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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본사부지경주장항리확정

방폐장인근도심접근성고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는 지난해 12월

29일 본사 이전 부지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

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측은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구역지정을경주시에요청했다. 

한수원측은장항리선정배경으로▲특별법상본사

이전 규정 취지에 부합 ▲ 인근에 원자력 시설 집 ▲

동해안 지역 부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도심 접근성 양

호등의이유로본사부지로적절해판단했다고밝혔다.

또 한수원측은 특별법상 본사 이전 규정은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과 방폐장 안전성 담보가 취지이므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방폐장 인근인 양북면을 우선

고려됐다는것. 

뿐만 아니라 장항리는 방폐장이 위치하는 행정 구

역(면)에 속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심과의 접근성도 양

호한 점을 고려, 한수원도 동해안 지역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유지키로했다. 

특히 한수원측은 방폐장 사업은 범정부적 지원과

경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9년 만에 부지 확보

에 성공한 만큼 본사 이전 문제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특별법에 정해진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황도고려했다고밝혔다. 

이중재 한수원 사장은“본사 이전 부지 결정 지연

으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경주시민에 상처를 남긴 점

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한수원이 지역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주시민마음의상처치료를하겠다”고밝혔다.

이 사장은 또 비록 경주시장의 최종 추천 지역으로

본사 부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시민 의견 수렴과 본

사 이전 지역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시장에게 감

사와 존경을 표하고 더불어 경주 도심권 지역 주민들

의넓은이해를당부했다. 

한수원 본사 이전지로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가 최

종 선정됨에 따라 한수원은 부지 매수 및 본사 이전

계획수립등본격적인이전작업에들어간다.

한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방폐

장)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본

사의경주이전을추진해왔다.

한수원이 양북면 장항리에 건립할 본사 사옥 부지

규모는 평지의 경우 5만평, 구릉지는 10만평이 필요

하다. 장항리는 구릉지가 많아 10만평의 부지를 확보

해야할것으로보인다.

본사이전과함께직원 1천여명이경주에서근무하

게 되며 사옥 관리 등에 150여명이 추가로 필요해 본

사이전이완료되는2010년에는모두1천150명이새

사옥에서일하게된다. 

여기에다 12만평에 1천가구 규모의 사택도 들어설

전망이다. 한수원은 사택 부지의 경우 경주시내권에

서물색하고있다.

한수원 본사 이전의 경우 부지 매입비를 빼고도 사

옥과 사택 등 건설에 1천200여억원이 투입된다. 협력

업체의이전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

월성4호기3주기연속무고장 안전운전

2003년 7월부터 1,250일간

월성원자력 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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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연속무고장안전운전을달성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자

력 4호기가 2005년 11월 5일부터 2007년 1월 13일

까지 435일 동안 OCTF(One Cycle Trouble Free,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를 달성하고, 1월 13일 오

전 9시00분에 발전을 정지한 후 21일간의 '제6차 계

획예방정비'에들어갔다"고 1월 13일에밝혔다.

월성원자력 4호기는이번OCTF 달성으로 1250일

간 3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 운전(2003년 7월1일 ~

2004년 7월16일 / 382일간, 2004년 8월9일 ~ 2005

년 10월15일 / 433일간, 2005년 11월5일 ~ 2007년

1월13일 / 435일간)을달성했다.

월성원전은 지난해에도 월성 3호기, 월성 1호기가

OCTF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같은 무고장 안전 운전

은 월성원전의 우수한 원전 운 능력과 기술을 보여

주는것이다.

월성원자력 4호기는 지난 한 주기 동안 약 76억

3000만㎾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는 유연탄 276만

톤 또는 중유 1128만 배럴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날 발전을 정지하고 '제6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

어간 월성원자력 4호기는 원자력법에 따른 정기 검사

및 각종 기기의 성능 점검과 설비 개선 작업(저압 터

빈 #3 완전 분해 점검, 증기발생기 전열관 와전류 탐

상 검사, 원자로 바나듐 계측기 교체 등)을 마친 후 2

월 2일경발전을재개할예정이다.

광4호기2주기연속무고장안전운전

한국표준형원전, 931일간운전

광원자력 4호기(한국표준형원전, 100만kW급)

가 2005년 9월29일부터 463일간의 한주기(Cycle)

무고장 안전운전을 기록하고 2007년 1월 4일 오전 7

시에 32일간의 일정으로 제9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

갔다.

이는 지난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468일간)에

이어 931일 간의 '2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 운전' 기록

이다.

한주기무고장안전운전이란원전연료교체와예

방 정비 후 발전을 시작하여 다음 연료 교체와 예방

정비를 위해 정지하기까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계

속발전하는것을뜻한다.

이번 계획 예방 정비 기간 중 광 4호기는 원자력

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 검사 및 원전 연료 교

체와 계획에 따른 정비 및 설비 개선 업무를 수행, 오

는 2월 4일발전을재개할예정이다. 

‘원자력수소생산’기술용역미국에수출

KAERI, 미정부추진차세대원자로계획(NGNP) 참여계약

한국이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의 차세대 원자로 개

발에정식으로참여하게됐다. 

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가

원자력 수소 상용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

의 차세대 원자로 계획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에 정식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돼 지난

해 12월 15일 NGNP의 주관 기관인 아이다호 국립연

구소와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NGNP는 원자력을 이용해 전력과 수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초고온가스로(VHTR)를 2019년까지 건설

하기위한프로젝트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번 계약으로 올해 7월까지

NGNP의 차세대 원자로의 예비 개념 설계에 참여하

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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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개념 설계는 원자력 수소 생산 시스템의 개념

을 검토하고 초고온가스로 건설을 시행하는데 부족한

기술들을도출하여개발전략을수립하는과정이다. 

미국정부는NGNP의추진을위해제너럴아토믹스

(GA), 웨스팅하우스, 아레바 등 세계적인 원자력 전

문 회사가 주도하는 3개 컨소시엄에 용역을 발주했는

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GA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프

로젝트에참여하게된것이다.  

초고온가스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로 물을 분

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미래에 필요한 대량

의 수소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4세대 원

자로 개발 계획(GEN-IV)에서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개발하는프로젝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초고온가스

로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제너럴아토믹스사와 공동으로 샌디에이

고와 대전에 원자력수소공동개발센터(NH-JDC)를

설립한바있다.  

이번 차세대 원자로 개발 참여로 한국원자력연구

소는 지난해 12월 초 미국 전력연구소(EPRI)와 원전

안전성 평가 소프트웨어인 FTREX 공급 계약을 체결

한 데 이어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잇달아 수출을 성사

시킴으로써국내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입증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성능평가종합정보시스템제공계약

KAERI, 미샌디아국립연구소에제공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성능 평

가 종합 정보 시스템이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수출

된다. 

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처

분연구부 황용수 박사팀이 개발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성능 평가 종합 정보 시스템「CYPRUS(Cyber R&D

Platform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를미국샌디아국립연구소(SNL)에 3만달

러를받고제공하는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

고 사용권만 부여하는 조건으로, SNL측은 이를 대만

원자력연구소(INER)에 재수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수출하는 CYPRUS는 과학기술부 원자력

중장기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3년간 개

발한 것으로서,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 결과와 각종

인허가 서류의 보존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이번 수출은 미국 내 사용후핵연료의 구 처분을

위한「유카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SNL측이

먼저요청함으로써이루어진것이다.  

CYPRUS를 통해 대부분 종이 문서로 작성된 품질

보증 관련 서류들을 모두 웹 기반으로 변환함으로써,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 결과를 실시간으

로 입력할 수 있고, 처분장 안전성 평가 연구와 관련

된 모든 작업들을 품질 보증 체계에 맞게 수행할 수

있게되었다. 

CYPRUS는 국내와 일본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로,

일본원자력기구(JAEA)도 CYPRUS에 관심을 보이

고있다. 

CYPRUS는 국내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 연구를

본격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완공된 지하처분 연구시설(KURT) 운 에도 활

용할계획이다. 

CYRUS 개발을 주도한 황용수 박사는“방사성폐

기물 처분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뤄지기 때문

에 외국의 경우 관련 인허가 서류만 연구실 몇 개를

채울 정도로 방대하다”며“각종 자료를 정확하게 보

존하고, 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처

분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CYPRUS가 외

국에 비해 수 년 이상 늦게 출발한 국내 처분 연구의

진척에기여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 

신개념국산유량계국내및미국특허등록

KAERI, 기술이전계약이어시제품성능시험진행

한국원자력연구소 열수력안전연구부 백원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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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올해 초 개발한 개념 유량계인「평균 양방향 유

동 튜브 유량계」가 국내 특허와 미국 특허를 잇달아

취득했다. 

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 적용과 함께, 대형 송수관

과 송유관로 등 산업 현장에서 수입 유량계를 대체하

고해외시장에도진출할가능성이높아졌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앞서지난해 4월국내최대유

량계 공급업체인 한국오발㈜와‘평균 양방향 유동튜

브 유량계’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한국오

발㈜이 최근 대형 유량계 교정 설비에서 시제품의 성

능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

다.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유량계(Average Bi-

Directional Flow Tube)는 액체와 기체, 액체와 기체

의 혼합 유체 등 모든 종류의 유체를 온도와 압력 조

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신개념 유량계로 과학기술부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의일환으로2년여의연구끝에개발한것이다. 

본유량계는대구경(大口徑) 유로에사용이편리하

고 유동 방향이 바뀌는 양방향 유동의 경우도 정확하

게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등 기존 제품보다 성능을

크게향상시켰다. 

또한 제품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고속

의 유동이 발생하거나 부유물이 섞여있는 유체 등 열

악한측정환경에서도사용가능한장점이있다.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유량계는 신형 경수로

APR1400에 채택될 새로운 안전 개념을 검증하기 위

한 핵심 실험 시설인 아틀라스(ATLAS)에 장착됐으

며, 향후 일반 산업 현장에서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면

원자력발전소의2차계통에도도입될가능성이높다. 

현재 국내 유량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

는 수입 유량계보다 성능 및 내구성이 훨씬 뛰어나 정

확한 유량 측정이 필요한 각종 산업현장에 두루 적용

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평균 양방향 유동 튜브 유량계의 시험 가동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연간

400억원 규모의 국내 유량계 시장을 상당 부분 점유

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시장 진입을 발판으로 외국 기관의 성

능 검증을 통해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도 추진할 방

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및 미국 특허 등록에 일본 특

허도출원한상태다. 

제11차한-러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개최

'국산디지털계측제어시스템' 러시아진출방안등논의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1차 한국-러시아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부 김 식 원자

력국장과 러시아 원자력청 니콜라이 스파스키

(Nikolay Spasskiy) 부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해 미

래형 원자로, 핵융합 에너지,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

호,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분야에서 양국간 원자력 협

력방안을심도있게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방사성 동위원소 셀레늄

(Se)-75의 생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해외 시

장에진출하기위한협력확대방안등을논의했다.

양국은 또한 한–러 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간에 방

사선 비상 대비 통신 훈련 및 화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방안에대해서로협의했다. 

아울러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건설이 가시화

됨에 따라 핵융합 시설에 대한 국제 공동의 안전성 기

준을 수립하기 위해 양국 규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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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자로의 핵심 시스템인 국산‘디

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을 러시아에 진출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러시아 측과 협의했으며, 체르노빌 사고

당시의 의료 구호 활동 기관이었던 생의학문제연구소

(IBP : Institue of BioPhysics)로부터당시의치료정

보를 확보해 국내 방사선 피폭 환자의 치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대한민국 과학기

술부와 소련의 원자력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의정서」(1990.12.14 서명및발효)와이를격상

체결한「한–러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 관한 협정」(1999.10.8 발효)을 근거로 1991

년 제1차 회의를 열었으며, 그간 총 10번에 걸쳐 양국

에서교대로회의를개최하여왔다. 

제12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내년 하반

기에모스크바에서개최될예정이다. 

터키 정부 및 언론 대표단 월성원전 방문

터키원전건설에대한한국노하우시찰

터키 아시아 연구기관(TACSS : Turkish Asian

Center For Strategic Studies)의 슐레이만 회장과

에너지ㆍ천연자원부 기술자문위원 등 터키 정부 및

언론 대표단 일행 44명이 지난해 12월 22일 한국수

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를방문했다. 

이번방문은터키자국내의전력수요증가에따라

에너지 정책 다변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증진과 여론 형성을 목적

으로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운 국인 한국의 원자

력발전소와 원자력 관련 산업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이루어진것이다. 

현재 터키는 4만MW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

나 매년 전력 수요가 6~8% 정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

라지난 6월터키북부흑해연안시놉(Sinop) 지역을

원자력발전소 예정 부지로 발표하고, 2015년까지 총

5000M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4~6기를 건설할 계

획에있다. 

터키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에민 박사는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원자력 발전 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

을 기록하며 훌륭하게 운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놀랍

다."고 말하고 "성공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도입한 나

라의 사례를 배우고 싶어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의원자력발전운 기술에많은관심을보 다.

2006 원자력관련백서2종발간

원자력백서·원자력안전백서

과학기술부는 최근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방향 및

원자력 안전 활동을 소개하는 원자력 관련 백서 2종

을발간하 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정책 방향과 추진 활동을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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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반 대중이 쉽게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원자력백서」를 매

년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 백서에는 원자력 역할과 전

망, 제도 및 법령 체계, 연구 개발 및 종합 계획 등 이

용 개발 정책과 원자력 국제 협력, 방사선 안전 및 방

호, 국제 핵비확산과 국가 원자력 통제 체제 등에 대

한정책과추진내용이소개되어있다.

「원자력안전백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주요활동

및 방향,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 활동 등

을 투명하게 알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해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 금년

백서에는원자력시설안전, 방사선안전관리, 방사능

방재 등 주요 원자력 안전 활동과 계속 운전 제도화,

원전 1,2차 계통 안전 규제, 리스크 정보 활용 검사 제

도등새로운안전관련제도가소개되어있다.

「2006 원자력백서」와「2006 원자력안전백서」는

과학기술부(www.most.go.kr) 홈페이지 또는 한국과

학재단(www.kosef.re.kr) (2006년 원자력백서),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www.kins.re.kr) (2006 원자력

안전백서) 홈페이지를통해열람할수있다.

월성원전방문객꾸준한증가세

지난해전년비 50% 증가, 해외인사증가세뚜렷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를 견학하려

는 방문객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

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자

세한정보를얻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지난해 월성원자력 홍보전시관을 찾은 방문객은 6

만281명을 기록, 전년(2005년 33,119명, 2004년

29,876명)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지난해 월성원자력을 찾은 방문객 중 해외 인

사의방문이부쩍늘어난것이눈에띤다. 

이는고유가가지속되고있는데다각국이에너지확

보에 총력을 기울여 원자력 발전이 다시 각광을 받으

며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거나 추가 건설을 계획 중인

중국(4/13,중광핵공정유한공사 시운전 요원), 아제르

바이잔(7/20, 한-아제르바이잔 경제 협력 주요인사),

호주(9/18, 호주 에너지정책 전문가팀), 터키(12/22,

정부 및 언론 대표단 일행) 등의 에너지 산업 관련 종

사자와정책입안자및언론인등이세계6위의원자력

발전 선진국인 한국의 원자력 운 현황과 기술을 벤

치마킹하기위해잇따라방문을했기때문이다. 

또 지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대학생 초청

견학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4월 위덕대학

교 에너지공학부 학생 초청 견학을 시작으로 대학생

과 교수 623명이 월성원자력을 찾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원자력 산업 관련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

회를가졌다. 

한편, 월성원자력은 2007년 올해 경주시민의 원자

력에 대한 이해 기반 확충을 주요 목표로 2월부터‘경

주시민 원자력 방문의 날’을 선정, 경주시민을 초청해

지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

이다. 아울러 경주지역의 초·중·고교 교사도 초청,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원자력

발전에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 

「원자력과학캠프」학생들 광원전견학

“지구온난화걱정덜어주는원자력최고”

원자력과학캠프 참가 학생 120명이 1월 5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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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원자력 광원자력본부를견학했다.

학생들은 홍보전시관 강당에서 상물을 시청한

후 에너지원별 발전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홍보전

시관 내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며 원자력에 대해 체계

적으로학습했다.

또한발전소 6호기에서터빈설비와주제어실을관

람하며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상과 규모의 웅장함에

탄성을자아내기도했다. 

특히 이날 학생들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세계에 이상 기후를 일으키는 지구 온

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설명

을듣고공감을표시했다.

원자력과학캠프에 참가한 서울 성암여중의 김세아

학생은 "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견학을 했는데, 원

자력이 매우 안전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고

마운에너지임을깨달았다."라고소감을밝혔다. 

울진원전안내로봇‘NUBO’등장

내방객안내가능한지능형로봇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는 내방객 안

내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지능형 로봇을 홍보전시관에

도입, 지난해12월 28일부터운 에들어갔다.

NUBO(Nuclear PR Robot)라는이름을가진이로

봇은 실내에 설치된 GPS 신호를 이용, 자기 위치 인

식과 자율 주행 및 장애물 회피가 가능한 최첨단 기기

로서 기념 촬 , 율동 등의 다양한 놀이 기능도 갖고

있어 울진원자력 전시관을 찾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선사해줄것으로기대된다.

고리원전온배수로진주양식성공

부산해양수산청, 원전앞바다서 3년간시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닷물로

진주조개를양식하는실험이성공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부수협에서 지역 양식어민 30여명을 초청

해 고리 원전 앞바다 진주조개 시험 양식 결과를 발표

했다. 

부산해수청은 2003년 5월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

터 5만개의 진주양식용 조개를 분양받아 실험에 돌

입, 최초 0.2~0.5㎝이던 어린 조개가 2005년 10월에

는8.1㎝까지자랐다.

특히원전온배수의 향으로1월최저수온이평균

3.6도높은고리원전앞바다의조개크기가비교실험

을실시한대변앞바다의조개보다12% 가량컸다.

이어 2005년 9월 2만5천여개의 조개 가운데 5천

개를 엄선해 진주핵과 조개 내피세포를 삽입했고 10

개월 뒤인 지난 7월 2천217개의 진주를 채취해 생산

률이44.3%로나타났다. 

채취된 진주를 전문 감정 회사에 의뢰해 판정받은

결과지름7~8㎜크기가전체의 3분의 2 이상을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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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품인 10㎜에 못미쳤지만 광택은 일본산보다 좋

은 상급을 받았다. 감정사측은 2~3개월 가량 성숙 기

간을 더 가진다면 크기가 훨씬 개선될 수 있었을 것으

로평가했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고리 원전 앞바다의 진주

조개 양식은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

산 기간이 통 산(16개월)이나 일본산(20개월)에 비

해 훨씬 짧았지만 품질은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

력 소모가 많아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는 여름철 수온

의 향을 받고 생산 기간을 13~14개월로 늘릴 경우

진주층두께와크기도훨씬나아질것으로보고있다. 

뿐만아니라겨울마다수온이섭씨 8도까지떨어져

월동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까지 오르내리는 통 지

역 진주 양식 어민들에게 훨씬 가까운 고리 원전 앞바

다를월동장으로제공할수도있게된다. 

KNFC 박용수박사, 2대세계인명사전등재

원자로심핵설계전문가, ABI와 IBC에연속

한전원자력연료(주) 박용수 박사(44)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미국의 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와 국의 IBC

(International Biogra-

phical Centre)에 연속으

로 등록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용수 책임연구원은 원자로심

핵설계 분야의 전문가로, 웨스팅하우스형 원전 및

한국표준형 원전의 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심

설계 자동화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 차례

국내외 학술지 및 학회에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 미

국인명정보기관(ABI)의 '국제 전문가 인명부'

2006년 판과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 2000

명의 탁월한 지식인' 2007년 판에 연속 등재되는

예를 안았다.

미국에서 발간하는 ABI와 국 캠브리지의 IBC는

미국의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다. 

ENS 발행 <NucNet> 게재 기사를 받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는 원자력 관련 기관·사의 주요 현황과 실적 등을 유럽원자력학회

(ENS)에서 매일 발행하는 뉴스 전문지 <ENS NucNet>을 통해 세계 원자력 관련국의 주요

기관에제공하고있습니다.

<ENS NucNet>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주요 업적이나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작성 : A4 규격의 기사 형태로 작성
● 보내실 곳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기획조사실(담당 - 민경업 대리)
● E-mail : ruddjq@kaif.or.kr  
● Tel : 02-785-2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