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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경에 세계 총 1차 에너

지 소비는 2003년의 1.8배가 될

전망(420 BTU to 720 BTU)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03년 배출

량의 1.8배(25 BT to 44 B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현안에

직면해 있다. 

원자력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

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옵션이다.

선진국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는 정

책적인 면과 선진 기술 개발 측면

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지한다. 

원자력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일

어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은 16개

의 전력사/컨소시엄이 30기 원전

의 통합 운 허가(COL)를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에 제출하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있다. 원자력 르네

상스를 시작할 시점이다.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한

웨스팅하우스와 도시바의 역할

1.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

지난 2006년 10월에 도시바

(Toshiba)와 웨 스 팅 하 우 스

(Westinghouse)는 전 세계 원자

력산업의 비즈니스 운 을 시작했

다.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는 40년

동안 10개국의 117기의 원전

(PWR 87기 및 BWR 26기]의 운

을 지원하고 있다. 두 회사는 원

전 선진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

유하고 있다.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의 목표

는 (1) 전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

스를 주도하고 (2) 원전 시장에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3) 원자력 기술의 혁신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는 가압

경수로와 비등수로 기술을 공급하

고 있으며 원자력 르네상스의 주요

기여자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첫 원전

인 고리1, 2호기를 포함한 기타 운



2008/5ㆍ원자력산업ㆍ53

원전의 건설과 운 에 참여하

으며, 한국의 성공적인 원자력 도

입 및 발전에 기여한 것을 자부심

을 가지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주요 고

객인 한전, 한수원, 한전기공, 원전

연료(주), 한기, 두산중공업과 건

설, 운 , 연료, 운 원전 정비 및

신규 원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

력할 것이다. 또한 웨스팅하우스는

상호 이익을 위해 한국의 원자력

관련 회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14개국의 34개

지역에서 해외 사업을 운 하고 있

다. 세계 운 원전의 50%, 미국 원

전의 60%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웨스팅하

우스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콜롬비아공장에서는 가압경수로와

VVER 원전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다발의 설계와 조립을 하고 있다. 

유타주의 오그덴(Ogden)에 위

치한 서부 지르코늄 시설에서는 가

압경수로와 비등수형원자로에 지

르코늄과 지르코늄 합금을 생산하

고 있다.  

스웨덴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유

럽의 비등수형 원전 시장에 원자력

서비스뿐만 아니라 원전 자동화를

포함한 출력 증강, 기기 및 연료 공

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의 스프링필드에서는 원자

력폐로국(NDA)를 대신하여 시설

을 운 관리하고 있다. 

연구 개발과 설계 분야에서는 팬

실베니아주 처치빌과 피츠버그에

연구개발센터와 엔지니어링센터를

운 하고 있다.

2. 세계 원자력 발전의 추이

미국 원전이 연간 생산하는 전력

량은 원전 운 능력 향상에 따른

이용률 향상과 출력 증강 등의 노

력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도에 미국 원전은 일본

의 총 원자력 발전량(2992억

kWh)의 2.6배에 달하는 총 7천8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 : 원자력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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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kWh의 전력을 생산하 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원자력 장려

정책에 힘입어 원자력산업이 강화

되었다. 미국 정부는 2002년에

「원자력 발전 2010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2010년경에 신규원전을

운 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원자력산업

부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포

함하고 있는 에너지법을 공포하

다.  

새로 제정된 에너지법은 (1) 신

규 원전 6,000MW에 대해 8년간

1.8cent/kWh의 세제 혜택 제공

(2) 온실가스 배출 방지, 공해 물질

격리 및 감소에 기여하는 신형 원

전 등 혁신기술 프로젝트 비용 최

대 80%를 에너지부 장관이 채무보

증 제공 (3) 원자력 시설 중대 사

고에 관한 손해배상법인 Price-

Anderson법을 20년간 연장 승인

(4) 신규 원전 6기에 한해 산업계

의 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해 규제

절차 지연 발생시 최대 20억불 부

담(신규 원전 2기 : 지연 비용의

100% 부담, 나머지 원전 4기 : 지

연 비용 50% 부담) 하는 등의 획

기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

한 투자 촉진 정책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

고 있다. 현재 16개 전력사/컨소시

엄이 30기 원전의 통합 운 허가

를 준비중이다.

3. AP1000 건설

피동형 안전 설계를 채택한

AP1000은 심플하고 경제적인 원

자로로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의 안전 요건을 만족한다. 

AP10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

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은 3세

대 플러스형 원자로로서 입증된 기

술 위에 설계되었으며 건설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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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

순한 설계와 자연 순환을 채택하

다. 

AP1000은 피동형 격납 용기 냉

각 계통, 잔열 제거 계통,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을 채택하여 안전성을 강

화하 다. 

단순화는 AP1000의 주요한 설

계 특성으로 안전계통, 정상 운전

계통, 중앙제어실, 건설 기술, 계측

제어 계통 등에 채택되었다. 

AP1000은 혁신적 설계를 통해

안전 관련 밸브, 배관, 제어 케이블,

펌프 등을 크게 줄 다. 

웨스팅하우스의 가압경수로 기

술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으며 최적

화된 원자력 설비가 공급될 것이

다.

도시바는 일본의 최신 건설 경험

과 기술, 엔지니어링 능력과 폭넓

은 세계 공급망을 통해 AP1000 노

형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하여 AP1000팀의 역량을 강화하

다. 터빈 분야 계통과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최적의 패키지를 제공

하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상세

엔지니어링과 검증 서비스, 건설

분야에서는 최신 기술과 모듈화 공

법을 통해 건설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 능력과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바는 2003~2007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제1의 터빈 발전기

공급자로 터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반

한 AP1000의 설계는 고효율성

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바는 전천후 건설 공법, 격

납 용기 구조물과 배관에 복합 모

듈화 및 단위 기기 모듈화를 통해

AP1000의 건설 공기를 단축할 것

이다. 

도시바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날

로 개선되고 있으며 6D(3D CAD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 : 원자력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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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량, 자원 및 시간) 기법 등을

채택하고 첨단화된 건설 관리 기법

을 적용하여 건설 개시 이전에 엔

지니어링 작업을 완료할 것이다.

AP1000팀은 다수의 원전 건설

을 위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두

산중공업은 웨스팅하우스의 중국

AP1000 프로젝트에서 주요 기기

를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자이다.

두산중공업은 미국의 AP1000 프

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기술(주)는 AP1000

설계 마감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수

준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4.  도시바의 ABWR 개발 경험

한편 도시바는 신형비등수로 기

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운 경

험을 가지고 있다. 

동경전력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6호기가 신형비등수로(ABWR)로

는 처음으로 1996년에 운 을 개

시하 고 그 후 3기의 ABWR 원전

(가시와자키 가리와 7호기, 하마오

카 5호기, 시카 2호기)이 상업 운

전을 개시하 다. 

또한 시마네 원전3호기(中國電

力 소유)를 비롯한 3기의 ABWR

원전이 일본과 대만에서 건설중이

다. 

미국에 진출을 추진중인 신형비

등수로는 일본의 가시와자키 가리

와 원전 설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형비등수로 원전 기술은 미국

과 유럽에서 지역과 전 세계적인

안전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

로 개선되고 있다.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는 가압

경수로와 비등수로 기술을 제공하

고 있으며 원자력르네상스를 위해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 : 원자력 르네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