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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a Advanced Passive

2) Hualong Pressurised Reactor 1000은 Hualong1이라고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HPR1000으로 표기함

3) Advanced China Passive 100은 Linglong1이라고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ACP100으로 표기함

동향 분석

중국의 원자력정책은 1950년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태동기’와 1980년대 후반 냉전시대 종결과 개

혁·개방 물결,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원 개발의 일환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의 목적이 ‘평

화적 이용으로 전환된 성장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및 수출 전략 강화를 추구하는 성숙기’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2016~2020년)」은 △ 에너지 수급 불균형, △화석연료 이용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 △ 에너지 수송 문제, △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 증가 등 중국의 에너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반영하여, 비화석연료인 원자력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현재 38기의 원전을 가동하며 세계 3위의 원전 보유국인 중국은 신규 원전 20기를 건설중이며, 39기 건설을 계

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00기의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신규 원전의 95% 이상은 지적재산권이 있는 원

자로인 CAP1)1400과 HPR10002)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국은 ‘독자 개발과 선 진기술 도입을 통한 원자로 국산화’를 원자로 노형 개발의 기본 방침에 따라 프랑스와 미국의 

선진 원전 기술 도입하여 대형 원전을 대표하는 ‘CAP1400’과 ‘HPR1000’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다목적 일체형 소형 

원자로(SMR)를 대표하는 ‘ACP1003)’및 실증로 건설 단계에 들어간 소듐냉각고속로(SFR)인 ‘CFR600’등 다양한 차세대 원

자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원자력 관련 부처 및 기관명은 [부록]에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영문 약칭으로 표기함.

에너지 정책 및 수급

2018년 현재 중국의 에너지정책은 국가에너지국(이하, NEA)이 2014년 발표한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년)」과 「제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2016~2020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원자력 정책 및 연구 개발 현황

윤성원·한준규·김연종

한국원자력연구원



62   

4)  BP(2017)

5)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5년 시점 1인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10.56 ㎿h임.

「제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2016~2020년)」에

서는 △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15년 대비 

15% 감축, △ 수력·원자력·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연

료 에너지 공급 확대,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을 2015년 대비 18% 감축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으

며,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 에너

지 수급 불균형, △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환경 오염, 

△ 서→동, 북→남 에너지 수송의 어려움, △ 해외 자

원 의존도 증가 등의 현안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2년 대규모 전력난 이후 전원 개발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기준 총

설비용량은 1,525GWe로 2002년 357GWe보다 4배 

이상, 총발전량도 5,860TWh로 2002년 1,654TWh보

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NEA가 「제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

(2016~2020년)」에서 2020년과 2030년 중국의 전력 

수요를 각각 6,640TWh, 9,020TWh로 예측함에 따

<표 1> 중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실적 및 전망               단위: TWh, (%)

구 분 2000 2002 2005 2010 2014 2015 2020 2030

총발전량 1,356 1,654 2,501 4,208 5,679 5,860 8,364 10,788

원자력 발전
17

(1.2)

25

(1.5)

53

(2.1)

74

(1.8)

133

(2.3)

171

(2.9)

441

(5.3)

867

(8.0)

화력 발전*
1,114

(82.1)

1,337

(80.9)

2,043

(81.7)

3,333

(79.2)

4,239

(74.6)

4,264

(72.8)

5,999

(71.7)

7,109

(65.9)

수력 발전
222

(16.4)

288

(17.4)

397

(15.9)

722

(17.2)

1,064

(18.7)

1,130

(19.3)

1,294

(15.5)

1,764

(16.4)

재생에너지 발전**
3

(0.2)

4

(0.2)

8

(0.3)

79

(1.9)

243

(4.3)

295

(5.0)

630

(7.5)

1,048

(9.7)

* 화력 발전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포함 

** 재생에너지 발전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을 포함 

출처 : 2000-2015년은 IEA China, People’s Republic of: Electricity and Heat for 2015, 2020년 및 2030년은 JEPIC(2017)의 자료를 활용함.

중국의 에너지 관련 주요 현안 

•�에너지�자원은�풍부하지만�1인당�평균�전력�

사용량은�적음�

2016년 시점 중국은 에너지자원별로 전세계 매

장량의 석탄 21.4%, 천연가스 2.9%, 석유 1.5%를 

보유하며4),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전력 사용량

은 4.05㎿h임.5)

•화석연료�이용에�따른�환경오염

2016년 기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1위임. 

•전력�생산지와�소비지�간의�수송�문제

전력은 주로 서북에서 생산되는 반면, 대부분의 

전력이 인구 밀집 지역인 동남쪽에서 소비되면서 

전력 수송 문제가 발생함. 

•해외�자원�의존도�증가

발전원의 비중이 큰 화석연료의 경우 석탄을 제

외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량은 각각 세계 2위

와 5위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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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중국의 전원 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

인다.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전력예비율을 고려

하여 2020년과 2030년의 발전량을 각각 8,364TWh, 

10,788TWh로 예측하기도 했다. <표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한편 화석연료 이용 증가의 영향으로 2016년 시점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123 백만톤 CO2eq6)으로 

2006년 미국을 추월한 이후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

출국이 되었다. <그림 1>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760 백만

톤 CO2eq이며, 이중 석탄 이용으로 전체의 97%인 약 

3,647 백만톤 CO2eq가 배출되기 때문에 중국이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비화석연료 이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에너지

원별 발전량 전망에서 화력 발전은 65.9%로 2002년 

대비 15% 줄이고,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은 

각각 2002년 대비 6.5%, 9.5% 확대할 방침을 발표하

였다. 

「제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2016~2020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18% 감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7,515 백만톤 CO2eq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 

원자력정책 및 체제

중국의 원자력정책은 냉전시대 종결 및 경제 활성화

6)  CO2eq(Carbon Dioxide Equivalent)는 온실가스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의미함.

출처: BP(2017)

<그림 1>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및 중국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 중국의 원자력 정책 및 연구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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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정책 변동 요인으로 

‘태동기(개발 시작)→성장기(적극 개발)→성숙기(개발 

가속)’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

‘태동기’(개발 시작)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

지에 해당하며 주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CAS가 1956년 「국가 원자력발전 12개년 계획 대강령」

을 결정하면서 원자력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으나,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연구 개발이 중단되

었다가 1974년 중국 최초의 원전 건설 사업인 「728프

로젝트」를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원자로 연구 개발의 기본 방침인 ‘독자 개

발과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원자로 국산화’및 주요 노

형인 ‘경수로(PWR)’채택, 다양한 노형 개발을 위하여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 ‘선진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여 국산화하는’ 주요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었다. 

‘성장기’(적극 개발)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냉전시대의 종결과 중국의 개혁·개방 흐름과 경제 활

성화를 배경으로 첨단산업기술 개발 계획인 「863계획」

이 추진되면서 중국 원자력 개발의 주요 목적이 군사

적 이용에서 평화적 이용으로 바뀌는 시기로 원자력산

업이 육성됨에 따라 국유 기업인 CNNC가 추진 주체

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1983년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등 4개 

분야의 현대화를 추구하며,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

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90년대 2

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화학 공업기지인 동북지역

과 수출 산업이 발달한 화남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전원 개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주요 에

너지자원인 석탄기지는 화북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력 수송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전원 개발의 일환으

로 원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성숙기’(개발 가속)는 2011년 「12차 5개년 에너지발

전계획(2011~2015년)」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2016~2020년)」, 「중국에너지

중장기(2030, 2050) 발전전략연구」의 정책을 바탕으

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원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유 기업인 CNNC의 확장 및 

CGN, SPIC의 역할도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기가 

되어 원자력 연구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고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우려, 즉 다양한 노형 개발로 

인한 원전의 안전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

여 「원자력안전계획」을 재검토함에 따라 기존의 노형

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고, 국산화 노형을 일원화함과 동시에 수출에도 적합

한 ‘HPR1000’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2018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13차 5개년 에너지발

전계획(2016~2020년)」에서는 2020년에 설비용량 기

준 가동 원전 58GWe, 신규 건설 30GWe을 목표로 제

시하였다.

<그림 2> 중국의 원자력 개발 단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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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의 추진 체제를 살펴보면, 국무원의 관

리 아래 SASAC와 NDRC를 중심으로 MEP와 MOST, 

MIIT, NEC, NEA 등 정부 조직과 산하의 NNSA, 

SASTIND, CAEA, NEA 및 원자력 사업에 50% 이상 

출자할 수 있는 CNNC, CGN, SPIC의 국유 기업을 중

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3>) 

각 기관의 상세 역할은 정부기관인 SASAC가 국유 

기업인 CNNC, CGN, SPIC를 감독하고, NDRC는 원

자력 사업을 평가·승인하는 역할을 하며, NEC는 에

너지 개발 전략을 수립·실행·감독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의 관리·계획 수립, 프로젝트 심사, 기술기준 제

정 및 실시, 원자력 과학기술 개발, 원전 긴급 시 대책 

관리 등 사무국 기능은 NEA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MIIT 산하의 C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에 관한 정책 수립과 국제 협력을 주로 담당하고, 

SASTIND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정책 등을 

관할하고 있다.

<그림 3> 중국의 원자력 개발 체제 및 업무 구분 

「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 (2016~2020년)」 

주요 내용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이 재검토

되었지만, 2020년 신규 원전의 설비용량 계획은 

「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2016~2020년)」에

서도 「12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2011~2015

년)」과 동일하게 제시됨. 

•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

는 원자로인 ‘CAP1400’와 ‘HPR1000’을 주로 건설

하며, 내륙 지역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함. 

• 차세대 원자로로 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

(SMR)를 대표하는 ‘ACP100’건설 및 소듐냉각고

속로(SFR) 상용화, 고온가스로(HTGR) 사업 추

진, 토륨용융염로(TMSR), 진행파원자로(TWR) 

등의 연구 개발을 지속함.  

• 대규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 추진과 

원자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 중국의 원자력 정책 및 연구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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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인 CNNC는 중국 최대의 원자력 발전 사

업 주체로 주로 원자력 발전 설계를 담당하였으나, 

2018년 원자력 발전 건설업체인 CNEC와 합병이 결

정됨에 따라 설비 제조 기능을 갖춘 거대 원자력 국유 

기업이 될 것이며, 2018년 현재 자산규모 6천억 위안

(약 102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7)

CGN은 1994년 설립되어 원자력 연구 개발을 담당, 

20여개의 자회사를 통해 원자력 사업을 확장하고 있

으며, 2015년 기준 2,178억 위안(약 37조 원)의 자산

을 보유하고 있다.8)

SPIC는 2015년 CPI가 원전의 국산화 경험이 있는 

SNPTC를 합병하면서 재편된 국유 기업으로 2016년 

기준 자본 규모 8,761억 위안(약 148조 원)이다.9)

원자력 안전은 1984년 상업용 원전의 안전규제 기

관으로 설립된 NNSA가 독립된 원자력안전 감독권을 

가지고 원전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감독을 수행

하고 있다. NNSA의 주요 업무는 원자력시설 및 핵물

질 허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 원

자력 수출 및 관리 허가, 환경 평가와 모니터링, 인원

의 자질 관리, 원자력 긴급 시 대응 등이다. 

또한 중국은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 조약인 ① 원자

력안전에 관한 조약(1996), ②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

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조약(2006), ③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폐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조약(1985), ④ 원자력사고 조치통보에 관한 조

약(1987), ⑤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긴급사태의 경우 

원조에 관한 조약(1987)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정책 및 체제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원자력 

법률 체계는 ① 국가 법률, ② 행정 법규, ③ 부문 규

칙, ④ 지방정부 법규 및 규칙으로 구분되며, 2011년 

7)  연합뉴스(2018.2.1.)

8)  CGN 홈페이지

9)  SPIC 홈페이지

AP1000 원전인 Sanmen 1, 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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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법률 

체계를 재검토하여 2018년 1월 「원자력안전법(核安全

法)」을 시행하였다. (<그림 4>)

「원자력안전법」은 NNSA가 원자력에 관한 공업 및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안전 사항을 소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그림 4> 중국의 원자력 관련 법률 체계

출처: JEPIC(2017) 및 STEPI(2012)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5> 중국의 원자로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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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가동중 원전(PWR, PHWR)) 현황 (2018. 4월 현재)

발전소 위치 용량(㎿e) 노형 운영 운전시작

DayaBay 1&2 Guangdong 944 PWR M310 CGN 1994

Qinshan I Zhejiang 298 PWR CNP300 CNNC 1994.4

Qinshan II, 1&2 Zhejiang 610 PWR CNP600 CNNC 2002,2004

Qinshan II, 3&4 Zhejiang 619/610 PWR CNP600 CNNC 2010,2012

Qinshan III, 1&2 Zhejiang 677 PHWR CANDU6 CNNC 2002,2003

Fangjiashan 1&2 Zhejiang 1,020 PWR CPR1000 CNNC 2014,12 2015.2

LingAo I, 1&2 Guangdong 950 PWR M310 CGN 2002,2003

LingAo II, 1&2 Guangdong 1,007 PWR CPR1000 CGN 2010.9,  2011.8

Tianwan 1&2 Jiangsu 990 PWR VVER1000 CNNC 2007

Tianwan 3 Jiangsu 990 PWR VVER1000 CNNC 2018

Ningde 1&2 Fujian 1,018 PWR CPR1000 CGN&Datang 2013.4, 2014.5

Ningde 3&4 Fujian 1,018 PWR CPR1000 CGN&Datang 2015.6,  2016.7

Hongyanhe 1&2 Liaoning 1,061 PWR CPR1000 CGN&SPIC 2013.6, 2014.5

Hongyanhe 3&4 Liaoning 1,060 PWR CPR1000 CGN&SPIC 2015.8, 2016.9

Yangjiang 1&2 Guangdong 1,020 PWR CPR1000 CGN 2014.3, 2015.6

Yangjiang 3&4 Guangdong 1,020 PWR CPR1000+ CGN 2016.1, 2017.3

Fuqing 1&2 Fujian 1,020 PWR CPR1000 CNNC&Huadian 2014.11, 2015.10

Fuqing 3&4 Fujian 1,020 PWR CPR1000 CNNC&Huadian 2016.10, 2017.9

Fangchenggang 

1&2
Guanxi 1,020 PWR CPR1000 CGN 2016.1, 2016.10

Changjiang 1&2 Hainan 610 PWR CNP600 CNNC&Huaneng 2015.12, 2016.8

총 38 기 34,647  

출처: WNA, Nuclear Power in China

2003년 제정된 「방사능오염방지법」이 원자력과 관련

된 유일한 국가 법률로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하였으며, 안전에 관한 규제는 「방사능오염방

지법」, 「행정법규」, 「NNSA 규칙」으로 다원화되어 있었

다. 한편 원자력 연구 개발 이용 등을 총괄하는 「원자

력기본법」은 1984년 초안이 작성된 이후 재검토를 거

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업용 원자로 개발 전략 및 현황  

중국의 원자력 개발 전략은 1974년 CNNC가 중심

이 되어 「728프로젝트」10)를 추진하면서 결정된 ‘독자 

개발과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원자로 국산화’및 ‘경수

로(PWR)를 주요 노형으로 다양한 노형 개발’, ‘중국 내 

기기 조달 및 사업 관리 자립’이 기본방침으로 유지되

고 있다. (<그림 5>)

10)  「728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5년 중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QinshanⅠ(PWR, 30만 ㎾)이 착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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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국은 주요 노형인 경수로 개발을 위하여 국

유 기업인 CNNC, CGN, SPIC가 SASAC의 주관 하에 

미국과 프랑스의 원전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현재 CNNC와 CGN은 각각 20기, 13기의 원

전을 운영, 각각 8기와 7기를 건설하고 있으며, SPIC

는 4기의 원전을 CGN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2기를 건

설하는 주요 기업으로 거듭났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38기의 원전 중 36기가 경수로

(PWR)이며, 노형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CNP30011), 

CNP600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M310과 이를 바탕으

로 개발한 CPR1000, 러시아의 VVER1000이 있으며

(<표 2>), 경수로 이외의 노형으로 중수로인 CANDU6 

2기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7년 「원자력발전중장기발전계획」에

서 3세대(1000㎿e, PWR) 원자로 기술개발 추진을 결

정,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프랑스 아레바의 

EPR을 도입하여 건설하고 두 노형을 바탕으로 3세대 

원자로의 국산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적재산권

을 갖는 CAP1400과 1700, ACP1000, ACPR1000을 

개발하였고, ACP1000과 ACPR1000의 노형 기술을 

통합하여 HPR1000을 완성하였다. 

2018년 현재 20기(설비용량 약 21.6GWe)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어, 계획대로 가동되면 2023년 총58기(설

비용량 약 56.3GWe)의 원전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표 3>)

노형은 미국의 AP1000과 프랑스의 EPR을 포함하

여 이 두 모델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하고 지적재산권

도 가지고 있는 ACPR1000과 HPR1000, 러시아 경수

로인 VVER1000, 실증로급 소듐냉각고속로 CFR600 

및 고온가스로 HTR-PM이 채택된 상태이다. 

<표 3> 중국의 건설중 원전 현황 (2018. 4월 현재)

발전소 위치 용량(㎿e) 노형 사업자 건설시작

Sanmen 1&2 Zhejiang 1,250 PWR AP1000 CNNC 2009.3, 2009.12

Haiyang 1&2 Shandong 1,250 PWR AP1000 SPIC 2009.9, 2010.6

Taishan 1&2 Guangdong 1,750 PWR EPR CGN 2009.12, 2010.4

Shidao Bay 1 Shandong 200 HTGR HTR-PM Huaneng 2012.12

Tianwan 4 Jiangsu 1,060 PWR
VVER-1000 

V-428M
CNNC 2013.9

Yangjiang 5&6 Guangdong 1,087 PWR ACPR1000 CGN 2013.9, 2013.12

Hongyanhe 5&6 Liaoning 1,080? PWR ACPR1000 CGN&SPIC 2015.3, 2015.7

Fuqing 5&6 Fujian 1,161 PWR HPR1000 CNNC&Huadian 2015.5, 2015.12

Fangchenggang 3&4 Guangxi 1,150 PWR HPR1000 CGN 2015.12,2016.12

Tianwan 5&6 Jiangsu 1,080 PWR ACPR1000 CNNC 2015.12, 2016.9

Xiapu 1 Fujian 600 SFR CFR600 CNNC 2017.12

Bohai shipyard FNPP Liaoning 60 SMR ACPR50S CGN 2016.11

총 20 기 21,546

출처: WNA, Nuclear Power in China

11)  「China Nuclear Power 300(CNP300)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계, 압력용기 및 펌프 등 주요 컴포넌트 기기는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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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39기(설비용량 46.1 GWe)의 원전 건설

을 계획하고 있으며(<표 4>), 추가로 100기(설비용량 

114.2GWe)의 건설이 검토되었다. 이 중 95% 이상이 

중국이 독자개발한 노형인 CAP시리즈와 HPR1000을 

채택될 예정이다. 

이처럼 경수로 중심의 상업용 원전 건설 현황을 종

합해 보면,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2020

년까지 가동 원전 58GW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표 4>의 건설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면 2020년 이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가동·건설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상업용 원전 개발과 함께 중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

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목적 일체형 소형원

자로(SMR),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SFR), 진행파 원자로(Travelling Wave 

Reactor, TWR), 고온가스로(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 토륨용융염로

(Thorium Molten Salt Reactor, TMSR), 초임계압수

냉각로(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 SCWR) 

등의 다양한 노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의 차세대 원

자로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중국의 계획중 원전 현황 (2018. 4월 현재)

발전소 위치 용량(㎿e) 노형 사업자 건설예정

Shidaowan/Rongcheng 1&2 Shandong 1,400 PWR CAP1400 SPIC&Huaneng 2018

Xudabao/Xudapu 1&2 Liaoning 1,250 PWR CAP1000 CNNC, Datang 2018

Haiyang 3&4 Shandong 1,250 PWR CAP1000 SPIC 2018?

Lufeng(Shanwei) 1&2 Guangdong 1,250 PWR CAP1000 CGN 2018

Sanmen 3&4 Zhejiang 1,250 PWR CAP1000 CNNC 2018

Ningde 5&6 Fujian 1,150 PWR HPR1000 CGN&Datang 2018

Zhangzhou 1&2 Fujian 1,150 PWR HPR1000 Guodian&CNNC 2018

Huizhou/Taipingling 1&2 Guangdong 1,150 PWR HPR1000 CGN 2018

Lianjiang 1&2 Guangdong 1,250 PWR CAP1000 SPIC 2018?

Haixing 1&2 Hebei 1,250 PWR CAP1000 CNNC 2018?

Fangchenggang 5&6 Guangxi 1,150 PWR HPR1000 CGN 2018?

Bailong 1&2 Guangxi 1,250 PWR CAP1000 SPIC 2018?

Changjiang SMR 1&2 Hainan 100 SMR ACP100 CNNC&Guodian 2018?

Taishan 3&4 Guangdong 1,750 PWR EPR? CGN 2018

Changjiang 3&4 Hainan 1,150 PWR HPR1000 CNNC&Huaneng 2018

Taohuajiang 1-4 Hunan (inland) 1,250 PWR CAP1000 CNNC 2018

Pengze 1&2 Jiangxi (inland) 1,250 PWR CAP1000 SPIC 2018

Xianning (Dafan) 1&2 Hubei (inland) 1,250 PWR CAP1000 CGN 2018

Xiapu 2 Fujian 600 SFR CFR600 CNNC ?

총 39 기 46,100

출처: WNA, Nuclear Power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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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SMR)

SMR은 발전 출력이 100~300㎿ 규모의 소형 원자

로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 여러 

대로 구성된 주변 기기를 하나의 압력 용기에 집어넣

은 일체형 원자로이다. (<그림 6>) 

중국은 원전의 안전성, 유연성, 다양성을 향상시키

고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010년 

CNNC가 SMR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SMR은 주로 전

력 분산화 및 산업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의 에너지 공

급,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발 주체인 CNNC는 SMR이 비용 측면에서 석탄

이나 가스 발전보다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국제 SMR 

시장에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등의 의

지를 표명하고 있다. 

CNNC는 SMR 실증로인 ‘ACP100’개발을 위하여 엔

지니어링 자회사인 XNEC를 설립하였으며, 2011년 

11월 Jiangxi Lingdu시와 ‘ACP100 프로젝트 협력의

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다수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증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Fuhian Zhangzhou시와 ACP100을 

2기를 건설하는 협정을 체결, 50억 위안(약 8,500억 

원)12)이 투자될 예정이며, Gansu Lanzhou시와는 열

공급 프로젝트로써 ACP100을 2기 건설하는 내용의 

출처: CNNC, ACP100 http://www.czec.com.cn/en/technology/acp100.html

<그림 6> 중국의 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SMR) ACP100 이용 계획  

12)  Tepi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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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 40억 위안(약 6,800억 원)13)이 투자될 것

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XNEC는 CNNC의 또다른 엔지니어

링 자회사 CZEC와 ACP100 실증 프로젝트 주계약 협

정을 체결하여 CZEC가 실증 프로젝트 사전 준비와 수

출 준비를 동시에 담당할 예정이다. 

중국국제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ACP100’은 2017년 

상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Hainan성 Changjiang 자

치구에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SMR의 중국 내 건설뿐

만 아니라 수출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러시

아, 아르헨티나, 미국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파키스

탄, 이란, 영국, 인도네시아, 몽골, 브라질, 이집트, 캐

나다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SFR)  

SFR은 경수로나 중수로에 비해 높은 에너지의 중성

자를 이용하며 냉각재로 소듐(Na)을 사용하는 원자로

로, 중국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기초 연구, 1992

년까지 응용 연구, 2011년까지 설계·실험·검증의 3

단계를 거친 후 <그림 7>과 같이 ‘실험로→실증로→상

용로’개발 실행 및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중국은 경수로와 같은 열중성자로에서 향후 

핵융합로로 연결되는 원자로 개발 전략으로 ‘소듐냉

각고속로(SFR)’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9

년에는 「중국의 고속로 발전 전략·기술노선」을 결

정하였다. 이후 2005년 「원자력발전 중장기발전계획

(2005~2020년)」에서는 ‘세계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적

극 반영하여 선진 가압경수로, 고속로 및 고온가스로 

출처: CIAE(2016), Nuclear energy and Fast Reactor development in china

<그림 7> 중국의 SFR 기술 개발 전략 

13)  Tepi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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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을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시험 또는 실

증로 건설 실시’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SFR 개발을 담당한 CNNC 산하의 CIAE는 1992년 

응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 20 ㎿e 규모의 ‘실

험로 CEFR14)’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아 2000

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상태였다. 

이후 CEFR은 2010년 7월 첫 임계를 달성하였으며, 

2017년에 유지보수로 운전을 정지하고 현재 운전 재

개 허가를 받기 위한 자연 순환 시험이 필요한 상태이

며, 재가동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CIAE는 CEFR 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2011년 

6월 600㎿e 규모의 ‘실증로 CDFR15)’개발에 대한 2가

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① CFR1000을 자주 설계(2023년 완성)

② 러시아의 BN800 2기 수입 후 개량 

그러나 러시아와 가격 측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

하면서, 2가지 계획 대신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받

아 ‘실증로 CFR600과 상용로 CFR1000’을 거의 동

시에 자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

로 CFR600(Xiapu1)은 2017년 12월 Fujian에 CNNC 

Xiapu Corp16)가 2023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을 담당

하고 있다. 상용로 CFR1000은 2017~2019년 동안 예

비 개념 설계 수행 결과에 따라 2020년에 2034년 말 

가동을 목표로 건설을 결정할 예정이다. 

Taishan 1,2호기. 중국광동원자력발전집단유한공사(CGN)와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타이산 원전 1호기가 계통

에 연계됨으로써 계통 연계와 발전을 모두 달성한 세계 최초의 유럽형가압경수로(EPR)가 되었다고 6월 29일 발

표하였다.

14)  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

15)  China Demonstration Fast Reactor

16)  CNNC가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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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파 원자로(Travelling Wave Reactor, TWR)

TWR은 경수로(PWR)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등

을 연료로 사용하며 소듐(Na)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SFR의 일종으로,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벤처기업인 

‘테라파워(Terra Power)’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CNNC가 2015년 ‘테라파워(Terra Power)’와 

TWR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7년 합작회사인 ‘Global Innovation and Nuclear 

Energy Technology Co., Ltd.’를 설립하여 TWR 개발

에 참여하고 있다. 

4.  고온가스로(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

HTGR은 우라늄과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며 원자로

를 정지하지 않고 연료를 교환할 수 있는 원자로로, 중

국은 1970년대부터 HTGR 개발을 시작하여 1986년 

MOST의 ‘863계획’에 따라 1995년 착공한 10 ㎿e 규

모의 실험로 ‘HTR10’이 2000년 첫 임계를 달성한 이

후 NNSA가 2024년 6월까지 가동을 허가한 상태이다.  

이러한 HTR10의 가동 실적에 따라 중국은 2006

년 「원자력공업 제11차 5개년 발전 계획」에서는 실증

로 건설과 지적재산권을 갖는 상용로 개발 착수를 표

명하고, 2012년부터 200 ㎿e 규모의 실증로인 ‘HTR-

PM17)’건설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 건설 완료되었으

며, 2019년 가동 예정이다. HTR-PM은 Sandong 지

역에 건설되었으며, 총공사비용은 약 5,100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서 중국은 「제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

(2016~2020년)」에서 600 ㎿e 규모의 상용로인 HTR-

PM600 건설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부터 Jiangxi성 

또는 Fujian성에 건설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되

고 있다. 

5. 토륨용융염로(Thorium Molten Salt Reactor, TMSR)

TMSR은 토륨(Th)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우라늄(U) 

233이 되어 핵분열하는 특성을 이용한 원자로로, 중

국은 1971년 CAS 산하의 SINAP가 5 ㎿e 규모의 원

형로를 개발하여 제로(0) 출력 임계 달성에 성공하였

으나, 1971년 말 시설이 폐쇄된 후 2011년 다음과 같

은 이유로 TMSR 프로젝트를 재개하였다.  

① 중국은 풍부한 토륨 매장량(우라늄의 3~4배)을 

갖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장수명 방

사성 핵종의 독성을 90% 이상 저감할 수 있음. 

② 중국 내륙지역의 전력원으로 적절하며, 물 부족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함. 

TMSR 프로젝트는 CAS 산하의 SINAP가 담당하

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0 ㎿ 규모의 실험로 TMSR-

SF1의 예비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18년에는 2㎿ 규

모의 실험로 TMSR-LF1의 개념 설계를 완료할 예정

이다. 

TMSR 실험로 건설 시점은 당초 2015년에서 2~3

년 정도 늦어지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는 2020년대 실

증로 건설과 2030년대 상용로 건설을 목표로 프로젝

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  초임계압 수냉각로(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SCWR)  

SCWR는 물의 임계점 374℃(22.1MPa) 이상에서 

운전되는 고온·고압의 원자로로 물을 냉각재로 사용

17)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Pebble Be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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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2003년부터 CNNC 산하의 NPIC가 SCWR 개발

을 시작한 이후 2007년부터 MOST가 「국가중점기초

연구발전계획(973계획)」의 일환으로 SCWR 개발을 지

원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후 NPIC는 상해교통대학 및 칭화대학, 동방

가스터빈공사 등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 체제를 구

축하였으며, 2014년에는 1,000 ㎿e 규모의 SCWR 

‘CSR1000’에 관한 기초 기술 연구를 완료하고, 2017

년부터 예비 개념 설계를 시작하였다. 또한 국제 협력 

측면에서 캐나다와 SCWR 개발를 위한 검토회를 정기

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초임계수 연료시험(bundle 

test)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 영향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13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

(2016~2020년)」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제12차 5개년 에너지발전계획(2011~2015

년)」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58기의 원전 가동 목표’

를 그대로 표명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원자력정책은 ‘독자 개발

과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원자로 국산화’및 ‘경수로

(PWR)를 주요 노형으로 다양한 노형 개발’, ‘중국 내 

기기 조달 및 사업 관리 자립’이라는 일관된 기본 방침

이다. 

그 결과 주요 노형인 경수로(PWR)를 프랑스와 미국

의 선진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화하여 CAP 시리

즈와 HPR1000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향후 건설중 또

는 추가 건설 예정인 원전은 국산화에 성공한 CAP 시

리즈와 HPR1000이 95% 이상 채용하고 있으며, 경수

로 이외의 SMR, SFR, TWR, HTGR 등 다양한 원자

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 국산화에 성공하여 세계적 수준의 원

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중국은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 내 원전 건설로 에너

지 수급 및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세계 원전 시장 진

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20년 앞서 원전 기술 자

립을 이룩하여 UAE 원전 수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 소형원자로인 SMART의 사우디 공동 건설 추

진, 케냐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

약 체결 등 세계 원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

으며, SFR, VHT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서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착실하게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

구하고 신규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은 대형 원전은 물론이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있어 

실증로를 넘어 상용로 개발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국이자 협력국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의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

한 공동 연구 개발 및 안 전협력 체계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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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표기에 대한 설명

- 原子能(atomic energy)、核能·核動力(nuclear power)、核(nuclear)은 모두 ‘원자력’으로 표기

- 核電(nuclear power)은 원자력발전(發電)으로 표기 

a) 위생부(NOH): 방사성 방호 담당

b) 환경보호부(MEP): 원자력안전국(NNSA)의 상위 기관

c) 2015년 CPI가 SNPTC를 합병하여 재편, 현재의 SPIC

+ 중국의 원자력 정책 및 연구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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