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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CANDU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적 발전용 원자로
이다.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라는 이름은 AECL의 등록상표로,
캐나다

형

중수로에서

따온

말이다.

CANDU는

중성자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하며,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발전소는 모두
CANDU 형태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41대의 CANDU 원자로가 분포되어 있으며
뛰어난

기술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고안은

계속

전개되었다.

이후에

CANDU-6 발전용 원자로가 개발되면서 뛰어나고 최신기술의 조합을 제공하였
다. CANDU-6는 전력 생산을 위해 특별하게 고안되었고, 다른 주요 원자로
형태와 유사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 CANDU-6 발전에
집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CANDU-6가 높은 연료 효율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캐나다 원자력 발전소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성공적인 표석이 되었고,
천연 우라늄을 연료에 바로 집어넣는 방법과 가동 중에 연료를 보충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프로젝트를 연방정부, 공공사업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상업용

원자로에서

중수로의

성공적인

적용을

보여주었다.

중수로의 상업적 이용은 국내의 산업 하부 구조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21세기 CANDU 기술의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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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CANDU reactor is the most versatile commercial power reactor in the
world. The acronym “CANDU”, a registered trademark of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stands for “CANada Deuterium Uranium”. CANDU uses
heavy water as moderator and uranium (originally, natural uranium) as fuel.
All current power reactors in Canada are of the CANDU type. Canada exports
CANDU type reactor in abroad. CANDU type is used as the nuclear power
plants to produce electricity. Today, there are 41 CANDU reactors in use
around the world, and the design has continuously evolved to maintain into
unique technology and performance. The CANDU-6 power reactor offers a
combination

of

proven,

superior

and

state-of-the-art

technology.

CANDU-6 was designed specifically for electricity production, unlike other
major reactor types. One of its characteristics is a very high operating and
fuel efficiency. Canada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were succeeded in
a commercial reactor of which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heavy water
reactor, natural uranium method and that on-power fuelling could be
achieved. It was achieved through the joint development of a major project by
strong sup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util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The potential for customization to any country’s needs, with
competitive development and within any level of domestic industrial
infrastructure, gives CANDU technology strategic importance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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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로 형에 대한 전략 수립은 우리나라 기술 개발
여건상 다른 선진국에서의 전략 수입과 그 성격 및 절차가 약간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고유한 원자로를 설계하여 개발하는 노형 전략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설계,

개발한

원자로

중에서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에

알맞은

원자로를 선택한 다음 건설과 운전을 통하여 기술 축적, 국산화, 표준화 등으로
원자로 개량 및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 다음 우리나라 고유의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개발로 진입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형 전략은 전략개념 및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게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원자로 개발동향과 추이를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부응되는

노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캐나다에서의 CANDU 원자로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원자로 형에 대한 연구보다는 기존 CANDU의 부분적인 성능 향상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캐나다의 CANDU형 원자로의 현황과 설비개선 및 각 발전소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입수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피상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림 1.1 현재 캐나다의 CANDU형 원자력 발전소 현황

1

제 2 장 CANDU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 및 설비개선
제 1 절 CANDU형 원자로
CANDU형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가압중수로(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HWR)형 원전으로서, 1950년과 1960년 중반에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와,

Ontario

수력발전

위원회(1974년까지는

Ontario

Hydro로 불리다가 1999년 이래로 Ontario Power Generation로 명명하였다.)
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라는 이름은
AECL의 등록상표로, 캐나다 형 중수로에서 따온 말이다. CANDU는 중성자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하며,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압력관 내부의
냉각재를 약 100기압 정도로 가압해서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발전소는 모두 CANDU형태로, 세계에는 41대의
CANDU 원자로가 분포되어 있고, 인도에서 CANDU를 모방한 15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3대는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 원자로도 CANDU 디자인으로
개발되고 있었는데, 인도가 핵 실험을 하고 난 후, 캐나다는 인도와의 모든
원자력 거래를 중단해 버렸다.) 현재 가동 중인 CANDU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적 보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참조)

그림 2.1 CANDU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적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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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16 (+6대는 설비개선 중)
대한민국 - 4
중국 - 2
인도 - 15 (+3대는 건설 중)
아르헨티나 - 1
루마니아 - 2
파키스탄 - 1
CANDU형 원자로는 원자로 압력 용기(Reactor Pressure Vessel) 대신
다수의 압력관(Pressure Tube)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캐나다의 CANDU형 원자로의 개발 현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에 앞서 상업용 CANDU 원자로가 지나는 공통적인 주요 특성 및 장점에 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압력관 개념을 채택하여 수백 개의 압력관이 원통형 용기인 Canlandria
안에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압력관

내에

흐르는

고압의

냉각재와

Canlandria안의 저압(대기압) 냉각재가 분리되어 있다.
(b) 중수를 사용함으로써 중성자 경제성이 매우 높으므로 천연우라늄을 비롯하
여 다양한 핵 연료 사이클이 가능해지고, 실제 현재의 모든 CANDU 원자
로에서는 천연 우라늄이 핵 연료로 사용된다.
(c) 운전 중 핵 연료 교환(ON-line Refueling)을 수행한다. 운전 중 핵 연료
교환은 CANDU 원자로의 잉여반응도가 작은 까닭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선
택이면서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즉 핵 연료 재장전을 위한
발전소 정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동률이 높아지고, 노심 내 반응도 및
중성자 속 분포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손상된 핵연료의 교환을 용
이하게 하고, 또한 운전 중 검사의 가능성도 가져다 준다.
(d) 전 운전 영역에 걸쳐 노심 반응도의 변화가 작다. 따라서 요구되는 제어봉
반응도가 낮고, 과도상태에서의 국부적인 연료봉 과도출력의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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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냉각재 및 감속재 온도계수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양의 값을 가지며,
특히 냉각재 상실사고의 발생기 노심 반응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원자로의 안전
정지계통의 작동이 매우 신속해야 하며 고도의 신뢰도를 지녀야 한다.
(f) 0에 가까운 반응도계수는 안전성 측면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구하는 반면,
노심 출력의 자동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g) 중성자밀도가 매우 높은 영역을 일차 냉각재 압력경계인 압력관이 관통
하므로, 압력관의 건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h) 냉각재와 감속재가 분리되어 있고 감속재 압력이 대기압이므로, 냉각재 상
실사고 시 감속재가 궁극적인 열 제거원의 역할을 수행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CANDU 원자로의 개량 및 안전설계 혁신은 위에 열거한 특성들
중에서 장점은 더욱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설계
개발의 기본 목적은 안전성 증진, 건설비 절감, 운전 성능 향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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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ANDU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 및 설비개선
1. Ontario Hydro
가. Ontario Hydro의 배경
Ontario Hydro는 1974년 이후, Ontario주 수력발전 위원회 (HydroElectric Power Commission of Ontario)의 공식 명칭이자 발전회사 이름이다.
1906년에 수력발전 위원회는 여러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던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소들과 연결 할 송전선을 건설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개인 소유의
발전소와 장비들을 인수하고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후 가장
급격히 발전하는 수력발전 회사가 되었고, 후에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Ontario Hydro는 북미에서 가장
크고, 독점적인 발전회사가 되었으나, 1999년 4월에 Ontario Hydro는 5개의
회사로 분열되었다. (표 2.1참조)
표 2.1 Ontario Hydro의 일반적인 사항
Fate

Successor

Broken into five separate businesses
Ontario Power Generation
Hydro One
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
Electrical Safety Authority
Ontario Electricity Financial Corporation

Founded

1906

Defunct

1999

Ontario Hydro

Headquarters Ontario, Canada
Industry

Electrical generation, distribution

나. Ontario Hydro 연혁
1907년에 토론토 시의회는 Ontario Hydro의 전력 발전과 공개적 관리를
승인한 이후, 첫 번째로 1910년에 Ontario의 남서부에 전력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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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아래의 표 2.2는 Ontario Hydro의 시대별 상세한 사건을 발췌하여
참고적인 개념으로 기록한 것이다.
표 2.2 Ontario Hydro Milestone

The commission began generating and distributing its own power when it was given
1920 the mandate to electrify rural areas. Besides building its own generating stations, it
bought the transmission lines and generators of the largest private electricity
s
company.

By the 1950s the commission was operating as a single integrated system. As
demand rose in the post-war period, Ontario Hydro started expanding its generation
system bringing on line many new hydroelectric stations. In 1953, Ontario Hydro
began to interconnect with other utilities, the first interconnection being the
Keith-Waterman 230,000 volt transmission line to Detroit Edison in the United States.
Shortly thereafter, other interconnections with New York State were built. The first
1950s coal fired generating stations in the system were also built in this period. The
expansion of coal continued during the 1960s and 1970s but was overtaken by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By the late 1950s the corporation also started getting involved in development,
design and construction of CANDU nuclear power stations, with the first commercial
sized one coming on line in 1965 at Douglas Point.

HEPCO was the first utility in North America to utilize ultra-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s. Planning for the UHV lines began in 1960 and in 1967, HEPCO put into service
transmission lines carrying 500,000 volts that carry power from hydroelectric sources
1960s
in remote northern Ontario to high load areas in southern Ontario such as Toronto,
London, and Ottawa. During the 1970s and 80's, Ontario Hydro gradually expanded
the 500KV transmission system into what it i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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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 Hydro's nuclear generating program expanded with the building of the first
four units of the Pickering Nuclear Generating Station followed by stations at Bruce
Nuclear Generating Station and a second four units at Pickering. By the late 1980s,
1960s Ontario Hydro operated one of the largest fleets of nuclear powered generating
stations in the world. By 1970 all but the most remote municipal power systems in
and
Ontario were organized into a single grid. In 1974 the Power Corporation Act
1970s reorganized the system as a crown corporation called Ontario Hydro, the name it was
most usually known by. In many Canadian provinces, including Ontario, hydroelectric
power is so common that "hydro" has become synonymous with electric power
regardless of the actual source of the electricity.

1989

Ontario Hydro published a 4-volume study, up to the year 2014, under the title
"Providing the Balance of Power. Ontario Hydro's Plan to Serve Customers'
Electricity Needs." with different scenarios attempting to solve the need for additional
facilities to replace aging electricity generation stations. This was derailed when
electricity growth rates declined due to the recession of the early 1990s. Following
what had seemed to be excellent operation in the early years, problem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Darlington Nuclear Generating Station and less than adequate
maintenance with the existing nuclear stations lead to extended shutdowns and large
increases in the rates charged.

1998

The Progressive Conservative government of Mike Harris passed the Energy
Competition Act which authorized the establishment of a market in electricity.

1999

In April 1999, Ontario Hydro was re-organized into five companies: [[Ontario Power
Generation (OPG)], the Ontario Hydro Services Company (later renamed Hydro
One), the Independent Electricity Market Operator (later renamed the 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 the Electrical Safety Authority, and Ontario Electricity
Financial Corporation. The two commercial companies, Ontario Power Generation
and Hydro One, were intended to eventually operate as private businesses rather
than as crown corporations. OPG was incorporated on April 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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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ntario Hydro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1) Nuclear Power Demonstration (NPD)
(가) Nuclear Power Demonstration의 위치
Ontario Hydro는 첫 번째 캐나다 형 원자력 발전소이자, 전형적인
CANDU 형으로 지어진 Nuclear Power Demonstration과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를

설명하고자 한다.

건설했다.

먼저

Nuclear

Power

Demonstration에

대해

Nuclear Power Demonstration은 Canadian General Electric

(지금의 GE 발전소)과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와 Ontario Hydro (지금의
Ontario Power Generation) 의 협력으로 지어졌다.
Nuclear Power Demonstration은 24MWe의 출력을 가지며 단일한
가압중수로로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서 멀지 않은 Ontario의 Rolphton에
위치해있다. Nuclear Power Demonstration은 Ontario Hydro에 의해 가동
되었으며, AECL이 소유하고 있다.

그림 2.2 Nuclear Power Demonstration의 전경
(나) Nuclear Power Demonstration(NPD) 현황
Nuclear Power Demonstration은 1962년에 운전하기 시작하여 1987년
까지 가동하였으며, 오랜 시간 이후 더 강력해지고 현대적인 CANDU 장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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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되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핵을 생산하여 발전한 Nuclear
Power Demonstration는 이후의 CANDU형 발전소를 디자인하기 위한 개념적인
증거역할을 하였다.
모든 상업용 CANDU 원자로와 같이 Nuclear Power Demonstration는
수평 압력관 코어 안에 있는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가동하였고, 둘 다 중수에
의해 감속과 냉각을 하며 작동하는 도중에 연료를 보충할 수도 있었다. 가동이
중지된 이후, 2006년까지도 실질적인 발전소 운전장비와 장치들은 계속적으로
모든 연료와 그 외, 비 핵 장비들과 함께 이 부지에서 제거되었다. AECL은 약
10년 동안은 Nuclear Power Demonstration 가동에 쓰였던 방사성 물질들의
방사능이 붕괴되지 않은 것을 염려하여 아직 이 부지에서 잠재적인 활동이나
방사능에 오염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Nuclear Power
Demonstration 이후에는 Ontario의 Huron 강 기슭에 220MWe의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졌다.
(2)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
(가)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 현황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의 첫 번째 실물크기 원자력
발전소 시설이자, 캐나다에서 두 번째 CANDU 가압중수로 발전소이다. 이것은
Ontario Hydro에 의해 가동되었으며 AECL에서 건설하였다.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1968년 9월 26일에서 1984년 5월 5일까지 약 16년 동안
가동을 하였다.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를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표본으로 만들었고, 그 성공은 Nuclear Power Demonstration과는 다른, 평화를
목적으로 한 캐나다의 원자력 발달의 표석이 되었다.
①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 착공 결정
Nuclear Power Demonstration은 처음으로 CANDU형 원자로 건설에
성공을 하였다. 이것은 상업적으로 보아 경제적이기보다는 CANDU 시스템의
실용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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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Demonstration의

성공 전에, 심지어 캐나다의 원자력 연구 관련 권위자들은 이미 실물크기의
발전용 원자로를 주장하고 있었다.
1958년에는

AECL의

원자력

발전소

분과가

토론토에

설치되었다.

1959년에는 220MWe의 출력을 가지는 상업상으로 운영 될 원형로(Prototype
Reactor)를 건설하려는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1959년
6월 18일에 Gordon 처칠, 무역과 상업 담당 장관은 Douglas Point에 캐나다의
첫 번째 실물크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림 2.3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 전경
②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Ontario의 첫 번째로 고안된 원자로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은
발전소의 첫 가동기간을 제외한 상업적 가동의 일정을 포함한 순서로 진행
되었다. 그 부지 선정은 호수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Manitoulin Island의 북쪽 해안선을 따라가면 보이는 Tobermory로
부터 줄 곧 Goderich으로 달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자, 추후 결정 부지는 Goderich와 Southampton로 좁혀졌다.
1959년 6월 말경에 Kincardine의 북쪽 16km에 있는 Douglas Point의
저지(low-lying)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부지는 석회암을 기반으로
한 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다. 수력전력위원회(Hydro Electric
Power Commission)는 1959년 6월 24일 부지가 될 땅 중에 그 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기간의 비용을 환산하여 약 50달러에서 70달러까지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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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km²의 땅을 획득했다. 또한, 1961년에 Douglas Point는 안내소와 최고
수준의 전망을 제공하는 Bailey 다리도 건설하였다.

그림 2.4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의 착공 초기모습
③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 가동
1966년 11월 15일 16시 26분에 운영자들은 Douglas Point 원자로의 첫
국면을 맞이했다. 화요일 오후, 엔지니어들은 원자로의 기계장치를 낮은 임계의
단계로 유도했다. 그 임계는 원자로 내에 있는 306개 압력관 속에 있는 우라늄
연료에 의해 원자가 쪼개지는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다. 후에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1968년 9월 26일에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전력량이 220MWe
라는 것과 건설에 총 91달러의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1년 6개월이 지나고서야
발표했다. 1970년 3월 1일,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 연료를 주입하는 CANDU의 독특한 특징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Nuclear Power Demonstration 다음으로 달성하였다.
그리고

원래

그

부지에는

두

대의

원자로를

만들기로

계획했었다.

542MWe의 출력을 낼 수 있는 4대의 큰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Pickering A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220MWe의 출력을 내는 원자로인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이미 너무 작게 고려되어 건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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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그리고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1968년에서 1971년 사이의
수리에 의한 자금과 재정 등의 시간으로 인해 원래 계획 된 일정보다 6개월
넘게 일이 진행되어 비판을 받았고 결국,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중지했다. 이 시스템은 예민하여 가동이 멈추는 일이 빈번하고 쉽게 일어났다.
수리는 각 직원들은 오직 제한된 방사능 구역에서 많은 팀들과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밸브와 펌프들은 작동하기 곤란한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임계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어도 조밀한 시스템 고안으로
인해 수리조차 어려웠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수(heavy water)를 유지 할
의도였다. 하지만 중수의 가격은 상당히 비쌌고, 시스템을 가동 할 때 소요되는
중수는 톤 당 26달러였다. 그 결과, 매일 중수를 사기 위한 비용이 들었으며
뿐만 아니라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중수의 많은 양을 주입함에 따라
부지 설계 초기 단계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

그림 2.5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
④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정지
1984년 5월 5일 Douglas Point는 출력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54%에서
1982년에는 75%, 작동이 멈추기 전 82%의 최대 출력량의 증가 요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정지하였다.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

의 첫 번째 중간 크기 CANDU형 원자로의 모태였다. Nuclear Power

12

Demonstration이 엄격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였다면,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로, 미국과 영국을 뒤이어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표본이 되었다.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
에서 상업적 사용을 위해 처음으로 고안되었다.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의 성공적인 표석이 되었고, 천연 우라늄을 연료에 바로 집어넣는
방법과 가동 중에 연료를 보충하는 것을 달성하였고 주요 프로젝트를 연방정부,
공공사업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상업용 원자로에서 중수의
성공적인 적용을 보여주었다. Douglas Point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Bruce
Power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고, Bruce Power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며 아직은
여전히 AECL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

2. Ontario Power Generation (OPG)
가. Ontario Power Generation의 설립
Ontario Power Generation는 Ontario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력발전소로
주요한 업무는 전력발전과 Ontario지역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Ontario 발전소
의 주요 쟁점은 안전하게 작동하는 동안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며
효율적인 생산과 Ontario Power Generation의 예산에 따른 전력 판매이다.
Ontario Power Generation은 전체 용량이 22,000MW가 넘는 북미에서 가장
큰 발전소 중 하나이다.
표 2.3 Ontario Power Generation의 일반적인 사항

Type
Founded

Public wholly owned by Ontario government
Toronto, Ontario (1999)

Headquarters Toronto, Ontario, Canada

Ontario Power
Generation

Industry

James Hankinson - President &
CEO; Jake Epp - Chair
Electricity generation

Products

Electricity

Ke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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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tario Power Generation의 발전소
• 3 nuclear generating stations
• 5 fossil generating stations
• 64 hydroelectric generating stations
Ontario Power Generation도 또한 Bruce Power L.P에 장기적인
기반으로 임대한 2개의 다른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다.
2007년에 Ontario Power Generation는 105.1TWh의 전기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Ontario Power Generation은 발전소가 가동하는 공동사회에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에 전념했다. 회사의 시민권 프로그램을 통하여 Ontario Power
Generation의 재정과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비영리의 환경을 위한 현물지급 등록,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도권을 Ontario Power Generation의 비전과
전망을 반영하는 집단조직에 부여했다. Ontario Power Generation는 또한 매년
Ontario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약 10억 달러를 구입하고, 주로 Ontario에 기반을
둔 수입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서비스와 세금, 또 다른 예산을 행정지방에 제공
한다.
나. Ontario Power Generation의 연혁
아래 표 2.4는 Ontario Power Generation의 주요 사건 및 현황을 위주로
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2.5는 Ontario Power Generation의
연대 별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발췌하여 참고적인 사항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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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Ontario Power Generation의 현황

An electrifying century
1892
1906
1910

Electricity is first made in Ontario at Niagara Falls.
The Ontario government creates the Hydro-Electric Power Commission to ensure
power for all Ontarians.
Power lines start delivering electricity to towns across southern Ontario.
World's biggest generating station

1925

The largest generating station in the world (at the time) is completed in Niagara
Falls. It is now known as Sir Adam Beck Generating Station.
The nuclear age dawns

1962

A small experimental nuclear generating station starts up in Rolphton on the
Ottawa River.

1970

Ontario's electrical supply is merged into one synchronized grid.

1971

The first unit of the Pickering Nuclear Generating Station comes online.

1974

Ontario Hydro replaces the Hydro-Electric Power Commission.

1977

The first unit of the Bruce Nuclear Generating Station comes online near
Kincardine.

1989

The first unit of the Darlington Nuclear Generating Station comes online near
Clarington.
OPG is created

1999

Ontario Hydro is divided into three companies, including Ontario Power
Generation.

2006

OPG launches the Learning Zone to provide information to young people in
Ontario and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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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Ontario Power Generation (OPG) Historical Timeline

1902

The Ontario Legislature passes the Power Commission Act and creates
the Hydro-Electric Power Commission principally to build transmissions
lines to supply municipal utilities with power generated at Niagara Falls by
existing private companies. Adam Beck, a Minister without Portfolio, is
named Chairman of the HEPC

1906

June 7, Adam Beck is appointed as Chairman of Hydro

1906

April 11, the Grand March for cheap power, Toronto City Hall

1907

The Provincial legislature Act is passed aimed, in part, at preventing the
wastage of natural gas. Later styled the Natural Gas and Oil Wells Act, that
piece of legislation marked the Province’s early concern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its energy resources ― a concern that has evolved,
through the Natural Gas Act of 1918, the Natural Gas Conservation Act of
1921 and the Ontario Fuel Board Act of 1954 later amended in 1955, 1956,
1957 and 1958

1910

The HEPC's first 110,000-volt bulk electric power lines supply hydro to
municipalities in southwestern Ontario. A special ceremony at Berlin (now
Kitchener), Ontario, marks the initial delivery of power by the Commission.
Municipal electrification efforts expand rapidly to a highpoint of 360
municipal electric utilities in the 1960s

1910

October 11, Power “switch on” begins in Berlin (Kitchener)

1914

Adam Beck is knighted by King George V for services rendered to the
Commonwealth of Canada

1919

May 29, first collective agreement covering Hydro workers

1921

December 28, official opening of Queenston-Chippawa (Adam Beck) GS
No.1

1921

March 13, Cameron Falls GS: first unit in-service

1922

The HEPC buys out the generation and transmission assets of the largest
of the remaining private power companies, the Electrical Development
Corporation

1922

January 26, Beck 1: first units in-service

1925

Sir Adam Beck, 68, dies

1930

August 14, Hydro acquires DeCew Falls 1 GS

1934

October 23, Employee Representation Plan signed, pre-PWU

1934

May 1, Sod turned for 620 University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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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The HEPC must redouble efforts to produce power for the war. The Quebec
contracts are redeemed as an important source of power for war production

1942

August 6, Barrett Chute GS: first unit in-service

1944

June 10, formation of Employees Association, HEPC

1944

June 30, Hydro acquires Matabitchuan GS

1944

November 1, Hydro acquires Lower Sturgeon Falls GS

1948

September 21, Stewartville GS: first unit in-service

1950

June 28, Official opening Des Joachims GS

1950

July 17, Pine Portage GS: first unit in-service

1951

November 8, Unit No. 2 at J. Clark Keith Generating Station (Steam) in
service

1951

October 26, R.L Hearn station, Hydro's first fossil-fuelled power plant,
officially opens

1952

April 1, Unit No. 1 at J. Clark Keith Generating Station (Steam) in service

1953

April, Unit No. 2 at J. Clark Keith Generating Station (Steam) in service

1953

November, Unit No. 4 at J. Clark Keith Generating Station in service

1954

August 30, Official opening, Beck 2 GS

1955

January 16, Hydro Chairman Robert Saunders, 51, dies from plane crash
injuries

1955

June 17, community relocations begin for St. Lawrence project

1956

March 26, Manitou Falls GS: first Unit in service

1958

February 17, Whitedog Falls GS: first unit in-service

1958

July 5, R.H. Saunders GS: first unit goes on-line

1958

July 27, Caribou Falls GS: first unit in-service

1959

Ontario Hydro purchases land at Douglas Point, and construction begins on
the Bruce Nuclear Complex, a 220(MWe) CANDU prototype commercial
reactor.

1959

September 1, Silver Falls GS: declared in-service

1960

The Ontario Energy Board Act, 1960 creating the Ontario Energy Board
was proclaimed in force on September 1, 1960, succeeding the Ontario Fuel
Board. The functions of the Ontario Fuel Board were partly judicial and partly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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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July 15, Chief Engineer Otto Holden retires after a 47 year career with
Ontario Hydro

1961

September 26, Otter Rapids GS: first unit in service

1961

October 30, Lakeview GS produces its first power

1962

Nuclear Power Demonstration (NDP) in service ―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Ontario

1962

First Lakeview unit in service

1963

November 28, Little Long GS: first unit in service

1964

December 29, the guest speaker at the regular meeting of The Rotary Club
of Sarnia was Robert Smart of Ontario Hydro. Mr. Smart spoke about the
projected $200-million Lambton Thermal Generating Station, which he
described as ‘the greatest future source of electrical power in Canada and
perhaps all of North America’

1965

June 1, Harmon GS: first unit in-service

1965

July 14, construction of Pickering Nuclear GS begins

1965

November 10, the Eastern seaboard blackout

1966

June 29, Kipling GS: first unit in-service

1967

January 7, Douglas Point delivers its first electricity to the Hydro grid

1967

November 11, Mountain Chute GS first unit in-service

1968

September 26, Douglas Point is declared in-service

1969

November 7, First units of Lambton in-service

1970

August 12, construction on Lennox GS begins

1971

July 29, Pickering A: first unit in service

1972

August 25, construction of Hydro new head office begins

1972

January 16, Nanticoke produces its first power

1973

June 7, the Premier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Energy,
to include the Ontario Energy Board

1974

March 4, “ The Hydro Electric Power Commission of Ontario Statistical
Yearbook ― 1973 states ― ” An amendment to the Act which came into
effect on March 4, 1974 changed the name to Ontario Hydro. It also changed
from a six member commission to a formal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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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The first of 4 Bruce “A” 769MWe reactors comes into service, with the
remaining reactors coming on line over the next 2 years

1977

September 1, Bruce A: first units in service

1978

Construction starts on Bruce “B” generating station

1981

Bruce Heavy Water Plant “B” is declared in service

1983

May 10, Pickering B first unit in-service

1984

Douglas Point prototype reactor is removed from service and permanently
shutdown

1984

Bruce “B” generating station, consisting of 4 CANDU 785MWe reactors
commences operations

1984

September 14, Bruce B: first unit in-service

1985

November 27, Atikokan GS in-service

1987

October 1, Pickering 1 Unit 1 retubing completed and returned to service

1990

October 9, Darlington: First unit in-service

1993

Close of Bruce Heavy Water Plant announced

1993

March 10, rate freeze after increases in past three years

1993

Western Waste Management Facility (Bruce Site) Used Fuel Dry Shortage
in operation

1995

Pickering Used Fuel Dry Storage Facilities in operation

1998

October, with the passing of the new (Ontario) Energy Competition Act, the
former Ontario Hydro is broken up into a number of smaller companies. The
provincial generating assets are now under the new company Ontario Power
Generation (OPG)

1999

April 1, birth of Ontario Power Generation

2000

July 11, Bruce Power,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British Energy,
announces an agreement with OPG to lease and operate the Bruce "A" and
"B" nuclear generating stations until 2018, with an option to extend the lease
for another 2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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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0 May 31, the new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came into force. The
Atomic Energy Control Board is replaced by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

2001

RWOS 2 is renamed first as the Bruce Waste Management Facility, then
changed to the Western Waste Management Facility (WWMF) as the
agreement between OPG and Bruce Power gave the latter exclusive use of
the word "Bruce" as it pertains to the site. The WWMF is operated by OPG

2002

January 21, the Atomic Energy Control Board (AECB), Canada's nuclear
regulator, grants a license to OPG to construct the new dry storage facility
for used fuel. The facility, as ultimately designed, will contain approximately
2,000 steel and concrete containers housing 384 used fuel bundles each.
Each container, when loaded, will weigh approximately 140,000 pound

2002

October 9, ribbon cutting ceremony to open the new “Western Used Fuel
Dry Storage Facility.”

2002

November 15, Canada's new Nuclear Fuel Waste Act comes into force
(royal assent given June 13, 2002). The new Act has created a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WMO), whose board of directors is comprised of
nuclear industry representatives. The WMO has 3 years to come back to the
Canadian government with its recommendation on how to permanently
dispose of Canada's high level nuclear waste

2003

August 14, massive power failure plunges most of the province into
darkness. Province's generating stations ― including Darlington ― enact
emergency shutdown procedures, and aren't fully up to speed again until a
week later

2005

2005 April 30, Lakeview GS is shutdown

20

다. Ontario Power Generation의 목표
Ontario Power Generation는 현재 서부의 폐기물 관리 시설에 인접해
있는 Bruce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지질학적으로 깊은 저장소를 건설하고
관리하기로 명시했다. 그 저장소는 Bruce와 Pickering,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으로 생성되는 낮고 중급의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저장소이다.
2005년에, Ontario Power Generation은 규정상 승인 과정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캐나다의 환경 영향 평가 기관에 의한 포괄적인 환경 영향 평가와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 위원회로부터의 건설 부지 준비와 건설 허가 신청이다.
2008년 초에, CEAA는 재검토 과정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였다.
Ontario Power Generation은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새로운
4대의 원자로를 짓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였다. 그 오랜 승인 과정은 전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와 더불어 승인되기까지 3~4년이 걸린다. 만일 모든 것이 잘
해결된다면, 새로운 원자로 장치는 2018년에 가동에 들어갈 것이다. 아직
새로운 원자로가 어떤 기술을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았다. 또한,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4대의 원자로 설비 개선에 대한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연구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설비 개선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은 2009년으로 예상된다.
● Ontario Power Generation가 소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 Darlington (3,524MW - 4 CANDU Reactors) - Darlington, Ontario
• Pickering A (1,030MW - 2 CANDU Reactors)
• Pickering B (2,064MW - 4 CANDU Reactors) - Pickering, Ontario
• Bruce (Current - 4,640MW - Full 7,276MW) - Tiverton, Ontario
- Bruce A (4 CANDU reactors, operated by Bruce Power)
- Bruce B (4 CANDU reactors, operated by Bruce Power)
라. 3개의 원자력 발전소
Ontario Power Generation은 Ontario에 있는 Pickering A, Picker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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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캐나다에서 원자력 발전소 중 가장 큰 소유권자이다. Ontario Power Generation
도 또한 Bruce A와 Bruce B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권자이다. Bruce A와 Bruce
B의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2001년 5월 이래로 Bruce 발전소에 의해 가장
장기간 계약이 되었다. 이 계약은 2018년이 만기지만, 25년을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다.
(1) Darlington Nuclear Generating Station
(가)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는 Ontario주의 Clarington에 있는 Ontario
호수의 북부 기슭에 위치하는 캐나다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그 발전소의 명칭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시당국의

이전의

군구

이름인

Darlington에서

비롯되었다.

그림 2.6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 전경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는 모든 장치가 가동될 때의 총 출력량이 3,512
MW에서

3,740MW인

4개의

CANDU형

원자로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

보이는 표 2.6에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되는 4대의 원자로에 대한
현재 상태와 출력, 그리고 가동하기 시작한 날짜를 표기하였다.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는 Ontario주의 2백만 인구가 사용하기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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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약 20%를 제공하고 있다.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는 논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장 진보된 원자력 발전소 중의 하나이다.
표 2.6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

Darlington
In-Service

Shutdown

Units

Condition

Type

MWe

Darlington 1

Operation

PHWR

881

Darlington 2

Operation

PHWR

881

1992.11.14 2032.11.13
2030.8.8
1990.10.6

Darlington 3

Operation

PHWR

881

1993.2.14

2033.2.14

Darlington 4

Operation

PHWR

881

1993.6.14

2033.1.14

(나)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 착공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는 지방의 Crown 법인에 의해 1981년에서
1993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1999년

4월에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Ontario Hydro는 모든 전기 발전소를 인수하였고 5개 구성요소
인 Crown 법인으로 나뉘어졌다. 대부분의 Ontario주 사람들은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

초과된

방대한

원가의

견적을

연관시켜서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한 최초의 비용 산정은 설계에서 50억
달러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설계에 들었던 비용은 14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다)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의 연장 제안
Ontario Power Generation은 또한 착공하는 동안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4개의 원자력 시설을 짓는 과정도 함께 시작했다. 그것은
3년에서 4년 동안 완성한 총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오랜 승인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모든 것이 잘 해결된다면 새로운 시설들은 머지않아
2018년까지 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다. 그 기술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았으나 정부는 CANDU형 도안에 대해 호감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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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라)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
폐기 장소는 Darlington 폐기물 관리시설에 있다. Ontario의 Kincardine
서부에 위치한 폐기물 관리시설이 인접한 곳에 중급 핵폐기물의 장기적인
보관을 위해 깊은 지질학적인 저장소의 건설과 가동을 제안했다. 규정상 기관에
의한 승인과 허가가 끝날 때까지,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는 2012년에는
건설을 시작할 것이고, 2017년에서 2018년에 가동을 할 것이다.
(2)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 (Pickering Nuclear Generating Station)
(가)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의 착공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는 1966년에서 1986년 사이에 Crown 법인인
Ontario Hydro에 의해 건설되었다. 1999년 4월에 Ontario Hydro는 Ontario
Power Generation과 함께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모든 전력 발전소를 인수하였고, Ontario Hydro는 5개 구성요소인 Crown
법인으로 나뉘어졌다.

그림 2.7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의 전경
Ontario 북부 기슭에 위치하는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핵 시설 중 하나이며, 모든 원자로가 전부 가동 될 때의 총 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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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124MW에서

총

4,336MW인

8개의

CANDU

원자로로

구성된다.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는 8개의 원자로와 큰 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캐나다의 Bruce 원자력 발전소만 능가하는 정도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은 다수의 북부 송신망을 거쳐 230,000 ~ 500,000 볼트의 전송로로 연결이
되고 있다.
①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
Pickering Nuclear Generating Station은 Pickering A와 Pickering B 두
군데의 별개 장소에서 가동이 되고 있다. 사실 상, 본질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 군데의 고안을 별개의 장소로 구분한 것은
전적으로 인위적인 것은 아니다. Pickering A 원자로는 Pickering B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인 기술적인 문제로 운전이 정지가 되었을 때, Moderator
dump를 사용한다. 그러나 두 발전소 사이에는 많은 시스템과 공통된 구조가
있다. 이것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마도 공유되는 진공 건물과 부정적인
압력 견제 시스템일 것이다. 아래 표 2.7은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되고 있는 8대의 원자로를 표기한 것이다.
표 2.7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

Pickering A

Pickering B

Pickering A 1

Pickering B 5

Pickering A 2

Pickering B 6

Pickering A 3

Pickering B 7

Pickering A 4

Pickering B 8

㉮ Pickering A
Pickering A의 4개의 원자로가 1971년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갔으며, 그
다음 Ontario Hydro의 원자력 발전의 진보된 프로그램의 일부인 Pickering A가
임의로 Layup에 놓였던 199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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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에 4호기는 상업적인 가동으로 전환하였다. 1호기는 2005년 11월에
상업 적인 가동으로 전환하였고 2호기와 3호기는 아직까지는 안전한 운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8 Pickering A의 전경
㉯ Pickering B
Pickering 5, 6, 7, 8호기는 1983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 원자로들은 총 전체 출력이 대략 2,100MW이다.
Ontario Power Generation는 2050년에서 2060년까지 각 원자로들의 가동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Pickering

B

원자로의

설비를

개선하는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설비개선 연구를 시작했다. 아래에 Pickering B의 설비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췌하여 참고사항으로 기입하였다.

●
Pickering

B

Pickering B Refurbishment Study

Nuclear

Generating

Station에는

25년

이상

전력을

생산해내는 4대의 CANDU형 원자로가 있다. Pickering B 원자로는 예정된 공급
수명 끝에 운전을 정지하거나 또는 설비를 개선 할 수 있고 Ontario에 계속적
으로 전기를 제공 할 수 있다. Pickering B의 수명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개선하는 것은 특히 공급 튜브와 연료 채널 또는 증기 발전기와 같은 주요한
구성 요소를 교체하여 확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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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래로, Ontario Power Generation은 매우 철저한 환경 분석을
착수해 오고 있으며, 안전과 경제적 충돌은 Pickering B를 잠재적으로 설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관련시켜 생각했다. 2009년 초,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Pickering B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들였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완화 측정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적 충돌의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EA가 Pickering B을 설비 개선해야 하는 지 아닌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동안 그 결정을 위한 과정은 계속 될 것이다. Plant의 통합된
안전성 재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지금 CNSC와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재
검토에는 안전한 장기적인 가동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요인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Plant와 Plant 성능의 현재의 상태 평가를 포함한다. 또 다른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설비 개선의 재정적인 충돌일 것이다.
우리의 발전된 목표인 설비 개선 연구를 통하여 사실에 입각한 업무
케이스로 Ontario Power Generation 이사회에 의해 결정이 인도 될 것이다.
우리는 비용을 고려하고 일정과 작업, 운영 경비, 생산 수준과 앞으로의 전력
가격을 조정 할 것이다. 이 요인은 Ontario Power Generation 이사회가 올바른
업무 결정에 이르는 것을 도울 것이다.

②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의 부분적인 운전 정지
1997년 12월 31일, 4대의 Pickering A 원자로는 그 구역에서 Ontario
Hydro의 비상시 운전정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불이행으로 원자력 위원회 정부
원칙에 의해 운전정지 되었다. Ontario Hydro의 원자로를 다시 재가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태도를 가졌으나, 재 가동 프로젝트는 긴 연기를 거쳤고 큰
비용이 들었다. 아래 표 2.8은 현재 Pickering A와 B에서 가동되는 각각의
원자로에 대한 현재 상태와 출력, 그리고 가동하기 시작한 날짜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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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Pickering A와 B의 현황

Pickering A
Units

Pickering B

Condition MWe In-Service Shutdown

Units

Condition MWe In-Service Shutdown

Pickering A 1 Operation

515

1971.7.29 2011.7.29 Pickering B 5 Operation

516

1983.5.10 2023.5.10

Pickering A 2 Shutdown

515

1971.12.30 2011.12.30 Pickering B 6 Operation

516

1984.2.1

2024.1.31

Pickering A 3 Shutdown

515

1972.6.1

2010.6.1 Pickering B 7 Operation

516

1985.1.1

2025.1.1

Pickering A 4 Operation

515

1973.6.17 2013.6.16 Pickering B 8 Operation

516

1986.2.28 2026.2.27

③ 연료
Pickering A 원자력 발전소와 Pickering B 원자력 발전소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해 낸다. 중수가 끓으면
감속재나 냉각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원자로 계통은 약 110㎏/㎠
정도로 가압되어 중수의 끓음을 방지한다. 이곳에서 가열된 물(약 300℃)이
증기발생기로 보내진 후 열 교환을 통하여 2차 측의 물을 가열하여 터빈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증기를 발생시킨다. 부지에서부터 주거와 상업상과 공업상
의 사용자까지 전력을 운반하는 전송로로 전기가 공급된다. 캐나다에서 발전된
CANDU 기술인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는 두 개의 차고를 가득 차고도 남는
많은 연료가 필요 없이 꼬박 1년 동안 천연 우라늄 연료를 사용 하여 발생하는
핵분열에 의해 그 막대한 전기 출력을 생산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④ 안전성
안전성은 이 디자인과 건설을 이끌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CANDU 시스템은 원자로 이하 대 부수적인 사건의 경우에
안전하게 운전을 정지하는 방법과 어떤 유해한 방사능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장벽 안전 시스템 등 몇 가지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의 핵 연료, 핵의 안전과 통제 행위를 통하여 건강, 안전성,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핵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의해
인가되었다. 또한,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연방과 지방 행정의 안전에
목표를 두고 환경 보호 활동과 계획 등의 환경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Pick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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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는 모든 규정된 규범을 충족시키거나 능가한다.
⑤ 원자로 시설
원자로를 에워싸기 위해 Pickering A 와 Pickering B는 각각의 4개의
원통형의 구조의 무겁게 강화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내부의 콘크리트 벽은
원자로가 가동하는 동안 방사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각 건물은 1대의
원자로와 12대의 증기발전기(보일러)를 포함한다. 원자로는 크고 무겁게 보호된
용기와 또는 Calandria로 구성된다. Pickering A의 Unit의 각 원자로 내부에
있는 Calandria는 390개의 압력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Pickering B의 Unit의 각
원자로 내부에 있는 Calandria는 380개의 압력관으로 구성되어있다.
⑥ 터빈 건물
이 두 개의 철강 프레임 구조의 길이는 대략 382m(1,255ft), 넓이는
54m(179ft), 높이가 45m의(148ft)로 각각 4대의 터빈 발전기와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포함한다. 각 터빈 발전기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1,800rpm으로
회전한다.
⑦ 진공 건물
이 높은 원통형의 51m의(166ft)콘크리트 구조는 CANDU 시스템의 독특
한 안전성 특징인 압력 경감 수송관에 의해 8개의 원자로 건에 연결 되어 있다.
진공 건물은 불규칙한 대기압에 유지된다. 방사성 증기가 어떻게라도 누출이
되면 기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진공 건물로 흡입되게 된다. 따라서
발전소 외부에서 그 누출을 막음으로써 차단이 된다.
3. Bruce Power
가. Bruce Power 위치

Bruce 원자력 발전소는 Inverhuron과 Tiverton 지역에 있는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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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on 호수 동쪽의 기슭에 위치하는 캐나다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그 시설의
명칭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Bruce 주 이전의 Bruce의 군구 이름으로
부터 비롯되었다.
나. Bruce A의 현재 상황
그 시설은 1970년에서 1987년 사이에 Crown 법인인 Ontario Hydro에
의해 건설되었다. 1990년대 말, Bruce 발전소의 소유자인 Ontario Hydro는 다른
원자로에 집중하여 자원을 모으기 위한 Ontario Hydro의 내포된 의미로 Bruce
A 원자로들을 일시적으로 Lay-up하는 사업 결정을 내렸다. 1995년 10월에
2호기의 공급을 차단시키고, 1997년 12월에 1호기의 공급을 차단시키고,
1998년 1월에 4호기의 공급을 차단시켰으며, 1998년 4월에는 3호기의 공급을
차단시켰다. 1999년 4월에 Ontario Power Generation은 모든 전기 발전소를
인수하였고 Ontario Hydro는 5개 구성요소인 Crown 법인으로 나뉘어졌다.
2000년 6월에 Ontario Power Generation은 Bruce 발전소의 가동을 이어 받는
민간 부문 협회 Bruce의 힘으로 장기 임차 계약 협정을 맺었다. 그 때, 모든
Bruce A의 4개의 원자로들은 Laid-up되었다. 그 이후 Bruce Power는 각각
3호기와 4호기를 2004년 1월과 2003년 10월에 공급을 다시 시작하였다. (표
2.10 참조)
표 2.9 Bruce Power의 일반적인 사항

Type
Founded
Headquarters
Key people

Bruce Powe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Tiverton, Ontario (2001)
Tiverton, Ontario, Canada
Duncan Hawthorne - President & CEO

Industry

Electricity generation

Products

Electricity

Bruce Power는 출력에 관하여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
시설이고 현재, 세계에서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 시설 중 가장 크다. 모든
원자로들이 On-line 상태 일 때, 8대의 원자로는 총 6,232MW에서 7,276MW

30

의 출력을 가진다. 현재 8대의 원자로 중 6대의 출력은 4,640MW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인 Kashiwazaki-Kariwa 원자력 발전 시설은
총 8,206MW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나, 2007년 7월에 지진으로 인해 운전을
정지했다.) Bruce 발전소는 Ontario의 남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전송 센터에
공급하기 위해 2개의 500kV의 전송로를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3개의 230kV
전송로는 각 지방에 공급하고 있다.
표 2.10 Bruce A와 Bruce B의 현재 상황
Bruce A
Units
Bruce A 1
Bruce A 2
Bruce A 3
Bruce A 4

Condition
Shutdown
Shutdown
Operation
Operation

MWe
769
769
769
769

Bruce B
In-Service
1977.9.1
1977.9.1
1978.2.1
1979.1.18

Shutdown
1997.12.15
1995.8.8
2018.1.31
2019.1.18

Units
Bruce B 1
Bruce B 2
Bruce B 3
Bruce B 4

Condition
Operation
Operation
Operation
Operation

MWe
785
785
785
785

In-Service
1985.3.1
1984.9.14
1986.4.10
1987.5.22

Shutdown
2025.2.28
2024.9.14
2026.4.9
2027.5.22

다. Bruce A의 지속적인 가동 프로젝트와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2005년 가을, Bruce Power와 Ontario정부에서는 Ontario주 지역의 증가
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호기와 2호기를 다시 가동하는 일을 맡았다.
그 프로젝트는 원래 42억5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06년에서 2007년에
실시된 재 가동 프로젝트는 캐나다 매거진의 기재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사회적 기반 프로젝트로 보도하였다. Bruce Power가 4대의 모든 원자로의
480개 연료채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을 때, 프로젝트를 위한 예상 비용은 52억
5000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증가했고, Bruce의 다른 3개의 호기들과 함께
4호기는 가동할 수 있는 수명연장을 2036년까지 확장할 것이다. 2008년에는
필요한 로봇공학을 전개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1호기와 2호기의 재 가동
예상비용은 4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사이로 증가했다. 3호기와 4호기(2003년에
완료되면서)가 다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초의 Bruce A 재 가동 프로젝트에
뒤이어 Bruce의 1호기와 2호기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재 가동 작업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2005년 10월 17일에 Bruce Power는 이것의 구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을 발표했다. Ontario의 에너지 이사회 승인으로
제출되는 계획의 일부로서, Ontario 발전소 당국은 적어도 2대의 원자로로
이루어진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것을 권했다. 선도하는 후보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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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L의 진보적인 CANDU 원자로이다. 환경 영향 평가는 Bruce와 그리고
Ontario Power Generation의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Bruce 부지는 가동 중지 된 Douglas Point에 둘러 싸여져 있고 그것은
일찍이 CANDU형 원자로였다. 안전성은 Bruce Power와 그 계약자를 위한 재
가동 시작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 프로젝트는 하나의 손상 없이 1200만
시간을 가동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세운 그 기록은, 전체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획기적인 사실이다.

그림 2.9 2002~2004년 Bruce A Turbine Hall 재 가동 프로젝트
(1) 프로젝트 소개
Bruce Power는 현재 Bruce 1호기와 2호기를 일시적인 Lay-up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재 가동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Bruce에게 일련의 쇄신과
업그레이드와 강화를 행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1호기와 2호기의 연장된
가동을 위해 발전 수용력과 신뢰성을 늘리고 있는 동안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 재 가동에 복귀함에 앞서, 1호기와 2호기가 착수해야 할 작업
• Pressure tube and Calandria tube replacement;
• Steam generator replacement;
• Electrical systems upgrades;
• Main condenser refurbishment;
• Feed water heater refurb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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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down System 2 enhancement; and
• Significant other maintenance on nuclear and balance of plant
Equipment
Bruce Power의 “Bruce A의 지속적인 가동 프로젝트와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개선”으로 알려진 계획은 환경적 영향을 목적으로 3가지 자체 목표가
있다.
• Bruce A 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한다.
• Bruce A의 총 전력량을 증가시킨다.
• 2043년까지 잠재적인 Bruce Power의 계약연장을 통하여 발전소의 전력
공급과 안전 유지를 확실하게 한다.
표 2.11 Bruce A의 지속적인 가동과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프로젝트
Units 1 & 2

Units 3 & 4

• Required maintenance during lay-up
• Fuel Channel Replacement
• Nuclear Systems Upgrade
(including steam generators)
• Balance of Plant Upgrade
(conventional systems)
• Refulling with initial load of fuel
• Restarting the reactors and operation
through their extended lives including
required maintenance
• Potentially loading Low Void Reactivity
Fuel and subsequently operating at an
uprated maximum reactor power

• Required maintenance during lay-up
• Fuel Channel Replacement
• Nuclear Systems Upgrade
(including steam generators)
• Balance of Plant Upgrade
(conventional systems)
• Potentially loading Low Void Reactivity
Fuel and subsequently operating at an
uprated maximum reactor power

Bruce A의 지속적인 가동 프로젝트와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개선을
위해서 위 표 2.11에 명시되어 있는 몇 가지 활동을 포함한다.
Bruce의 설비 개선과 관련하여 캐나다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 압력관
교체 선례를 Bruce를 포함하여 다른 발전소의 원자로 내에 있는 압력관의 교체
현황에 대해 간단히 표 2.12에 작성하였다.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의 압력관
교체는 원자로 내 모든 부품의 교체를 통한 수명연장이 아닌 2호기의 압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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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Pickering 2호기가 1983년, 경보도 울리지 않은
상태로 압력관이 파열되면서 원자로 냉각이 실패하게 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2호기의 압력관을 교체하는 데에 당시 비용으로
7억 달러가 들었고 4년 동안 폐쇄가 되었다. Gentilly-2도 1995년에 같은
이유로

전체

압력관을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압력관을 교체하는 대신 원자로 관과 압력관 사이의 ‘garter spring’이라 하는
지지대를 접합시켜서 파열을 막아보는 시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Point
Lepreau 발전소에도 작용되었으나, 최근 전체를 교체하게 되었고, Bruce 원자력
발전소도 교체할 여력이 없어서 폐쇄 논쟁이 있었고 냉각재 배관에도 문제가
생겨 건설비용 18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배관을 교체하였다.
표 2.12 캐나다 원자력 발전소의 압력관 교체 선례
Replacement Completion

Pickering 1~4Unit ('87~'93)

Replacement Process

Bruce 1,2Unit ('07~), Point Lepreau ('08~)

Replacement Arrangement

Bruce 3,4Unit

CANDU형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연장의 선례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한다면,
중수를 사용하고 농축하지 않은 우라늄을 사용하여 가동 중에 일상적으로 핵
연료를 부분적으로 교체 할 수 있어 핵 물질 유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CANDU형 가압중수로(PHRW)는 설계상의 결합으로
인해 압력관이 파열, 냉각 배관 부식 등의 문제가 심각해 종주국인 캐나다
이외에는 안도, 파키스탄, 한국, 아르헨티나, 루마니아가 소수 이용하고 있어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5%를 차지하는 수준이라 가동 경험이 부족하며 수명
연장 경험도 없다. 가동 중에 압력관 교체 등의 안전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해 가동 중기 기간이 길어져 폐쇄 시기가 설계수명보다 10여년 정도 늘어난
Pickering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CANDU형 원자력 발전소 중에 설계
수명을 다한 뒤, 수명이 다시 연장 된 사례는 없다. 압력관 교체 작업 중인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한 지 20년 만에 하는 교체작업이라고
한다.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압력관을 교체하고 수명연장을 준비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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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Bruce 1호기와 2호기 재 가동 이정표
Unit 1 and 2 Restart
Major Milestones to completion
Reactor and fitting removal underway (Milestone 1)

Unit 1

Unit 2

complete complete

Calandria tube removal complete (Milestone 2)

2009

complete

Power available for low pressure service water system fill and flush
(Milestone 3e)

"

complete

Low pressure service water system fill and flush (Milestone 3)

"

complete

Service water system commissioning complete (Milestone 3a)

"

"

Heavy water upgraders operating.
Unit 0 milestone included for information (Milestone 4)

"

"

Power available for Shutdown System No.1 commissioning (Milestone 5e)

"

"

Shutdown No.1 commissioning underway (Milestone 5)

"

"

Power available for systems to refill moderator (Milestone 10e)

"

"

Turbine components ready for commissioning (Milestone 12)

"

"

Retube substantially complete (Milestone 9)

"

"

Power available for first stage feedwater system flush (Milestone 8e)

"

"

Airlocks ready for commissioning (Milestone 13)

"

2010

Refill moderator and auxilaries for commissioning (Milestone 11)

"

2009

Begin Shutdown System No.2 commissioning (Milestone 7)

"

2010

First stage feedwater flush (Milestone 8)

"

2009

Begin liquid zone control reactor regulating system commissioning (Milestone 6)

"

2010

Remove final feedwater flushing jumpers and logic checks (Milestone 8a)

"

"

Establish over poisoned guaranteed shutdown state (Milestone 14)

"

"

Start refuelling (Milestone 15)

"

"

Commence vault pressure test (Milestone 17)

2010

"

Begin bulkhead removal (Milestone 18)

"

"

Power available for primary heat transport (Milestone 20e)

"

"

Start and fill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Milestone 16)

"

"

Full containment poised (Milestone 19)

"

"

Pressurize heat transport system for cold flush (Milestone 20)

"

"

Remove reactor shutdown guarantees (Milestone 21)

"

"

Reactor heat-up and hot conditioning (Milestone 22)

"

"

Final modification and maintenance completion certificate, all power available
(Milestone 20)

"

"

First synchronization to grid (Milestone 23)

"

"

Eight per cent reactor power (Milestone 24)

"

"

Thirty per cent reactor power (Milestone 25)

"

"

Fifty per cent reactor power (Milestone 26)

"

"

Commercial operation (Milestone 27)

"

"

Project completion (Milestone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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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ANDU-6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과 설비개선
제 1 절 CANDU-6형 원자로
CANDU-6 발전용 원자로가 증명되면서 뛰어나고 최신기술의 조합을
제공했다. CANDU-6는 전력 생산을 위해 특별하게 고안되었고, 다른 주요
원자로 형태와 유사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서서히 발전시켜 나갔다. CANDU-6
발전에 집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CANDU-6가 높은 연료 효율을 가진다는
것이다. CANDU-6은 AECL의 700MWe 종류의 원자력 원자로이다. 첫 번째
CANDU-6의

설비들은

첨단적인

기술로

1980년대

전반에

전력

공급에

들어갔다. 그리고 뛰어난 기술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고안은 이후 계속
전개되었다.
CANDU-6는 캐나다,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 전반에 인가
되었다. 1996년에, 루마니아의 Cernavoda 1호기에 인가되었고, 한국의 울성
2호기는 물론, 울성 3호기와 4호기도 1997년과 1999년에 한국에 각각 인가
되었다. 중국의 Qinshan 1호기와 2호기에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인가되었다.
2007년에, 루마니아의 Cernavoda 2호기에도 CANDU-6가 장착 되 었다.
그리하여 총 11대의 CANDU-6 원자로가 현재 가동 중이다.

그림 3.1 CANDU-6의 연료 채널(Fuel Channel)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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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ANDU-6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과 설비개선
1. Hydro-Québec
가. Hydro-Québec 설립 배경
Hydro-Québec은 캐나다 퀘백의 공사로, 퀘백과 미국 북동부 지역에
전기를 제공한다. Hydro-Québec은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의 생산 회사이다.
2008년에 Hydro-Québec의 총 설치 용량은 36,429 MW이었고, 대략 97%가
수력발전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이다. Gentilly 원자력 발전소는 퀘백 주 근처
Bécancour에

위치하는

원자력

발전소이다.

Gentilly

원자력

발전소는

Bécancour 도시의 교외에 위치하는 Gentilly로부터 명칭이 생겼으며, 몬트리올
에서 200km의 북동부에 있다. Hydro-Québec 부지는 퀘백 주의 유일한 발전용
원자로로 St. Lawrence강의 남부 기슭에 2대의 원자로를 포함 하고 있다.
Hydro-Québec은 1966년에서 1983년 사이에 지방의 Crown 법인에
의해 건설되었다. Gentilly-1은 해체되는 과정에서 가동 중지되었고, Gentilly-2
는 현재 가동 중이다.
표 3.1 Hydro-Québec이 일반적인 사항

Type
Founded

Crown corporation
April 14, 1944

Headquarters Montreal, Quebec, Canada
Key people

Hydro-Québec

Industry
Products

Thierry Vandal, President & CEO
Electricity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Electricity

나. Hydro-Québec의 연혁
Hydro-Québec은 몬트리올 주변에 있던 특히 빛, 열, 그리고 파워
회사에서 전력 회사로 부분적인 국영화가 되어 1944년 4월 14일,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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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élard Godbout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다. 전체적인 이름은 퀘백 수력 발전
위원회(Quebec Hydro-Electric Commission)였다. 하지만 곧 Hydro-Québec
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이 회사의 첫 번째 사장은 Télesphore-Damien
Bouchard였다. Hydro-Québec은 Maurice Duplessis이 1944년에서 1959년
까지 수상직을 맡고 있는 동안 내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Maurice Duplessis은 파워 회사가 어떤 그 이상의 국영화가 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퀘백의 나머지 11개의
개인적으로 소유된 전기 회사들이 국영화가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형태로
Hydro-Québec은 상당히 확장을 하였다. 국영화가 되는 것은 수력 발전의 자원
담당이었던 René Lévesque장관과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했던 Jean Lesage의
주도권 하에 완료되었다. 1965년을 시작으로 Jean-Jacques Archambault와
그의 동료는 대부분의 효율적인 장거리 전력 수송에 대해서 735kV의 전송로를
사용하여 Hydro-Québec을 세계의 첫 번째의 공익사업으로 만들었다. 그
전송라인은 현재 퀘백 주 전력 송신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과 1980년대 시기에는 Hydro-Québec의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1971년에는 Robert Bourassa 수상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 시스템 중에
하나인 James Bay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했다. 오늘 날, James Bay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은

퀘백의

전력

요구사항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기여한다. 그리고 1966년과 1983년 사이에 Hydro-Québec은 Gentilly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Gentilly 원자력 발전소는 퀘백 주에 위치하는 유일한 원자력
발전 시설이다. 40년이 채 되지 않아 Hydro-Québec이 생산하고 있는 총 전력
수용량은 1963년 3,000MW를 시작으로 2002년에 거의 33,000MW가 될
정도였다.
2002년에 Hydro-Québec은 수질오염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의 환경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거부했다. 대 법원은 캐나다의 환경 보호 행위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판정하여, Hydro-Québec은 그 조항에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아래의 표는 Hydro-Québec의 연대 별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발췌하여 참고적인 사항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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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Hydro-Québec의 Milestone

1944

1944-1959

1962

1963

Creation of the Québec Hydro-Electric Commission ;
On April 14, the provincial government passed a law expropriating the electric and
gas assets of Montreal Light, Heat and Power Company Consolidated and
transferring their ownership and administration to the Québec Hydro-Electric
Commission, today Hydro-Québec.
Development of generating facilities ;
One after the other, Hydro-Québec undertook construction of the second section of
Beauharnois generating station, Carillon peak-load power station, Bersimis-1 and
Bersimis-2, the third section of Beauharnois generating station and, in 1959, the
Manic-Outardes complex.
A new head office ;
Hydro-Québec's employees moved out of the old "Power Building" at the corner of
Saint Antoine (formerly Craig Street) and Saint-Urbain, which it had inherited from
MLH&P in 1944. Hydro-Québec's new head office, at 75 Dorchester Boulevard West
(now René-Lévesque Boulevard), was inaugurated on June 8, 1962.
Second phase of nationalization ;
On May 1, Hydro-Québec acquired most of the private electricity distributors
through a takeover bid. Forty-five of the 46 electricity cooperatives and many
municipal distribution systems accepted Hydro-Québec's subsequent buyout offer.

1965

Foray into nuclear technology ;
Hydro-Québec signed an agreement with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AECL) to construct an experimental nuclear generating station, Gentilly-1.
Hydro-Québec later built another nuclear plant, Gentilly-2, for commercial
production. A 1980 moratorium put an end to construction of new nuclear facilities in
Québec.

1967

Founding of Hydro-Québec's Institut de recherche en électricité (IREQ);
Hydro-Québec established a world-class research centre to benefit from progress
in technology.

1968

Inauguration of Daniel-Johnson dam ;
At Manic-5, Hydro-Québec inaugurated the world's largest multiple-arch dam: the
Daniel-Johnson dam. The Manic-Outardes complex produced other world records:
Manic-2, the largest hollow gravity dam; Manic-3, with its double cutoff wall reaching
a depth of more than 120m in the Manicouagan River bed; and transmission lines
carrying power at an unprecedented 735 kV.

1968

Completion of Tracy generating station ;
Hydro-Québec finished construction of Tracy generating station, a legacy from
Shawinigan Water and Power Company. Tracy is Hydro-Québec's only conventional
oil-fired power plant currently in service.

1969

Signature of an agreement with Churchill Falls (Labrador) Corporation [CF(L)Co] ;
Under the terms of an agreement with CF(L)Co, Hydro-Québec gained access to
almost all the electricity generated at Churchill Falls until the year 2041.

1971

Launch of the "project of the century" ;
Hydro-Québec commenced development of the La Grande complex at James Bay.
Project management was assigned to Société d'énergie de la Baie James, which
subsequently became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Hydro-Québec. In 1996, when
the final generating station, Laforge-2, was commissioned, La Grande became the
most imposing hydroelectric facility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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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Signature of the James Bay and Northern Québec Agreement ;
Hydro-Québec signed an unprecedented social contract that establishe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wo First Nations-Cree and Inuit-and of the other parties
involved, as well as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were to gover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James Bay territory.

1978

Creation of Hydro-Québec International (HQI) ;
Hydro-Québec's new subsidiary was given a mandate to export Hydro-Québec
expertise.

1981

1987

Creation of Nouveler ;
Nouveler was responsible for developing new energy sources and promoting
energy efficiency. Nouveler was restructured in 1997, becoming a venture capital
company-Hydro-Québec CapiTech,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Hydro-Québec.
Inauguration of Hydro-Québec's Laboratoire des technologies électrochimiques et
des électrotechnologies (LTEE) in Shawinigan ;
The laboratory has a mandat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applications
for electricity. In May 2002, its name was shortened to Laboratoire des technologies
de l'énergie (LTE).

1996

Creation of the Régie de l'énergie du Québec ;
The Government of Québec established Québec's energy board, an agency
responsible for regulatory supervision of energ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1997

Acquisition of a stake in Noverco ;
Hydro-Québec acquired a large stake in Noverco, a holding company that owns
natural gas supplier Gaz Métro, Limited Partnership.

1997

Opening of the North America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
Hydro-Québec gave the entire North American market access to its transmission
system. It created a new division, Hydro-Québec TransÉnergie, to offer all its
customers reliable, high-quality power transmission. HQ Energy Services (U.S.),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Hydro-Québec, obtained a licence as a power marketer
in the U.S. wholesale market.

1999

Rate freeze ;
Hydro-Québec ordered a freeze on electricity rates until 2002. This measure was
subsequently extended to April 2004.

2000

Billion-dollar income ;
Hydro-Québec's net income broke the billion-dollar barrier for the first time ($1.078
billion).

2001-2002

2001-2002: Creation of new divisions ;
Hydro-Québec Distribution, Hydro-Québec Production and Hydro-Québec
Equipement (the latter established in 2002) were added to Hydro-Québec
TransEnergie (created in 1997), bringing the number of divisions to four. In early
2002, Hydro-Québec Distribution filed its first Electricity Supply Plan with the Régie
de l'éner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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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A historic agreement ;
On February 7, the Government of Québec signed a historic agreement with the
Grand Council of the Crees, paving the way for two major hydroelectric projects at
James Bay: Eastmain-1 generating station, to be
followed by Eastmain-1-A and the Rupert River diversion.

다. Hydro-Québec의 원자력 발전소
(1) Gentilly-1
CANDU-BWR 원형의 원자로 형태로 SGHWR (Steam Generating
Heavy Water Reactor) 고안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Gentilly-1은 출력 값이
250MWe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 원자로는 CANDU형 원자로 중에 유일한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코어(Core) 아래의 기계에 연료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직으로 향하는 압력관을 포함하고 있고 경수(light-water)를
냉각제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원자로의 복합성과 비용을 줄이고
다시 그 원자로를 수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설계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7년 가까이 넘게 오직 180일만 가동을 하였다. Gentilly-1은 1972년 5월에
상업적인 가동에 들어갔고, 1977년 6월에 가동을 중지하였다.
(2) Gentilly-2
Gentilly-2는 CANDU-6 원자로의 표준형이며 Point Lepreau 원자력

41

발전소와 유사한 형태이다. CANDU-6 원자로는 성공적인 원자로 형태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루마니아와

중국에

수출되었다.

Gentilly-2는

675MWe의 출력을 가진다. Gentilly-1의 원자로와는 다르게 Gentilly-2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완벽한 출력을 기록했고, 2007년 즈음에는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가동을 중지했다. 하지만 Gentilly-2의 운명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Gentilly-2는 퀘백의 지방에 단지 3%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퀘백 주 북부에 방대한 수력 발전소가 있다.)
Hydro-Québec은 비싼 설비 개선의 비용을 치르기 보다는 오히려 원자로를
가동을 멈추고 폐쇄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Gentilly-2를 위한
효율적인 설비 개선에 드는 비용 결정에 노력하기 위해 Hydro-Québec은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다가오는 설비 개선을 아마도 지켜볼 것이다.
퀘백은 Gentilly-2의 수명연장을 2040년까지 확장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으로
19억 달러가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Gentilly-2 부지는 또한 500MW의
가스 터빈(gas turbine) 시설도 수용하고 있다.
(3) Gentilly-1과 Gentilly-2의 비교
Hydro-Québec에서

건설하였던

Gentilly-1과

Gentilly-2

원자력

발전소 를 비교 정리하여 아래의 표로 나타냈다.

표 3.3 Gentilly-1과 Gentilly-2 원자력 발전소 비교

Name of Nuclear Generating Station

Gentilly-1

Gentilly-2

In-Service Date

1972.5.15

1983.9.15

Shutdown Date

1981.8.31

2028.9.15

Electric Output

250MWe

675MWe

Type of generating station

CANDU-BWR
(Boiling Water Reactor)

PHWR CANDU-6

Fuel

Natural uranium

Natural uranium

Moderato

Heavy water

Heavy water

Coolant

Light Water

Pressurized heavy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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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dro-Québec의 설비개선 배경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Hydro-Québec은 19억 달러(약 1조 9천억
원)을 들여 퀘백 주에서 유일한 발전용 원자로 Gentilly-2의 수명을 연장하여
2040년까지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dro-Québec은 성명에서 수 차례의
기술, 경제성, 안전성 관련 연구를 수행 한 끝에 현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또한 Gentilly-2는 신뢰성 있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Hydro-Québec의 송전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Hydro-Québec의 Thierry Vandal 사장은
설비개선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연장 하게 된 좋은 프로젝트라고 언급했다.
이 프로젝트 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Soli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SRWMF)을 건설하는
것이다. Hydro-Québec 관계자는 19억 달러는 증기 발생기를 포함한 공학
설비에 사용 될 것이고, 폐기물 시설에는 5000만 달러, 예비 비용으로 2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5) Hydro-Québec의 설비개선 계획
Hydro-Québec은 엔지니어링과 조달 업무는 올해 안에 시작되고 건설은
2011년에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작업에는 원자로 수명연장, 터빈
발전기를 포함한 제어 및 지원 시스템이 포함된다. 현재 재 가동 일정은 2012
년으로 정해져 있다. Hydro-Québec은 2012년부터 전력 생산 단가는 kWh당
7.2센트(약 72원)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격에는 해체 비용뿐 만 아니라,
25년간의 운영비용과 19억 달러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다. Gentilly-2
해체 비용으로 이미 10억 달러가 마련되어 있다. Hydro-Québec은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로부터 SRWMF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2007년 4월에 획득한 바가 있다. SRWMF 건설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이미 진행 되고 있으며, 중 저 준위 고체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하여 즉각적인 운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2단계는
수명연장 작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이다. 나머지 두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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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수명 동안 발생 할 요구 사항을 대처하는 것이다.
2. New Brunswick Power (NB Power)
가. New Brunswick Power 배경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New Brunswick의 2km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Point Lepreau의 캐나다 원자력 발전소이다.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Charlotte 주의 최 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근처의 headland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비록 발전소이지만 그 자체는 Saint John 주의 내부의 수백
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1975년과 1983년
사이에 지방의 Crown 법인인 NB Power에 의해 건설되었다.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의

동쪽에

위치하는

유일한

핵

발전소

시설이고,

Fundy만의 북쪽의 기슭에 위치하는 총 출력이 640MWe(capacity net)에서
680MWe(gross net)를 내는 1대의 CANDU 원자로를 포함한다
표 3.4 NB Power의 일반적인 사항

Type
Successor
Founded

Crown corporation
NB Power Distribution and Customer Service
NB Power Generation
NB Power Nuclear
NB Power Transmission
1920

Headquarters Lepreau, New Brunswick, Canada

NB Power

Key people
Industry
Products

Edward Barrett, Norman Betts
Electricity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Electricity

Point Lepreau의 CANDU-6 원자로는 25년 전에 고안되었으며 2008년
까지 계획을 연기 할 예정이었다. 2005년 7월에 NB Power는 발전소가 설비
개선하는 동안 캐나다 주에서 14억 달러에 계약을 하기로 발표했다.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대략 30년까지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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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AECL과 캐나다 원자력 산업의 파트너들과 함께 뉴 잉글랜드
(미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Point Lepreau에 있는 새로운 1100MWe의
진보적인 CANDU원자로 설치에 드는 250만 달러의 비용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 NB Power가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
• Thermal Generating Stations
• Hydroelectric Generating Stations
• Nuclear Generating Stations - Point Lepreau Generating Station

그림 3.2 NB Power가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NB Power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New Brunswick 주에 전력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그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완전하게

돕는

역할을

한다.

New

Brunswick은

수력과

화력(석탄과 기름과 Orimulsion)과 원자력 시설을 포함하여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전소로 혼합이 되어 있다. NB Power는 New Brunswick주 안에서 총
16대의 발전소를 가동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Nova Scotia, 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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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섬 그리고 퀘백과 뉴 잉글랜드(미국)에 수출하기도 한다.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가 New Brunswick의 필요한 에너지의 20~30%를
생산함으로써 NB Power의 내부와 외부 고객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상당히
공헌하고 있다.
나.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680MWe의 출력을 가지는 CANDU형
가압중수로로,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로 천연 우라늄을 사용한다.
표 3.5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현재 상황

Unit

Reactor

status

Point Lepreau

PHWR CANDU-6

Operation

Capacity(MWe)
Net

Gross

635

680

In-Service
Date

Shutdown
Date

1983.02.01

2028.2.14

(1)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과정

그림 3.3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 전경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 대서양에 있는 유일한 원자력
시설이다. 1975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981년에 완공하였다. 프로젝트 완성을
통한 계획 단계부터 바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어 지역의 상당한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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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제공되었다. 1979년, 착공의 최 정점 시기 동안에는 3,500명의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1982년 7월 21일에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의 CANDU-6형 원자로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가동을 위해
인가되었다. 1982년 7월 25일에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한 가동을 하였고,
1983년 2월 1일에는 상업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NB Power는 원자력 발전소
부터 미국까지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캐나다의 첫 번째 공익사업을 하였다.
1992년에 NB Power는 발전소의 전체적인 모의실험을 위해 Control
Center를 개방했다. 그 실험의 핵심적인 의미는 NB Power 발전소를 가동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만 아니라, 다른 CANDU 원자로 시설을 위해

훈련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
(2)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개선

그림 3.4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개선 프로젝트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 세계의 CANDU-6형 원자로 중 처음으로
설비개선을 하는 것이고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25년~30년
추가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그림 3.4는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개선의 일정을 도식화 한 것이고, 표 3.6은 각 단계 별로 정리한
설비개선 이정표이다. 참고적인 개념으로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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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개선 Milestone

● General
2005, July

Project Formal Approval

2006, January

AECL off-site office

2007, April

Commence Annual Station Outage

2009, October

Return to Service

● Procurement
2005, November

Orders Placed for Pressure Tubes

2006, January

Orders Placed for Calandria Tubes

2006, March

Orders Placed for End fitting

2006, April

Orders Placed for Feeder Material

2006, May

Orders Placed for Shutdown system Computer

2006, September

Orders Placed for Turbine Generator

2006, December

Orders Placed for Feeder Fabrication

2007, February

Orders Placed for Inverters and Rectifiers

2007, March

Integration Testing for Retube Tooling Commences

2008, June

Pressure and Calandria Tube Delivery

● Refurbishment Outage
2006, April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Commences
Waste Facilities Construction Commencement

2007, May

Completion of New Office Building

2007, June

Commence Preparation of Construction Parking and Facilities Renovation

2007, December

Construction to Mobilize to Site

2007, May

Fuel Out / System Drained

2007, June

Turnover Retube work Areas Commencement of Reactor Components Removal

2007, December

Reactor Components Installation Commencement

2009, June

Load Fuel

● Commissioning
2009, March

NBP Nuclear Commissioning (Non-Retube)

2009, July

NBP Nuclear Run-Up Activities
Turnover of Retube work Areas-Hydro
Test of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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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개선 보고서Ⅰ(2009년 2월 27일)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개선 프로젝트가 아래 그림 3.5에
따라 3단계를 거쳐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760개의
End fitting을 제거했고, 다음 작업으로 280개의 압력관을 원자로부터 제거할
것이다.

그림 3.5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개선 MilestoneⅠ
아래의 그림에 보여지는 압력관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는 대략 20톤
정도이다. 그리하여 다른 설비 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압력관을 제한된
공간에서 끌어올리고 압력관을 수송하는 것은 작업의 정확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압력관 제거에 대한 과정이 생각보다 더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진행하고 있다. 위의 과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AECL Saint John Training
Center에서는

특수화된

압력관

제거

장치의

가동을

훈련해오고

있었다.

제거하고자 하는 압력관의 직경은 대략 4.5 inch였고, 길이는 대략 20ft정도
다.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최대한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Remote control로 작동하는 장치가 고안되었다. Romote Control로
작동하는 이 장치는 원자로 내부에 있는 압력관 속에 도달하여 아치 형 천장
안의 압력관을 추출한다. 그 내부에서 장치가 압력관을 눌러 압착하고 얇게
만들어서 손 쉽게 취급하고 축전하기 위하여 2inch의 정방형 조각으로 만들어져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조각들은 현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있는 차폐물
Flask들을 모아놓은 방사성(능) 저장 건물로 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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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압력관 제거 장치
②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개선 보고서Ⅱ(2009년 3월 31일)
앞에 명시한 2009년 2월 27일 보고서와 같이 압력관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되는 과정은 설명한 바가 있다. 그리하여 프로젝트의 4가지의 부분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Safely and Successfully Completed
• 연료 제거 완료 (Defuelling Complete)
• 압력관 교체 단계 동안 AECL에 위임
(Hand over to AECL for Retube Stage)
• 송전선 제거 완료(Feeder Removal Complete)
• End Fitting 제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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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Tube Update

그림 3.7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개선 MilestoneⅡ
이 설비개선 프로젝트는 또 다른 일정에 다다르고 있다. 원자로 Core
로부터 380개의 모든 압력관을 제거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복잡하고
설비 개선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단
하나뿐인 장치로 원자로 내부의 압력관 속으로 도달하여 아치형 천장 안의
압력관을 추출한다. 그 다음 과정으로 압력관은 눌러 압착되게 되어 차폐물
처리와 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inch 정방형의 조각으로 깎여지게 된다. 이
설비개선에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한 가지는 압력관을 압착되게 하여
조각으로 만드는 자동 장치의 유지 보수와 수리로 인한 가동 정지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방사능

작업

공간에

장치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로부터 제거된 방사성물질인 압력관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필수
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NB Power와 캐나다원자력공사(AECL)는 모든 작업이
원자로의 근처에서 이루어질 때, 근로자들이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보다 주의
깊게 계획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이행 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로 하였다.
NB Power는 총체적인 계약자인 AECL과 계속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으며,
설비 개선 파트너들 모두 설비 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서 NB Power는 AECL의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영입했다.
따라서 이 설비개선 프로젝트 작업은 위 그림 3.7의 Milestone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층 더 지연이 되었다. 이후에 원자로를 다시 재 조립하는
진행일정으로 지연 된 시간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오는 작업 과정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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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ine Update
또 다른 성공은 2009년 3월 28일 토요일에 3개의 저압 Turbine rotor
중 하나가 지난 2008년 9월에 안전하게 바지선으로 도착한 이후,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로 옮겨지기 이전에 Saint John의 항구에 저장되었다.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의 지역주민 사람들과 멤버들은 그들의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Point Lepreau 원자력 발전소에 Turbine rotor를
안전하게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림 3.8참조)

그림 3.8 바지선으로 싣고 온 Turbine rotor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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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기술자립을 이룩하게 되면 타 산업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준 국산
에너지이다. 원전연료의 재료인 저농축우라늄의 수입 외에는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현재 우리의 원전 기술은 건설 및 운영 분야 모두
거의 기술 자립 단계에 있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표준형원전을 건설할
만큼 기술자립을 이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북한원전을 우리의 표준형원전으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원전
기술을 중국 등에 수출도 하고 있어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 성장의
지속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력소비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5년경에는
지금보다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제 올지 모르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면서 에너지 자립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와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원자력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인근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원자력발전만이 에너지 자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원자로 개발 동향과 추이를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느껴 현재까지 보고된 캐나다의 CANDU형 원자로의 개발 현황과
특성에 대해 관련 기술문헌과 사이트, 그리고 각 발전소의 보고서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리를 하여 캐나다의 CANDU 형 원전을 각각 비교해보고
아래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더 이상 선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필수에너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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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캐나다 CANDU 원전의 현황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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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캐나다 CANDU 원전의 Mileston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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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캐나다 CANDU 원전의 Mileston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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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캐나다 CANDU 원전의 Milestone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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