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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전 건설 동향

본고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전 세계 67개 원전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업데이트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2015년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5기의 원자로 공사가 완료되어 전력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10곳의 원전이 더 

완공될 예정이다.

아
메리카 대륙에서는 현재 7곳의 원전이 건설 공

사 중에 있다. 미국의 5곳을 비롯해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의 각 한 곳에서 원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브라질의 Angra 원전과 미국 Watts Bar 원전

은 1970년대에 착공이 되었으나 얼마 전까지 수십 년 동

안 보류되어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745MWe급 가압중수로 원전인 Atucha 

2 역시 수십 년 동안의 공사 중단을 겪었으나 2015년 2

월에 완전한 가동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25MWe 짜리 표

준형 소형 모듈 원자로 발전소인 CAREM-25를 건설하

고 있다.  

아시아는 새 원전 건설의 중심 지역이다. 현재 24기의 

원전을 건설중인 중국은 앞으로 주요 원전 기술 수출국

이 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파키스탄에서도 지금 

원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ull-scale 원자

로 2기를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현지에서 건설하는 계

약을 승인받은 바 있고, 영국의 Hinkley Point C 원전의 

지분 30~40%를 245억 파운드에 인수하려는 작업도 진

행하고 있다.  

또한 인도와 한국에서도 원전 건설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반면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 가동이 중지되고 있으며(센다이 원전이 8월 11일 재

가동 절차에 들어갔음. - 편집자), 대만은 2곳의 원전을 

이미 완공했지만 3년째 가동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의 새로운 원전 건설은 러시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프랑스의 AREVA는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유럽형 가압경수로 2기를 건설하고 있는데 두 프로젝트 

모두에서 건설 공기와 비용이 초과되고 있어서 AREVA

는 손실을 입고 있다.  

한편 GE-Hitachi와 Toshiba Westinghouse 두 회사 

모두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

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동에서는 파키스탄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원전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파키

스탄에서 중국의 Hualong One 원자로가 최초로 중국 밖

에서 세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UAE에서는 4기

의 원전이 건설 중인데 한국에서 설계한 최신 가압수형 

원자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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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에서 새로 건설되는 5기의 원전 가운데 Watts 

Bar 2는 1973년에 착공되었으나 1988년 공정의 80%가 

지척된 채 공사가 중단됐었다. 건설중인 나머지 4기의 

원전은 Toshiba의 미국 자회사인 Westinghouse가 설계

한 신형 AP-1000 가압수형 원자로인데 South Carolina

주의 VC Summer 원전(2&3호기)과 Georgia주의 Vogtle 

원전(3&4호기)에서 각 2기씩 공사하고 있다.  

현재 건설중인 원전 가운데 가장 처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Tennessee Valley Authority(TVA)의 Watts 

Bar 2 원전은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원자로의 가동이 

1988년부터 보류되었다가 2007년 공사 재개가 승인되

었다. TVA는 Watts Bar 원전이 2015년 12월부터 2016

년 초 사이에 전력의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으며 그렇게 된다면 21세기에 미국에서 가동을 시작하는 

첫 원전이 되는 셈이다. 

Watts Bar 2 원전의 완공을 선두에서 이끈 TVA의 

수석부사장 Mike Skaggs는 작년 6월 원전의 완공에 

42~45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고, Bill Johnson 사

장은 올 3월 원전 공사가 계획된 공기와 예산 범위 내에

서 올해 안에 완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TVA는 2015년 봄에 고온 기능 시험을 시작했고 곧이

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가동 준비 검사를 받

아 여름에는 핵연료를 장착하여 9월에는 가동이 개시되

기를 기대하고 있다. TVA의 동형 원전 Watts Bar 1은 

1996년에 완공되었다.

Westinghouse와 Chicago Bridge & Iron(CBI) 컨소

미국 Vogtle 원전의 모듈 어셈블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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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엄이 시행하고 있는 AP1000 원자로 4기의 건설 공사

는 4기 모두 공사 일정과 예산이 초과되고 있다. South 

Carolina주와 Georgia주 두 곳에서 벌이고 있는 공사 일

정은 모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두 곳의 원자로 

모두 동일한 업체가 같은 설계로 같은 협력업체들과 공

사를 진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Westinghouse-CBI 컨소시엄은 2014년 8월 Summer 

원전의 발주자인 South Carolina Electric & Gas 측에 2

호기와 3호기 원자로 공사 모두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

이라고 통보했는데, 예상되는 초과 공사비의 규모는 12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2호기의 실질적인 완공 시기는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가 될 같으며, 3호기의 완공은 2020년 

혹은 그보다 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컨소시엄 

측은 공사 지연의 책임이 Louisiana주에 소재한 CBI의 

원자로 모듈 생산 시설인 Lake Charles 공장에서 모듈의 

제작과 선적이 늦어진 탓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건설 공사상의 문제로, 올 초 NRC 검사원들이 

크지는 않지만 부주의에 의한 손상을 원자로 2호기의 격

납용기에서 찾아냈는데, 작년 12월 초 CBI가 2호기 일차 

계통에 81,000kg짜리 CA05 구조물을 장착할 때 발생한 

손상인 듯 하다.  

Southern Company의 자회사인 Georgia Power는 

Vogtle 3,4호기의 공사 비용이 14억 달러 이상 초과되는 

바람에 전체 초과 공사비 합계는 75억 달러가 될 것이라

고 밝혔다.  Georgia Power는 또 완공 시기를 18개월 미

루었는데 3호기는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중반에 완공

될 예정이다.  

Westinghouse와 CBI 컨소시엄은 3호기와 4호기를 각

각 2016년과 2017년에 61억 달러의 공사비로 완공할 계

획이었으나 초과된 공기와 공사비에 대한 법정 다툼이 

컨소시엄과 Southern Company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는 Atucha 지역에서 25MWe짜리 

prototype 소형 모듈 원자로인 Central ARgentina de 

Elementos Modulars(CAREM)의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데 CAREM은 일차 냉각 시스템 안에서 자연적 냉각수의 

순환을 활용하는 일체형 가압수형 원자로(iPWR)의 일종

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prototype 원자로에 35억페소(4

억 5,500백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공사에 공급되는 

부품과 용역의 최소 70%는 자국 내에서 조달하려는 계

획을 가지고 있다.  

CAREM 원자로의 발전 설비는2015년 중반에 설치하

고 2016년에는 냉온시험을 실시한 후 2017년 후반기에 

첫 번째 핵연료를 받아 장착한 다음 2018년 초부터 전력

을 생산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는 Prototype CAREM 원자로의 시험 가동

이 잘 끝나게 되면 국내용 원자로와 수출용 전력 생산을 

위한 300MWe급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해 2월 Atucha 2 원전의 전 가동이 시

작됨으로써 아르헨티나 전체 국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

전이 차지하는 몫을 7%에서 10%로 늘렸는데 최대 발전

량이 692MWe인 Atucha 2 원전은 Atucha 1 및Embalse 

원전과 같은 가압중수로를 채택하였다.  

Atucha2 원전의 건설은 1979년에 시작되었지만 2006

년까지 중단되었는데 같은 해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

한 새로운 35억 달러 규모의 원전 부문의 전략 계획에 포

함된 덕분에 Atucha 1 원전 및 Embalse 원전의 가동수

명이 연장되고 Atucha 2 원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2014년에 중국과 새로 체결한 계

해외 원전 건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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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따라 4번째 원전에 700MWe급 가압중수로와 5번

째 원전에 1000MWe급 경수로를 공동으로 건설할 계획

이다.

브라질

브라질은 Angra 3 원전에 1405MWe급 가압수형 원

자로 1기를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 경비는 56억달러

이며 201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원전은 4-Loop형 

Angra 2 원전과 동일한 설계로 착공되었지만 브라질의 

원전 회사 Electronuclear는 자금난을 이유로 1980년대 

중반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006년 6월, 브라질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승인을 얻고 7월에 대통령 결재

를 받아 2010년에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이는 Angra 3 

원전 건설 공사를 발주한 Electronuclear의 대주주인 전

력 회사 Electrobras의 지분 일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12월에 브라질 국가개발은

행(BNDES)은 Angra 3 전체 공사비의 59%에 해당하는 

36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Angra 1 원전은 Westinghouse가 턴키 베이스로 수주

해 1971년에 착공하여 1982년에 완공하였지만 브라질 

정부는 1976년에 독일의 Siemens와 1300MWe급 원자

로 8기를 1990년까지 건설하기로 계약하여 1차 원자로 

2기는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에 Siemens-KWU가 건설

하고 나머지 원자로들은 브라질이 건설의 90%를 맡기로 

하였는데, Siemens와 계약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바람

에 Angra 2와 Angra 3 원자로의 건설은 Eletrobras가 

맡게 되었고 Angra 2 원자로의 건설 공사는 1995년에야 

재개되어 2000년에 완공되었다.  

Eletrobras Termonuclear는 원전 설계 및 컨설팅 업

체 Arcadis Logos와 Angra 3 원자로의 기술 자문 서비

스 계약을 맺고 2014년 2월에 두 군데의 컨소시엄과 16

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UNA 3(Andrade Gutierrez, Norberto Odebrecht, 

Camargo Correa and UTC Engenharia) 컨소시엄

은 재래식 시스템의 조립 계약을 6억4천만 달러에 맡

고 Angra 3(Queiroz Galvao, EBE and Techint) 컨소

시엄은 1차 냉각재 시스템 건설 계약을 8억3천만 달러

에 맡기로 하였다. 그에 앞서 2013년 11월에는 프랑스의 

AREVA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품, 디지털 계기와 컨

트롤 시스템(I&C)의 설치와 시운전 등을 포함 총16억 달

러의 계약을 따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으로 원전을 건설한다. 파키스

탄은 이미 2기의 CNP-300 원자로가 2000년과 2001년

부터 각기 가동되고 있는 Chasma 지역에서 중국이 설계

한 315MWe CNP-300 원자로 2기의 건설 공사를 새롭

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 CNNC와 계약하여 건설중인 2기

의 원자로는 각각 2016년 12월과 2017년 10월부터 가동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또 2013년 11월 26일 수도에서 서쪽으로 

24km 떨어진 Karachi Coastal Nuclear Power Project 

현장에서 중국이 공급하는 2기의 1100MWe급 ACP-

1000 원자로 건설 공사의 기공식을 거행했는데 현재 이 

원전에서는 40년된 125MWe급 가압중수로가 가동 중

이다.

CNNC는 Karachi 원전 공사를 턴키 베이스로 수주했

는데 대부분의 국제 원전 관계자들은 중국이 Karachi 프

로젝트에서 ACP-1000 원자로를 Hualong One으로 대

체하여 중국의 새 표준이 된 이 신형 원자로를 국제 원전 

시장에 선보이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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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C는 또 2014년 12월에 Fuqing 원전 5,6호기에 

쓰기로 했던 ACP-1000 원자로 대신 Hualong One 원자

로를 쓸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China General Nuclear

는 이미 Fangchenggang 원전의 3,4호기 원자로를 

Hualong One으로 건설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Nuclear Vision 2050 프로그램에 의해 

2050년까지 40,000MWe 규모의 원전 발전량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과 오랫동안 핵과 관련된 상

호 협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하

는 원자로는 별도의 국제적 safeguard 아래 운영되고 관

리되고 있다. 

2014년 9월에 파키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위원장

인 Ansar Parvez는 파키스탄이 국제 원전 시장에 참여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파키스탄은 원전 경험과 신뢰

성을 갖추고 있으며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기술의 수혜

자와 공여자 역할을 감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

혔다.  

파키스탄은 특히 핵과 관련된 수출을 통제하는 원자

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의 정식 멤버

가 됨으로써 원자력 기술의 주류에 속하는 파트너 국가

로서 국제적인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China General Nuclear Power Group(CGN)의 

Yangjiang 원전은 2019년 1월까지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에 들어갈 계획인데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1080MWe

급으로 중국에서 설계한 2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CPR-

1000이며 5,6호기는 3세대인 CPR-1000 원자로를 채용

하게 된다.  

Yangjianag 2호기 원자로는 2009년 6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2010년 3월에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

고 Yangjiang 1호기의 공사는 2008년 12월에 먼저 시

작하였으나 전력 생산은 2014년 3월에야 시작할 수 있

었다.  3호기 공사는 2010년, 4호기는 2012년 하반기

에 착공되었고, 5호기와 6호기의 건설 공사는 2013년

에 시작되었다.

중국광동원자력발전(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Company)은 2010년 9월부터 Fujan에서 Ningde 

4호기 CPR-1000원자로의 건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완

공될 예정이다. 역시 2010년에 공사가 시작된 Ningde 3

호기는 예정된 공기를 맞춰서 3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

갔다.  Ningde 1호기와 2호기는 2013년 4월과 2014년 1

월에 각각 가동을 시작한 바 있다.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CNNC)은 보

유하고 있는Fangjiashan 원전 2호기와 Zhejiang 원

전이 2015년 3월부터 전력 생산을 개시했다고 밝혔

다. CPR-1000 원자로는 2009년부터 건설하기 시작

했는데 Qinshan 원전의 확장 계획으로 추가되었던 

Fangjiashan 1호기도 CPR-1000 원자로이며 2014년 

12월부터 상업적 가동에 들어갔다.

Fujian에 있는 CNNC의 Fuqing 원전 건설 공사에

는 3기의 CPR-1000 원자로가 계획되어 있다. 첫 번째 

CRP-1000 원자로가 2014년 8월부터 이미 가동중이므

로 Fuqing 원전은 CPR-1000 원자로 4기(1~4호기)와 2

기의 Hualong One 원자로를 포함하여 총 6300MWe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게 된다.  

Fuqing 2호기와 3호기는 2009년 6월에, 4호기는 

2010년 12월에 각각 공사를 시작했는데 2호기는 2015

년 8월, 3호기는 2016년 2월, 4호기는 2017년 3월에 가

동이 개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4호기 공사는 지

금 압력용기가 이미 설치되었고 돔의 3번째와 마지막 조

해외 원전 건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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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부의 공사도 2015년 3월에 마감된 상황이다.  

5호기 건설을 위한 부지 정리도 2014년부터 이미 시

작되었는데 2019년부터 가동할 예정인 5호기는 CPR-

1000 원자로의 최신 고급형(ACPR-1000)으로 알려진 3

세대 Hualong One 원자로가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는 경

우이다.

Guangxi 지역의 Fangchenggang 원전에서 2기

의 CPR-1000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 Guangxi 

Fangchenggang Nuclear Power Company(GFNPC)는 

48일간에 걸친 1호기의 고온 시험을 2015년 2월에 마무

리 하였고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GFNPC는 

2016년부터 가동할 예정인 Fangchenggang 2호기의 디

지털 계기 장비와 컨트롤(I&C) 시스템의 설치를 이미 완

료한 상태이다.  

GFNPC는 Fangchenggang 원전에 모두 6기의 원자

로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CPR-1000 원자로 2

기(1,2호기)와 신형 Hualong One 원자로 2기(3,4호기), 

Toshiba- Westinghouse의 AP-1000s원자로 2기(5,6

호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올 2월에 

Fangchenggang 3,4호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승인

한 바 있다.

CNNC는 중국 남단의 Hainan섬 Changjiang에서 

610MWe급 CNP-600 가압수형 원자로 2기의 공사를 진

행하고 있는데 2010년에 공사가 시작된 1호기는 올해 안

에 완공하여 가동할 예정이다.  

핵연료는 Jianzhong Nuclear Fuel Company로부터 

Zhanjiang항에서 Qiongzhou 해협(Hainan 해협)을 건너

오는 해로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핵연료를 해상으로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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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첫 번째 케이스였다. 2010년에 착공한 Changjiang 2

호기 원자로의 냉온 시험도 2015년중에 시작해서 올 해 

12월에는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CNNC가 Zhejiang 원전에서 건설하고 있는 AP-

1000s 원자로 2기 중에 하나인 Sanmen 2호기의 첫 번

째 증기발생기는 지난 1월에 도착하여 4월 23일에 장착

되었고 두 번째 증기발생기도 이미 3월 초에 들어와 있

다. 이 두 개의 증기발생기는 모두 중국 내에서 제조되기

는 했지만 첫 번째 것은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것

이다.  

2009년에 공사가 시작된 Sanmen 1호기는 중국에서 

상업적 가동에 들어가는 첫 번째 AP-1000 원자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Sanmen 1,2호기 모두 2016년까지는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전소투자공사(China Power Investment 

Corporation)가 Shandong지역에 건설중인 Haiyang 

원전에도 AP-1000 원자로 2기가 들어서고 있지만 

Sanmen 1,2호기를 포함한 4기의 AP-1000원자로 공사 

모두 예정보다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원전기술공사(SNPTC: State Nuclear 

Power Technology Company )는 AP-1000 원자로를 

기반으로 자체 설계한 3세대 CAP-1400 시범용 원자로

를 2019년까지 완공하여 실제 가동시키기 위해서 지난 4

월 25일 Shandong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이 시범용 원

자로의 일차 계통 관련시설을 위한 부지의 준비와 기본

적인 철골 구조의 공사는 2014년 11월에 이미 완료가 되

었다고 SNPTC는 밝혔다.

한편 중국은 30억 위안(약 4억7,600만달러)이 투

입되는 시범용 고온 페블베드 원자로 (HTR-PM)를 

2013년 1월부터 Shandong 지역의 Shidaowan 에서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2000MWe급 4세대 원자로는 

Rongcheng 원전 산업 단지 프로젝트의 일부로 건설

되는 것이며, 이 원전산업단지에는 최종적으로 18기의 

HTR-PM 원자로와 4기의 가압수형 원자로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다.  

HTR원자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HSNPC(Huaneng 

Shandong Shidao Bay Nuclear Power Company) 

측은 원자로 건설에 18개월, 발전 설비의 설치에 18

개월, 예비 가동 시험에 18개월 등 원전 전체의 건설

에 약 5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ina 

Huaneng Group, China Nuclear Engineering Group 

Company, Tsinghua University 등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원자로의 시장 상황은 일반 원자력 발전기, 열 

병합 발전기, 고열 프로세스 가열 발전기 등을 모두 아

우르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HTR-PM 원자로

는 우라늄을 8.9%로 농축한 uranium-235 흑연 페블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헬륨 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개의 100MWe급 쌍둥이 원자로 모듈이 200MWe급 증

기 터빈 한 개를 돌리게 되는 이 가스냉각방식 HTR-PM 

원자로는 2017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HSNPC측은 발표하였다

러시아가 설계한 AES-91 VVER1000 원자로 2기

가 중국 Jiangsu 지역 Tianwan 원전에서 세워지고 있

는데 이 원전에는 이미 2007년부터 같은 원자로 2기

가 가동되는 중이다. 2012년 12월에 건설이 시작된 세 

번째 VVER1000 원자로는 러시아의 국영 원전 회사인 

Rosatom이 러시아 Giadropress의 원자로 설계를 공급

받아 건설하고 있다. 자회사인 Atomstroyexport가 주계

약자로 되어 있으며 2018년 가동될 예정인데 4호기 공사

도 2013년 9월에 시작되었다.  

Tianwan 원전 3호기 VVER1000 원자로의 증기발

전기 4개 가운데 세 번째 발전기를 Rosatom의 계열사 

Atomenergomash(AEM)의 자회사인 러시아 중장비 제

해외 원전 건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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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체 ZIO-Podoisk가 만들어서 2015년 3월에 인도를 

완료하였다. 러시아 NIAEP Atomstroyexport의 사장 

Valery Limarenko는 Tianwan 원전의 5,6호기 원자로

도 계획 단계에 있으며 7,8호기에 대한 협상도 현재 중국

과 러시아 사이에서 진행 중인데 그에 더하여 고속중성

자로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AREVA가 설계한 2기의 유럽형 가압경수

로(EPR) 가운데 2009년에 첫 번째 원자로 공사가 중

국 Guangdong의 Taishan 원전에서 시작되었는데 

AREVA 측에 의하면 1호기는 2016년에, 2호기는 2017

년에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2기의 EPR 원자로 

공사는 CGN(China General Nuclear Power Group)과 

프랑스 EDF가 70대 30의 합작 투자로 설립한 회사가 

짓고 있다.  

CGN은 자체적으로 설계한 ACPR-1000s 원자로

인 Hongyanhe 5,6호기의 건설 공사에 대한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NDRC:National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2015년 3

월에 Laoning에 있는 Hongyanhe 원전의 5호기 원자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승인은 NDRC가 2013년 12월에 

Yangjiang 6호기의 공사 개시를 허가한 지 4년만에 처음 

내린 것이었다.  

Hongyanhe 원전은 가동중인 4기의 CPR-1000 원

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1,2호기의 가동은 2013년 6월과 

2014년 5월부터 시작되었고, 3호기는 2015년 3월 23일

에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4호기는 올해 연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인도

인도에서는 국내에서 설계한 4기의 가압중수로와 1

기의 고속증식로, 그리고 러시아가 설계하여 공사중인 

1000MWe급 VVER-1000 원자로 1기 등 5기의 원자로

가 건설되고 있다. 인도의 모든 원전은 국영 원자력발전

주식회사(NPCIL)가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건설중인 4기의 가압중수로는 모두 700MWe급 원자

로이며, 인도 원자력에너지부에서 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Kakrapar 3,4호기는 각각 2015년 6월과 12월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고, Rajasthan 7,8호기의 가동은 2016년 

6월과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가 설계한 Kudankulam 2호기의 증기 공급 

설비의 가동은 올 3월에 시작되었으며 핵연료의 장전

은 6월부터 예정되어 있다. Kudankulam 1,2호기 원

자로의 건설 공사는 2002년 시작되었다. 1호기는 이

미 완공되어 2014년 12월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

지만 전 출력은 사실 작년 6월에 이미 가능하였으나 

보수 공사로 가동이 지연된 것이다. 러시아와 인도는 

2014년 4월에 Kudankulam 3,4호기의 공사 계약도 

체결하였다.

인도가 최초로 자체 설계한 Kalpakkam 원전의 

500MWe급 고속증식원자로는 2015년 9월부터 가동

에 들어가게 된다고 BHAVINI(Bharatiya Nabhikiya 

Vidyut Nigam Ltd.)의 P. Chellapandi 회장이 지난 4월 

14일 밝혔다. 이 원전은 인도 남부 전력 공급망의 30%

를 감당하게 되는데, 건설공사는 2004년에 시작되었으

나 공사 지연이 반복되는 바람에 전 출력 가동은 2016년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원자로는 1990

년대에 인디라간디 원자력연구센터(IGCAR)에서 설계한 

것을 건설하게 된 것인데 BHAVIN의 Chellapandi 회장

은 Kalpakkam 원전의 건설 공사가 98% 정도는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Sodium 액체 냉각 방식의 이 고속증식로 프로

젝트는 인도 내에 있는 대형 토륨 저장소에서 U-233 

핵연료를 생성시켜 사용하는 프로젝트로서 인도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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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핵 발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한국

한국에서는 신한울 원전과 신고리 원전에서 각각 2기

씩 모두 4기의 APR1400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는데 모

두 한국수력원자력(KHNP)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게 된

다.  APR1400 원자로는 총발전량 1400MWe급의 2루프 

가압수형 원자로인데 기존의 한국표준형 NPP(KSNP)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모든 핵심적 시스템에 한국산 

부품을 사용한 첫 번째 원자로가 된다.

2008년에 한국 정부가 승인한 경상북도의 신한울(예

전 신울진) 1,2호기 원자로 프로젝트는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이 수주하여 1호기는 2012년 7월에 2호기는 

2013년 6월에 건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 계약은 현

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그리고 GS E&C가 따내어 시

공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1호기는 2017

년 4월에 2호기는 2018년 초에 완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한울 원전에 APR1400 원자로 2기를 추가로 더 세울 

계획이다.  

신고리 3,4호기는 APR1400 원자로 2기를 처음 건

설하는 공사였는데 3호기는 2008년 10월에 그리고 4

호기는 2009년 8월에 착공되었다. 이 원자로 2기는 

2014년 8월과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중요한 안전문제와 직결된 케이블이 테스트를 통과하

해외 원전 건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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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바람에 가동이 2015년 6월과 2016년으로 

계속 미루어졌고 KHNP는 케이블 구매처를 미국 업체

로 바꾸었다.  

2014년 1월 통상산업자원부는 71억 달러의 예산으로 

신고리 원전에 APR1400 원자로 2기를 더 건설하는 계획

을 승인하였고 같은 해 8월에 KHNP는 주설비 공급 계

약을 22억 달러에 두산중공업과 체결하였다. 한편 추가

되는 5호기와 6호기를 각각 2021년 3월과 2022년 3월부

터 가동시키려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일본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일본

은 2기의 원자로 공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모두 Hitachi-

GE의 신형 비등수 원자로였으나 사고 직후 공사는 중단

되었다.  Shimane 3호기는 2011년 12월부터 가동시킬 

계획이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공사는 무기한 중지되

었다.  

원전의 소유사인 Chugoku Electric은 2012년 1월 

Shimane 1호기와 2호기의 보호를 위해 15m 높이의 방

조제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2012년 9월 경제통상

산업성(METI)은 공사의 재개를 승인했는데 Chugoku 

Electric 측은 Shimane 2호기 공사 재개를 원자력규제당

국(NRA)이 최종 허가한다면 Shimane 3호기에 대한 공

사 재개 심사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Ohma 1호기 공사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40% 가량의 진척을 보이고 있었는데 Ohma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Japan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rporation(J-Power)은 2012년 10월의 발표를 통해 

NRA가 2013년 7월에 내놓을 전면적인 새 규정에 맞는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2014년 12월 

J-Power는 Ohma 1호기에 대한 안전 검사를 NRA에 신

청하였다.

강화된 안전 조치에 맞추는 작업은 2015년 11월부

터 시작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지만 이 기일

은 NRA의 검사와 최종적인 가동 허가 등에 예상되는 기

간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므로 J-Power는 상업적 가동

을 개시할 목표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안전 조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1,300억엔

(11억 달러)에 달하는데 2008년 5월에 시작된 공사는 원

래 2014년 11월에 완공되어 가동될 예정이었다. 한편 

Ohma 1호기는 일본에서 건설되는 산화우라늄과 플루토

늄 혼합연료(MOX)만을 사용하는 최초의 원자로가 될 것

이다. 

대만 

Lungmen 원전은 대만에서 네 번째로 건설되고 있는 

원전이다.  Taiwan Power Company(Taipower)는 이 원

전 건설 공사를 2015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중단하기

로 한 회사의 결정을 원자력에너지위원회(AEC)가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3월 31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원전의 총 126개 시스템 가운데 32개 시

스템은 완전히 폐쇄하게 되지만 14개의 시스템은 주기

적인 가동을 유지하며 에어컨디셔닝 등 80개의 시스템

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한다. Taipower는 폐쇄

되는 32개의 시스템에는 질소를 주입하여 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식을 방지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원전의 인력도 600명으로 줄이는 등 폐쇄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Taipower는 공사 중지로 인해 계약 업체들이 입게 되

는 피해 보상에 2015년에만 약 27억 대만달러(8,250만

+ 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파키스탄·중국·인도·한국·일본·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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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며 공사가 중단되는 3년 동안 매

년 12억, 10억 9천만, 10억 9천만 대만달러의 추가 비

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Taipower가 부담해야 하며 3년 후 원전의 공사 중지를 

끝내고 공사를 재개하려면 최소한 1년 전에 공사 재개 계

획을 AEC에 제출해야 한다.   

대만 정부가 2014년 4월에 이 원전의 건설 중단을 발

표했을 때 1호기 원자로는 가동을 준비하는 단계였고, 

2호기의 건설 공정은 90% 이상 완료된 상황이었는데 

거의 3,000억 대만달러(99억 달러)의 공사비가 이미 투

입된 상태였다. 1350MWe급 개량형 비등수 원자로 2기

를 건설하는 공사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호기는 

2006년, 2호기는 2007년부터 가동할 예정이었다.  

현재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 6기의 발전량을 모

두 합치면 5144MWe에 달하는데 이는 대만 전력 공급량

의 20%에 육박하는 것이다.  한편 대만에서는 원자로의 

가동 수명을 40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Chingshan 원전의 원자로 2기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폐쇄될 예정이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38MWe급 해상 floating 타입의 소형 

모듈 원자로 2기와 Beloyarsk 원전의 800MWe급 고

속증식로 2기를 포함해서 총 9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Rostov 원전의 4호기에는 St. 

Petersburg의 Izhorskiye Zavody가 제조한 압력용기가 

설치되며 원자로의 가동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Rostov 원전이 보유하고 있는 4기의 원자로는 모

두 1000MWe급 VVER-1000/320 가압수형 원자로인데 

3호기의 시험 가동은 2014년 11월에 완료되어 12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으나 상업적인 송전은 2015년 3분기중

에 시작하기로 잠정 결정되어 있다.  

Novovoronezh 원전의 2단계 공사에서는 VVER-

1200 원자로 2기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호기

는 2015년 12월부터 가동이 될 것이라고 Rosatom의 

Sergey Kiriyenko 사장이 밝혔다. 1호기와 함께 2008

년 6월부터 같이 시작된 2호기의 건설 공사는 원래 

해외 원전 건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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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현재 2017년으로 연기

되었다. 

Novovoronezh II 원전은 Gidropress가 VVER-1000 

원자로를 좀 더 진화시켜 설계한 가압수형 원자로를 반

영하여 새로 설계를 마친 AES-2006 원자로를 선도적으

로 채택한 프로젝트이다. 

또 Leningrad II 원전에서는 1200MWe급 AES-2006 

원자로 4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데 1,2호기의 공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ZiO-Podoisk는 수주한 4개의 증

기발생기 가운데 2개를 지난 2월에 인도하였고 내부 격

납용기 공사도 3월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시운전 계획은 좀 지연될 것 같다고 Rosatom

의 원전 책임자 Yuri Gelanchuk가 2015년 초에 밝혔는

데 1호기의 시운전은 2015년 후반기에서 2016년 말 경

으로 연기되고 2017년으로 예정되었던 2호기의 시운전

은 Leningrad 1호기와 RBMK 1호기가 폐로될 때까지 

연기될 것 같다.  

지금 Rosatom은 두 원자로의 폐로 일정을 실행에 옮

기기 전에 원자로의 graphite stack 상태를 확인하기 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

년 사이로 잠정 결정되어 있는 Leningrad II 원전의 3,4

호기 원자로의 가동 개시일도 좀 미루어질 것 같다.  

Rosatom은 핀란드와 터키 및 다른 몇 곳에서도 AES-

2006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Kaliningrad 원전의 

Baltic 1호기 공사는 2012년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좀 더 

작은 규모의 원자로로 변경할 것을 고려함에 따라 2013

년에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인데, 발주했던 설비들

은 계속 인도되어 현장에 비축하고 있다.  또 계획했던 

warehouse 10개 가운데 6개가 완공되고 원전설비의 약 

70%의 발주는 완료된 상태이다.  

Kaliningrad 원전에는 원래 VVER-1200/491 원자

로 2기를 세울 계획이었지만 현재 그 중 1기의 공사만 

하고 있으며 Rosatom은 나머지 1기의 건설은 처음 계

획했던 AES-2006 원자로 대신 기존 원자로의 부품

과 건설 공정을 감안하여 중형으로 설계된 600MWe급 

VVER-600 1기 또는 2기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속 중성자로인 sodium 냉각형 

BN-800 원자로가 Yekaterinburg 근처 Beloyarsk 원전

의 4호기로 건설되었는데 2014년 7월 27일 시운전 준비

가 완료되었다. 이 800MWe급 원자로는 우라늄과 플루

토늄의 혼합연료(MOX)를 사용하는데 곧 가동에 들어가 

최소 45년간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MOX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의 건설 공사도 

Zhelznogorsk 지역의 Mining & Chemical Combine

에서 거의 완료되어 BN-800 원자로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의 생산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2014년에 개

시된 공장 가동은 2016년부터는 풀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Beloyarsk 원전의 4호기 원자로 공사는 1987

년에 시작되었지만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지속된 

원전 건설 반대 운동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되었고 재

정난이 겹쳐 2006년까지 공사의 진척이 없었는데, 드

디어 2014년 2월부터 연료의 장전이 시작되고 2014

년 9월에는 러시아 연방전력회사가 전력 수출을 위해 

2 line의 500kV짜리 송전선 연결을 완료하기에 이르

렀다.

Rosenergoatom은 표준형 해상 원전인 FNPP 

Akademik Lomonosov를 건설하고 있다. OKBM 

Afrikantov가 원래 쇄빙선에 장착하여 필요한 동력을 공

급하기 위해서 개발한 32MWe짜리 KLT-40S 원자로 2

기를 갖출 예정이며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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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하고 있다.  

개조된 KLT-40S 원자로는 35MWe의 전력이나 

35MWt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된 열은 해수 담수

화 작업에 쓰거나 아니면 지역 난방용으로 공급하게 되

며 전력 생산에만 이용될 경우에는 38.5MWe까지 생산

이 가능하다.  

이 개조된 원자로들은 선상에서 연료의 재장전 작업과 

사용한 연료의 저장이 가능한 20,000t급 바지선 위에 설

치된 후 가동되는데 연료의 재장전 주기는 3~4년 정도

이다.  

Akademik Lomonosov 해상 원전은 시베리아해 동북

쪽에 있는 Chukotka 반도의 Pevek항 근처 해역에 배치

된다.  Rosatom은 연안의 인프라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

라서 2017년부터는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prototype 원자로들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 대용

량의 해상 원전을 세워서 먼 해상 지역이나 대형 기간 산

업체, 항구 도시, 그리고 해상 유전이나 가스 채굴 플랫

폼 등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러시아에서 설계한 1200MWe급 AES-

2006 VVER 원자로 2기를 Ostrovets에 건설하고 있는데 

1호기의 가동은 2018년 11월로 잡혀있고 2호기는 2020

년 7월경에 시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 원전은 러시아 NIAEP-Atomstroyexport가 전

체 설계와 건설을 맡고 있는데 지난 2014년 12월 

Atomstroyexport의 부사장 Andrey Barkun은 이 2기의 

원자로 건설 공사 비용은 11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하면서 현재 약 12.5%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

금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이 공사 계약의 성

사를 위해서 전체 공사 비용의 90%를 부담하는 차관을 

제공하기로 동의하고 수출 차관 형식으로 최고 100억 달

러까지 승인해 주었다.  

NIAEP-Atomstroyexport는 2014년 12월 초에 1호기 

원자로 건물의 이중 내부 격납용기 1단계 공사에 착수했

는데 1호기의 Core Catcher 설치는 2014년에 시작되었

고 2호기의 Core Catcher 설비 공사는 2015년에 시작되

었다.  

핀란드

1720MWe급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Olkiluoto 

3호기를 공사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컨소시엄 

AREVE-Siemens는 엄청나게 초과한 공사비와 지연

된 공기 문제를 놓고 핀란드 전력회사 Teollisuuden 

Voima Oyj(TVO)와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TVO 측과 ARENA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그 문

제는 지금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재판소로 

넘어가 있다. 

이 OL3 프로젝트는 2005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항

상 지속적인 공사 지연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AREVA는 

2016년 중반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이 시리즈 원자로 

초호기의 시운전을 할 수 있기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가동은 2018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고정 가격에 턴키 베이스 계약으로 진

행되고 있었는데 2014년 6월에 정산한 결과 드러난 프로

젝트의 결손 부분이 AREVA의 2014년도 손실액 49억 유

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AREVE-

Siemens 측은 중재 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을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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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REVA와 EDF는 Flamanville 원전의 유럽형 가압경

수로 공사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최근에는 압력용기 내에서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2015년 4월에 AREVA와 프랑스의 

원전 규제 기관인 ASN(Autorite de Surete Nucleaire)은 

2014년에 설치된 원자로 압력용기의 상부와 밑바닥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ASN의 Pierre Franck Chevet는 프랑스의 일간지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절대로 균열의 위험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원자로의 중요 부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심각한 변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halon/

Saint-Marcel 원전에서 AREVA가 사용했던 것과 유사

한 단조 기술이 중국에서 Taishan 원전의 1,2호기 원자

로 공사와 영국의 Hinkley Point원전 공사에서도 사용되

었다고 밝혔다.  

AREVA가 핀란드의 원전 공사에서 설치한 압력용기

는 일본에서 제조한 것이기는 하지만 AREVA와 ASN은 

Flamanville에서 발생한 이번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정보를 핀란드 규제 당국에 계속 통보해 주고 있다. 

EDF와 AREVA는 문제가 된 압력용기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정밀 분석에 착수했으며 Flamanville 건설 현장

의 다른 공사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 압력용기

에 대한 시험은 ASN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5월 초쯤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파키스탄·중국·인도·한국·일본·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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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은 지난 4월 8일자 기술보고서에서 Flamanville 

원전의 유럽형 가압경수로 압력용기에서 발견된 상부와 

밑바닥 균열 현상에 대해 “발생한 문제의 실체를 명백하

게 확인하고 수습한 다음 확인된 곳 외의 다른 부분에는 

확실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AREVA 측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Mochovce 원전에 새로 건설되는 원자로 가운데 첫 번

째인 3호기는 2016년 11월부터 두 번째인 4호기는 그

보다 1년 늦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래의 가동 

예정일이 여러 차례 지연되었던 이 2기의 471MWe급 

VVER-213 원자로 건설 공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후 강화된 안전 대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최근에 가동 예

정일이 또 미루어졌다. 

Mochovce 원전의 소유주인 Slovenske Elektrane(SE)

은 92%의 공정이 완료된 3호기 일부 시스템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한편 이태리 전력회사 ENEL은 SE의 지분 66%를 소

유한 대주주인데 2007년에 책정된 원래 공사비 24억 유

로를 46억 유로로 증액하는 문제를 놓고 슬로바키아 정

부와 1년 넘는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마침내 2014년 후

반에 공사비 증액을 승인 받았다. 이제 SE의 지분을 팔

아버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ENEL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Mochovce 원전 3,4호기의 공사를 잘 끝내는 것이 최대

의 관건이다.  

ENEL은 2014년 말 체코의 전력회사인 CEZ 및 헝가

리 MOL Nyrt 그룹의 석유화학회사 Slovnaft와 헝가리

의 국영 발전회사 MVM 등이 연합한 컨소시엄 양쪽으로

부터 SE 지분 인수 제안을 받게 되었다. 당시 CEZ와 컨

소시엄 측은 제안서의 제출을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전에 

Mochovce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

려고 상당히 애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SE의 지분을 8억 8,400만 유로에 사들였던 

ENEL은 현재 446억 유로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서 그 지분을 팔려고 하는데 당연히 Mochovce 원전 3,4

호기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내야만 SE의 지분을 파는 데 

성공할 수 있는 형편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는 러시아 정부와 국가 간에 체결했던 Khmelnitsky 원

전 3,4호기 공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사

는 2008년 이후 별 진척 없이 질질 끌어오기만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국영 원전 회사인 Energoatom의 Yuriy 

Nedashhovsky 사장은 이 원전의 건설 공사를 지원하

고 있는 특별 법안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는 그 특별법안이 Energoatom과 러시아의 

Atomstroyexport 사이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우크라이나는 체코 원전 회사 Skoda 

JS(그런데 Skoda 역시 러시아가 100% 소유하고 있다)

를 포함, 유럽에서 다른 파트너를 구할 것이라고 발표했

으며, 바로 12월에 프로젝트 관리는 Energoatom이 맡고 

원자로의 건설은 Skoda 측이 commodity credit 방식으

로 맡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Nedashhovsky 사장은 

밝혔다.

UAE

UAE에 처음 건설되는 원전에서 총 4개 원자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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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의 건설 공사가 Barakah의 원전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설계한 APR1400 신형 가압수형 원자

로를 한국전력공사(KEPCO)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건

설하고 있다.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ENEC)는 1호

기는 2017년, 2호기는 2018년, 3호기는 2019년 그리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4호기는 2020년에 가동하게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는데 4호기 공사는 2015년 중에 시작될 

예정이다.  

2012년 7월 1호기의 기초판을 포함한 철근 콘크리트 

격납건물 공사가 시작되어 2015년 1월에 콘크리트 돔 공

사가 완료되었다. 이 격납건물 공사의 다음 단계는 콘크

리트 구조물에 미리 내부 응력을 가해 3개월 동안 구조 

건전성을 테스트해 보는 포스트 텐셔닝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다.  

KEPCO는 3호기 원자로 공사를 2014년 9월에 시작했

는데 UAE의 연방 핵 규제 당국(FANR)은 2014년 10월

에 3,4호기의 건설허가를 내 주었다. ENEC는 그 건설 

허가로 원자로 공사는 진행할 수 있으나 각 원자로의 가

동에 대한 허가는 다시 별도로 받아야 한다.  

1,2호기 원자로에 대한 건설 공사 허가는 2012년 7월

에 FANR로부터 받아 1호기 공사는 같은 달에, 2호기 공

사는 2013년 5월에 시작되었다. 두 원자로의 발전 용량

을 합치면 총 5600MWe급으로 이는 UAE 전체 전력의 

26%를 차지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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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Barakah 원전 건설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