 한층 더 충실히 한다는 관점에서 점검 등 추가항목

으로 추출하기 위해 장기보전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앞으로보고서내용에대해정부가심사하게된다.

이번보고는‘실용발전용원자로설치등운전에관

한 규칙’에 근거하여 원전이 상업운전 개시후 29년을

경과하기전에60년간의운전기간을가정하여원자로

시설의 경년열화(經年劣化)에 관한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것이다. 

이카타 1호기가 9월 30일부로 운전한지 29년을 맞

이하게되어이번에실시하게되었다.

또 이 회사는 이카타 1호기 및 3호기의 정기 안전

평가의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법령에 근

거하여 사업자가 10년마다 원전의 안전성·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되어있는데 1호기는 두 번째

이고3호기는처음실시하는평가이다.

이 결과 지금까지의 운전경험에서 얻어진 교훈과

최신 기술적 지식을 보안활동에 반 하며 필요한 대

응을적절하게실시하고있다는것을확인했다.

-<日本電氣新聞> 9월 29일

세계의원자력발전용량5억kW로

2030년을예측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는 9월20일 아시아에 중점

을 두고 2030년까지의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에너지

수급을 분석한‘아시아/세계에너지 전망 2006년’을

발표했다. 

세계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2030년에는 현재의

약 30%가 증가하여 약 5억kW가 되는데 아시아는 약

1억1,000만kW가 신규로 건설되어 세계 원자력 확대

의거점이된다고한다.

보고서는 2030년에 세계 1차 에너지의 소비가 현

재의 1.6배가 되는데 아시아는 2배로 늘어나고 발전

량은 세계 전체가 1.9배인 33조6,630억kWh로 증가

하며 아시아는 2.5배인 13조1,910억kWh로 증가할

것으로예측했다.

세계의 발전구성은 천연가스화력이 현재 20%에서

28%로, 석탄화력이 40%에서 41%로 확대되지만 원

자력은 16%에서 10%로 저하할 것이라고 한다. 에너

지안보나 지구온난화대책의 관점에서 아시아가 중심

이 되어 원자력 신규 착공이 전망되지만 세계적인 전

력수요의 증가를 보충할 만큼 확대될 전망은 없기 때

문이다.

세계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현재의 3억8,500

만kW에서 4억9,900만kW로, 아시아는 8,200만kW

에서 1억9,900만kW로확대된다. 아시아가크게늘어

나는 반면 유럽 OECD의 합계는 3,000만kW가 감소

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아시아에는 중국이 약 7배인 5,000만kW, 인도가

10배인 3,200만kW, 한국이 1.7배인 3,000만kW, 일

본은 1.4배인 6,600만kW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급

속한 설비용량의 증대 때문에 2005년에서 2030년까

지 원자력의 누계 투자액은 아시아 전체가 26조엔인

데 이 중에서 중국이 10조엔, 인도가 7조엔, 한국이 3

조엔, 일본은4조엔이될것이라고한다.

-<日本原産新聞>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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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망빌의EPR 건설에대한찬성의견발표

Euratom 조약의조건하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10월 24일 프랑스 노

르망디 플라망빌의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건설에

대해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조약의 조건하에

공식적인‘찬성의견’을발표했다.

이 Euratom 조약 하에, 원자력부문에 대한 모든 중

대한 신규 투자계획들은 EC에 통지되어야 한다.  그

리고 나서 EC는 제안된 투자를 평가하고 회원국에게

그관점을통고하는데이는구속력이없다.

프랑스에서의 EPR 건설을 위한 절차의 착수는

2004년 프랑스전력공사(EDF) 이사회에서 승인되었

다.  국가원자력규제당국은 같은 해말 이 원전에 대한

설계승인을 내렸고 그 후 EDF는 플라망빌에서 첫 호

기를 유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DF는 2006년 5월

에 플라망빌 3호기로 알려진 160만kW급 EPR 건설

에 대해 승인했다.  이 원전은 2012년까지 완공될 것

으로전망된다.

2004년에도 EC는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3호기

(EPR) 건설에 대한 찬성의견을 발표했는데 이 원전

은2010년에시운전될것으로전망된다.

-<ENS NucNet> 10월 24일

EDF 소유의PWR 30년간운전허가

1997년에개시된안전성검토의결과

프랑스 원자력규제청(ASN)은 1997년에 개시된

안전성 검토의 결과에 근거해 프랑스전력공사(EDF)

의 130만kW급 가압수형로(PWR)에 대한 30년간 운

전을허가했다.

이허가는벨빌, 카트농, 플라망빌, 골페슈, 노장, 팔

뤼엘, 펑리, 생알방 원전에 적용되고 있다.  모두해서,

표준화된 프라마톰(현재 아레바 NP로 명칭 변경)의

130만kW급원전20기가있다.

이 승인은 이들 원전의 20년째 계획예방정비 중에

안전관련 개보수작업 목록의 이행을 조건부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팔뤼엘 2호기에서 시작되어

2014년까지계속될것이다.

이 개보수작업으로 인해 높은 습도, 온도, 방사능

수준과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재료의능력및내진성이개선될것이다.

한편, 피에르 가도넥스 EDF 회장 겸 최고경 자

(CEO)는“EDF는 중국에서 2건의 산업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협정 중 하나는 중국광둥핵전집단유

한공사(CGNPC)와 함께 EDF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한 원자력발전 부문에 대해 이들 두 제휴

업체간에기존협력을확대하는것”이라고말했다.

-<ENS NucNet> 10월 31일

아레바와미쓰비시‘막강한’원자력연합구성

프랑스·일본, 제3세대원전의개발개시위해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그룹인 아레바와 일본

의 미쓰비시중공업(MHI)는 거대한 시장 수요를 끌어

들일 것으로 믿고 있는 제3세대 100만kW급 원전의

개발을 개시하기 위해‘막강하고 혁신적인 연합’을

구성했다.

이 연합은 10월 19일 도쿄에서 아레바의 안느 로

베르종최고경 자(CEO)와쓰쿠다가즈오MHI 사장

에의한양해각서(MOU) 체결후에발표된것이다.

제3세대 원자로 개발 외에, 이 합의문은 조달, 서비

스, 연료사이클, 신형 원자로 등과 같은 가능한 기타

협력분야를다루고있다.

성명에서, 아레바는‘원자력 르네상스’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의 상당한 동원을 요구하고 있는

고객들의 새로운 기대 및 성장과 함께, 원자력산업에

EC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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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새로운도전상황들을초래했다고밝혔다.

아레바는 이 연합이 양사의 역사적이고 성공적인

관계 및 인간과 산업 개개의 능력에 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두 그룹은 이전에도 프랑스에 위치한 아레바

의 라아그 재처리공장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일본의 롯카쇼 재처리공장을 건설하는 데 상호 협력

한바있다.

-<ENS NucNet> 10월 19일

430억유로규모의원자력프로그램공식채택

앞으로 9년간원자력점유율 18.6%로증대목표

러시아는앞으로 9년간자국에서생산되는전력중

원자력 점유율을 15.6%에서 18.6%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430억유로(미화 540억달러) 상당

의 2단계 원자력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러시아의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은 이 프로그

램을 러시아 원자력산업을 위한‘르네상스’의 시작으

로 평가했다. 그는 재무부가 전적으로 그 예산을 포함

해이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고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2단계는 2007∼2010년 및 2011∼

2015년으로운 될것이다.  430억유로규모의이예

산은 원자력산업기금으로부터의 230억유로 및 연방

예산으로부터의200억유로상당으로구성되어있다.

2006년 7월에 원칙적으로 승인된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매년 최소한 200만kW의 총발전설비용

량을 갖춘 신형 표준원전을 시운전함으로써 러시아의

에너지안보를확보하는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 국제시장에서 러시아 핵연료사

이클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 및 기타 국가들에서

의원전운 도요청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의세부사항은다음과같다 :
● 건설중인 신규 러시아형 가압경수로(VVER-

1000) 2기인 로스토프 2호기와 칼리닌 4호기는

2009년과 2011년에가동개시
● 고속중성자로(BN-800)인 벨로야르스크 4호기

의 시운전은 2012년으로 예정.  이 원전을 위한 인프

라의대부분은완공된상태
● 기존의 노보보로네즈 원전과 레닌그라드 원전 부

지 옆의 신규 부지에서 신규 표준원전 3기 건설이

2007년 또는 2008년에 개시될 예정. 이들 원전은

2012년또는2013년에가동을개시할예정
● 1년에표준VVER 원전 2기건설

연방원자력청(Rosatom)의 세르게이 키리옌코 청

장은 이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민간투자도 포함되어

있지않다고말했다.

러시아원자력학회(NSR)는 2015년 후에, 신규 원

전이 연방예산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없이, Rosatom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될 것이라

고밝혔다.

2006년 2월에, 키리옌코 청장은 러시아가 2030년

까지 원자력에너지에 600억유로까지 투자하여 신규

40기 건설 및 원자력 점유율을 25%로 증대할 계획이

라고말한바있다.

-<ENS NucNet> 10월 19일

불가리아벨레네원전2기건설계약수주

공사비용약 20억달러추산

러시아의 원자력 판매업체인 아톰스트로이엑스포

르트는불가리아의벨레네원전 2기(러시아형가압경

수로, VVER-1000)를 건설하기 위한 계약 1건을 수

주했다.

러시아원자력학회(NSR)는 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

트가 프랑스의 아레바 및 독일의 지멘스와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 관련공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SR은 비록 전체 프로젝트의 정확한 비용에 관해 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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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보다 상세한 입찰정보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의 추산비용은 미화 약 20억달러

(16억유로)라고밝혔다.

이 계약의수주는불가리아전력공사(NEK)에 의해

10월 30일자로 발표되었다. 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트

의 입찰은 최근 도시바에 매각된, 미국에 본사를 둔

웨스팅하우스와 체코의 스코다로 구성된 라이벌 컨소

시엄과의경쟁에서선정된것이다.

NSR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원자력청의 세르게이

키리옌코 청장은“이 계약의 수주는 러시아의 원자력

수출을위한새로운기회를열고있는중요한성과”라

고10월 31일말했다.

NEK는“이번 입찰수주업체는 이들 원전에 대한

60년까지의 장기 운전수명 및 최신식 능동적·피동

적 안전시스템을 포함한 혜택들을 제시했다.  이 공사

의 30% 이상이 불가리아 회사들에 하도급 계약될

것”이라고밝혔다.

-<ENS NucNet> 11월 1일

혁신로개발위해합작기업설립

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트와카즈아톰프롬간에구성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혁신적인 중소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합작기업을 설립했다고 러시아원자력

학회(NSR)가밝혔다.

신규 회사인 카자흐스탄-러시아원전회사

(KRCNP)는 2006년 10월 12일 러시아의 원자력 판

매업체인 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트(Atomstro-yex-

port)와 카자흐스탄원자력공사(KazAtomProm) 간

에동등한입장에서구성되었다.

NSR은“KRCNP가 신규 원전용 기술문서를 준비

하고 설비를 공급하며 건설·조립·시운전을 실시할

것이다.  이 회사는 또 직원 훈련 및 원전 수명주기 지

원서비스도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

KRCNP의 알렉산드르 루호프 이사회 의장은 신

규 회사가 광범위한 사업 분야를 갖게 되고 각 분야는

차질 없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작기업

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전문가들에게‘과학 집약

적’원자력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말했다.

올해 초,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공동우라늄채광기업을 창설하기 위한 제안들을 발표

했다.  카자흐스탄은 또 최근 일본과 체결한 양해각서

(MOU)의 일환으로 자국의 경수로 원전 도입 가능성

에대해서도논의했다.

-<ENS NucNet> 10월 20일

심지층처분계획발표

부지선정에대해지역사회와제휴모색

국의 고준위 원자력폐기물은 정부가 부지 선정

에 대해 지역사회와‘굳건한 제휴’를 모색함과 동시

에, 심지층 처분을 통해 관리될 것이라는 이들 계획의

일부가10월 25일발표되었다.

데이비드 리밴드 환경장관은 이 결정이 2006년

7월에 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간 관리를 위

한 최선의 선택방안으로 심지층 처분을 권고한 독립

적인 정부자문위원회인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CoRWM)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의회에서 말

했다.

그는 의회에서“우리는 어떠한 지역사회에도 방사

성폐기물의 처분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나는 부지 선

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전문가의 관여뿐만 아

니라 국민과 주주를 위한 적절한 기회와 함께 시작부

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고 말하고“처분시설은 지질학적으로 적합

한 지역에서만 건설될 것이며 우리는 지질학적·과학

적 검토가 기타 사회적 검토와 얼마나 조화를 이룰 것

인지고려할것이다. 성공적인프로그램을위해, 두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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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준모두가충족되어야할것”이라고덧붙 다.

정부는“유치지역에 어떠한 혜택이 제공될 지를 검

토할 것이다.  CoRWM은 처분시설을 자발적으로 유

치하려는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밝혔다.

2006년 7월의 자체 권고문에서, CoRWM은 처분

장부지가선정될때까지심지층처분이‘견고한중간

저장’에의해보강되어야할것이고이는수십년이걸

릴 것“이라고 밝혔다.  리밴드 장관은 지층처분시설

이 이용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중간저

장에대한필요성이계속요구될것”이라고말했다.

원자력폐로청(NDA)은 안정적인 지층처분을 담당

하게 될 것이다.  리밴드 장관은 NDA가‘명백한 책

임과 의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DA는 국

이 원자력잔해에대한책임을지기위해 2004년 에너

지법하에, 2005년 4월에설립되었다.

CoRWM은 모든 잠재적 선택방안의 기술적·과학

적·윤리적·사회적 측면을 조사한 3년간의 절차 후

에 이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이 권고사항은 현재 존재

하거나 또는 원자력부지의 폐로를 통해 발생될

470,000입방미터로추산된폐기물에적용되고있다.

부지 선정의 절차 및 처분계획에 관한 공공협의는

2007년에 개시되고 입지절차에 관한 결정은 2007년

또는2008년에내려질예정이다.

-<ENS NucNet> 10월 25일

원전건설에사전인가제도입

수속효율화위해내년부터실시

국의 원자력규제당국인 보건안전집행부(HSE)

는 원전 건설에 관한 현행 인허가 수속을 재검토하여

새로 2단계 방식으로 사전인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할방침이다.

사전인가제도는‘원자로 등의 설계인증’, ‘사이트

개별심사’로 구분하여 현행 수속보다 효율화를 도모

하기 때문에 건설까지 일련의 수속기간이 단축된다.

HSE는 내년 1월까지 신청자의 가이드라인(guide-

line)과 HSE 담당자용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계획이

다.  그리고 사전인가제도를 담당할 10∼12명 정도의

전문팀을 발족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국은 장기간

에 걸쳐 원전 신설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당국의 인재

부족이우려되고있다.

국 정부는 지난 7월에 공표한 에너지 재검토 중

에서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동문제에 대응하는 관

점에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국 정부

의 에너지 재평가에는 원전 신설 등에 관련한 비용은

민간에게 위임하는 한편, 정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투자장벽에있어서대응책을제시하기로했다.

구체적인 대응책 내용은 내년 초에 공표될 에너지

백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서 HSE은 2단

계방식인사전인가제도를검토할계획이라고했다.

사전인가제도는 우선 중전(重電)메이커와 발전사

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HSE가 원자로의 설계인증을

실시한다.  HSE는 설계인증의 절차를 ①주요한 요소

의안전(수속기간 : 3∼6개월) ②전체설계에대한안

전(수속기간 : 6∼12개월) ③설계인증(수속기간 : 2

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3년을 전후하여 설계인증을

완료하도록상정했다.

각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

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와 금융기관의 위험

성이 경감되도록 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일반의 의

견을요청하여수속에대한투명성을확보한다.

그 다음 법령에 따른 사이트의 개별 심사·인가에

있어서“설계가같으면지층등개별사이트의안전에

관련된것만하게된다”(HSE 관계자)고했다.

다만 국은 유일하게 PWR에 있어 1995년에 운

전 개시한 사이즈웰 B 원전을 마지막으로 원전이 건

설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당국의 인재부족이

우려되고 있으며 HSE 관계자도“기존 원자로의 설계

변경 등 경험자를 전문팀으로 돌릴 계획이지만 3∼4

개 회사가 같은 시기에 신청하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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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의문스럽다”고했다.

☞제143차원자력계월례조찬강연회개최안내
● 일 시 2006년 11월 20일(월) 07:20˜08:50
● 장 소 서울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국화룸

(2층, 강남구삼성동소재)
●초청연사 Masashi Sugiyama 아오모리현 무쓰

시시장
●강연제목“일본 무쓰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

설유치의경험과교훈”
●문 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국제협력실

현종혁대리(☏ 02-785-2570)

-<日本電氣新聞> 10월 25일

폐로·정화비용648억파운드로추산

민간원자력단지에서 21억파운드순증가

국 민간 원자력단지 20곳의 총 폐로·정화비용

은 현재 21억파운드 순증가한 648억파운드(미화

1220억달러, 960억유로)로 추산된다고 원자력폐로

청(NDA)이밝혔다.

2005/2006년도 자체 연례 회계보고서에서, NDA

는 이는대부분 1940년대이후민간원자력발전프로

그램을 지원해 온 잉 랜드 북서부의 원자력단지인

셀라필드시설들의 처리에 대한‘개선된 인식’의 결과

라고NDA는밝혔다.

NDA는 2008년까지 확고한 기본비용을 정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제정했는데 이를 위해 폐로 및 정화비

용을줄일것이라고밝혔다.

NDA는 또 계약업체들에 의해 제출된 현행 계획이

정화비용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우리의 단지들은 현재 위험요소를 평

가하거나 시종일관된 근거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NDA는 밝히고“이러한 취약성으로 인

해 작업일정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 다.

NDA는“첫해 자산운용에서 1억2400만파운드의

비용 절감을 포함한 많은 주요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

다. 이 비용 절감은 저렴한 비용을 위해 계획된 것보

다 많은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계약업체들을 통해 이

루어진것”이라고성명에서밝혔다.

NDA는 국의 원자력잔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

해2004년에너지법하에, 2005년4월에설립되었다.

-<ENS NucNet> 10월 27일

OCI, 팀캔두에가입

온타리오의신규원전용캔두로기술선정의지원위해

캔두로산업기구(OCI)는 온타리오의 신규 원전을

위한 캔두형 원자로 기술의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캐

나다의팀캔두(Team Candu)에가입했다.

OCI는 준회원으로서 팀 캔두에 가입하고 온타리오

의 신규 캔두형 원전 납품을 전면 지원중이라고 밝혔

다.

팀 캔두는 온타리오에 신규 원전의 건설을 위한 고

정가격의 턴키(완성품 인도 방식)계약을 제시하기 위

해 상호협력하게 될 4년간의 계약을 체결한 전 세계

주도적인 5개의 원자력기술·엔지니어링회사를 대표

하고있다.

각 협력회사들은 예산과 기일에 맞춰 신규 캔두로

를 납품하는 데 대한 프로젝트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

다.  관례적으로 프로젝트 리스크는 소유자 또는 전력

업체로부터프로젝트팀회원들에게전가되고있다.

팀 캔두 회원들로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밥

콕&윌콕스 캐나다, GE 캐나다, 히타치 캐나다,

SNC-라발린 뉴클리어 등이 있다.  OCI는 국내 및 해

외시장에서 캔두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83

개캐나다회사들을대표하고있다.

-<ENS NucNet> 10월 27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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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최초의실험용재처리공장개장

폐연료사이클구성의중요단계로평가

중국은 자국 최초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용

재처리공장을 개장했는데 이를 에너지원으로서 향후

원자력발전 개발 및 폐 연료사이클을 구성하는 데 중

요한단계로평가했다.

이‘중규모’재처리공장은대규모상용재처리공장

의건설에앞서연구개발을위해이용될예정이다.

간쑤성 자위관에 위치한 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부지에서의 이 공장 건설은 1998년에 개시

되었다.

2003년 9월에, 광둥성의 다야완 원전에서 나온 사

용후연료의 첫 배치(batch)가 이 공장에 성공적으로

접수되었다.

2004년 10월에, 이 공장은 모든 라인에 대한 수력

학 시험 운 을 완료했다.  산성 시험은 2005년말에

실시되었다.

비방사성 시운전작업은 2006년 7월에 완료되었

다. 다음단계는 우라늄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고온

시험이 될 것이다.  이 공장은 2008년에 공업용 조업

을개시할것으로전망된다.

CNNC 산하 북경핵공정연구설계원(BINE)에 의해

설계된 이 공장은 퓨렉스법을 이용하고 있다. 퓨렉스

에는 유기용매를 혼합함으로써 유기액체단계로 전이

되고 있는 플루토늄 및 우라늄과 함께, 수용성(수성)

질산에서의 조사핵연료 용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 퓨

렉스법의 추가 추출단계를 통해 각각 플루토늄과 우

라늄의계속된분리가가능하다.

이 공장의 재처리용량은 연간 우라늄 50톤(tU/y)

으로, 이는최대75∼100tU/y로증대될수있다.

CNNC는 2020년까지 중국이 현재 700만kWe에

서 총발전용량의 4% 또는 총원자력설비용량 중

4,000만kWe가 증대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지난해 밝

힌바있다.

이 회사는 또 중국이 폐 핵연료사이클을 개발할 목

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후연료에 대한 대규모 상용

재처리공장도건설할계획이라고밝혔다.

-<ENS NucNet> 10월 17일

로비사원전20년간인가갱신신청

현행인가는 2007년말에만료

핀란드 정부는 자국의 로비사 원전 2기에 대한 운

전인가를 추가 20년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를 승인

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이 원전을 소유한 전력업체인

포르툼이11월 1일밝혔다.

포르툼은2030년말까지로비사원전을계속운전하

기 위해 국무회의에 신청했는데 그때가 되면 로비사 2

호기의운전개시이후50년이될것이라고밝혔다.

이들 48만8천kW급 가압수형로(PWR) 2기에 대

한 현행 운전인가는 2007년말에 만료된다.  포르툼은

11월 1일 핀란드의 무역산업부에 운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밝혔다.

포르툼의 타피오 쿠울라 부사장은“로비사 원전에

서 매년 생산되는 전력은 핀란드의 전력소비량 중 약

10%에 해당된다. 그 때문에 이 원전은 안전하게 전력

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로비사 원전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단지 자동화

(automation)의 현대화에 1억유로(미화 1억2800만

달러)의비용이소요되겠지만이를통해앞으로이원

전은 확실히 장기간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 회사는 이 원전의 안전성과 조건이 장기간 사용

을 위해 요구된 수준에 올라있으며 원자력폐기물 처

분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왔고 직원들은 이 원전을 운

중 국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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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데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이 신청서에

서보여줬다고밝혔다.

핀란드에서 원자력발전 전력 생산을 위한 주기적

인허가는 국무회의에 신청해야 한다.  로비사 원전의

기존인가는1998년에승인되었다.

1977년에 운전을 시작한 로비사 1호기와 1980년

에 운전을 시작한 로비사 2호기는 과거에 광범위한

개조공사를 실시했으며 기타 광범위한 현대화 프로젝

트들은현재진행중이다.

포르툼은 건설중인 자국의 제5 원전 올킬루오토 3

호기의 담당 전력업체인 핀란드의 TVO에 대한 지분

과 스웨덴이 오스카르스함 및 포르스마르크 원전에

대한지분도보유하고있다.

1998년에 국무회의는 운전중인 올킬루오토 원전

2기에 대한 20년간 운전인가 갱신을 승인했는데 이

로써 이들 2기는 2018년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되었

다.

-<ENS NucNet> 11월 1일

올킬루오토2호기용신규발전기관련계약체결

알스톰파워스웨덴이공급·설치

핀란드 전력업체인 TVO(Teollisuuden Voima

Oy)는 올킬루오토 원전 2호기용 신규 발전기의 공급

및 설치를 위해 알스톰 파워 스웨덴과 계약 1건을 체

결했다.

신규 발전기는 2009년 여름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

되고 총교체비용은 약 2천만유로(미화 2500만달러)

이다.  이는 1994년에 설치된 올킬루오토 2호기의 기

존발전기와같은기술을이용하며수냉식이다.

그러나 TVO의 야르모 탄후아(Jarmo Tanhua) 발

전설비담당 부사장은 신규 발전기의 용량 및 효율성

이보다높다고말했다.

86만kW급 비등수형로(BWR)인 올킬루오토 2호

기는1980년 2월계통에처음으로병입되었다.

-<ENS NucNet> 10월 13일

체르나보다2호기의첫장전용연료수송

피테시연료공장이제조하여 10월 17일에실시

루마니아의 핵연료공장이 캔두형(Candu-6) 원자

로인 체르나보다 2호기에 대한 첫 장전용 핵연료의

제조를완료했다.

루마니아원자력공사(Nuclearelectrica)의 자회사

인 피테시(Pitesi) 연료공장은 체르나보다 원전에 캔

두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의승인을받은캐나다국외의유일한제조업

체라고Nuclearelectrica가밝혔다.

체르나보다원전을운 하고있는Nuclearelectrica

는 첫 연료수송이 2006년 10월 17일에 이루어졌고

11월초까지모든연료가소내에반입될것이라고밝혔

다.

피테시 연료공장은 1980년에 캔두로 연료의 제조

를 개시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90톤 또는 일일 23다

발의 생산용량을 갖추고 있다. 2004년에 이 공장은

체르나보다2호기의시운전을위해용량을증대했다.

체르나보다 2호기는 65만5천kW급 가압중수로

(PHWR) 원전으로 2007년 3월 계통에 병입하여

2007년 중반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65만5천

kW급 캔두로(Candu-6)인 체르나보다 1호기는

1996년이후상업운전중이다.

루마니아 정부는 자국 동부 다뉴브강 유역에서 체

르나보다3?4호기의완공을위한준비작업이2007년

초에시작될것이라고밝혔다.

체르나보다 원전 부지는 동일한 원자로 5기용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초 전력수요의 감소 및

재원의부족으로인해 3?4?5호기관련건설공사가일

시 중단되었다. 그 대신에 체르나보다 1·2호기를 완

공하기위한노력이집중되었다.

-<ENS NucNet> 10월 20일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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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단계적폐지정책종결발표

“신규건설위해 2016년까지처분조건결정해야”

네덜란드 정부는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정책에 대

한 종결을 확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2016년까지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전략에

관한결정이내려져야한다고밝혔다.

피에테르 반 길 환경장관은 어떠한 신규 원전도 제

3세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가 원자력에너지가 탄소 배출량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

그러나 길 장관은“어떠한 신규 원전을 가동하기

전에, 적어도 2016년까지는 정부가 기존 고준위 방사

성폐기물의 처분전략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직접 처

분, 재처리 또는 분리, 변환 간에 선택이 이루어질 때

사용후연료는 2025년까지 저장되어야 한다”고 말하

고“원전들은폐쇄후곧바로해체되고폐로기금은확

실히 책정되어야 한다. 우라늄은 낮은 환경 향 때문

에 선호된 원위치 용액채광법(in-situ leaching)으로

공인받은,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채광조업을 통

해공급되어야한다”고덧붙 다.

네덜란드의 기존 방사성폐기물 정책은 국내 또는

‘국제체제 내에서’최종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까지 적어도 100년간 지상에 저장될 모든 범주의 폐

기물을위한것이다.

네덜란드의 국가처분장 건설비용은 13억유로(미

화 16억달러)로 추산되었다. 자금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으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업체들로부터 거둔 자

본성장기금(capital growth fund) 내에서 할당되고

있다.

2006년 1월에,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서 유일하

게 가동중인 보르셀라 원전에 대한 20년간 수명 연장

을 허가했다. 이 연장으로 45만kW(48만kW gross)

급 가압수형로(PWR)인 이 원전은 2033년 12월까지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보르셀라 원전은

2013년에폐쇄될예정이었다.

2006년 2월에, 반 길 장관은 네덜란드가 2번째 원

전 건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해, 네덜란드가 장래 배

출권 목표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는 원자력에너지

의 국내 이용을 증가하기 위한 선택방안의 기회를 계

속열어두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

-<ENS NucNet> 10월 11일

노심모니터링소프트웨어납품계약수주

일본오사카의NEL로부터가동중인PWR 11기용

스웨덴에 본사를 둔 스투드스빅(Studsvik)은 일본

오사카의NEL(Nuclear Engineering Limited)로부터

일본에서 가동중인 가압수형로(PWR) 11기용 노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 1

건을수주했다.

스투드스빅은 이 계약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NEL은일본의원전에엔지니어링서비스를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노심연료관리 제품들 중 스투드스빅의

소프트웨어라인을사용하고있다.

원자력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업체인

스투드스빅은 가르델(Gardel)로 알려진 모니터링 소

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계약이 일본에서 노심 모니

터링 기술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르델은 원자로 판매업체들로부터 판매된 보다 흔한

시스템들과경쟁중이라고이회사는밝혔다.

이 회사의 노심연료관리 제품은 노심연료관리, 노

심상태 추적, 재장전 물리 분석, 실시간 모의시험, 연

료백엔드분석등에사용되고있다.

-<ENS NucNet> 10월 13일

네덜란드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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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먼2호기용RPV 설치

대만의CTCI와네덜란드의맘모에트

대만의룽먼원전2호기용원자로압력용기(RPV)

의설치가10월 5일에이루어졌다.

대만전력공사(Taipower)는 국내 엔지니어링 건설

회사인 CTCI와 네덜란드의 중량물 인양·운송회사

인 맘모에트(Mammoet)의 협력으로 이 설치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RPV는 2004년 7월에 인도된

이후이원전부지에저장되어왔다.

룽먼 원전은 대만의 4번째 원전이 될 것이다. 이 원

전은 135만kW급 개량형 비등수형로(ABWR) 2기로

구성될것이다.

2006년 8월에, 대만내각은이원전의완공을위한

추가 자금지원을 승인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취소 가

능성을 방지했다. 내각은 또 수정된 완공일정도 승인

함으로써 현재 1호기는 2009년 7월, 2호기는 2010

년 7월에상업운전을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 당초 1

호기는 2006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007년에 2

호기가뒤를이을예정이었다.

-<ENS NucNet> 10월 13일

원자력의경제·환경사례제시

기저부하청정에너지성격대안에너지

호주 정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기저부하 수준의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경쟁력 있고

상업적인대안의전통적에너지로평가했다.

이안 맥팔레인 산업·관광·자원담당 장관은 시드

니에서 열린 제15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

(PBNC)* 개회세션에서, 제3세대 원전이 현실화되면

서 폐기물 처분을 포함해 완전한 사이클의 원자력발

전, 석탄의 3.5호주센트에 비해 5호주센트(미화 3.8

센트, 3유로센트)/kWh 미만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이

라는예측이나오고있다고말했다.

원자력발전과 우라늄의 문제는 에너지 공급에 관

한 것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맥팔레인 장관은 말했다. 그는“세계는 원자력발전

이라는, 가동중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기저부하 발전원의 선택방안을 갖고 있다”며“그렇

다, 원전의 건설, 유지보수, 폐로 등의 모든 사이클에

걸쳐 배출량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화력

발전소의총배출량중 100분의 1이 될 것으로예상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에너지가 환경적·경

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원자력에너지

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세계 전략의 중대

한 일환이 될 수 있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고말할것”이라고덧붙 다.

맥팔레인 장관은 원자력이 현재 온실효과를 막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

의에서 전 세계에 걸쳐 원자력발전이 전력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약 24억톤까지 CO2

배출량을감축하고있다고말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존 리치 사무총장은 이

회의에서 호주가 원자력 르네상스의 교차점에 서 있

으며 2015년까지상용원전을보유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리치 총장은 호주가 세계 최대의 우라늄 보유량을

가진 이례적인 지위에 있는 반면 원자력발전을 이용

하지 않는 소수의 선진국들 중 하나이며 1인당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들 중 하나가 될

수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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