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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CANDU 원자로는 체르노빌사고 때의 설계결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면되고 있음. 

• CANDU 원자로기술은 수명연장 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사양의 길로에 있다.  

• 수명연장의 고비용은 사업자들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부분을 게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후쿠시마 사고 전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신 안전기준에 

저항하는 산업계로 인해 캐나다안전규제청을 

정치쟁점화 하였다.   



CANDU의 고향: 캐나다 

• 총 22개의 원자로. 그 중 20개가 
온타리오 주에 위치.  

• 온타리오 주는 설비개선에 너무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미 2개의 원자로 폐쇄. 

• 같은 설비개선 고비용 문제로 
Pickering에 있는 6개의 원자로가 
2020년까지 추가 폐쇄 예정. 

• 퀘백 주의 Gentilly-2 도 같은 
문제로 2012년 말 폐쇄 결정. 

• 3 Refurbishments in New 
Brunswick과 Bruce에 위치한 
3개의 원자로의 설비개선 
프로젝트도 예산초과 .    

 



CANDU 수명연장: “설비개선” 또는 “재건설” 

• CANDU 설비개선은 

기본적으로 “심장이식수술”과 

같다.  

• 경수로원자로의 경우 높은 

초기투자자본비용으로 인해 

경쟁시장체계에서는 그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다.  

• CANDU 원자로는 높은 

선행투자자본비용 뿐만 

아니라 높은 생애자본비용 (life 

capital cost)을 가진다.   

• 이미 두곳의 캐나다 

원전사업자가 CANDU 

수명연장은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하였다.  



• 후쿠시마 사고는 ‘제도적 

실패’이지 자연의 

이상행동으로 인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를 

‘규제포획’이라고도 한다.  

• 원자로노심용융의 

실증적인 가능성은 

세계적으로 10년에 한번 

꼴이다.  

• 다수의 원자로가 집중된 

발전소의 위험성.   

•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필요성.  



캐나다에서의 규제포획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8년 

캐나다원자력안전위윈회 위원장인 

Linda Keen 해임. 

• Keen은 자기가 해임된 이유는 캐나다 

원전사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원전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 Keen에 의하면,  캐나다 

엔지니어링회사인 SNC-Lavalin이 

그녀의 해임 정부에 로비했다고 함.  

• SNC-Lavalin은 전세계적인 

CANDU원전 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2011년 CANDU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  

• 또한 현재 전세계 CANDU 원자로 

설비개선 계약수주를 위해 ‘CANDU 

Energy”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계 친화적 규제기관 
• 새로운 규제기관은 아주 산업계 친화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NSC)는 심지어 

대중소통 시 원자력에너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now even claims nuclear 

power is “without danger” in its public 

communication. 

• CNSC는 또한 CANDU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규제기관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 이것은 정부기관이 CANDU사업을 

전세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캐나다 안전규제기관에 대한 정치화는 

CANDU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리더십을 찾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양 반응도 (Positive Reactivity)의 정치학: 

CANDU와 RMBK 설계 결함 

• CANDU와 체르노빌 RBMK원자로의 설계는 모두 양 

반응도를 보여준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양 반응도였다.  

 

• 원자로의 양 반응도는 폭발 진동의 가능성이 있다. 

 

• 신규 원자로 신청에 대해, 2005년 CNSC는 음 반응도 

(negative reactivity)의 원자로를 우선시하는 

국제안전기준에 기반하여 허가를 내주는 새로운 규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은 국제기준에 의거한 

허가신청제도는 CANDU-6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자국내에서의 CANDU운영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 만약 최신 국제안전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면 

CANDU-6와 같은 양 반응도의 원자로는 건설되지 못했을 

것이다.  

 

양 반응도 (그리고 테러공격 대비)의 정치는 당시 

CNSC의 위원장인 Linda Keen의 해임을 

가져왔다.  



후쿠시마의 교훈 
• 일본, 캐나다 

온타리오주, 한국 

모두 다수의 

원자로가 집중된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 후쿠시마 사고는 

다수원자로 

발전소의 위험성을 

노출하였다.  

• 원전입지와 

비상계획 수립에 

대한 의문점 제기 



설비개선: 비용 對 안전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린피스가 입수한 

2004년 Hydro퀘벡社가 규제기관에 보낸 

메모를 보면 Gentilly 2 원자력발전소의 

설비개선에 따른 비용효과가 “약하며’ 

‘적용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다.  

• 2004년 Hydro 퀘벡은 그 설비개선 

비용이 11억 달러 (약 1조 2천억)에 

이를것이라고 예상. 

• 2012년 최종비용이 40억달러에 

육박하자 설비개선을 포기.  



CANDU 수명연장 검토보고서에 는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 캐나다 규제기관은 CANDU 

수명연장의 안전검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려 함.  

• 안전성에 대한 결정은 

비공개로 원전운영자와 

규제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짐 

 

설비개선의 나쁜경제성과 

규제포획으로 인해 원자로에 

대한 안전 보호장치가  

검토에서 비중 없이 다뤄졌다.   

투명성과 공개참여가 필요하다.  



CANDU 설비개선 비용의 상승 

• 2002년 CANDU 업계는 수명연장 비용이 8억 캐나다 

달러 (약 8000억)로 추정. 

• 2005년에는 약 11억 캐나다 달러. 

• 2010년에는 약 25억 캐나다 달러. 온타리오는 

Pickering B원자로의 설비개선 포기. 

• 2012년 Hydro 퀘백은 Gentilly-2의 설비개선비용이 

40억 달러로 예상되어 포기.  

 

캐나다 밖에서의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도 저비용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비용의투명성과 

안전기준의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야 함.  



요약 및 권고사항  

• CANDU원자로는 IAEA의 최소 
공통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함.  

• 높은 선행투자자본비용 뿐만 아니라 높은 
생애자본비용으로 인해 사양에 들어섬. 

• 과도한 수명연장 비용의 문제로 캐나다는 
이미 2기의 원자로를 폐쇄하였고 
2020년까지 추가로 7기 폐쇄예정. 

• CANDU업계를 살리기 위해 규제기관은 
중기적인 미약한 안전기준강화조건 제시. 

• CANDU 국가들은 정치화된 캐나다 
규제기관을 믿지 말아야 함.  
 

특히 후쿠시마 사고 후에 는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 및 비상계획 검토에 있어 투명성과 
대중참여를 요구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수명연장 승인과정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는 

설비개선작업이 시작되기 전 

받아야하는 안전점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제가이드를 

만듬.  

• 사업자와 CNSC는 수명연장작업이 

진행되기 전 안전점검에서 발견한 

내용을 공청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 

• 안전점검보고서는 안전기준 충족에 

필요한 안전요건 업그레드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준다.  



수명연장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친다  

• CANDU 원자로의 수명연장은 승인받기 전 

환경영향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일반인들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가진다.  

 

• 다음달 (12월) 90명의 

일반/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온타리오 주 

달링톤 (Darlington)원전의 수명연장안에 대한 

의견을 CNSC에 발표할 예정이다.  

 

• 시민그룹은 후쿠시마 사고후 달링톤 원전의 

비상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결론 및 권고사항 
• CANDU원자로는 설계상의 ‘양반응도”로 인해 최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설계결함은  ‘안전하지않은’ 원자로 운영을 

지속(수명연장)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낭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 캐나다에서는 CANDU원자로 수명연장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원전사업자는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절차를 생략하거나’ 

‘안전기준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될것이다. 

 

• 공개되고 투명한 환경 및 안전점검이 수명연장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낮은 안전기준을 적용하려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