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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세계 핵연료주기 기술 현황 (I): 캐나다 및 중남미

캐나다는 전 세계 우라늄 광산 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두개의 새로운 광산

에서 생산된다. 2007년 이후 더 많은 새로운 광산들이 생산을 시작하므로,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전력의 약 15%는 고유기술을 사용하는 원자

력에 의해 생산되며, 18기의 원자로에서 12,500 MWe의 전력을 생산한다.

멕시코는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전체 전력의 거의 5%를 생산한다. 멕시코의 첫 

번째 상용 원자력 발전소는 1989년 운전을 시작했다. 멕시코 정부는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의 약 10분의 1을 생산한다.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상용 원자로는 1974년 운전을 개시했다. 

브라질은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의 4%를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의 

첫 번째 상업 발전용 원자로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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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urrent Status of Worl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I):

Canada and Latin America

Canada produces about one third of the world's uranium mine output, most of it from two 

new mines. After 2007 Canadian production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s more new mines 

come into production. About 15% of Canada's electricity comes from nuclear power, using 

indigenous technology, and 18 reactors provide over 12,500 MWe of power. 

Mexico has two nuclear reactors generating almost 5% of its electricity. Its first commercial 

nuclear power reactor began operating in 1989. There is some government support for expanding 

nuclear energy to reduce reliance on natural gas. 

Argentina has two nuclear reactors generating nearly one tenth of its electricity. Its first 

commercial nuclear power reactor began operating in 1974. 

Brazil has two nuclear reactors generating 4% of its electricity. Its first commercial nuclear 

power reactor began operating i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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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보고서는 세계 원자력기술 및 원자력산업의 최근 동향 중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에 

대해 기술한다. 원본 자료는 World Nuclear Association (http://www.world-nuclear.org)의 

World Nuclear News 중 Information Papers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보고서는 국가별 

원자력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항시 개정되

고 있으므로, 국제 원자력 개발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서 인용한 국가별 원자력개발 동향 자료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 우라늄 생산 및 원자력 발전 (2007년 3월)

   멕시코 원자력 발전 (2007년 3월)

   아르헨티나 원자력 발전 (2006년 9월)

   브라질 원자력 발전 (2006년 6월)

캐나다 자료는 우라늄 자원, 우라늄 생산, 미래 광산, 기타 연료 주기 활동, 원자력 발전, 

갱신 및 수명연장, 새로운 원자로 설계, 경제성, 온타리오 에너지 정책, 연구 및 개발, 방사

성 폐기물, 규제 및 안전, 모래 기름 가능성, 그리고 핵 비확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멕시코 자료는 원자력 산업 개발, 연료 주기,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규제 및 안전,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핵 비확산을 기술한다. 아르헨티나 자료는 원자력 산업 개발, 연료 주기,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규제 및 안전, 그리고 핵 비확산을 기술한다. 끝으로 브라질 자료는 

원자력 산업 개발, 연료 주기,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규제 및 안전,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핵 비확산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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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우라늄 생산 및 원자력 발전

 캐나다는 전 세계 우라늄 광산 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두개의 새로운 

광산에서 생산된다.

 2007년 이후 더 많은 새로운 광산들이 생산을 시작하므로,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전력의 약 15%는 고유기술을 사용하는 원자력에 의해 생산된다. 18개의 원자로에

서 12,500 MWe의 전력을 생산한다.

2.1 우라늄 자원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생산국이다. 2004년의 13,676톤 산화우라늄 (11,597 

톤 우라늄) 생산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0% 이었으며, 그 값은 약 8억 캐나다 달러에 

해당한다.

캐나다의 알려진 우라늄 자원 (합리적으로 확인된 자원 및 추정 자원, 130 미국 달러/kgU)은 

U3O8 524,000 톤이다 (444,000 톤 우라늄, 세계 총량의 9%). 이는 약 2.5배를 보유하는 호주

의 자원과 비교될 수 있다.

캐나다는 1986-1997 기간 중 우라늄 탐사에 5.39억 달러 (호주의 2.26억 달러의 두 배 이상)

를 사용하 으며, 이 결과 회수 가능한 자원의 양은 U3O8 507,000 톤 (확인된 자원, 징후가 

있는 자원 그리고 추정 자원 포함)으로 급격히 증가하 다. 2004년 1월 1일 기준, 전체 

양 중 297,000 톤 (22,000 톤 우라늄)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뒤에 인용된 기업체 자료 중 

입증된 자원의 양과 동일하다.

2004년도 탐사 비용은 4400만 캐나다 달러 으며, 대부분 이미 확립된 계획에 지출되었다. 

그러나 이 중 2600만 달러는 Saskatchewan의 지표 탐사에 소비되었으며 (2003년도 수준의 

두 배), 이것은 세계 우라늄 탐사를 대표할 정도의 큰 규모이다.

캐나다와 호주는 세계적인 우라늄 수요 증가를 만족시키도록 강력히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주요 생산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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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nadian and Australian share of world uranium production

2.2 우라늄 생산

캐나다는 1975-1983년 시작된 제 2세대 우라늄 광산으로부터 새로운 고 품질 광산으로의 

전환을 거의 완료했다. 이 새로운 광산들은 모두 북부 Saskatchewan에 위치한다. 캐나다 

우라늄 광산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Fig. 2. Uranium mines in Canada

Cameco는 McArthur River 광산을 운 한다.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이며 1999년 말에 생산

을 개시했다. 원광은 Key Lake에서 제분된다. 이는 한때 세계 우라늄 생산의 15%를 차지하

으나 현재는 광산이 고갈됐다. 이 회사의 또 다른 과거 생산원은 Rabbit Lake이며, 이는 

아직도 Eagle Point에 상당한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채광은 3년간의 휴업 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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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에 재기되었다. 생산량은 2007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reva Resources (전 Cogema Resources)는 1999년 중반 생산을 시작한 McClean Lake 광산을 

운 한다, 이 회사의 Cluff Lake 광산은 현재 문을 닫았고,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Saskatchewan 주정부는 주내에서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우라늄 광산 개발

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초 신민주당이 우라늄 광산을 

폐지하려는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다. 주정부는 우라늄 광산에 의해 주에 부여되는 일자리

가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상실되기에는 주 경제에 미치는 향이 너무나 중요하고, 환경적

이 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다. McClean Lake와 McArthur River 광산은 

모두 ISO 14001 환경인증을 받았다.

1991년도 연방정부-주정부 위원회가 4개의 제안된 우라늄 광산 개발의 건강, 안전,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1996년도 3개

의 제안(Cigar Lake, McArthur River 그리고 Midwest)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 다.

McClean Lake 광산은 1999년 중반에 운 을 개시하 다. 이 광산은 2.4% 원광에서 연간 

약 2500 톤 U3O3을 생산하 으나, 연간 3640 톤 규모로 다시 인허가를 받았다. 이 광산은 

새로운 공장과 기간시설을 갖고 있으며, 첫 번째 채광이 끝난 갱도를 폐기물 (원광처리 

잔유물) 처분에 사용한다. 2006년도에는 품질저하로 생산이 상당히 감소하 다. Cigar Lake 

원광을 처리하기 위한 제분시설 확장은 2007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McClean Lake는 4개의 

개방형 갱도를 갖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하 광산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곳은 Areva 

Resources가 소유하고 있으며 (70%, 동시에 운 자), Denison Energy (22.5%)와 OURD 

(7.5%)의 공동투자 형태이다.

McArthur River는 지하 600 미터에 엄청난 양의 고품질(23%)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1999년 말에 개발 되었다. 원격제어 승갱도시추 (raise boring) 방법을 사용하여 채광하며 

원광은 80 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개량된 Key Lake 제분시설로 보내지며, 이곳에서 “특수 

폐기물 석재”와 혼합하여 U3O8을 연간 8500 톤 (7200 톤 우라늄) 생산한다. 채광은 허가받은 

용량에 의해 제한되며, 연간 10,000 톤으로의 확장 계획은 현재 정부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2009년에는 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은 채광이 끝난 갱도에 처분된다. 2003

년 4월 홍수로 인해 3개월간 생산이 중단되었다. Cameo가 운 자이며 주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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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va는 30.2% 지분을 갖는 동반자이다.

Table 1. Canadian uranium mine production (tonnes U3O8)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McArthur River 4409 7830 8490 6877 8491 8491 8492
Key Lake 5984 6444 6402 6408 6325 4400 474 353 * * - - -
McClean Lake 660 2722 2994 2762 2734 2724 2490 814
Rabbit Lake 3382 3712 4685 5499 5309 3175 3290 2070 519 2690 2462 2732 2326
Cluff Lake 1256 1432 2271 2316 1225 1455 1702 1496 1918 32 - - -

TOTAL
11 12 13 14 12 9 12 14 13 12 13 13 11

377 351 804 223 886 690 597 743 689 333 676 713 632

cf. World
37 39 42 42 40 36 40 42 42 41 47 49

890 271 200 092 008 643 962 886 529 998 430 052

  

* = small, included with McArthur River figure.

Table 2. Canadian uranium mine production (tonnes Uranium)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McArthur River 3739 6640 7199 5831 7200 7200 7200
Key Lake 5074 5464 5429 5434 5386 3731 402 299 * * - - -
McClean Lake 560 2308 2539 2342 2318 2310 2112 690
Rabbit Lake 2868 3148 3973 4663 4502 2693 2790 1755 440 2281 2087 2316 1972
Cluff Lake 1065 1214 1926 1964 1039 1234 1443 1269 1626 27 - - -

TOTAL 9647
10 11 12 10

8214
10 12 11 10 11 11

9863
473 705 061 924 682 501 607 458 597 628

cf. World
32 33 35 35 33 31 34 36 36 35 40 41

129 300 784 692 728 065 734 366 063 613 219 595
Source: NRCan, company sources.
* = small, included with McArthur River figure.

Fig. 3. Western world production against reactor requirements 194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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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래 광산

북부 Saskatchewan에는 향후 수년 내에 생산에 들어갈 새로운 우라늄 개발 계획이 있다. 

Cigar Lake는 열악한 지반 조건을 갖는 450 미터 지하 광산이며, 원광 시추에는 지반냉동 

및 용수 제트분사 (ground freezing and water jet) 방법을 사용한다. 원격지에서 채광된 고품

질 원광 슬러리는 북동 방면 70 킬로미터에 위치한 Areva의 확장된 McClean 제분소에서 

처리되기 위해 수송된다. 그리고 생산의 절반 정도는 동쪽 70 킬로미터에 위치한 Cameco의 

Rabbit Lake 제분소로 수송되어, 2008년 계획된 생산시점으로부터 3년에 걸쳐 총 연산 

8200 톤 U3O8 (우라늄 연산 7000 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확인된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원광자원은 평균 등급 24%의 U3O8 176,700 톤이며, 다른 자원들도 고려하면 광산의 수명은 

30-40년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6년 10월 대홍수로 인해 개발 계획이 2010년으로 

2년이나 지연되었으며, 개발 비용이 3.3억 캐나다 달러에서 5.08억 캐나다 달러로 증가하

다.

전체 건설 인허가는 2004년 12월 승인되었으며, 2005년 초에 5.2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건설 계획이 착수되었다. McClean Lake 제분소는 2005-2006년에 새로운 원광을 처리하도

록 개수되었다. Cigar Lake에서 발생하는 130만 입방미터의 폐석재는 McClean Lake의 Sue 

C 갱도의 물 밑에 보관하게 된다. 연합 출자 회사는 50% 지분을 갖는 Cameco에 의해 

관리되며, 다른 회사들은 지분은 Areva 37%, Idemitsu 8% 그리고 TEPCO 5%이다. 

Areva의 Midwest는 지반냉동 및 용수를 제트 분사하는 시추방법을 사용하는 지하광산으로 

계획되었으나, 개방형 갱도가 될 수도 있다. 원광은 근처의 McClean Lake에서 제분되어 

U3O8을 연간 2600 톤 생산할 것이다. 1998년 4월 정부승인으로 인해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

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에 건설 및 운전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 졌다. 환경평가가 2006년 시작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광산, McClean Lake 제분소에 

이르는 15 킬로미터 운반 도로, 그리고 제분소 확장을 포함한다. Midwest 계획은 Areva 

Resources (69.16% 지분)에 의해 관리되며, Denison Energy (25.17%)와 OURD Canada 

(5.67%)가 참여한다. 

Dawn Lake의 소규모 광상은 아직 개발과 거리가 있다. 주변지역 280 미터 지하에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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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U3O8이 보고되었다. Cameco 58%, Areva 23%, 그리고 PNC 19% 지분을 갖는다. 

Table 3. Canadian uranium reserves

Mine Operator Tonnes 
U

Tonnes
U3O8

Average 
ore grade* Category

Key Lake Cameco 270 318 0.52% proven reserves

Rabbit Lake Cameco 8666 7300 1.30% proven & probable 
reserves

Cluff Lake Areva 1800 2130 2.5% reserves

McClean Lake: Sue Areva 14100 16650 1.8% reserves
McClean Lake: 
McClean Areva 4900 5850 2.1% reserves

McArthur River

Cameco 75200 88700 24.38% proven reserves

74560 87930 24.17% probable reserves

6360 7500 9.33% measured+indicated 
resources

36460 43000 7.35% inferred resources

Cigar Lake

Cameco 87000 102
860 20.67% proven reserves

2000 2360 4.41% probable reserves

45000 53600 16.92% inferred resources

Midwest Areva 16000 18900 5.47% proven & probable 
reserves

Dawn Lake Cameco 4970 5860 0.25% indicated resources

* % U3O8. NB: these figures are from recent company sources (Cameco Dec 2005) and are not directly 
comparable with those (RAR) in the first part of the paper.

Cameco와 Areva의 우라늄 광산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정보는 웹에 있다. 

Cigar Lake와 Midwest 가동에 따라, Areva의 McClean Lake 제분소는 연간 9,000 톤 이상의 

U3O8 (7,600 톤 우라늄)을 생산할 것이며, 반면에 Cameco의 Key Lake 제분소는 8,200 톤 

(7,000 톤 우라늄) 그리고 Rabbit Lake 제분소는 대략 4,000 톤 (3,400 톤 우라늄)을 생산할 

것이다. 이때 Cigar Lake 원광의 절반은 McClean Lake 제분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분된다고 가정하 다. 이렇게 되면 세계 광산의 예상 생산량의 약 절반 정도를 캐나다가 

감당할 것이다. 

미래의 우라늄 탐사 계획은 북부 Saskatchewan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Labrador와 

Northwest Territories 지역에도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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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연료 주기 활동

온타리오 Blind River에 있는 Cameco 정련장은 캐나다 및 해외 광산으로부터 산화우라늄 

정광 (U3O8)을 받아 중간 생산물인 UO3로 정련한다. UO3는 온타리오 Port Hope로 수송되고, 

그곳에는 Cameco가 서방세계 육불화 우라늄(UF6)의 약 4분의 1을 전환할 수 있는 시설용량

을 갖고 있으며 - 우라늄 연산 12,400 톤 - 유일하게 핵연료 등급 천연 (비농축) 이산화우라

늄 (UO2)을 상업적으로 공급한다. 

육불화 우라늄은 경수로에서 사용되기 위해 캐나다 밖에서 농축된다. 반면에 천연 이산화

우라늄은 캐나다와 해외에서 CANDU 원자로 핵연료 다발로 제조된다.

Blind River에서 생산되는 UO3의 약 80%는 UF6로 변환되며, 나머지는 UO2로 정련된다. 

온타리오에 있는 두 개의 핵연료제조 공장은 연간 1900 톤의 우라늄을 처리하여 UO2 핵연

료 소결체를 제조하는데 주로 국내 CANDU 원자로에 사용된다. 캐나다 우라늄 생산의 

약 15-20%가 국내에서 소비된다. 

2.5 원자력 발전 

1944년 Quebec주 몬트리올에서 중수감속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개의 공학 설계팀이 

구성되었다. 온타리오 Chalk River에서는 NRX (National Research Experimental) 실험로가 

건설되어 1947년 운전이 개시되었다. 이 원자로는 캐나다의 일련의 발전용 가압 중수로의 

성공적인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 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치가 높은 연구용 원자

로로 그 임무를 수행하 다.

1955년 캐나다 원자력공사 (Atomic Energy of Canada Ltd, AECL)와 관련 기관들은 온타리오 

Rolphton에 소형 원형 NPD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하 다. 이 원자로는 1962년 가동을 시작

하 다. 200 MWe 급 대형 원형로는 온타리오 Douglas Point에 건설되어 1967년 가동을 

시작하 다. 이것은 인도의 가압 중수로인 Rawatbhata 1 & 2의 설계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250 MWe Gentilly-1 원형로가 1971년 Quebec에서 가동을 시작하 으나 단지 6년간 운전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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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CANada Deuterium Uranium) 원자로는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캐나다 산업체에 

의해 개발되었다. CANDU 원자로는 근본적으로 가압중수로이다. 이 원자로 시스템의 성공 

요인은 시스템의 단순성, 천연우라늄 연료 사용 그리고 운전정지 없는 핵연료 재장전 기능

에 있다. 원자로는 가압상태의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동시에 중수를 감속재로도 사용

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것은 중수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원자로 유형이 보다 자본 집중적인 농축공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유사하다.

온타리오는 1970년대 초부터 전력 생산원으로 혜택을 보아온 CANDU 원자로를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이용해 왔다. 온타리오에는 3개 지역에서 16기의 상용로가 운전되고 있으며, 

2005년 주 전력생산의 51%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로들은 수명연장 또는 폐로에 

들어간 4개의 구형 원자로와 함께 1990년대 초 온타리오 전력생산의 3분의 2를 생산하

다.

2.6 갱신 및 수명연장 

가동이 중지된 2기의 Pickering 발전소는 보수되어 2018년과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되었

으며, 2기는 구 폐쇄되었다. 2004-2005년도의 Pickering 1 수명연장에 온타리오 전력회사

는 미화 1600 달러/kW 이상을 지불하 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을 들어 2호기와 

3호기에 대해 수명연장을 거부하 다. 2006년 중반 온타리오 정부 정책에 따라 OPG 

(Ontario Power Generation)는 주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고려할 것이다. 2006년 

9월 OPG는 Darlington 부지에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해 Darlington 부지를 준비하기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 다.

온타리오 정부는 절박한 전력부족 상황을 맞이하여, 오래된 4기의 원자로 (통합적으로 

Bruce A라 부르며, 각 769 MWe)를 대치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장기적인 

절차를 택하기 보다는 수명연장을 하는데 2005년 10월 Bruce Power와 동의하 다.

Bruce 1 & 2는 1977년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2호기는 유지보수 도중 납이 노심을 

오염시키는 사고로 말미암아 1995년 운전 정지되었다. 1호기는 새로운 발전소 운전에 집중

하기 위해 1997년 말 다른 6개의 발전소와 함께 휴식에 들어갔다. 두 발전소는 현재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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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과 16개의 증기발생기를 교체하 으며 주변 기기들도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 개량 

되어 2009-2010년 재 기동 되면 25년간 수명연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3호기가 핵연료 

채널과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25년의 수명연장이 될 것이다. 4호기는 2017년 말까지 수명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 때 운전 정지될 계획이다. 

국 계열의 AMEC가 1-3호기 작업을 관리할 것이다. 전체 계획에는 42.5억 캐나다 달러 

(36억 미국 달러)가 소요된다. - 1 & 2호기에 27.5억 캐나다 달러, 3호기에 11.5억 캐나다 

달러 그리고 4호기에 3.5억 캐나다 달러. 1 & 2호기에 대한 비용 (1500 미국 달러/kW)은 

새로운 발전소 비용에 버금간다.

Bruce Power는 Bruce A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 현재 기준가로 최대 6.3 센트/kWh 

요율로 25년간 지불받게 된다. (참조. 2005년 온타리오 평균 현물가 6.765 센트/kWh, Bruce 

B 5-8호기 최저가 4.5 센트/kWh) 만일 자본 지출이 42.5억 달러를 넘거나 못 미치면, 그 

차액은 정부와 투자자 사이에 분담된다.

Bruce Power 공동 경 자 중의 하나인 Cameco (31.6% 지분)는 그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지

만 Cameco의 투자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Cameco는 Bruce A에서의 

이윤으로 2억 달러를 지불받는다. 다른 참여자들은 Bruce Power로부터 Bruce A를 전차하기 

위해 Bruce A Limited Partnership (BALP)을 구성할 것이다.  

Bruce B에 대한 수명연장은 2014년으로 예상된다.

2006년 8월 Bruce Power는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준비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하

다. 캐나다 원자력안전 위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는 2007년 1월 

말 Bruce Power의 4000 MWe 규모의 계획서를 승인하 다. 이에 대한 환경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기위해, 시민위원회의 필요성을 협상하는데 먼저 8개월을 소비하는 대신, 그 계획을 

바로 시민위원회에 넘기도록 연방 환경부 장관에게 권유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소는 4년간

의 건설 후 2014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6개의 다른 노형이 고려되고 있으며, 

결정은 2008년에 내려질 것이다. 

단일 CANDU-6 발전소들도 Quebec과 New Brunswick에서 가동되고 있다. 2005년 중반 

New Brunswick의 Point Lepreau 원자로를 수명 연장할 것을 결정하 다. 비용은 교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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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해서 14억 캐나다 달러이다. 이것은 CANDU-6 형 원자로의 첫 번째 완전 수명연장 

작업이 될 것이며, 2009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주정부는 이 자리에 2호기를 

건설하는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 다.

12기의 CANDU 발전소가 건설 및 운전기술을 포함하여 한국 (4), 루마니아 (2), 인도 (2), 

파키스탄 (1), 아르헨티나 (1) 그리고 중국 (2)에 수출되었다.

Table 4. Canada's nuclear power reactors

MWe net Status Operator First power*
Pickering A 1 515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71/2005*

Pickering A 4 515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72/2003*

Pickering B 5 516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82
Pickering B 6 516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83
Pickering B 7 516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84
Pickering B 8 516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86
Bruce A 1 769 laid up Bruce Power 1977
Bruce A 2 769 laid up Bruce Power 1976
Bruce A 3 769 operating Bruce Power 1977/2003*

Bruce A 4 769 operating Bruce Power 1978/2003*

Bruce B 5 785 operating Bruce Power 1984
Bruce B 6 785 operating Bruce Power 1984
Bruce B 7 785 operating Bruce Power 1986
Bruce B 8 785 operating Bruce Power 1987
Darlington 1 881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90
Darlington 2 881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90
Darlington 3 881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92
Darlington 4 881 operating Ontario Power Gen 1993
Gentilly 2 638 operating Hydro Quebec 1982
Point Lepreau 1 635 operating New Brunswick Power 1982
Total operating (18) 12,595

  * second date: return to service from being laid up in 1998.

2.7 새로운 원자로 설계 

온타리오 Darlington 원자로는 900 MWe급 CANDU-9 원자로의 기본 설계가 된다. 이 원자

로는 성공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700 MWe급 CANDU-6 원자로의 보완 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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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9 원자로는 탄력적으로 핵연료를 사용하여, 천연 우라늄부터 저농축 우라늄, 경수

로 사용후 핵연료에서 재처리된 회수 우라늄, 혼합 산화물 (우라늄과 플루토늄),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직접 재사용 그리고 토륨 핵연료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원자로의 

설계는 보류되었다.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의 건설 경험과 이 노형의 신기술을 Enhanced CANDU-6 원자로에 

반 하 다. 이 개량된 원자로는 2기가 동시에 건설되는 쌍둥이 발전소 형태이며, 출력이 

750 MWe로 증가하며, 탄력적으로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건설기간은 

4.5년이며 발전소 수명은 중간에 압력관을 교체하여 60년이 된다.

Advanced CANDU Reactor (ACR)은 보다 혁신적인 개념이다. 이 또한 CANDU-6 개념에 

기초해서 개발되었다. 저압 중수 감속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압 경수로의 특징을 반

하 다. 경수 냉각재 사용과 집된 노심 설계로 건설비를 감소시켰다. 고연소도의 저농축 

우라늄 (약 1.5% U-235)을 사용할 수 있어 핵연료 수명을 약 3배 정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 양을 감소시킨다. 발전소는 미리 제조된 모듈을 조립하여 건설되므로 

건설기간을 3년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

750 MWe ACR-700은 캐나다에서 설계인증을 추진 중이며,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첫 번째 

발전소가 2012년쯤 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듈화된 건설 방식은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주요 부품을 미국 조선소에서 제조되게 함으로써 고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러 개의 성공적 건설에 근거해서,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초기 

발전소 비용을 미화 1255 달러/kWe, 후발 발전소 비용을 1100 달러/kWe 이하로 계획한다. 

ACR은 2기씩 지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건설기간은 첫 번째에는 44개월, 다섯 번째와 

그 이후에는 36개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 모델인 1100-1200 MWe ACR-1000이 점차 주요 개발 대상이 되고 있다.

2006년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온타리오에 새로운 발전소를 제안하기 위해 다른 4개의 원자

력 회사들과 팀을 형성하 다. Babcock & Wilcox Canada, General Electric Canada, Hitachi 

Canada 그리고 SNC-Lavalin Nuclear와 함께,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턴키방식의 정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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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제안할 것이다. 초기에는 기술이 충분히 입증된 700 MWe CANDU-6 원자로 

형태이나 후에는 새로운 제 3세대 1200 MWe ACR-1000 원자로가 제안될 것이다.

ACR 설계 이후에는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CANDU-X 원자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 원자로는 

ACR에서 좀 더 진보된 초임계 (supercritical)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는 2020년대 쯤 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8 경제성 

원자력 발전은 캐나다 국가 전력의 약 12%를 공급하며,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 캐나다 전력사용은 개인당 17,000 kWh를 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에 해당된다.

원자력 에너지는 캐나다 경제에 연간 50억 달러의 기여 효과가 있으며, 20,000 개의 직접적

으로 연관된 일자리 (광산과 우라늄 처리에 2,000)를 제공하며 수많은 다른 간접적적인 

일자리도 제공한다. 전체적인 원자력 발전량은 연간 37억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캐나다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방출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 원자력 상품 및 기술 수출은 2001년 약 12억 캐나다 달러 다. 이중 5억 달러는 

우라늄 수출이었다. 그러나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및 중수 분야의 3.5억 달러는 부가가

치 부품과 유사한 원자력 국가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상품을 위한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CANDU 원자로와 같은 하드웨어 판매가 성사될 때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한다. 

캐나다 원자력공사를 통해 1952-2006년 동안 캐나다 원자력 프로그램에 약 60억 캐나다 

달러가 투자되었다. 캐나다 원자력공사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는 발전, 연구개발, CANDU 

원자로 수출, 우라늄,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기술지원을 통해 캐나다에 1600억 

캐나다 달러 이상의 국내총생산 (GDP) 이득을 가져왔다.

2.9 온타리오 에너지 정책 

2005년 12월 Ontario Power Authority에 의해 작성된 주요 에너지 검토 보고서는 향후 20년

간 주정부는 전력공급 계통을 수명 연장하는데 830억 캐나다 달러를 지출하고,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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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50%로 유지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 규모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

다. 원자력은 가스에 비해 환경 향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저비용으로 운

되었다. 새로운 최저전력 용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시급했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 건설비용

을 2,600 캐나다 달러/kWe으로 가정하 고 이때 5% 할인율을 적용하면 평준화 비용이 

5.2 센트/kWh이다. 대중의견 조사결과 원자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노후 

발전소의 수명연장에 72% 새로운 발전소 건설에 52%의 지지를 보 다.

2006년 6월 온타리오 정부는 새로운 원자력 용량 증대가 점점 다가오는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 중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하 다. 주정부는 Ontario Power Authority에게 

온타리오 발전 용량을 점검하는 계획을 계속 진행토록 지시하여, 안정된 가격의 전력공급

이 중요함을 확인하 다. 이것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용량을 14,000 MWe으로 유지해야 

한다. 증설 및 기존 시설 대체에 의한 총 용량 24,000 MWe 중, 400억 캐나다 달러가 2개의 

새로이 건설이 예상되는 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는 Ontario Power Generation (OPG)에게 Pickering과 Darlington 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한 타당성 연구의 시작과 Pickering 5-8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환경연구 개시, 그리고 

반드시 캐나다 설계방식일 필요가 없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환경연구를 개시할 

것을 지시하 다. 이들 발전소들은 정가 턴키계약에 의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보전에 대한 주력 투자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830억 캐나다 달러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약 5년이 예상되는 주 환경평가 

법령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따른 철저한 검토를 면제시켜 주었다. 그러나 개별

적인 제안서들은 연방 환경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는 2년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Darlington 

발전소는 정치적으로 개입된 건설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초과 지출하 으며, 전력 

소비자들이 아직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006년 8월 Bruce Power는 캐나다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2개의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준비 인허가를 신청하 다. 이 회사는 2년 이상 9.3 평방 킬로미터 부지에 대한 타당성

을 연구해 왔다. 9월에는 Ontario Power Generation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해 Darlington 부지준비를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 다. 캐나다 원자력안전 위원회

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어떤 수준의 환경평가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다. 인허가가 부여되

면, 3년에 걸친 환경연구가 수반되고 CANDU 이외의 모든 가능한 원자로 설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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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반면에 하절기 최대 전력부하가 3,000 MWe 증가한다는 수정된 에너지 요구량 예측에 

따라, 정부는 Lambton과 Nanticoke의 두개의 석탄 발전소의 운전정지를 무기한 지연시켰

다. 이 발전소들은 원래 2003년에 2007년 문을 닫도록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2009년으로 연장되었고 현재는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 각 용량이 1,975 및 3,920 MWe인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이미 노화된 30 GWe 전력 용량의 5분의 1을 감당한다.

2.10 연구 및 개발 

캐나다 정부는 1952년 캐나다 원자력공사 (Atomic Energy of Canada Ltd, AECL)를 설립하

고 그 이후 공사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 다.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또한 자체 벤처

기업으로부터 상업 수입을 갖는다.

Chalk River 연구소는 1940년대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캐나다 원자력공사의 관리 하에서 

수많은 성공적 연구 개발의 중심이 되었다. 42 MW 연구로 (National Research Experimental, 

NRX)가 1947년 건설되었고, 10년 후 135 MW 연구로 (National Research Universal, NRU)가 

건설되었다. 다른 4개의 연구로도 후에 건설되었으며, 2개의 10 MW MAPLE 연구로는 

아직 운전개시 작업이 진행 중이다.

6개의 다른 연구로가 건설되었으며, 대학에서 계속해서 운전되고 있다.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CANDU 형 원자로의 모든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현재 앞에서 

언급된 제 3세대 개량형 CANDU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제 4세대 

원전인 초임계수 원자로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SCWR) 개발에 선도적 역할

을 하고 있다.

2.11 방사성 폐기물 

캐나다 원자력폐기물 관리기구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는 2002년 

핵연료 폐기물 법령 하에서,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연관되어 운 되고 있는 3개의 원자력 

사용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주요 임무는 저장과 처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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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원자력폐기물 관리기구는 법령에 제시된 기술방안에 대해 입증된 기술에 근거하여 3개의 

개념 설계를 제시하 다.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함께 원자력폐기물 관리기구는 사용후 핵

연료 관리와 앞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해 신용기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CANDU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연간 3000 톤 이하의 사용후 핵연료가 대상이 된다.

방사성 폐기물을 발전소부지 (7개 부지)에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 (Reactor Site Extended 

Storage)은 단지 건식저장고가 추가 건설된다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 집중

식 장기저장 (Centralized Extended Storage)은 저장기간이 긴 점만 빼고는 이미 12개국에서 

운 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하다. 이 경우 건식저장 방식이 선호되는데, 지상 저장에 

2개 방안과 지하 저장에 2개 방안이 있다. 심지층 처분장은 세 번째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

되는데, 필요에 따라 후에 폐기물이 다시 회수될 수 있다. 이 방안은 국제적으로 가장 

공감을 얻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이미 환경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이 처분장은 Canadian Shield의 안정된 암반의 500-1000 미터 지하에 핵 폐기물을 묻는 

방식이다. 이 처분장은 지하수면 밑에 위치하며, 점토층에 저장용기가 집되게 배치된다. 

이 개념은 1990년대 공청회를 포함해 3년 이상 연방 환경평가 위원회 (Environment 

Assessment Panel)에 의해 면 하게 검토되었다. 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 다발 또는 재처리 

후 고화된 고준위 폐기물로 구성될 것이며, 구리 또는 티타니움 용기에 봉된다. 

2004년 계속 진행된 공개토론은 2005년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 다. 즉, 국가의 

사용후 핵연료는 부지 선정을 위한 18년간의 공개토의를 거친 후, 회수가 가능한 심지층 

처분장에 보관한다. 심지층 처분장 개념은 다른 모든 국가정책과도 노선을 같이하며 근본

적으로 1998년 초 연방정부가 도달한 결론이기도 하다.  

저준위 및 중간준위 폐기물의 경우, 사용자와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책임을 진다. 이들 

폐기물은 지상에 저장되며, 온타리오 주의 장기저장 시설은 2015년경 가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역주민 투표에서 보여준 강력한 지지에 따라, Ontario Power Generation (OPG)는 2005년 

Bruce 발전소 근처에 중저준위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장 건설 계획을 진행하 다. 처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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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부터 운 해온 OPG의 서부 폐기물 관리시설 (Western Waste Management Facility) 

지하 660 미터에 위치할 것이다. 환경평가와 인허가는 6-8년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OPG와 Bruce 원자로의 수명연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기 위한 지상시설

은 단독으로 개발되고 있다.

2006년 6월 캐나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 및 의료용 동위원소 연구개발과 1950년대 초기 

군사 활동에서 발생하여 누적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5.2억 캐나다 달러가 투자되는 

5년간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책임이 있는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오염시킨 토양,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철거된 오래된 기간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온타리

오 Port Hope의 역사적인 라디움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저준위 폐기물은 

지상 처분장에 구 폐기될 것이다. 원자력발전 사업에 의한 모든 폐기물과 폐로 의무는 

사업자의 의무로 남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3기의 CANDU (Rolphton의 Gentilly-1, Douglas Point 

그리고 NPD) 원자로는 운전 정지되었고 폐로가 진행 중이다. 이들 발전소는 각각 1977, 

1984 그리고 1987년에 운전 정지되었고 30년 내에 모두 철거될 것으로 예상한다.

2.12 규제 및 안전 

캐나다의 연방 원자력 규제 및 인허가 기관은 캐나다 원자력안전 위원회 (CSNC)이다. 

이 위원회는 국내 원자력시설 규제의 책임이 있으며, 국가의 보장조치 조약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다. 이 위원회는 2000년 새로운 원자력안전 및 규제 법령 (Nuclear Safety & Control 

Act)과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946년부터 업무를 수행해 온 캐나다 에너지 규제 위원

회 (Atomic Energy Control Board, AECB)를 승계한다. 캐나다 원자력안전 위원회는 천연자

원부 장관을 통해 국회에 보고한다.

2.13 모래 기름 가능성 

2003년부터 Alberta 북부의 모래기름 (타르 모래) 퇴적층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수증기 

생산에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현재는 다량의 천연가스

가 사용되고 있는데, 1 배럴의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30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사용된다. 

2016년까지 하루에 300만 배럴을 생산하려는 계획에 의하면, 엄청나 양의 천연가스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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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가격도 극적으로 증가한다. 사실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모래기름 

생산증가 계획에 맞추어 공급되기는 부적절하며, 이의 사용은 대중이 우려하는 중요한 

이산화탄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기름에 있는 에너지의 약 20%는 기름 생산에 사용되

어야 하며, 배럴 당 약 80 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채광은 전통적인 개방형 절개 방식이나 수증기를 이용한 추출방식을 사용한다.

가스는 역청을 용해시켜 분리하기 위한 수증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채광 및 

처리를 위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스는 또한 수소가 탄화수소의 긴 사슬을 

끊어 합성 원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물질이다 (배럴 당 약 5 킬로그램을 사용). 

수소는 수증기에 의한 천연가스 재형성에 의해 생산된다. 원자력은 수증기와 전력을 만들

고, 전력의 일부를 수소생산을 위한 고온 전기분해에 사용한다. (중수와 산소는 전기분해의 

값진 부산물이 될 수 있다.)

캐나다 에너지 연구소 (Canadian Energy Research Institute)는 역청생산이 2006년 하루 120만 

배럴에서 2020년 38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가격은 천연가스, 원료, 

노동, 그리고 투자금 10% 회수를 포함하여 연간 평균 75억 캐나다 달러가 될 것이다.

Energy Alberta Corp의 한 제안서에 의하면 수증기 생산 75% 및 전력 생산 25%로 배분된 

CANDU-6 원자로 1기가 하루 600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대치할 수 있으며, 하루 

175-200,000 배럴의 원유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하 다. 이것은 또한 이산화탄소 

방출을 연간 330만 톤  감축시킬 수 있다. 

Energy Alberta는 후에 수증기 생산 보다는 주로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2기의 CANDU 

원자로로 구성된 발전소 개념을 제안하 다. 5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계획은 아마도 Fort 

McMurray 근처에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다. 발전소는 2016년과 2017년에 가동할 것이며, 

아마도 2개의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것이다. 

채광을 위한 수증기 공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점은 원자력 발전소는 장수명 구조물이

라는 점이다. 즉, 모래 기름의 채광은 광활한 역에 걸쳐 진행되어 장거리 수증기 공급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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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핵 비확산 

캐나다의 우라늄은 단지 전력 생산을 위해서만 엄격히 판매되고 있으며, 국제 핵물질 보장

조치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동된다. 다른 장비와 작업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캐나다 원자력안전 위원회 (CNSC)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캐나다 원자력 시설에 접

근하도록 허용하고 현장에 핵물질감시 장비를 설치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캐나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에 대해 정규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

를 한다. 캐나다 원자력안전 위원회는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보장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운 하는데, 캐나다 보장조치 지원 프로그램 (Canadian Safeguards 

Support Programme)이라 부른다.

캐나다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핵비확산 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국이다. 핵비확산 조약 하에서 이 보장조치 협정은 1972년 발효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는 2000년 발효되었다. 무역거래의 선행 조건으로 각 거래 

국가와의 쌍무 보장조치 협정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핵비확산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의 요구사항을 넘어선 추가 요구사항을 거래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원자력

공급 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의 일원이다. 

2.15 캐나다 우라늄 광산의 간단한 역사

초기 우라늄 광산

캐나다에서는 Eldorado Gold Mining Company가 1930년대 초 북서지역 (Northwest 

Territories)의 Port Radium에서 라디움을 캐내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 을 때, 우라늄 원광이 

처음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다음 해에 5,000 킬로미터 떨어진 온타리오 Port Hope에 

라디움을 생산하기 위한 정련공장이 건설되었다.

우라늄 탐사는 1942년 군사적 목적으로 신중하게 시작되었다. 그와 같은 물질의 전략적 

특성으로 인해 캐나다 모든 지역에 걸쳐 모든 방사성 물질의 탐사와 채광을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44년 연방정부는 Eldorado Company를 양도받아 새로운 Crown 회사를 

설립하고 이는 후에 Eldorado Nuclear Ltd가 되었다. 우라늄 탐사는 캐나다 Eldorado와 

Geological Survey의 협력 업무로 수행되도록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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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후, 1947년 우라늄의 사적인 탐사금지가 해지되자, 우라늄 탐사는 점차 속도를 증가하

다. 1950년대 초 온타리오 Bancroft 지역 주변의 광상이 발견되었으며, 온타리오 Elliot 

Lake 지역에서는 1953년 처음 발견되었다. 북부 Saskatchewan 우라늄 지역도 1950년대 

발견되었으며, Eldorado Nuclear는 Beaverlodge에서 1953년 채광을 시작하 다.

1956년까지 수천의 방사성 천연자원이 발견되었다. 여러 곳이 실용적인 광상으로 밝혀졌

다. 그리고 1953년까지 5개 지역에서 23개 광산이 19개의 처리공장과 함께 운 되었다. 

이 19개 중  Elliot Lake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공장을 포함해서 약 11개 공장이 Rio Algom과 

Denison Mines 회사에 의해 운 되었다. 다른 3개의 공장은 Bancroft 근처에, 3개는 북부 

Saskatchewan, 그리고 2개는 Northwest Territories에 있었다.

이러한 첫 번째 캐나다 우라늄 생산은 1959년 절정에 이르 으며, 이때 12,000 톤 이상의 

우라늄이 생산되었다. 우라늄은 수출 소득으로 3.3억 캐나다 달러의 이익을 생산하 으며, 

이는 당시 캐나다의 어떤 다른 광물 수출보다도 큰 수익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정점으로 

수출에 의한 흑자 생산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이후 수년간 광산의 수는 4개로 급격히 감소

했다. Bancroft 지역과 Saskatchewan의 Beaverlodge에서의 우라늄 생산은 1982년 종료되었

으며, 최후의 노동집약적 저품질 Elliot Lake 광산은 1996년 문을 닫았다.

우라늄 탐사 수준은 1960년대 쇠약해졌으나, 1970년대 세계 시장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회복되었다. 1960년대 연방정부는 비축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국내 우라늄 산업을 지원하

으나, 이는 7000 톤의 우라늄을 1억 캐나다 달러에 구입한 후 1974년에 중단되었다. 

우라늄 탐사는 원자력 발전이 성장하리라는 기대와 1960년대 후반 북부 Saskatchewan의 

Athabasca Basin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우라늄 광상이 발견됨에 따라 회복하게 되었다.

최근 우라늄 광산

1968년 북부 Saskatchewan의 Rabbit Lake 광상이 발견되었으며 1975년 생산에 들어갔다. 

그 해 같은 Athabasca Basin의 서부와 남부의 Cluff Lake와 Key Lake가 발견되었고, 이들은 

각각 1980년과 1983년에 운 이 개시되었다. 이 지역에서의 탐사비용 지출은 이 시기에 

최대가 되었으며, Midwest, McClean Lake 그리고 Cigar Lake를 발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1988년 새로 설립된 Cameco 회사가 대규모의 McArthur River 광상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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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주정부 회사인 Saskatchewan Mining Development Corporation은 Cluff Lake 

개발의 20% 이윤과 Key Lake의 50% 이윤을 차지하 다. 1988년 이 회사는 Eldorado와 

합병하여 Cameco 회사를 설립하 고, 이는 세계의 선두 우라늄 생산회사가 되었다. 1991년 

Cameco는 첫 번째 공공주식을 발행하 다. 

캐나다 우라늄 생산은 2001년 약 12500 톤이었으며, 이는 세계 채광량의 3분의 1이며, 

모두 북부 Saskatchewan 광산에서 생산되었다. 캐나다 우라늄 자원은 세계 총 양의 약 

14%이다.

1990년대를 통해, Cameco의 Key Lake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품질 우라늄 광산이었으며, 

1997년 세계 우라늄 생산의 15%를 공급하 다. 그리고 Cameco는 다른 주요 광산인 Rabbit 

Lake의 소유자이며 운 자이기도 하다.

1990년대 후반 운전되던 다른 우라늄 광산으로는 Cogema Resources Inc (현재 Areva 

Resources)가 소유하고 운전하던 Cluff Lake가 있다. 온타리오 Elliot Lake에 있는 Rio Algom

의 마지막 광산인 Stanleigh 광산은 1996년 중반 문을 닫았다. 

캐나다와 Saskatchewan 정부는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우라늄 광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 다. 1991년 연방정부-주정부 연합 환경평가 및 검토 위원회 (Joint 

Federal-Provincial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Panel)가 5개의 제안된 우라늄 광산 

개발의 건강, 안전,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학적 향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6번째 

제안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1개의 연방위원회 (Federal Panel)가 따로 결성되었다.

Cluff Lake와 Rabbit Lake 확장은 1993년 검토되고 승인되어 운 에 들어갔다. 

1990년대 후반, 오래된 광산의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4개의 새로운 우라늄 개발 계획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모두 북부 Saskatchewan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4개의 새로운 광산 

중, 3개는 McClean Lake에 있는 공동 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McClean Lake 계획은 1999년 중반 시작되었다. 이곳에는 4개의 개방형 갱도가 있으며 

후반기에는 지하 갱도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지어진 제분소에 원료 물질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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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곳은 Areva Resources에 의해 운 된다. 

Cameco에 의해 운 되는 McArthur River 광산은 엄청난 양의 매우 고품질 원광을 보유하며 

1999년 말 지하 광산으로 개발하 다. 채광에는 지하 600 미터에서 원격제어 승갱도시추 

(raise boring) 방법을 사용한다. 원광은 80 킬로미터 남쪽의 Key Lake 제분소로 수송된다.

Cameco에 의해 운 될 고품질 Cigar Lake 광산도 지하광산일 것이며, 원격으로 운전되는 

장비와 함께 지반냉동 및 용수 제트분사 (ground freezing and water jet) 시추방법을 사용한

다. 원광은 2009년부터 Rabbit Lake와 McClean Lake 제분소에서 처리되기 위해 70-80 킬로

미터 수송될 것이다. 

Areva의 Midwest 지하광산의 원광도 근처의 McClean Lake에서 제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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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멕시코 원자력 발전

 멕시코는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전체 전력의 거의 5%를 생산한다. 

 멕시코의 첫 번째 상용 원자력 발전소는 1989년 운전을 시작했다. 

 멕시코 정부는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탄화수소 자원이 풍부하며, 실질적으로 에너지 수출국이다. 멕시코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필요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멕시코는 천연가스에 점점 더 의존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 지난 10년간 에너지 사용은 매우 급격히 증가하 으나, 그 이후 몇 

년간은 안정되었다. 2007년경부터 전력수요는 연평균 거의 6% 정도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공급은 매우 다양한데, 2005년 기준 전력공급은 가스 84 TWh (36%), 석유 

68 TWh (29%), 석탄 33 TWh (14%), 그리고 수력발전 댐 28 TWh (12%)이다.    

현재 멕시코는 원자력에서 연간 108억 kWh의 전력을 얻으며, 이는 2005년 소비전력 2340

억 kWh의 약 4.6%이다.

2004년 47 GWe 전력용량 중, 원자력은 1.37 GWe (총 생산량), 수력 10.5 GWe, 지열 960 

MWe 그리고 나머지는 화석 연료이다.

3.1 원자력 산업 개발

멕시코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1956년 국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Nuclear Energy, CNEN)를 설립하면서 공식화 되었다. 이 기구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 및 전력생산을 제외한 국가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전력회사 중 하나인 연방전력위원회 (Federal Electricity 

Commission, CFE)는 미래의 원자력 발전 임무를 부여 받았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국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N)와 연방전력위원회 (CFE)에 의해 1966년 시작되었으며, 1969년 연방전력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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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0 MWe 용량의 입증된 발전소 설계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 다. 1972년 발전소 건설이 

결정되었고, 1976년 Laguna Verde에서 General Electric의 654 MWe 비등형 원자로 

(Boiling-water reactor, BWR) 2기 건설이 시작되었다.  

멕시코 산업체가 Laguna Verde 발전소의 주요부품을 공급하지 않았지만, 멕시코 기업들은 

토목공사 작업을 맡았으며 멕시코 직원들은 원자로를 관리하고 운전하기 위한 훈련을 

연방전력위원회 (CFE) 모의시설에서 수행한다. 

Table 5. Operating Mexican power reactors

Reactors Model Net MWe First power

Laguna Verde 1 BWR 654 1989

Laguna Verde 2 BWR 654 1994

Total (2) 1308 MWe

국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N)는 후에 국립 원자력에너지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Nuclear Energy, INEN)로 바뀌었으며, 1979년 이는 다시 국립원자력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Nuclear Research, ININ), 멕시코 우라늄 (Mexican Uranium, Uramex) 그리고 국가 

원자력 안전/보장조치 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Safety and Safeguards, 

CNSNS)로 분리되었다. Uramex의 임무는 1985년 에너지부에 인계되었다.

3.2 연료 주기

2007년 2월 연방전력위원회 (CFE)는 새로운 터빈과 발전기를 Laguna Verde 발전소에 공급

하기 위한 계약을 스페인 Iberdrola 및 Alstom과 6.05억 미국달러에 서명하 다. 이에 따라 

이 발전소는 전력 생산을 20% 증가시킬 것이다. 국가 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의 승인

에 따라, 원자로는 2010년 출력이 증가될 수 있다.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에 대한 정부 고위층의 지지

는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결정을 

위한 위원회는 설립되었다. 비용평가 결과, 고려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원자력은 미국달

러 약 4 센트/kWh로 가스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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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멕시코는 전력 공급과 농업용 해수 담수화를 위해 IRIS와 같은 소형 원자로 

도입을 기대할 것이다. 

국립 원자력에너지연구소는 이전에 냉각과 담수화를 위해 해류를 공유하는 3기의 IRIS 

원자로로 구성된 발전소 개념을 발표하 다. 원자로에 의해 운 되는 7개의 역삼투압 담수

화 장비의 경우, 매일 840 MWe의 전기와 함께 140,000 입방미터의 식수를 생산할 수 있다.

Uramex 흡수 후, 에너지부는 우라늄 조사에 대한 의무를 가져 왔으며, 이 결과를 광물자원

부 (Mineral Resources Board)에 위임한다. 멕시코는 약 2,000 톤의 우라늄을 확인하 으나 

아직 채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우라늄 제분소는 1960년대 후반 Chihuahua 지역 Villa Aldana에서 실험적으로 운 되었으

나 지금은 폐쇄되었다. 광물 폐기물은 Pena Blanca에서 처분되었다.

멕시코 법에 의하면 핵연료는 국가 재산이며 국가 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 (CNSNS) 

관리 하에 있다.

Laguna Verde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 수조에 저장된다. 저장조 내 

선반은 다시 구성되어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조되었다. 2003

년 현재 약 1,000 톤의 사용후 연료가 수조에 저장되어 있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연료에도 동일한 전략이 적용된다. 

3.3 방사성 폐기물 관리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부를 통해 그 출처에 상관없이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처분의 책임을 진다.

에너지부는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할 국 기업 설립을 위한 행정적 그리고 예산상의 순서

를 밟기 시작했다. 에너지부는 또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

에 대한 연대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저준위 폐기물을 위해 설계된 천층 처분장이 1985년에서 1987년까지 Piedrera에서 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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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시기에 20,858 입방미터의 폐기물이 저장되었다.

저준위 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저장을 위한 시설이 1972년부터 Maquixco에서 운 되어 

왔다.

3.4 규제 및 안전

원자력 활동에 대한 1984년도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부를 통해서 국가 에너지 정책

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 및 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위한 체제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국가 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 (CNSNS)는 에너지부의 관리 하에 있는 어느 정도 독립적

인 기관이며 규제기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 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는 국민의 안

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그리고 원자력 및 방사선 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규정과 보장조치가 적절히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하는 임무를 갖는다. 

국가 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는 또한 원자력 시설의 부지, 설계, 건설, 운전 및 폐로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 평가하며 승인하는 임무를 갖으며, 관련된 법령을 제안한다. 이 

기관은 원자력 시설 인허가를 수정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부를 통한 국가 원자력안전/보장조치위원회 설립 인가에 부여된다.

3.5 연구 및 개발

멕시코의 주요 원자력 연구기관은 국립원자력연구소 (NNRI)이다. 이 연구소는 1968년부터 

1000 kW Triga Mk III 연구용 원자로를 운전하여 왔다.

Autonoma de Zacatecas 대학교는 훈련에 사용되는 Chicago Modelo 900 미임계 원자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1969년부터 가동되었다.

멕시코와 캐나다 간의 원자력 협력 약정은 연구 및 개발, 보건, 안전, 비상 대책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서 1995년 서명되었다. 이 약정은 또한 핵 물질, 장비 

및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원조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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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핵 비확산

멕시코 헌법은 원자력 에너지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원자력 활동에 대한 1984년도 법령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멕시코는 1969년 핵 비확산 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에 비준하 으며, 2004년 추가 

의정서 (Additional Protocol)에 비준하 다. 멕시코는 또한 1979 핵물질 물리적 방호 국제협

정의 당사국이며 1988년에 협정에 비준하 다. 더 나아가서 멕시코는 1967년 중남미 핵무

기 금지 조약 (Tlatelolco Treaty)의 수탁국이며, 1967년부터 조약에 가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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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르헨티나 원자력 발전

 아르헨티나는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의 약 10분의 1을 생산한다.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상용 원자로는 1974년 운전을 개시했다. 

아르헨티나의 전력소비는 1990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증가하 다. 2002년도 개인 전력 소비

량은 연간 2007 kWh 다. 원자력 에너지는 국가 전력의 8.6%를 공급하며, 이는 연간 약 

70억 kWh 그리고 수력에 의해 생산되는 양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아르헨티나의 전력생산은 대부분 사유화되어 있으며, 국립 전력규제기관 (Ente Nacional 

Regulador de la Electricidad, ENRE)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 총 설비 용량은 약 35 GWe이며, 

약 11%가 자가 발전 및 개인 발전으로 생산된다.

4.1 원자력 산업 개발

아르헨티나의 원자력에너지 국가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Energia Atomica, CNEA)는 

1950년도 설립되었으며, 1968년도 운전 개시된 5 MW 연구로를 포함한 여러 개의 연구로 

건설과 같은 원자력 연구 개발에 집중적인 활동을 하 다. 현재 원자력에너지 국가위원회

와 다른 기관에 의해 5기의 연구로가 운전되고 있다.

1964년도 원자력 발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Buenos Aires 지역의 300-500 MWe 발전

소 타당성연구 결과에 따라 입찰이 공고되었다. 천연 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는 중수로를 

선호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 캐나다와 독일의 중수로 설계 제안이 가장 관심을 끌었으며, 

100% 융자 조건의 Siemens-KWU Argentina 제안이 채택되었다.

Atucha-1으로 불리는 이 발전소는 1974년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 원자로는 현존하는 

다른 중수로와 달리 압력용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원자로는 현재 저농축 우라늄 (0.85%)

을 사용하여, 연소도를 두 배로 늘이고 이에 따라 운전비용도 40% 절감 시켰다.

1967년 내륙 500 킬로미터에 위치한 Cordoba 지역의 대형 발전소 건설에 대한 두 번째 

타당성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캐나다 원자력공사 (Atomic Energy of 

Canada Ltd, AECL)의 CANDU-6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원자로와 더불어 채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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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수 약정이 부분적으로 기여를 하 으며, 발전소 건설은 이태리 회사 Italimpianti와 

함께 추진되었다. 이곳의 Embalse 발전소는 천연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며, 1984년 상업운

전을 개시하 다.

1987-1997년 기간에 발전소 4기를 추가 운전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79년 세 

번째 발전소인 Atucha-2를 주문하 다. 이 발전소는 1호기의 대형화 모델로 Siemens 설계를 

따른다. 건설은 원자력에너지 국가위원회 (CNEA)와 Kraftwerk Union (KWU) 연합회사에 

의해 1981년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건설은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1994년 

81% 공정을 보인 상태에서 건설은 일시 중지되었다. 

1994년 원자력에너지 국가위원회 (CNEA)로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인수하고 Atucha-2 건설

을 감독하기 위해 Nucleoelectrica Argentina SA (NASA)를 설립하 다. 이 회사는 경제부에

서 관리한다. 1996년 법령으로 NASA의 사유화를 허용하 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2003년 692 MWe Atucha-2 원자로 건설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 정부에 제안되었다. 

Siemens의 Atucha 중수로의 설계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유일하며, NASA는 대략 4억 미국달

러 정도에서 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독일, 스페인 그리고 브라질에서 전문기술을 구하고 

있다.

1976년 설립된 국유회사 Investigacion Aplicada (INVAP SE)는 국내외 고객들을 위한 응용 

연구, 공학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 회사는 호주의 새로운 20 MW OPAL 연구로와 

같은 해외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요한 수출 소득원이 

된다.

CNEA와 INVAP는 유망한 CAREM 원자로를 개발하 다. 이 원자로의 출력은 100 MWt/ 

27 MWe이고, 일체형 증기 발생기를 갖고 있는 단순화된 모듈화 경수로이며, 전력 생산 

(27 MWe 또는 100 MWe까지), 연구용 원자로 또는 해수 담수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최근에는 300 MWe으로의 출력 증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CAREM 원자로는 

모든 일차 냉각계통을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갖고 있으며, 스스로 가압되고, 전적으로 

대류에 의해 냉각된다. 연료는 가연성 독봉과 함께 표준형 3.4% 농축 경수로 연료를 사용하

며, 원자로는 매해 연료 교체를 수행한다. 이 원자로의 설계는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서서 

10년 이내에 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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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정부는 국가원자력발전지구 개발을 위한 35억 미국달러 규모의 전략 계획을 

발표하 다. 이 계획에는 Atucha-2 발전소 건설 완공과 Atucha-1 및 Embalse 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협력한 Embalse CANDU-6 형 발전소의 25년 

수명연장은 4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Atucha-2 원자로를 위한 중수 생산은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발전의 목표는 전력 수요 증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발전용량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

다. 그러는 동안 2010년 이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한 네 번째 원자로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수행될 것이며, 이를 위해 20억 미국달러가 입안되었다. 2006년 계획은 또 한쪽으로는 

CAREM 원자로의 원형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Table 6. Operating Argentine power reactors

Reactors Model Net MWe First power

Atucha 1 PHWR 335 1974
Embalse PHWR 600 1983
Total (2) 935 MWe

4.2 연료 주기

우라늄 탐사와 소규모 채광이 195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으나, Mendoza에 있는 CNEA의 

Sierra Pintada 광산은 경제적 이유로 1997년 문을 닫았다.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개방형 

갱도 및 침출물에서 생산된 우라늄의 누적량은 2509 톤이다. 그러나 국가자원의 자급자족

을 위해 Sierra Pintada 광산을 다시 개발하려는 계획들이 있으며, 2003년 우라늄 20 톤 

생산이 보고되었다. 이곳과 Cerro Solo의 총 매장량은 우라늄 8000 톤 이하이다. 우라늄 

광산 개발의 재기는 2006년 계획의 일부이다. 

이산화 우라늄과 핵연료 피복관 생산은 CNEA 자회사가 담당한다. 핵연료 집합체는 Buenos 

Aires 인근 Ezeiza Centre에 있는 CNEA 자회사인 CONAUR SA에 의해 공급된다.

1983-1989년 기간에 INVAP은 CNEA를 대신해 Rio Negro 주의 Bariloche 인근 Pilcaniyeu에 

있는 소규모 (연간 20,000 SWU) 확산농축 공장을 운 하 다. 이 시설은 그리 안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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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저농축 우라늄을 거의 생산하지 못했다. CNEA의 변환공장 Dioxitek는 Cordoba에 

있다.

2006년 8월 CNEA는 자체의 Sigma 개량된 확산농축기술을 사용하여 농축공장을 다시 가동

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는 아르헨티나를 농축공장을 운

하는 권리를 갖는 국가 그룹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INVAP의 상업적 전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수는 CNEA와 Neuquen 주정부 (Arroyito에 연산 200 톤 규모의 공장 소유) 공동 소유인  

Empresa Neuquina de Servicios de Ingeneria (ENSI SE)가 생산한다. 이 공장은 Atucha-2와 

3기의 후속 원자로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하도록 건설되었으며, 현재 수출을 할 

수 있는 생산 용량을 갖고 있다.

4.3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연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령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은 CNEA에게 방사성 폐

기물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 으며, 이 목적을 위해 특별기금을 창설하 다. 가동 중인 

발전소들이 이 기금을 지불하고 있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CNEA의 Ezeiza 

시설에서 처리된다. 사용후 핵연료는 각 발전소에 저장된다. Embalse 발전소는 어느 정도의 

건식 저장고를 갖고 있다.

CNEA는 또한 발전소 해체의 의무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발전소가 계속해서 

기금을 축적해야 한다.

4.4 규제 및 안전

1994년 원자력규제기관 (Nuclear Regulatory Authority; ARN - Autoridad Regulatoria Nuclear)

이 설립되어 국가 원자력규제부서 (Nuclear Regulatory Board)와 CNEA로부터 모든 규제 

업무를 인계 받았다. 원자력 규제기관은 방사선 방호뿐만 아니라 안전, 인허가 그리고 

보장조치의 업무를 수행한다. 규제기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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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핵 비확산

아르헨티나는 1995년부터 핵무기 비 보유국으로 핵 비확산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국이며, 1994년부터 중남미 핵무기금지조약 (Tlatelolco Treaty) 가입국이

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걸친 보장조치는 1991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 (IAEA) 후원 아래 

브라질-아르헨티나 핵물질 계량관리 위원회 (Brazilian-Argentine Agency for the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ABACC)와 연계하여 가동하 다. 아르헨티나는 원자력 

공급 그룹의 일원이다. 아르헨티나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보장조치 약정과 관련하여 추가

의정서 (Additional Protocol)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4.6 참고문헌

[1] IAEA 2003,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2]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August 1997, Datafile: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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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라질 원자력 발전

 브라질은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의 4%를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의 첫 번째 상업 발전용 원자로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하 다. 

브라질의 전력소비는 1990년부터 크게 증가하 다. 일인당 소비량은 연간 2235 kWh이다. 

원자력은 국가전력의 4%를 공급하는데 이는 연간 약 130억 kWh이다.

브라질 전력의 약 40%는 국가전력기업 Eletrobras (Centrais Eletricas Brasileiras SA)에서 

생산한다. 전력의 약 30%는 주정부 소유 기업이, 20%는 파라구와이 국경의 12.6 GWe 

Itaipu 수력 발전이 공급한다. 약 9%는 자가 발전 및 개인 발전이 공급한다.

Eletrobas는 광산/에너지부에 의해 관리되는 지주회사로 1962년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70%

를 소유한다. 이 회사는 브라질 원자력공기업 Eletronuclear의 대주주이다

5.1 원자력 산업 개발

1970년 정부는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입찰을 결정하 다. Angra-1 발전소에 대한 

턴키 계약은 Westinghouse와 체결되었고, 건설은 Rio de Janeiro와 Sao Paulo 사이의 해안지

역에서 1971년 시작하 다.

1975년 정부는 원자력기술의 완전한 자급자족 국가가 되는 정책을 채택하 으며, 15년에 

걸쳐 8기의 1300 MWe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하는 계약을 서독과 채결하 다. 첫 번째 

2기는 Siemens-KWU의 장비 공급과 함께 즉시 건설에 착수하도록 되어있었다. 나머지 발전

소는 기술전수 계약 하에 브라질 전체 용량의 90%를 담당할 계획이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유회사인 Empresas Nucleares Brasileiras (Nuclebras)가 설립되었고, 특정 기술과 핵연

료주기 관련된 많은 자회사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제적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2기의 브라질-독일 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었고, 모든 프로그램은 1980년대 말 재구성되었다. 1988년 새로운 회사 Industrias 

Nucleares Brasileiras SA (INB)가 Nuclebras와 대부분의 자회사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

나 연료주기 활동과 관련해서 제한된 권한과 임무를 갖는다. INB는 국가 원자력에너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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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National Nuclear Energy Commission, CNEN)의 자회사이다.

Angra 2 & 3호기에 대한 건설 책임은 Eletrobras의 자회사인 공기업 Furnas에게 전가되었다. 

Angra-2의 건설은 1995년 재기되었으며, 독일 은행, Furnas 그리고 Eletrobras가 13억 미국달

러를 새롭게 투자하 다. 

그리고 1997년 새로운 회사 Eletronuclear (Eletrobras Termonuclear SA)가 Eletrobras의 자회사

로 설립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건설과 운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 회사는 Furnas

의 원자력 부분과 기술회사인 Nuclen을 결합하 으며, Siemens는 가지고 있던 25%의 지분

을 포기하 다. Nuclep은 Nuclebras 시절부터 계속해서 자회사로 남아있으며, 중장비 제조 

업무를 취급한다. 현재는 INB와 함께 국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N)의 자회사이다.  

Angra-1은 수증기 공급계통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왔으며, 가동 후 몇 년 동안은 

일정기간 운전이 정지되었다. 이 발전소의 가동 후 15년간 총 가동률은 단지 25%에 불과했

다. 그러나 1999년부터 가동률은 크게 향상되었다. Angra-2는 잘 운전되고 있다.  

1224 MWe Angra-3 발전소는 Angra-2 계약의 일부 으며, 동일한 발전소로 설계되었다. 

장비의 70%가 현장에 있으나, 건설은 시작되지 않았다. Eletrobras는 이를 완성하기 위해 

18억 미국달러를 가진 민간 동업자를 찾고 있으며, 2006년 중반 현재, 이를 완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7. Operating Brazilian power reactors

Reactors Model Net MWe First power

Angra 1 PWR 626 1982
Angra 2 PWR 1270 2000
Total (2) 1896 MWe

5.2 연료 주기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적극적인 탐사 결과, 브라질의 알려진 자원은 우라늄 143,000 톤이

다 (합리적으로 확인된 자원과 추정되는 추가 자원 - 부류 1, 킬로그램 당 80 미국달러) 

- 세계 총량의 4%. 3개의 주요 광상은 Pocos de Caldas (1997년 광산 폐쇄), Lagoa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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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중), 그리고 Itataia (미개발, 인산광물 동시 생산)이다.

우라늄은 1982년부터 채광되어 왔으나, 현존하는 유일한 광산은 INB의 연산 우라늄 340 

톤 규모의 Lagoa Real 시설이다. 모든 채광된 우라늄은 해외에서 변환되고 농축된 후 국내

에서 사용된다. 

1980년대 초 브라질 해군은 원자력추진 프로그램을 시작하 으며, 원심분리에 의한 농축

기슬 개발을 시작하 다. 실증시설이 Ipero에 지어졌으며, Angra 원자로의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킬 상용시설이 Resende에 지어질 것이다. 이 시설의 첫 번째 연속공정(cascade)은 

운전을 개시하 고, 두 번째 연속공정은 2007-2008년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는 

(궁극적으로 4개의 모듈로 구성되고 총 생산량은 연산 115,000 SWU이며 1.7억 미국달러 

소요) 2006년 INB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모듈은 연산 5,000-6,000 SWU 연속공

정 4 또는 5개로 구성된다. 1단계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Angra 1 & 2호기 핵연료 요구량

의 60%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에서는 시설 용량을 200,000 SWU로 증가시킬 것이다. 원심분리기는 국내기술로 개

발되며 Urenco 기술과 매우 유사하다.

Siemens가 설계한 INB의 핵연료 제조공장도 Resende에 있으며, 연산 소결체 160 톤 및 

핵연료 집합체 280 톤 규모이다. 

5.3 방사성 폐기물 관리

국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N)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의 책임을 진다. 2001년 

법령은 처분장 선정, 건설 및 운 을 규정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Angra 발전소에 저장된다. 

재처리에 관해서는 결정된 정책이 없다.

5.4 규제 및 안전

법령의 주요부분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1962년도 국가 정책이다. 이에 따라 국가 원자력

에너지위원회 (CNEN)가 1974년 설립되었고, 법령이 1989년과 1999년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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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원자력 규제기관은 국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N)의 방사선 방호 및 안전이

사회 (Directorate of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DRS) 이다. 이 기관은 모든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와 감독의 책임이 있다. 브라질 환경연구소 (Brazilian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도 시설 인허가에 관련한다.

국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N)는 초기에는 대통령 전략문제 보좌관 (Presidential 

Secretary for Strategic Affairs)에게 보고하 으나, 이제는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밑으로 들어왔다.  

원자력 프로그램 조정 및 보호위원회 (Nuclear Program Co-ordination and Protection 

Commission)는 원자력과 관련된 각 조직의 대표자를 갖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다.  

5.5 연구 및 개발

국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N)의 연구개발이사회는 모든 연료주기, 원자로 기술, 방사

성 동위원소 그리고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해 책임을 진다. 5개의 원자력 연구센터들이 

다양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Sao Paulo의 IPEN에는 2기의 연구용 원자로가 있다 - 5 MW 수조형 원자로와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하전입자 가속기.

Rio de Janiero의 IEN에는 소형 Argonaut 연구용 원자로가 있다.

Belo Horizonte의 CDTN에는 소형 Triga 연구용 원자로가 있다.

CTSMP에서는 - Sao Paulo의 해군 기술 센터 - 선박추진용 원형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었으

나, 이 프로그램은 북동지역의 소형 발전소에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브라질은 새로운 세대 원자로와 계통을 개발하는 제 4세대 국제 포럼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INPRO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왔다. 국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NEN)는 또한 Westinghouse와 함께 IRIS 모듈형 원자로 개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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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5.6 핵 비확산

브라질은 1998년부터 핵무기 비 보유국으로 핵 비확산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국이나, 중남미 핵무기금지조약 (Tlatelolco Treaty)에는 1968년부터 가입

하 다. 1988년 새로운 규약에 따라, 브라질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으며 1994년부터 국제

원자력기구 (IAEA) 후원하에 모든 분야에 걸친 보장조치와 함께 브라질-아르헨티나 핵물

질 계량관리위원회 (Brazilian-Argentine Agency for the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ABACC)가 설립되었다. 브라질은 1996년 원자력 공급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브라질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보장조치 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를 아직 수락하지 않았다.

5.7 참고문헌

[1] IAEA 2003,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2]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August 1998, Datafile: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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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캐나다는 전 세계 우라늄 광산 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두개의 새로운 광산
에서 생산된다. 2007년 이후 더 많은 새로운 광산들이 생산을 시작하므로, 캐나다의 우라
늄 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전력의 약 15%는 고유기술을 사용하는 
원자력에 의해 생산되며, 18기의 원자로에서 12,500 MWe의 전력을 생산한다.

멕시코는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전체 전력의 거의 5%를 생산한다. 멕시코의 첫 
번째 상용 원자력 발전소는 1989년 운전을 시작했다. 멕시코 정부는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의 약 10분의 1을 생산한다.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상용 원자로는 1974년 운전을 개시했다. 

브라질은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의 4%를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의 
첫 번째 상업 발전용 원자로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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