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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의 발전은 필연적인 추세    

○ 중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약정에 따라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최고치에 

이를 수 있는 2030년까지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체에너지원

으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짐  

-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혁명전략(2016~2030년)」(2017.4)에서는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

하는 비화석에너지(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의 비중을 50%로 향상시킬 것을 명시함

- 이중 원자력의 경우, 2019년 12월말 기준 전체 전력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 전체 전원의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8%를 기록함 

     ※ 「중국 원자력 발전보고」(2020)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각종 전원의 발전량 중 화력이 72.32%, 

수력이 16.15%, 풍력이 5.01%, 원자력이 4.88%, 태양광이 1.64%를 각각 차지함  

○ 2019년 12월말 기준 중국 내 운행중인 원자로 수는 47기, 전체 설비용량은 

4,875만kw로서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건설중인 원자로 

수는 13기, 전체 설비용량은 1,387만 1,000kw로서 세계 1위를 유지함 

- 특히 중국은 원자력의 과기혁신을 통해 “화룽(華龍) 1호”(HPR1000)와 “궈

허(國和) 1호”(CAP1400) 등 3세대 원전의 자립화와 해외 수출에 성공함  

- 또한 고온가스냉각로, 소디움냉각고속로, 토륨용융염원자로, 핵융합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음   

○ 최근(2021.4) 타이산(臺山) 원전의 1호기에서 운행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자력의 안

전관리가 상시적인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감독관리부문의 구조조정과 

안전예산 확대를 통해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있음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관리는 환경보호부 산하 국가핵안전국에서 담

당하고, 대외협력 부분의 관리는 공업정보화부 산하 국가원자력기구에서 전담함

-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중국은 방사능오염 예방제어를 위한 연구프로

젝트의 예산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의 핵안전」(2019.9) 백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중국 내 운영중인 원자로 47기, 운행중

인 민용 연구로 19기, 민용 핵연료순환시설 18기와 저·중준위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분장에 INES 

2급 이상의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기록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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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자력 정책의 변화    

원자력 정책의 초기 형성과정 

○ 1970년대 전 세계적인 석유 위기와 더불어 중국 동부지역의 상하이 등에서도 전력

난이 나타나자 당시 주은래 총리가 원자력을 통해 전력난을 해결할 것을 지시함

- 1983년 1월, 原 국가계획위원회와 原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원자력 

발전기술정책 논증회”를 개최하여 가압수형 원자로 위주의 기술노선을 확정함

- 1983년 9월, 국무원에서 원전지도소조의 설립을 결정하고 친산(秦山)과 다야

완(大亞灣) 원전사업을 인허가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서막을 열어놓음 

 

원자력 정책 점진적으로 조정   

○ 시작단계(1980년대 중기부터 1990년대 중기)

- (가압수형 기술루트 확립) 당시 핵 관련 산업기술과 경제발전 수준 속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루트로서 가압수형 원자로 기술 루트를 채택함

- (기술 자립화 및 도입 병행) ① 독자적으로 설계 및 건조하고 해외 선진설비

와 기술을 일부 사용함(친산 원전). ② 해외에서 원전 세트 설비와 선진기술

을 도입하고 관리 경험을 공유함(다야완 원전)  

  

○ 적당한 발전단계(1990년대 중기부터 2003년까지) 

- (“2단계 발전”의 기술루트 확립) ① 국제적으로 성숙되고 중국이 이미 기본적

으로 확보한 원자로형을 채택하는 동시에 해외 선진 원자로형에 대한 추적형 

개발을 추진함. ② 선진 원자로형 기술을 기본적으로 확보한 후 건설을 추진함  

- (자립화 지침과 목표 수립) ① “중국 위주, 해외 협력, 기술 도입 및 자립화 

추진” 지침을 확립함, ② “기술력 확보 및 세계 선진기술 추적, 건조가격 인

하 및 경제효과 향상, 자주화 실현 및 해외의존 탈피”의 3대 목표를 수립함 

      ※ 광둥 링아오(岭澳), 친산 제2원전과 제3원전, 장수 톈완(田灣) 등 총 8기의 원자로를 인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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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발전단계(2003년부터 2010년까지) 

- (3세대 원전의 자립화 추진) ① 2003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원전 자

립화 회의를 개최하여 “3세대 원전 도입 및 도약형 발전”의 발전 루트를 채

택함. ② 국제입찰의 기술 방향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원자로가 될 수 있는 

3세대 기술을 선호함(미국 AP1000, 프랑스 EPR 등)     

- (“원전 중장기발전계획(‘05~‘20년)” 발표) ① “열중성자 증식로-고속원자로

-핵융합로” 3단계의 발전루트를 확립함, ② 100만kw급 가압수형 원자로 

발전루트를 명시함, ③ 3세대 원전 기술을 완전히 소화흡수하기 전에 2세대 

개진형 원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 동 기간 저장 산먼(三門)(미국 AP1000), 산둥 하이양(海陽, AP1000), 광둥 타이산(台山)(프랑스 

EPR) 외 저장 팡자산(方家山), 푸젠 푸칭(福淸) 등 13기의 원자로 프로젝트를 인허가함

○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단계(2010년부터 현재까지) 

- (원전 안전계획(’11~‘20) 발표) ①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연해지역에만 신

규 원전을 건설하고 내륙지역에는 신규 원전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원자력

안전 정책을 실시함, ② 신규 원전은 반드시 3세대 안전표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는 등 접근 기준을 크게 향상시킴 

- (“원전 중장기발전계획(‘11~‘20년)” 조정) ① 2020년까지 완공된 원전의 설

비용량을 기존의 4,000만kw에서 5,800만kw로 증가함, ② 건설중 원전의 

설비용량을 기존의 1,800만kw에서 3,000만kw 증가함, ③ 원자력 비중을 

기존의 2%에서 4%로 향상시킴 

      ※ 동 기간 산둥 스다오완(石島灣) 고온가스냉각로, 푸젠 샤푸(霞浦) 소디움냉각고속로 등 4세대 

시범원자로와 기존의 양장(陽江), 훙엔허(紅沿河) 등 2세대 개진형 원전을 인허가함

      ※ 2018년 말 기준, 완공된 원전 설비용량은 4,465만kw, 건설중 설비용량은 1,403만kw 달성함

    [표 1] 중국의 주요 원자력 발전 정책 

정책명 발표일(또는 수정일) 

법률  

1 「원자력법」(의견수렴고) 2018년 9월 의견수렴고 공개  

2 「중화인민공화국 핵 안전법」 2017년 9월 1일 발표, 2018년 1월 1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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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中國核能産業協會 등, 「中國核能發展報告」(2019) 

Ⅲ 3세대 원전의 자립화 및 차세대 원자로  

“대형 선진형 가압수로” 중대 전문프로젝트(2008)           

○ 동 프로젝트는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강요(2006~2020)」에서 확정한 중

대 전문프로젝트로서, 원전 기술을 2세대에서 3세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사업임

- (배경) 당시 4종 모델(30kw, 60만kw, 70만kw, 90만kw)의 기술루트에 4개 국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의 기술표준이 혼재하고 세트설비 수입에 의존함 

- (목표) 미국 AP1000 3세대 기술을 도입 및 흡수한 기초위에 독자 지재권

을 형성한 3세대 기술을 개발해 원전 선진국 반열에 진입함

- (특징) 국가원전기술공사(SNPTC)를 신설하여 AP1000 원전 기술을 소화흡수

함으로써 현재 자립화율 90%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재혁신을 통해 독자 지재권

을 형성한 “궈허(國和) 1호”(CAP1400) 원자로형 개발에 성공함  

      ※ 中國一重사 등 16개의 중앙기업, 중국과학원 등 10개 국립연구소, 칭화대학 등 18개 대학, 

沈鼓그룹 등 17개의 국유기업, 寶銀사 등 29개의 민간기업을 포함한 총 200여개 기관이 참여함

정책명 발표일(또는 수정일) 

3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 예방제어법」 2003년 6월 28일 발표, 2003년 10월 1일 실시

행정 법규 

1 「원전 관리조례」(의견수렴고) 2016년 9월 의견수렴고 발표 

2 「핵안보 조례」(의견수렴고) 2016년 8월 의견수럼고 발표 

3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조례」 2011년 발표 

4 「방사성 물품 운수안전 관리조례」 2009년 발표 

5 「민용 핵안전설비 감독관리조례」 2007년 발표, 2016년 수정 

6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설비 안전 및 
방호조례」 2005년 발표, 2014년 수정 

7 「군용 및 민용 핵제품 및 관련 기술의 
수출 관제조례」 1998년 발표, 2007년 수정 

8 「핵수출 관제 조례」 1997년 발표, 2006년 수정 

9 「원전 핵사고 비상대응 관리조례」 1993년 발표, 2011년 수정 

10 「방사성 약품 관리방법」 1989년 발표, 2017년 수정 

1 「핵재료 관제조례」 1987년 발표 

12 「민용 핵시설 안전 감독관리조례」 1986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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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AP1000 원전의 자립화 추진 상황  

 출처: 中國核能産業協會 등, 「中國核能發展報告 2019」 

“화룽(華龍) 1호” (HPR1000) 자주화 프로젝트(2013) 

○ 중국핵공업그룹(CNNC)과 중국광허그룹(CGN)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과 AP1000, EPR 등 선진형 원전기술을 참고하여 독자지재권을 보유한 “화

룽 1호” 3세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함   

- (배경)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원전설비 

자립화 능력이 향상되면서 독자 지재권을 형성한 3세대 원전의 개발 수요가 급증함

- (목표) 원전 “대국”에서 원전 “강국”으로서의 전환을 꾀하고 원전의 “해외 수출”을 실현함

- (특징) 중국핵공업그룹과 중국광허그룹이 각각 개발한 ACP1000과 ACPR1000+ 

기술방안을 융합해 “능동형 및 비능동형 결합” 특징의 “화룽 1호” 모델을 형성함

으로써 안정성과 경제성 간의 균형을 실현함(현재 자립화율 90% 달성)  

     ※ 2021년 1월에 최초의 “화룽 1호” 원자로인 푸젠 푸칭 5호기가 상용화 운영에 본격적으로 투입됨, 

그 외 파키스탄(Karachi 2~3호기) 등에 성공적으로 수출함

설비 명칭 산먼 1호기 하이양 1호기 산먼 2호기 하이양 2호기

차폐 모터 메인 펌프 EMD (미국) EMD EMD EMD/沈鼓,/哈電
폭발 밸브 SPX (미국) SPX SPX SPX/蘇閥

원자로 압력용기 두산 (한국) 두산 一重 上核
증기발생기 두산 (한국) 두산 上核 上核

원자로 내부구조물 두산 (한국) Ncwington 上海一機床 上海一機床
제어봉 구동장치 Ncwington (미국) Ncwington 上海一機床 上海一機床
돔 일체화 부품 PCC (미국) PCC 國核設備 國核設備

링 크레인 PaR (미국) 太原重工 大連重工 太原重工
연료 장전기 

Westinghouse
(미국) 

大起 上海起重 大起
원자로 

격납용기(동제) 
Westinghouse/國核設備 國核設備 國核設備 國核設備

메인 파이프 游船重工 二重 二重 游船重工
전압 안정기 上核 東方 上核 東方
안전주입탱크 上輔 上輔 上輔 上輔
노심 급수탱크 上核 哈電 上核 哈電
RPV/SG/PZR 

지원 二重/東方/東方 二重/東方/東方 二重/東方/東方 二重/東方/東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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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중국 내 3세대 원자로 건설 현황 

 출처: 공개자료에 기초해 KOSTEC 정리

차세대 원자로 및 소형 원자로 

○ 고온가스냉각로(HTGR), 세계 선진수준 유지    

- (배경) 중국은 1970년대 중기부터 칭화대학 주도로 10MW급 고온가스냉각 

실험로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2003년에 전력망 연결에 성공하는 등 그 핵

심기술과 시스템설계 집적기술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2008년부터 고온가

스냉각 시범로 건설을 추진해옴 

- (현황) 2021년 4월 세계 최초의 20만kw급 고온가스냉각 시범로가 연료장

착을 시작해 연말에 상업운영에 투입될 예정이고(산둥성 石島灣), 60만kw

급 개진형 시범로(수소생산 가능)는 설계방안을 완성한 상태로 2023년 경

에 연구개발을 완성할 예정임 

     ※ 참여기관 : 칭화대학 핵연구원, 화넝(華能)그룹 스다오완 원전공사, 중국핵공업그룹 에너지과기회사 등 

○ 중국실험고속로(소디움냉각고속로, CEFR), 시범로 건설단계

- (배경) 중국실험고속로는 중국 최초의 고속로로서 1992년에 국무원의 인허

가를 받아 863계획의 중대 연구개발프로젝트로 입안됨, 고속로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장수명 방사성폐기물의 핵변환을 일으켜 

선진적인 핵연료순환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함  

원자로형  소재지  착공일/전력망 연결일 

AP1000 (미국)

산먼(三門) 1호기 (저장성) 2009.04 / 2018.06

산먼 2호기 (저장성) 2009.12 / 2018.08

하이양(海陽) 1호기 (산둥성) 2009.09 / 2018.08

하이양 2호기 (산둥성) 2010.06 / 2018.10

EPR (프랑스)
타이산(臺山) 1호기 2009.12 / 2018.06

타이산 2호기 2010.04 / 2018.12 

“화룽(華龍) 1호” 

(HPR1000) (중국)

푸칭(福淸) 5호기 (푸젠성) 2015.05 / 2020.11

푸칭 6호기 (푸젠성) 2015.12 / 건설중 

팡청강(防城港) 3호기 (광시자치구) 2015.12 / 2020.09

팡청강 4호기 (광시자치구) 2016.12 / 건설중 

“궈허(國和) 1호”

 (CAP1400) (중국)
스다오완(石島灣) 1호기 (산둥성) 2019.07 / 건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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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2000년부터 열출력 65MW 및 전기출력 20MW의 실험로 건설을 추

진해 2011년에 전력망 연결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8번째로 고속로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됨, 그후 2015년과 2019년에 

60만kw급의 시범로 1호기와 2호기를 각각 착공(푸젠성 霞浦)하여 2023년 

경에 첫 시범로를 완공할 예정임  

      ※ 참여기관 : 중국핵공업그룹 산하 중국원자력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고 관련 대학과 연구소가 대거 참여함 

○ 토륨용융염원자로(TMSR), 실험로 건설단계    

- (배경) 중국과학원이 2011년에 “미래 선진형의 핵분열 에너지” 전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륨용융염원자로시스템(TMSR) 개발을 추진하고, 2017년에 간쑤성 

우웨이(武威)시와 총 투자 220억 위안에 달하는 TMSR 건설 협력협정을 체결함 

- (현황) 국가핵안전국에서 2020년 1월에 세계 최초의 2MW급 액체연료 용융염 

실험로(TMSR-LF1) 건설을 허가한 상황이며, 향후 100MW급 시범로를 거쳐 

2030년 경에 세계 최초로 상업 응용을 실현할 예정임 

      ※ 참여기관 :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 상하이유기화학연구소, 상하이고등연구원, 창춘(長
春)응용화학연구소, 금속연구소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함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 참여 

- (배경) 2006년에 중국이 유럽,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과 공동으로 

ITER 프로젝트 협력협정에 조인함, 대규모의 핵융합반응을 일으키는 초전도 

토카막은 ITER 장치로서 “인조태양”이라고 불리움

- (현황) 중국은 현재 플라즈마의 중심 온도가 1억도에 달하는 EAST 토카막

장치와 선진 수준(Beta-N>3)의 HL-2A 토카막 장치를 보유하고, ITER 건

조에 필요한 핵급 VST 설비 등 중요 설비를 납품함   

     ※ 참여기관 : 중국과학원 플라즈마물리연구소, 증국핵공업그룹 서남물리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동방전

기설비그룹 등 기업이 참여함  

 

○ 중국은 또 지상 소형로, 해상 원자로, 지상 및 육상 겸용 소형로 등 다양한 

모델의 소형 원자로를 연구개발 중이거나 시범로를 건설중임  

K
O
ST

EC
 K

O
ST

EC
 K

O
ST

EC
 K

O
ST

EC



2021. 7.  Vol. 7

8  

- 이중 지상 소형로에는 난방용의 “옌룽(燕龍)” 저온 열공급로, 산업 증기 및 해

수담수화 용도의 NHR200 시리즈 저온 열공급로, 이동식 전원 등 용도의 “링

룽(玲籠) 1호” 소형로, 그리고 난방용의 HAPPY200 열공급로 등이 포함됨  

- 해상 원자로에는 ACPR50S 해상 부유식 원자로, HHP25 원자로 등이 포함됨

- 지상 및 해상 겸용 원자로에는 CAP 시리즈의 소형로 등이 포함됨 

[표 4] 중국 내 3세대 원자로 건설 현황

 출처: 王长松, IAEA Advanced Reactors Information System （ARIS）2018 Edition. 

대표적인 R&D 센터  

○ 중국은 3세대 원전의 자립화와 차세대 원전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R&D 센

터를 운영하고, 원자력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중임 

- 여기에는 3세대 원전의 자립화를 위한 “원전 핵급설비 R&D 센터”, “가압수형 

원자로 R&D 센터”, “원전 디지털설비 제어시스템 R&D 센터“ 등이 포함됨

- 또 차세대 원전의 개발을 위한 “고속로공정 R&D 센터”, “고온가스냉각로 

및 원자력에너지 종합이용 중점실험실” 등이 포함됨 

- 그 외 원자로 내 핵심설비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형 핵연료소자 

R&D 센터”, “원전 격납용기 내 접근불가설비 R&D 센터” 등을 운영중임 

원자로명 유형 개발기관 출력 진행 단계 

1 링룽 1호(ACP100) 가압수로 중국핵공업그룹(CNNC) 125MWe 공정시범 

2 옌룽(DHR-400) 상압경수로 중국핵공업그룹(CNNC) 400MWe 초보적 설계 

3 NHR-200 가압수로 중국광허그룹(CGN) 200MWe 공정시범 

4 ACPR50 가압수로 중국광허그룹(CGN) 60MWe 초보적 설계 

5 CAP150 가압수로 국가전력투자그룹(SPIC) 150MWe 초보적 설계 

6 CAP200 가압수로 국가전력투자그룹(SPIC) 220MWe 초보적 설계 

7 HAPPY200 가압수로 국가전력투자그룹(SPIC) 200MWe 부지선정 단계 

8 CAP100S 가압수로 중국핵공업그룹(CNNC) 100MWe 초보적 설계 

9 ACP25S 가압수로 중국핵공업그룹(CNNC) 25MWe 초보적 설계 

10 ACPR50S 가압수로 중국광허그룹(CGN) 50MWe 초보적 설계 

11 HHP25 가압수로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 25MWe 개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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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R&D 센터 중심으로 원자력 관련 기관(또는 기업)이 보유한 인력 총수

는 17만 6,000명으로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인적 보장을 제공함 

- 이중 전문기술인력이 9만 1,000여명(원사 47명 포함), 기능인력이 5만 

2,000여명, 경영관리인력이 3만 3,000여명 포함된 것으로 각각 집계됨 

 

[표 5] 중국 내 대표적인 원자력 R&D 센터

R&D 센터 및 소재지 주요 연구방향 

1

핵급 지르코늄 R&D 센터 

(国家能源核级锆材研发中心)

/ 国核宝钛锆业 (寶鷄시)

- 핵연료집합체용 지르코늄합금 튜브, 봉소재, 판재  
   및 벨트 소재 개발 성공 

- 지르코늄소재 연구실 4개, 중간실험실 1개, 사업화 

  연구플랫폼 3개, 전문테스트센터 5개 보유 

2

원전 핵급설비 R&D 센터

(国家能源核电站核级设备研发中心)

/ 中廣核硏究院 (深圳시)  

- 차세대 100만kw급 가압수로 연료운송․저장시스템,  
   원자로 재순환 피트 여과기 등 개발 성공   

- LOCA 안전 모니터링계통, 핵급 비상디젤발전계통,  
  제어봉 제어계통, 핵급 펌프 밀봉, 플라즈마 용융시  
  스템 등의 개발에 성공 

3

고속로공정 R&D 센터

(国家能源快堆工程研发中心)

/ 中國原子能科學硏究院 
(北京시)

- 4세대 원자로인 중국실험고속로(CEFR) 연구개발 담당

-‘11년 7월 실험고속로 최초의 임계치 도달, ‘14년 12  
  월 전출력 상태에서의 72시간 안정적 운행 실현  

- 실험고속로 독자설계, 건조, 시운행 및 관리능력 형성 

4

 원전수명 평가관리 R&D 센터 

(国家能源核电站寿命评价与管理研发中心)

/ 蘇州熱工硏究院 (蘇州시)

- 금속소재 수명평가, 운행중 검사, 방사환경 모니터  
   링, 전기설비 절연노화, 전기제어패널 노화 등 연구

- 원전구조 안전평가, 원자로설비 설계분석, 원전설비  
   제조공법 평가 등 8개의 R&D 플랫폼 구축  

5

가압수형 원자로 R&D 센터 

(国家能源压水反应堆研发中心)

/ 中國核動力硏究設計院 
(成都시)

- 선진형 원전 설계기술 연구 및 실험 연구, 3세대

  /4세대 원전시스템, 다용도의 신형 원자로 연구개발 

- 비능동형 안전기술, 심각한 사고 예방 및 완화기술,  
  안전평가 기술, 선진 노심 측량기술, 다양성 보호  
  기술, 원자로소재 및 핵심설비 연구 

- 핵급 설비 감정기술, 원전설비 및 소재 연구개발 평  
  가기술, 비파괴 검사기술, 수명연장 및 노화 관리,  
  부식기술, 감진기술 등 연구 

6

원전 디지털설비 제어시스템 R&D 센터

(国家能源核电站数字化仪控系统研发中心) 

/ 北京廣利核系統工程有限公司 
(北京시) 

- 핵안전급 제어보호계통 샘플, 2세대 개진형 원자로
보호계통 공정샘플, 핵안전급 소프트웨어 검증 및 확
인기술, 원전 디지털제어계통 제품의 신뢰성 기술 등 
7대 방향의 연구 추진

7
선진형 핵연료소자 R&D 센터 

(国家能源先进核燃料元件研发中心)
- 독자지재권을 보유한 원전 핵연료집합체 연구개발, 
민용 핵연료 표준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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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공개자료에 기반해 KOSTEC 정리 

Ⅳ 핵연료순환 산업     

천연우라늄 자원 확보    

○ 중국은 현재 연간 수요량(1,600t 수준)의 5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다

양한 방식으로 해외 우라늄자원을 다량 확보하는 한편, 내몽고 등 자국 내에

서도 초대형 우라늄광을 발견함 

R&D 센터 및 소재지 주요 연구방향 

/ 中國核動力硏究設計院 
(成都시)

- 연구형 실험로용 선진 핵연료집합체 연구개발, 4세대 
원자로(이동파 원자로 등)용 선진 핵연료소자 연구개발

- 핵연료 실험연구부, 설계분석연구부, 공법연구부, 방  
  사검사연구부 등 5개 부분, 200여명 연구인력 보유 

8

원전 공정건설기술 R&D 센터 

(国家能源核电工程建设技术研发中心)

/ 中廣核工程設計公司 (深圳시)

- 인간공학, 테스트기술, 자동용접, 디지털, 디지털 시  
  뮬레이션 등 6개 실험실 보유 

- R&D 센터 설립을 위한 총투자 6억 4,000만 위안  

9

원전 격납용기 내 접근불가설비 
R&D 센터 

(国家能源核电站安全壳内不可接近设备研发中心)

/ 中廣核硏究院 (深圳시)

- 원전 압력용기용 디지털 로봇, 소형 잠수정 개발 성공  

- 핵연료 운수․저장시스템, 제어봉 구동기관 등의 자립  
  화 성공(24개 특허 출원), 해외 독점 국면 타파    

- 원자로 내 중요 설비제어계통, 핵연료 운수․저장계  
  통, 원자로 본체 외 기타 중요 고준위 접근불가설비  
  전용공구 등 4개의 연구개발 및 플랫폼 보유

10

고온가스냉각로 및 원자력에너지 
종합이용 중점실험실

(国家能源高温气冷堆及核能综合利用重点实验室)/淸華大學核能技術設計硏究院 (北京시)

- 4세대 원전기술인 고온가스냉각로 연구개발 추진

- 고온가스냉각로 핵연료집합체 연구 추진 

- 고온가스냉각로를 활용한 원자력에너지 종합이용기
술 연구 

1

원전 소프트웨어 중점실험실

(国家能源核电软件重点实验室)

/ 國核科學技術硏究院 (北京시) 

- 원전 열공정 설계 소프트웨어, 중대 사고분석 프로  
  세스, 원전 물리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 원전 소프트웨어 테스트 플랫폼, 원전 모델 소프트웨  
  어 모델 검증 DB, 선진 수치 시뮬레이션 기술 등 개발 

12

대형 청정 고효율 발전설비 R&D 센터 

(国家能源局大型清洁高效发电设备研究中心)

/ 中國東方電氣集團 (成都시)

- 가압용기, 메인펌프 등 원자로 설비 제조기술 개발

- 600톤급 강괴 제조기술, AP1000 일반설비 단조기  
  술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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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지에서 무역방식, 해외 광산의 

주식제어권 인수, 광맥탐사 후 독자개발 등의 방식으로 우라늄자원을 수입함 

      ※ 캐나다, 프랑스 등과 10년간 총 1만톤과 2만톤 이상의 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함

- 2018년말 기준 신장, 네이멍구 및 장시 등 23개 성(자치구)에서 6~10만톤

급 우라늄광 자원기지를 구축함

      ※ 신장, 광둥, 랴오닝 등지에도 우라늄 자원이 있으나 대부분 중소형 광상이고 품위도 낮음

 [표 6] 중국이 해외에서 인수한 대표적인 우라늄자원 프로젝트 

 출처: 中國核能産業協會 등, 「中國核能發展報告 2019」 

핵연료 가공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 중국은 남북 2개의 핵연료 제조기지를 보유해 가압수로, 중수로, 고온가스냉

각로 등 다양한 유형의 핵연료집합체를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자주브랜드의 

핵연료집합체와 선진형 핵연료소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이 개발중인 자주브랜드의 핵연료집합체에는 중국핵공업그룹(CNNC)

이 개발중인 CF3과 CF4, 중국광허그룹(CGN)이 개발중인 STEP-12, 그리고 

국가전력투자그룹(SPIC)이 개발중인 SAF-14, SAF-12 및 SAF-s6 등이 있음 

- 중국광허그룹(CGN)의 경우, 카자흐스탄에 200톤 규모의 AFA-3G 가압수

로 핵연료집합체 생산라인을 구축중임

프로젝트명/국가 보유한 주식 
자원량
(톤)

설계 연간
생산량(톤) 

1
Azelik 

(니제르) 
중국핵공업그룹(CNNC) 홍콩상장회사 37.2% 
주식 확보, 중국-아프리카 펀드 24.8% 확보 13,692 678

2
Husab

(나미비아) 
중국광허그룹(CGN) 54% 주식 확보, 
중국-아프리카 펀드 36% 주식 확보 248,446 5,500

3 LH (호주) 중국핵공업그룹(CNNC) 25% 주식 확보 12,300 2,000

4
Fission Uranium

(캐나다)
중국광허그룹(CGN) 19.92% 주식 확보 10,816 /

5
Semizbay-U

(카자흐스탄)
중국광허그룹(CGN) 49% 주식 확보 29,17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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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중국의 핵연료 생산능력 

 출처: 中國核能産業協會 등, 「中國核能發展報告 2019」 

○ 2018년 12월말 기준, 중국 내 가압수로 원전에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의 누

계량은 4989tHM 수준이고, 주로 습식 저장법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2017년 말에 중국핵공업그룹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핵시설의 퇴역관리, 방사

성폐기물 처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허환경보호회사를 최초로 설립함

- 2018년말 기준 중국의 습식 저장능력은 1300tHM이고 현재 건설중인 습

식 저장능력은 1200tHM 수준임 

     ※ 단, 중국의 유일한 상용 중수로인 친산(秦山) 3기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는 건식 저장을 하는데, 

기존의 시설만으로도 동 원전의 저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현재 중국이 운행중인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간쑤성 시베이(西北) 처분

장, 광둥성 베이룽(北龍) 처분장과 쓰촨성 폐이펑산(飛鳳山) 처분장 3개임. 중준

위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중국은 2018년 1월에 「방사성폐기물 분류」 정책을 발표하여 방사성폐기물

을 극단수명 방사성폐기물,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5개 유형으로 구분함 

 [표 8] 중국의 저·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상황  

 출처: 中國核能産業協會 등, 「中國核能發展報告 2019」 

핵연료집합체 유형 812공장 202공장 합계 

가압수로 

AFA 3G 집합체 (연간 생산량/톤) 800 200 1000

AP1000 집합체 (연간 생산량/톤) / 400 400

VVER 집합체 (연간 생산량/톤) 50 / 50

중수로 (연간 생산량/톤) / 200 200

고온가스냉각로 (연간 생산량/개) / 30만 30만 

시베이 처분장 베이룽 처분장 폐이펑산 처분장 

허가증 소유기관 중허칭위안(淸原)환경
기술공정회사

광둥다야완(大亞灣) 
원전환경보호회사 

중허칭위안(淸原)환경
기술공정회사

계획 설계 용량 200,000 ㎥ 80,000 ㎥ 180,000 ㎥

기 건설 용량 20,000 ㎥ 8,800 ㎥ 40,000 ㎥

기 저장 용량 12,000 ㎥ 3,000 ㎥ /

기 저장 폐기물의 
활성도 4.53E+13Bq 3.48E+13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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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제협력 및 시사점

○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원전의 발전이 늦었지만 자주혁신과 도입-소화-흡수-

재혁신의 과정을 거쳐 세계 선진수준의 원전기술을 비교적 빨리 확보함 

- 특히 “화룽 1호”와 “궈허 1호”의 연구개발에 성공하면서 중국은 2세대 기

술에서 3세대 기술로의 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 

- 또한 고온가스냉각로, 소디움냉각고속로, 핵융합로 등 차세대 원자로와 소

형로 등 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옴

○ 아울러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이 원전 발전의 

전체 과정을 관통하고 있음 

- 2세대 원자로의 경우, 프랑스에서 도입한 다야완(大亞滿) 1~2호기, 러시아에

서 도입한 텐완(田灣) 1~4호기 등이 초기 대외협력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함 

- 3세대 원전의 경우, 미국(AP1000 모델)에서 도입한 산먼(三門) 1~2호기와 

하이양(海陽) 1~2호기, 그리고 프랑스(EPR 모델)에서 도입한 타이산(台山) 

1~2호기가 대표적임

- 그 외에도 러시아에서 VVER-1200 3세대 모델을 도입해 톈완(田灣) 7~8호기와 쉬

다바오(徐大堡) 3~4호기 원자로를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계약을 신규 체결함(2018) 

 

○ 최근 중국은 지재권과 수출권을 확보한 “화룽(華龍) 1호” 및 “궈허(國和) 1

호” 3세대 원전과 고온가스냉각로 등 차세대 원전의 독자개발에 성공하면서 

원전의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임

- “화룽 1호”의 경우, 파키스탄의 Karachi 2~3호기 모델로 첫 해외 수출에 성공

한데 이어, 파키스탄과 C5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신규 체결함, 그 외에도 아르헨

티나, 요르단과 영국(BRB 프로젝트) 등과 수출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 고온가스냉각로의 경우,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과 이미 수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함      

- “궈허 1호”의 경우, 현재 터키와 남아프리카 등과 수출방안을 타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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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3세대 원전의 자주화 프로젝트를 통해 종합자립화율 90% 이상을 달성함 

- 현재 원전 메인설비, 펌프 밸브, 제어시스템 및 대형 단조물 등 핵심설비와 

원자재 등을 커버하는 공급체인을 형성하여 연간 8~10기의 원자로 건설 수

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단, 원전 강국에 비해 핵급 펌프, 디지털 제어시스템, 핵심부품과 기초소재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 수준이 낮은 상황임     

 

○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은 민간 주도의 협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분야로서, 한중 

간의 협력도 기존의 정부간 협력틀과 다자간 협력의 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양국은 원자력 공동위원회라는 정부간 협력틀 안에서 원자력 설비 및 소

재 연구개발, 운행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오염시설 철폐 

등 외에도 핵융합연구 등 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

     ※ 일례로 한국 두산그룹이 중국의 AP1000 3세대 원자로의 자립화 과정에 원자로 압력용기와 내부구

조물, 증기발생기 등 중요 설비를 납품한바 있음 

-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간협력 틀을 이용해 원전 오염수의 해

양 방출 등 국제적인 이슈에 관한 공동규제와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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