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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사와 함께해 온
한국전력기술의 40년사가 자신감을 충만시키고,
우리 삶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지혜의 보고가 되길 기원합니다.

열정, 성실, 도전의 위대한 여정
우리 경제에 근심의 골을 깊게 했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산 에너지기술 창출을 목표로 1975년 10월
1일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이 창립 40주년과 함께 그동안의 발자취를 담은 <한국전력기술 40년사>를 편찬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전력기술이 있기까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정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여러 유
관기관에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의 지난 40년 여정을 함께해 온 선배님
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임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40년 동안 태산처럼 큰 존재감으로 한국전력기술의 도전과 성장
을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이 가장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
우리 한국전력기술의 DNA와도 같은 자랑스러운 기질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부족
한 것은 외국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기술의 장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불모의
환경에서 밤에는 불을 밝혀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며 토론하며 기술 자립의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어느
덧 하얀 캔버스 위에 하나 둘 점이 모이고, 선이 모이면서 한국형 원자력과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졌습니
다. 한국전력기술 40년은 ‘열정, 성실, 도전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한국전력기술 40년사>가 선배 세대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후배 세대들의 글로벌한 개방성과 창의성이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의 인물과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역사의 거칠고 험한 파도에 굴하지 않은 용기와 신념의 인간들입니다. 성패와 무관하게 그들의 태
도와 인격에 감화됩니다. 둘째, 출발 당시의 조건은 열악했으나, 마침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얻는 인간들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이 역사적 인물들과의 만남은 설레게 합니다. 셋째, 될성부른 떡잎
이었지만, 결국 사소한 실수와 불성실 등으로 대사를 그르치고 만 경우입니다. 이 안타까운 역사적 인물
들은 반면교사가 됩니다.
한국전력기술 40년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에너지산업 성장의 큰 줄기를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시대를 풍미한 이들이 머물렀던 한국 현대사의 승부처였으며, 동시대인
들의 지지와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낸 성공의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사와 함께해 온 한국전력기술의 40년사가 자신감을 충만시키고, 우리 삶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지혜의 보고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전력기술의 지난 40년 여정에 함께하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업적이 행해지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흔들림 없는 도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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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이
더욱 힘차게 웅비하고,
<한국전력기술 40년사>가
오늘과 내일을 잇는
전통의 참 가치를 담은
기록집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과 경제성장에 큰 획을 그은 한국전력기술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력
기술 40년사>를 발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975년 우리나라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목표로 설립된 이래 원자력과 화력발전
소 설계기술 자립에 성공했으며, 세계시장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고유의 발전소 모델을 확
보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정과 경제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신형경수로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안전성과 경제
성이 향상된 세계적인 최신 원전 보유국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APR1400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UAE 사막 한 가운데 BNPP 1~4호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은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을 비롯하여 첨단 대기오염방지설비, 해상풍력발전 등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기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
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불혹의 나이를 맞은 한국전력기술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설립 40년과 동시에 김천시대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전력플
랜트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때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지난 40년의 열정과 발자취를 토대로 김천시대의 새로운 페이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그리고 인간과 환경 그리고 기술의 융화로 최고의 에너지 기
술을 창조해 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대적 배경 위에서 발간되는 <한국전력기술 40년사>가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과 전력산
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전력기술이 새로운 40년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활용되기
를 바랍니다.
“과거는 현재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그 척도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때 역사와 전통의 참 가치
가 빛난다”는 영국의 시인 T. S. 엘리엇의 명언을 떠올리며, 한국전력기술이 더욱 힘차게 웅비하고, <한
국전력기술 40년사>가 오늘과 내일을 잇는 전통의 참 가치를 담은 기록집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국전력기술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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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기술 40년사> 일러두기
1. 구성 개요
<한국전력기술 40년사>는 본책(History)과 별책(Themestory)의 2권으로 구성했다.
1) 본책(History) : 본책은 내용에 따라 ‘통사’, ‘기술개발사’, ‘용역사업사’, ‘부록’으로 구성했다.
- 통사 : 회사 설립 배경부터 새롭게 수립된 미래 비전까지 40년 한기 역사를 프롤로그와 총 4장의 시대구분 하에 편년체 방식으로 기술
- 기술개발사 : 기
 술자립, 기술고도화, 차세대 모델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기 40년 기술 발전의 역사를 ‘원자력’, ‘화력’, ‘방사성폐기물관리
/ 원전해체, 환경 / 신재생’ 등 총 3장의 구조로 기술
- 용역사업사 : 한
 기가 수행한 대표적 프로젝트 100개를 선정하여 ‘원자력 프로젝트 50’, ‘화력 프로젝트 30’, ‘EPC & Overseas 12’,
‘신재생 및 환경 프로젝트 8’ 로 나누어 구성
- 부록 : 주요 자료와 통계 및 연표
2) 별책(Themestory) : 별책은 40년간의 주요 에피소드, 인터뷰 등으로 구성했다.

2. 주요 전문용어 표기 통일 규정
1) ‘영광’, ‘울진’ 소재 원전 명칭은 새로운 항이 시작될 때마다, ‘원전 명칭 변경 방침(2013.05.08)’에 따라 ( )안에 변경된 명칭을 병기했다.
- ‘영광(한빛)’, ‘울진(한울)’, ‘신울진(신한울)’
2) 발전소 명칭 표기 원칙
예) 원자력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 신울진
		 그 외 : 보령화력발전소,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한경풍력발전소 → 보령화력, 분당복합화력, 한경풍력(‘발전소’만 생략)
3) ‘Burns & Roe’ 표기 원칙
- 미국 사명 표기 : 번즈 앤 로우(Burns & Roe)
- 한기 전 사명 표기 : 코리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ABAR)
4) ‘한국표준원전’ ‘OPR1000’ 국영문 표기 원칙
- 한국형표준원전(X), 한국표준형원전(X) → 한국표준원전(O)
- KSNP(X), KSNP+(X) → OPR1000(O), Improved OPR1000(O)

3. 일반 용어 표기 규정
1) 모든 표기는 한글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낱말을 채택해 사용
했다.
2)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할 경우
에는 ( )속에 한자나 영문 등을 병기했다.
3) 주된 종결어미 기술에 있어 ‘하였다’보다는 ‘했다’로, ‘되었
다’보다는 ‘됐다’의 사용을 지향했다. 또한 ‘~하기도 했다’
와 같은 불명확한 서술문은 배제하고 ‘~했다’로 기술하며
그 뜻을 명확히 했다.
4) 회사명, 단체명 등 고유명사를 쓸 때 初出의 경우 원명을 병
기했고 이후에는 줄여서 기술했다. 주어 사용에 있어 ‘한국
전력기술’은 ‘한기’로 통일했고, 예전 사명은 그대로 사용했
다. 외국 기업명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영문 약칭을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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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 표기는 네 자릿수를 사용했다.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 자리 자
릿점을 사용했고, 만 단위로 나누어 한글을 붙여 썼다. 단,
표에 기재되는 수치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했다.
예) 1억 2,345만 6,789명
7) 길이, 넓이, 무게, 전력, 열량 등의 단위는 미터법 표기를 원
칙으로 했다.
8) 언급되는 인물의 직위, 직책은 당시를 기준으로 표기하되
존칭은 생략했다. 단, 퇴직자는 한기에서의 최종 직책을 기
준으로 했다.
9) 책명의 경우에는 < >, 법률명은 「 」, 말 인용은 “ ”, 그 외 간
행물, 문서명과 강조 및 구분이 필요한 모든 단어, 인용문 등
은 ‘ ’를 사용했다.
10) 인용문장, 각종 통계나 도표 등은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
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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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밭을 가는 우보(牛步)처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원전과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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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한국형 기술로 새롭게 태어났고, 다시 세계가 선망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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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 기업, 한기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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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재미있는 엔지니어링산업 이야기

the Story of the Engineering

엔지니어링산업은 주어진 기술과제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기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학시스템을
설계·개발·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의 하나로 정의된다. 결국 ‘어떤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해
결방안(Solution)을 발견해 제시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산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엔지니어링산업 분야를 총 48개 전문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기계, 토목, 건설, 화학, 전기,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산업설비까지 거의 전체 산업을 포괄한다.
1975년 원전설계기술 자립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은 이후 40년
동안 일관되게 엔지니어링 한 분야에서만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체계화했
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고유
의 발전소 모델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하
면서 우리나라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 부문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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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40년사
Prologue
HISTORY

인간을 위한 기술, 엔지니어링산업

엔지니어링산업의 개념과 종류
_
엔지니어링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기술과제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통합적
으로 활용해 원하는 기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학시스템을 설계·개발·구축·운영하는 경
제활동’이다. ‘공업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신제품, 신공법, 신기술
등을 사용하는 방법, 공업생산기술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서 개발, 실천하는 응용과학
의 전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원론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엔지니어링을 정의하면 너무 딱딱하고 경직되어 쉽
게 이해되지 않는다. 1818년 설립된 영국 토목학회에선 보다 쉽게 엔지니어링을 정의하고 있다. 엔
지니어링이란 ‘인간의 이용 및 편의를 위해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평의회에서는 ‘소기의 기능, 조업의 경제성,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 원리를 창조적으로 응용하여 구조물, 기계장치, 생산 프로세스를 단독
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만드는 공장 등을 설계하거나 개발하고 이러한 설계에 근거한 건설 및 조업
그리고 특정 작업조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1978년 설립된 일본 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인간·재료·설비·기계 등의 통합 시스템을 대상
으로 그 설계, 자재조달, 공사운영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종합하면 엔지니어링이란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을 통해 가
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방안(Solution)을 발견해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해결방안이란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법률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돈에 관한 문제는 은행을 통해 해결한다. 삶의
편리함과 행복 또는 발전에 대한 문제, 즉 과학기술이 필요한 문제는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해결한
다고 보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엔지니어링 분야를 15개 기술부문(정보통신, 자동차, 선박, 항공우주 등)을
포함해 총 48개 전문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기계, 토목, 건설, 화학, 전기,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환
경, 에너지, 산업설비까지 거의 전체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토목·건축 엔지니어링 분

야와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토목·건축 엔지니어링 분야는 교량, 도로, 댐, 수로, 공항, 철도시설 등 대규모의 시공분야가 포함
되며,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는 각 요소의 각 장치 등을 단독 또는 상호조합으로 프로세스를 구성
하여 운전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토목·건축 엔지니어링은 각종 산업과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
감리·시운전·사업관리·유지보수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포함한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산
업은 여기에 기자재 구매와 시공 등 건설부문과 금융 조달능력, 프로젝트 위험관리 분야까지 망라
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 같은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능력 외에 금융과 사업관리 능력까지 갖춰야 하
는 종합산업인 것이다.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기술부문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
정보통신
화학
광업
건설
설비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
원자력

전문분야
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조선
항공
금속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화공
자원관리, 광해방지
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설비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농림, 시설원예
해양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제,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원자력·방사선 관리, 비파괴검사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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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의 기능과 범위
_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상 특징을 요약하면 투입물과 산출물이 있고, 투입물을 산출
물로 변화시키는 변환과정이 존재하며, 플랜트 자체가 완성물이 아니라 다른 완성물을 생산하는
생산라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당성조사에서 시운전까지 전체 프로젝트의 일관된
연결성이 존재한다.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가 전기로 변환되는 발전설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
이다.
엔지니어링은 그 목적에 따라 산업개발형 엔지니어링사업, 사회개발형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
형 엔지니어링사업 부문으로 구분된다.
산업개발형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인간의 생활에 소요되는 생활용품의 공급기반 확립을 통해 생활
의 안정과 관리를 도모하는 생산과, 유지확대 및 합리화·근대화를 위한 설비 및 시설관련 투자프
로젝트를 말한다.
사회개발형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유지개선 및 산업 주변기반의 정비와 환경
보전, 건강유지, 여가 및 지적 생활의 효율화, 정보활용과 투자의 최적화 등에 수반되는 설비와 시
설에 관한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분야다. 사회개발형에는 지역개발기반 프로젝트, 도시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공항프로젝트 등이 해당된다.
연구개발형 엔지니어링사업이란 무형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상업적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계 및 장치, 시설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프로젝트를 말한다.
한편 엔지니어링 업무는 대부분 다음 몇 가지 업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①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나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기업은 고유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고 특수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투자비를 산출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
③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시설의 규모를 비롯한 원료 및 제품의 규격, 기
계장치의 특성 및 크기 등에 이르는 기본설계를 결정하고 수립한다.
④ 기본설계가 수립되면 이에 따라 건설시공업자가 유형화된 구조물 설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도면을 구체화하는 상세설계를 시행한다.

⑤ 조달·제작의 프로젝트로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양질의 제
품 중심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적기 납품할 수 있도록 일괄 수행한다.
⑥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업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건설계획과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실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⑦ 시운전 개시 전 운전지침, 긴급시의 대처법, 유지보수 등에 관한 전체 관리지침서를 작성
하고 성과품이 정상운전 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상의 문제를 담당한다.

이밖에 장치나 공정시설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검사하고 성능보장 운전을 수행하는 총괄 시
운전 및 성능검사도 수행하며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사업관리까지 수행하는 것이 엔지니어
링의 역할이다.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관리인과 프로젝트 엔지니어, 그리고 이를 지원하
는 사업관리팀을 조직해 공정관리를 비롯한 노무(인력)관리, 자재관리 및 자금관리까지 수행할 수
도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과 역할
_
인류가 오늘날 풍요로운 문명사회를 이룩하기까지는 토목, 건축에 이어 소재산업과 에너지
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장치산업이라고 일컫는 소재산업과 에너지산업에는 화학공업,
석유정제업, 일반 제조업, 전력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장치산업에는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치에 적용하는 기
술의 수준에 의해 최종 생산제품의 부가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장치에 기술을 적용시키는 분야
가 앞서 설명한 엔지니어링산업이며, 장치산업과 거의 동시에 태동하여 함께 성장해왔다.
장치에 기술을 적용하는 엔지니어링산업은 미국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1920년대 미국에서 기존의
원유분해 비용보다 싼 가격으로 원유를 분해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술 혹은 프로세스
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등장한 것이 시초였다. 이는 가격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유회사에게
프로세스 자체를 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며, 또한 기업을 설립하려는 의지와 재원만
있다면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도 석유정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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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례는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기업과 프로세스 보유회사를 연결시켜 특수 업종에 참여하도
록 해준 엔지니어링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엔지니어링은 일반기업이 특수
업종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며, 바로 그 기술이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본 역할이다.
또한 엔지니어링은 특수한 고도기술을 다수 기업에 이전하는 데 있어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업이 기술보유자와 기술상품화 및 그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기술이전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복잡다단한 단계별·부문별 기술을 시스템화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
의 요구에 맞게 재구축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때 해당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 곧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이다. 엔지니어링업체 없이는 기술이전은 물론 그 기술의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중개자로서 업무수행은 엔지니어링이 지니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며, 엔지니어링은 연구
와 건설, 제조기능의 중간에서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고 산업화하는 데 핵심적인 교량 역할을 담당
한다.
산업상 특징을 보면 플랜트 장치,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문과 설계, 감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이 총체적으로 연결된 산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엔지니어링의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이다. 이는 엔지니어링이 특정
기술의 산업공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산업기술의 평균화·고도화에,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제의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
및 고도의 첨단기술을 전후방 산업에 파급시키며,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시장참여 촉진과 가격경
쟁력 확보,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풍요를 향한 도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의 태동과 발전
_
엔지니어링산업은 1920년대 미국에서 장치에 기술을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효시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에서 발달한 화학공업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말 영국은 유리공업의 발달로 유리와 관련된 처리약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학공업이 급
속히 발전했다. 연실법 황산제조기술, 인조소다 제조기술, 산이나 알칼리계 제조기술 등이 개발되
고,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는데 이것이 훗날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한 엔지니어링산업의 태동으
로 이어졌다.
이렇게 화학공업의 발달과 함께 엔지니어링산업이 태동했지만 플랜트의 설계, 제작, 공급 등 일련
의 공정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은 19세기 말에 들어서야 출현했다. 1892년 설립된 영국의 험
프리 앤드 글래스고우(Humphery & Glasgow) 등을 필두로 1920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
서 화학기계 및 장치 제조회사들이 대거 설립됐다.
미국 엔지니어링산업은 1850년 전후 영국으로부터 기술이 전해지면서 발전했다. 섬유공업의 성장
과 함께 발전한 미국 엔지니어링산업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연방국가 체제 확립과 공업화
진전에 맞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미연방을 잇는 대륙횡단철도 건설이 활발하게 진척되면서 이
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 등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미국 엔지니어링산업은 토목건설업 부흥 및 화학공업 발달과 함께 놀라운 성장세를 유지
해 나가면서 1888년 건설업부문의 벡텔(Bechtel), 1901년 화학기계 관련 제조회사 켈로그(M. K.
Kellogg)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1888년 세계 최초로 매사츄세츠 공과대학(MIT)에 설치된 화학공학과는 엔지니어링 개
념을 본격적으로 산업에 적용했다. 또한 1932년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평의회(Engineers'
Council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 ECPD)가 설립된 후 엔지니어링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정립
됐으며, 같은 시기 미국 내에 엔지니어링 기업이 대거 설립됐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태동한 엔지니어링산업은 전쟁을 거치며 급성장하는 아
이러니를 보여주었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 엔지니어링산업 성장의 토대가 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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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살상용 화학가스와 전차, 항공기 등의 군수물자 수요급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석유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프로세스인 원유 열분해공정을 개발한 석유 및 화학회사, 관련
기계 개발자들이 새로운 공정개발을 통해 원가를 크게 절감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이 급성장했다. 이
후 미처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상업화하는 엔지니어링 분야가 출현하면서 기술의존형, 기술개발
형, 기술응용형 엔지니어링산업으로 분화됐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도입과 발전
_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은 원천기술부터 시작하여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선진
국의 경우와는 배경부터 달랐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겪으며 1950년대에 이어 1960
년대 초반까지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상황이 열악했기에 엔지니어링산업
은 물론 기본적인 공업화도 추진하지 못했다. 1959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한미화학 황산공
장을 설립한 것이 전부였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가뜩이나 열악했던 기간시설과 산업설비마저 파괴되
면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채 100달러를 넘지 못했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들
이 빈곤층을 형성, 보릿고개라 불리는 춘궁기를 굶주리며 견뎌야 했다.
다행히 1960년대 들어 추진한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후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했다. 안정적인 성장기반 위에서 공장이나 주택, 도로, 항만, 비행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구축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도 전근대적인 설계
와 시공에서 벗어나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체험하며,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시공능력이 크게 향상
했으며 국내 엔지니어링산업도 서서히 경쟁력을 갖췄다.
아울러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비료나 정유 등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면서 플랜트 엔
지니어링산업도 활기를 띠었다. 1950년대 말 건설에 착수했다가 잠시 중단됐던 호남비료 나주공장
이 1962년 완공됐고, 1967년 영남화학과 진해화학이 각각 완공됐다. 1964년 4월에는 울산정유공장
이 완공되어 국내 최초로 가동됐다. 이후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부고속도로 준공과 울산 및 여
수석유화학단지 등을 중심으로 화학공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본격적으로 성장궤

도에 올랐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이 주종으로 하고 있는 전력산업 엔지니어링은 에너지 기술자립을 위한 국가의
육성정책에 의거, 국내 발전소건설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확보해 왔다. 나머지 분야에서의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은 대부분 1970년대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통해 기반을 잡았다. 특히 1973년에 「기
술용역육성법」을 제정하여 정부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각 기업체로 하여금 이에 주력
하게 한 정책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막대한 규모의 건설공사가 발주되던 중동시장은 저렴한 노임과 우수 인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을 갖춘 국내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중동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들
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으며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후 기업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눈을 돌렸고, 정부에서도 중화학공업 육성계획 수립, 화력 및 원자
력 발전소의 신규건설 등 산업인프라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은 전성기를 맞이했고, 선진국 엔지니어링업체에 버금가는 규모와 기술을
갖춘 기업이 다수 출현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엔지니어링 중심 사업수행체제로 정착이 본격 시도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국내에서 많은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들
이 1980년대 후반부터 순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해외 플랜트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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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_
엔지니어링산업은 태동 이후 대표적인 ‘두뇌산업’의 하나로 성장해 왔다. 가치사슬의 상위 단
계에서 기획·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실현했다. 이는 제조업에서 소재가 완제품의 가격과 성능을 결
정하는 것과 성격이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사업비 규모에서 엔지니어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공사비의 5~10%,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의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종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생산성 등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체 공정 중 엔지니어링 대가의 요율은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약 3.4%에 해당한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부문을 해외기업에 넘겨줄 경우 약 96.6%에 해당하는 건설과 제조업 부문의 고용효과
를 외국에 이양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일찍이 이러한 엔지니어링의 특징을 간파하고 엔지니어링산업을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 업체는 핵심기술과 역량을 확보하고, 활발한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제휴로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강국 미국,
네덜란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5개국은 고부가가치 영역을 선점하여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구조물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프로세스형 산업이
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균형 있는 기술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발전을 기
약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시공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문분야별 기술수준은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
체로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많다. 이에 비해 기획·설계 등 엔지
니어링 분야, 종합적 사업관리 및 정보화, 그리고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기술수준은 대체로 선진국
에 비하여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단순 시공기술의 노하우가 상당 부분 축적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의 발전
없이는 플랜트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플랜트 건설사업을 종합화하
고 관리하는 사업관리기술이 부족한 점도 전체 플랜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장애요
인이다. 뛰어난 분야별 시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단계별 투입요소의 적기투

입과 관리를 유도하고 리스크 요인을 줄이는 사업관리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시공 생
산성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산업과 사업관리 부문은 아직 시공 능력에 걸맞은 위상을 찾지 못
했다. 시장 포화와 경기 침체 속에 실적은 악화됐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선진
화를 가로막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낮아 엔지니어링을 여전히 단순
용역사업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활용하기 위해 엔지니
어링산업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체들
도 해외 건설시장 상품 중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대표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해외플랜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엔지니어
링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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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

발전소 건설과 한국전력기술의 역할
발전소 건설은 공기, 투입물량, 건설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건설과정에서 발전
사, 설비제작회사, 건설회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 등 복합적 집단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기능은
대단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의 역할을 조정하거나 어느 한 분야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역무를 처
리, 보완하고 각 분야가 수행한 일을 종합 정리하여 여러 분야의 합동 노력으로 귀결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 건설에서 엔지니어링(Engineering), 구매(Procurement), 건설
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시운전(Start-up)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발전소 건설을 기능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설비제작회사에게는 사양작성 및 품질보증업무를, 건설회사에게는 건설감리 및 시공관리업무
를, 발전사에게는 설계·사양·감리의 기획 및 검수기능을 대행함으로써 기술적 구심 역할을 한다.

엔지니어링 회사를 중심으로 본 발전소 건설의 기능적 관계
-

사업주

안전성 확보
설비의 신뢰성 보장
계획 공·납기 달성
사업비 절감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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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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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양·감리
기술의 개량·응용·종합화

납기관리

경제성

실용화
과학기술의 생산
연구기관
학술기관
자체개발

공정관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도입과 발전

경제성장을 위한 전원개발계획 추진
_
해방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경제·사회 상황은 암담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엄청난 수탈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국력이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국토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다. 여기에 정치·사회적 혼란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1인당 국
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 경제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였다. 1960년대에 들어선 군사정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층을 형
성하고 소위 보릿고개라 불리는 춘궁기를 굶주리며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경제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1966년까지 이어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았다. 당초 목표했
던 국민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 7.1%를 크게 상회한 8.5%의 고성장을 달성했으며 이로 인해 1인
당 국민소득이 1962년 87달러에서 1966년에는 125달러로 증가,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구조도 크게 개선돼 기준년도인 1960년 1차 산업이 35.2%, 2차 산업이 19.2%, 3차 산업이
45.6%였던 것이 1966년에는 1차 산업이 31.7%, 2차 산업이 25.7%, 3차 산업이 42.6%로 바뀌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된 반면에 2차 산업의 비중이 커졌다.
한편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에는 함께 추진한 전원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이 큰 역할
을 담당했다. 1961년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36만 7,000㎾, 공급 능력은 32만 2,000㎾에 불
과했다. 이는 최대수요 43만 5,000㎾에 11만 3,000㎾가 부족했다.
정부는 극심한 전력난 타개를 위해 1961년 전기 3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통합으로 출
범시킨 한전을 중심으로 전원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이를 강력히 추진했다. 먼저 극심한 전력난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한 긴급전력대책의 일환으로 발전함 레지스턴스호를 도입하고 왕십리내
연과 목포내연을 조기 준공하여 5만 5,000㎾를 확보했다.
이어 광주내연 신설, 왕십리내연 증설, 제주내연 증설, 영월화력 복구, 삼척화력 증설, 부산화력 신
설, 춘천수력 신설, 신규 영월화력 건설 등 8개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34만 9,720㎾의 전원을 개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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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1965년 12월 섬진강수력의 준공으로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총 40만 6,000㎾의 전원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966년 말 발전설비용량은 76만 9,000㎾로 늘었다.
특히 부산화력 1호기의 준공으로 광복 이후 19년간 계속 되어온 제한송전이 1964년 4월 1일을 기
해 무제한송전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은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요가 공급을 앞서면서 다시 제한송전을 실시해야 했다. 예비전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매촉진책을 전개한 것이 문제였다.

석유파동과 장기에너지대책 수립
_
1970년대 후반 한전은 전력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안정된 기반 위
에서 수행하기 위한 종합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미국 에바스코(Ebasco)의 지원을 받아 10개년 장
기전력수요 예측작업을 실시했다. 이 예측 결과를 근거로 발전소 건설계획을 축으로 하는 제2차 전
원개발 5개년계획(1967~1971년)을 수립·추진했다.
2차 기간 중에 건설된 발전소는 의암수력을 비롯하여 청평수력 3호기, 화천수력 4호기, 남강수력,
부산화력 3,4호기, 군산화력, 서울화력 4,5호기, 제주화력 1,2호기, 인천화력 1호기, 영남화력 1,2호
기, 동해화력(후에 울산화력으로 개칭) 1,2호기, 그리고 영남가스터빈, 장승포내연, 고현내연, 진도
내연 등이었다. 이와 함께 광주내연, 왕십리내연, 성산포내연의 증설공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수력 12만 6,000㎾, 화력 179만 5,000㎾를 합하여 총 192만 1,000㎾의 신규 전원이 개발됐
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262만 8,000㎾에 이르렀다. 공급능력도 239만 1,000㎾
로, 최대수요 177만 7,000㎾를 공급하고도 61만 4,000㎾의 예비전력을 확보해 공급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그러나 2차 기간 동안 전력개발이 화력, 특히 석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집중됨으로
써 유가변동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다. 전
력개발 추진과 경제개발정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던 1970년대 초반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것이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에 가맹한 아랍 산유국들이

대량 감산을 단행하면서 걸프연안 6개국의 원유 공시가격은 배럴당 3.011달러에서 11.651달러로
폭등했다. 단기간 동안 4배에 가까운 원유가 인상은 감산에 의한 석유부족과 함께 세계 경제를 강
타해 심각한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불렀다.
특히 해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불황 속의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
션에 시달리게 됐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행도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됐
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석유파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비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석탄·수력·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원을 적극 개발해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장기
에너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원전 건설과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설립
_
우리나라에서 처음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은 1950년대부터였다. 1956년 2월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원자력협정을 체결, 이후 1958년 「원자력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의해 1959년
2월 3일 국내 최초이며 유일의 원자력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됐고, 그해 7월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Ⅱ를 도입했다.
1960년대 들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62년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가 구
성됐고 1965년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원자력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1966년 12월 원자
력발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보다 구체화했다.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는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원자력발전의 조기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이 재래식 화력발전과 비교해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했
다. 이어 1968년 5월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미국의 번즈 앤 로우(Burns & Roe : B&R)를 용역
기관으로 선정했다.
번즈 앤 로우는 5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제성, 기술성, 안전성 면에서 50만㎾급 원전을 1974년 즈음
에 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원자로형은 비등경수형, 가압경수형, 개량가
스형 중에서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 당시 건설부지로 경남 양산군 고리와 공수리, 서울 인근인 경기
도 행주 등 3개 지역이 우선순위로 추천됐으며, 경남 양산군 고리를 최적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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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는 원전 건설과 장기적인 동력로 개발, 핵주기 관련사업 등을 종합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그러자 과학기술처의 발족으로 원자력발
전과만 남게 된 원자력청이 업무를 맡겠다고 나섰다. 한전도 이에 맞서 원자력발전도 발전사업의
일부분이며, 그동안 대단위 발전소 건설에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한전이 원자력발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추진위원회는 1968년 4월 9일 한전을
원전 건설과 운영의 실수요자로 결정하는 한편, 경제기획원과 원자력청, 한전 등에 업무를 분산시
켜 서로 협조하며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원전의 건설 및 운영 실수요자로 확정된 한전은 1966년 12월에 발족한 기술부 원자력과를 원자력
실로 승격하고 원자력사업추진체제를 갖추었다. 1970년 8월 10일 원자력실을 다시 원자력부로 승
격시키고 고리원전 건설사무소를 신설했다.
한편 한전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70년대 우리나라 건설부문은
기반이 매우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분야의 건설경험 역시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원자
력발전소는 물론 대규모 산업시설의 건설을 수행해온 외국의 선진 엔지니어링업체에 원전 건설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건설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설기
술을 선도할 엔지니어링 회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고리 3,4호기 건설부터 분할발주방
식으로 전환해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담회사를 설립
하여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육성했다.
이어 정부는 원자력발전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엔지니어링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는 국내 실정에
비추어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선진국 회사와 제휴, 합작회사 형태로 엔지니어
링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1975년 미국의 번즈 앤 로우와 합작하여 주식회사 코리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orea Atomic Burns & Roe, Inc.)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현재의 한국전력기술(이하 ‘한
기’)이다.

전력산업 기반을 구축하다
1975 _ 1986

1

제1차 이사회는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대표이
사 겸 사장에 김종주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을, 공동대
표이사에 케네스 로우 번즈 앤 로우의 사장을, 수석부사장
에 화란트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어 다음날인 1975년 10
월 1일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
한 뒤, 서울 도봉구 공릉동 소
재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연수
원 건물에서 주식회사 코리
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orea
Atomic Burns & Roe, Inc. : 이
하 KABAR)의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엔지니어링산업사
의 새 장을 열었다.

1975.09.29

1979.02.04

KABAR 창립 이사회

신입사원 채용응시자 예비소집

한기의 직원채용은 공채와
특채를 병행했다. 1978년에는
한전 발주사업의 수주가 본
격화됨에 따라 국내 일간지
에 경력사원 모집공고를 내
고 기계, 전기, 토목, 원자력
분야 등 회사업무 전반에 걸
쳐 82명을 채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인원을 늘렸다. 1979년 2월 19일에는 평균
1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 기술직 및 관리직 필기시험을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에서 실시했으며, 이때 처음으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했다.

한기는 1982년 7월 6일 회
사명을 한국원자력기술
주식회사(KNE)에서 한국
전력기술주식회사(Korea
Power Engineering Co., Inc.
: KOPEC)로 변경했다. 이미
1981년부터 화력 및 수력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한기로서는 기존의 원자력부문 사업뿐만 아니
라 전력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명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전력사업
에 보다 폭넓게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사명을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사내공모를 통해 10월 2일 심벌마크도 변경했다.

1981.06.30

1982.07.06

벡텔 파견 실무 참여를
마치고 귀환하는 직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로 개편

1980년 2월 8일부터 1985년 3월 9일까지 벡텔이 수행하는 영광 1,2호
기 용역의 해외수행분에 직접 참여했다. 이 사업은 한전과 벡텔 간에
맺어진 기술전수조항에 의거, 한기와 벡
텔이 다시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
에 대한 기술전수협정을 체결하는 절차
를 거쳐 OJP(On the Job Participation) 방
식으로 추진했다. OJP 방식은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실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를 얻은 것은 물론
사업수행의 대가까지 확보할 수 있어 살
림이 빠듯한 한기의 사정을 해소할 매우
적합한 방식이었다.

한기는 국내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건설 과정에서 대두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주도의 원
전건설과 안전성 확보 문제였고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설비의 신뢰성 보장과 계
획공기 달성, 건설비 절감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기술 확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기획관리를 담당할 엔지니어링 기능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
는 발전기술을 조기에 습득하기 위해 미국 선진기업인 번즈 앤 로우와 합작으
로 엔지니어링 전담회사를 설립했다. 한기의 전신인 주식회사 코리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ABAR)였다. 이후 KABAR는 ‘국제수준 엔지니어링 회사로의 성장
을 통한 기술입국 실현’이라는 소명 아래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1961.03.18

1961.07.01

영월화력(10만㎾) 착공

한국전력주식회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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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설립과 발전
1. (주)코리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ABAR) 설립
엔지니어링 전담회사 육성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1945
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혼란과 열악
한 경제 환경으로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1960년대
들어서야 낙후된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
에서 경제개발정책을 수립했으며, 극심한 전력난 타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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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R 현판식(197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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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건설 공사

1970.11.15
고리 1호기(58만㎾) 착공

위해 1961년 전기 3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통합으로 출범시킨 한전을 중심으로
전원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수행에 의해 전력사정은 눈에 띄게 안정됐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경제개발정책 역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의 전력개발이 석
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집중됨으로써 유가변동에 따른 부담을 언제라도
떠안아야 하는 우려를 낳았다.
그런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다. 전력개발 추진과 경제개발정책이 보다 활발하
게 전개된 1970년대 초반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했다. 정부는 석유파동의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새로운 장기에너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을 추진했다.

한편 한전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1970년대 국내 건설사업 부문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했
다. 특히 원자력발전 분야의 건설경험이 전무했기에 고리나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규모가 크고 특히 고도
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국내 기술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서부터 건설, 운영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프
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경험있는 외국계 회사의 참여가 불가피했다. 실제로 당시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원자
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업시설까지 외국의 선진 엔지니어링회사나 주기기 제작업체가 공사를 주도했
고, 국내 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 한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나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선진 기업에 비해 워낙 뒤처진 상
태라 당장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향후 건설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을 선도할
엔지니어링 회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고리 1호기 건설은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고리 1
호기의 경우 국내 설계기술의 미비로 전체 건설부문 중 국산화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기, 투입물량,
건설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 플랜트 건설을 크게 능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외화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 외국기업에 맡겨둘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정부는 국내 엔지니어링기술의 육성을 염두에 두고 고리 3,4호기 건설부터 분할발주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산화율 제고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0년까지 40여 기, 시설용량 4,800여 만
㎾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엔지니어링 회사의 육성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담회사
를 설립·육성키로 했다. 새로 신설하는 엔지니어링 기술회사에겐 정부가 설정한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설계 등 원전건설 관련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설비제작회사에게는 사양작성 및 품질보증 업무를 전담시키고, 건설회사에
게는 건설감리 및 공정관리 업무를 시행토록 했으며, 전력회사에 대해서는 설계, 사양, 감리의 기획·검수 기
능을 대행하도록 했다.

고리 1호기 준공식(197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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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전담회사 설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1974년에 들어
서였다. 이해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를 중심으로 회사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
졌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국내에 원자력발전사업,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기
업이 전무하다는 실정을 파악,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선진국 회사와 제휴 하에 회사를 신
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설회사의 형태를 ‘합작회사’로 하는 것이 원자력발전 엔지니어링
기술을 조기에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원자력연구소는 합작선 결정을 위해 1974
년 12월 미국의 벡텔(Bechtel), 번즈 앤 로우(Burns & Roe), 에바스코(Ebasco) 등 3사와 접촉했으며, 1975년
1월 말까지 합작사 설립에 따르는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1975년 1월 8일 원자력연구소 내에 신설회사 설립추진반을 구성했다. 설립추진반은 원자력연구소 김
종주 부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했으며 연구소 내의 응용역학연구실과 기획과가 회사 설립에 관한 실무를 담
당하도록 했다.
1975년 2월 6일, 3사 중 합자회사의 설립취지에 가장 가까운 조건을 내세운 번즈 앤 로우가 합작사로 결정됐
다. 이에 따라 2월 28일에는 번즈 앤 로우의 경영진인 번즈(J. R. Burns), 누젠트(G. Nugent), 매스(N. Mass) 등
세 사람이 내한하여 원자력연구소 담당자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3월 8일에는 합작투자계약서, 정관, 기
술용역계약 합의각서 등에 가조인하는 단계까지 진전됐다.
가조인된 서류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5월 21일 미국 번즈 앤 로우 본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측 대표 김종주

합작투자계약서 주요 내용
본사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업범위 원자력발전분야 엔지니어링용역
● 자본금 수권자본금 1억 원, 설립 시 납입자본금 5,000만 원
● 주식인수비율 50 대 50
● 임원 및 경영
·이사 6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이사 및 감사는 쌍방이 동수를 선임
·대표이사 2인 - 사장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임명하고 수석부
사장은 번즈 앤 로우가 임명
● 기술제공 및 사업수행의 보장
·계약 당사자 간 제공받은 기술은 제3자 양도·대여 불가
·번즈 앤 로우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회사 직원들의
기술수행능력 향상에 노력을 경주
● 계약의 발효 및 회사의 존속기간
·양국 정부의 최종 인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발효
·회사의 존속기간은 10년이나 해산의 서면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
●
●

KABAR 최초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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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형태의 엔지니어링회사 설립 추진

부소장과 번즈 앤 로우 측 대표 케네스 로우(Kenneth A. Roe) 사장이 각각 서명함으로써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때 주식총수는 5만 주로 하되 양측이 각각 2만 5,000주씩 같은 비율로 투자하는
것에 합의했다.

코리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ABAR) 출범
1975년 9월 16일 윤용구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민충식 한전 사
장, 이창석 과학기술처 차관, 성좌경 인하공대 교수, 주재양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 김유선 한국원자력연구
소 부소장, 이장규 원자력병원 원장 등 7인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발기인으로 선임됐다.
발기인들은 1975년 9월 29일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170-2번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연수원 건물에 위치한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발기인대표로 윤용구 소장을 선출해 회사 설립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
했다. 또한 정관 승인 및 정관 공증인가 신청, 회사 설립예산 승인, 발기인 주식인수 승인, 주주모집 승인, 주금
납입기관 등을 결정했다.

KABAR 창립총회 의사록

1975.02.06
미국 번즈 앤 로우(Burns & Roe)를
합작선으로 결정

창립총회를 마친 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제1차 이
사회는 이사 전원이 참석
한 가운데 초대 대표이사
겸 사장에 김종주 한국원
자력연구소 부소장을, 공
동대표이사에 케네스 로
우 번즈 앤 로우의 사장
을, 수석부사장에 화란트
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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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건물에 마련된 사무소에서 9명의 주주 전원(주식총수
5만주)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우
선 발기인대표 윤용구 소장의 주재 하에 발기인대회에서 결
정한 사항들을 모두 의결하고 주요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처
리했다.
한편 창립총회를 마친 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제1차 이사
회는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대표이사 겸 사장에
김종주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을, 공동대표이사에 케네스
로우 번즈 앤 로우의 사장을, 수석부사장에 화란트를 만장일
치로 선임했다.
이어 다음날인 1975년 10월 1일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뒤,
KABAR 설립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 중인 남덕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1976.02.24)

서울 도봉구 공릉동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연수원 건
물에서 주식회사 코리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orea Atomic

1975.09.29

1975.10.01

창립발기인 대회

㈜코리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ABAR) 창립

설립 당시 지분구조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금액(원)

Burns & Roe

25,000

50

25,000,000

한국원자력연구소

24,993

49

24,993,000

윤용구

1

0.14

1,000

주재양

1

0.14

1,000

김유선

1

0.14

1,000

이장규

1

0.14

1,000

이창석

1

0.14

1,000

민충식

1

0.14

1,000

성좌경

1

0.14

1,000

50,000

100

50,000,0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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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대회 다음 날인 9월 30일 오전 11시 원자력연구소 연

Burns & Roe, Inc. : 이하 KABAR)의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엔지니어링산
업사의 새 장을 열었다.
이후 KABAR은 ‘국제수준 엔지니어링 회사로의 성장을 통한 기술입국 실현’을 기업이념으로 삼아 왕성하게 활
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듬해인 1976년 2월 24일에 창립 리셉션을 성대하게 개최함으로써 창립을 자축하는 동
시에 회사의 존재를 만방에 드러냈다.

2.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NE)로 개편
번즈 앤 로우의 지분 인수
원자력발전부문의 엔지니어링은 발전소 운전 시의 안정성과 신뢰성, 발전소 건설
및 관리에 따르는 경제성 확보를 전제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고도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종합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춰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에 있어 엔지니
어링사업 추진은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수반되어야 수행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업무 특성과 상황을 누구보
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KABAR 경영진은 ‘설계엔지니어링 회사가 명실공히 원전 건설기술의 국산화에 선도
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회사를 단일화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역설했고, 정부도 그 인식을 같이 했다. 그 결과 국산화촉진위원회는 1976년 6월 15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KABAR를 원자력발전소 주계약자로 육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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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요인을 안고 있었다. 1976년 들어 영업활동을 시작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외국회사와의 합작에 따른 경
영관리상의 비능률적인 요소가 돌출됐다. 기술도입선이 번
즈 앤 로우로 한정된 것이 새로운 거래선 확보에 걸림돌로
부각되는 등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볼 여유도
없이 KABAR는 뜻밖의 사태에 직면했다. KABAR를 원자력발
전소 주계약자로 육성키로 결정한 지 3개월여 만인 9월 29
일 번즈 앤 로우 측으로부터 KABAR 경영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텔렉스가 날아온 것이다.
그동안 번즈 앤 로우도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KABAR가 1년
원자력 기술 국산화 촉진 정부 결정 보도내용(1976.12.23. 경향신문)

이 다 되도록 기대한 만큼의 사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차후의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것에 불안감을 가졌
다. 이에 번즈 앤 로우는 회사 정리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염두에 두고 KABAR 감사로 재직 중인 번즈를 보내 김종주
사장을 만나도록 했다.
이때 우연히 ‘회사가 정리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해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이 대안을 제시하며 번즈를
설득한 결과, 번즈 앤 로우는 소유지분을 한국원자력연구소
에 양도한다는 답을 보내왔다.
결국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단독출자를 통해 경영을 맡기
로 단안을 내렸다. 1976년 10월 11일 제2차 임시주주총회
를 개최해 사명을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orea Nuclear

번즈 앤 로우 서한 주요 내용

Engineering Co., Ltd. : 이하 KNE)로 개칭했으며, 수석부사장

-

의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의 변경 정족수를 완

1.	번즈 앤 로우 소유 KABAR 주식과 기타 비품은 한국원자
력연구소에 양도한다.
2.	번즈 앤 로우 측 KABAR 임원의 사직서는 우편으로 한국
원자력연구소에 발송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이 텔렉스 사본에 확인 서명하여 회
신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번즈 앤 로우는 KABAR와 경제기획원 관계를 비롯한 모든
책임에서 면책된다.
4.	한국원자력연구소는 KABAR의 사명에서 Burns & Roe라
는 명칭을 삭제한다.
5.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국산화계획과 요원의 미국파견훈련
을 지원한다.
6.	향후 한국원자력연구소, KABAR, 번즈 앤 로우의 기술협력
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화했다.
다음날 10월 12일 이해 부소장이 KNE 대표이사 사장을 겸임
하여 회사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도 직제
에 동력기술담당부소장직을 신설하여 KNE에 대한 지원체제
를 강화했다. 또 경영권 변경의 후속절차로 같은 해 11월 2
일 번즈 앤 로우의 제의를 받아들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측이
번즈 앤 로우의 소유주식 2만 5,000주를 인수하고 단독출자
와 단독경영을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는 외국의 자본 및 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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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부의 기대와 달리 회사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

기술자립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
이었다.

정부의 단일집중육성 방향 정립
원자력발전 엔지니어링은
국내의 한정된 고급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선
이창석 과학기술처 차관 주재 KNE 참여기업체 대표자 회의(1977.04.19)

진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 개량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추진해야만 기술자립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원자력발전 기술분야는 후진도입국은 물론 선
진수출국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단일계열화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력과 기술을 효

1976.06.15
국산화촉진위원회, KNE를 원자력발전소
주계약자로 육성 의결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의 국산
화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신설회사인 KNE로 단일화했다.
또한 선진기술의 조기습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유
대를 강화하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전담회사
KNE에 대한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원전 건설기술의 국산화에 KNE를 선도적인 엔지니어링 전
담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국산화촉진위원회
는 1976년 6월 15일 7차 회의에 이어 같은 해 12월 12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KNE를 원전 설계엔지니어링 주계약자로 육
원전설계 단일회사 전문화 관련 박정희
대통령 지시내용 공문(1976.11.18)

성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또한 같은 해 11월 18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국산화 대책을 통해 KNE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77년 4월 19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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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추진계획’을 작성했으며, 5월 17일에는 동 계획 추진협
의회를 개최, 1980년대 국내 주도화 실현에 대비한 범국가
적 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KNE에
자본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이때 참여자격은 원
전건설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및 장비제공 능력을 갖춘
업체로 하되, 건설·제조 등을 안배하여 전문계열화를 시도
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국내 주요 산업체
KNE 참여기업체 제1차 간담회 개최(1977.05.17)

중 강원산업, 동아건설, 대림산업, 대우중공업, 대한전선, 대
한중기,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한일개발, 현대건설, 효성중공
업 등 11개 민간기업을 선정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6월 3일
과학기술처 차관 주재로 열린 기업 대표회의를 통해 지분참

1977.04.19

1978.06.01

경제차관회의에서 KNE를 원자력발전
단일전문회사로 육성 의결

대통령, KNE를 정부 주도형으로 육성 지시

여에 동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참여기업체와의 유
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참여가 꼭 필요하
다고 판단, 한전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77년 8월 6
일, 11개 민간 기업체가 각 830만 원, 한전 870만 원 등 총 1
억 원을 출자했다. 이에 앞선 1977년 4월 1일 한국원자력연
구소는 단독으로 1,000만 원을 증자하여 납입자본금을 6,724
만 4,000원으로 증액했고, 민간기업들이 참여 수순을 밟던
원전설계 전문기관 육성 방향 협의를 위한 경제차관회의 결과보고(1977.04.21)

1977년 6월 8일에는 납입자본금을 1억 500만 원까지 증액해
KNE의 납입자본금은 2억 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같은 해 8월 11일에는 정관개정을 통해 민간기업 참여
에 따른 회사운영의 합리화 및 집행기구의 강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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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학기술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건설기술 국

이때 목적사업을 확대 및 세분화하여 ‘발전사업에 필요한 아키텍트 엔지니어링(Architect
Engineering)’이라고 명시했다. 이렇게 KNE를 중심으로 사업주, 산업체, 한국원자력연구소
라는 다면적 협력체제가 구축됨으로써 국책 과제인 원자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립 및 국내
주도체제 실현에 속도를 높였다.

경영체제의 확립
범국가적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정부방
침에 따라 한국전력과 민간기업이 공동출자를 했으나, 민간기업의 참여의지는 다소 소극
적이었다. 향후 막대한 기술개발자금이 소요되고 초기 몇 년 동안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
에서, 사업수행을 통해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립의 실수익자인 한
국전력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표면화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1978년 5월 1일 현경호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이 대표이사 사장
에, 이어 6월 9일 신기조 수석부사장이 취임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리하여 민간기업 참여
10개월 만인 6월 1일 KNE를 ‘정부주도형으로 육성’한다는 대통령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따
라 KNE 경영체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6월 27일 개최된 한국전력 및 KNE의 경영
진 합동회의에서 한국전력은 KNE의 자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11일에는 동력자원부 장관실에서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의 현황 및 사업계획’을 의제로
동력자원부, 과학기술처, 한국전력,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KNE의 자체운영이 가능해질 때까지 한국전력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KNE가 기술을 충분히 축적하고 규모 있는 용역회사로 성장할 때까지 그 운영관리를 맡는
것을 결정했다. 이어 8월 24일에는 과학기술처 회의실에서 원자력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국산화협의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1. 원자력발전에 관련된 고도정예기술은 정책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2. 엔지니어링 전반에 걸친 균형적 국산화의 조기달성을 위해 육성노력이 집중되어
야 하고,
3.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를 육성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계속 소요될 뿐만 아니
라 초기 수년간 결손이 예상된다.
4. 따라서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의 육성은 민간주도보다 정부주도가 타당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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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를 정부 주도형으로 육성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의한
동력자원부 방침결정 회의록(197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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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월 9일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공동주도형 회사로 육성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10월 17일과 12월 14
일 두 차례에 걸쳐 자본과 경영분리에 관한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교환했다. 이 합의서와 추가합의서는 12
월 18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승재 감사가 취임했다.
이에 따라 KNE는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이때 자
본은 한국전력이, 경영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담당함으로써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이뤄졌다. 새로운 경영체
제는 KNE의 자립이 예상되는 1981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나, 당시 KNE가 외국 A/E사와 합작을 추진
하는 상황이어서 1982년 1월 13일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당초 체결한 합의서 유효기간을 한시적으
로 연장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 합의서(1978.10.17)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의 효율적 육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전력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공동주도형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전력 사장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은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한국전력은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가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다.
2. 한국전력은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가 충분한 기술을 축적하여 발전부문 기술용역회사로서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한국
원자력연구소에 그 운영관리를 담당시킨다.
3. 이사의 정수는 8명으로 하고 한국전력 및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각각 4명씩 추천하여 선임한다.
4. 사장과 수석부사장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추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전에 한국전력 사장과 협의해야 한다.
5. 한국전력은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에 대하여 한국전력의 투자회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국전력이 추천하는
상임감사를 둔다.

추가 합의사항(1978.12.14)
1. 한국전력의 투자회사관리규정의 적용배제는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의 자립이 예상되는 시점인 1981년 말까지로 한다.
2. 1981년 이전에도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는 정관의 변경,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전에 한국전력과 협의한다.
3. 하기 사항은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후에 시행한다.
가. 중견직원(해외 유치기술자 및 1급 이상 기술자) 임용
나. 해외 A/E사와의 기술제휴
다. 해외주재 기술진 파견 및 해외 기술훈련 계획
라. 중요한 용역계약

KNE의 경영을 맡게 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창립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76년 3월 5일
에는 협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지원을 문서화했고, 1978년 9월에는 인력지원협정서, 재정지원협정서, 시설이용
협정서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했다. 이밖에도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융통해주는 등 기술 및 경
영에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같은 상황은 1981년 4월 여의도사옥으로 이전할 때까지 지속됐다.
한편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추진하던 현경호 사장이 1980년 3월 17일 갑자기 타계하자 3월 22일부터 신기조
수석부사장이 사장직무를 대행해 경영안정을 꾀했다. 이후 5월 8일 취임한 차종희 사장은 기업이미지를 통
일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취임 첫해에 KNE 심벌마크를 공모하여 배지를 제정하는 등 새바람을 일
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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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전력이 KNE의 재원을 전담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 사장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사세확장과 여의도시대의 개막
KNE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한전은 1978년 10월 20일 신주 발
행 형태로 2억 500만 원을 증자해 납입자본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한전은 지분율 52.12%로
최대주주가 됐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51.21%에서 25.61%로 크게 낮아졌다. 이어 1978년 12월 23일 한전은 다
시 3억 4,971만 원을 증자함으로써 KNE의 납입자본금은 7억 5,971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에 사업목
적을 원자력부문에서 기타 발전사업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KNE는 명실공히 한전의 기술적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했으며, 새로운 경영체제 출범과
더불어 회사의 사업수행 범위는 크게 확대됐고 기술능력도 빠르게 향상됐다.
정부는 1980년대 들어 KNE의 사업수행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1981년에 에너지
다원화, 공해감소, 장기공급관련사업 육성기본방침을 확정했으며, 한전의 LNG 인수기지 기본계획을 수립했
다. 7월에는 상공부 공고로 발전설비 전문계열화계획을 발표했고, 1982년에는 표준원전건설 설계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선정했다.

1976.11.11

1976.11.18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NE)로 개편

대통령, KNE를 원자력 A/E 국산화 단일
전문회사로 정책적 지원결정

한전 단독 증자 후의 지분율 변화(1978.10.20)
주주명

지분율(%)

금액(원)

105,000

25.61

105,000,000

한국전력

213,700

52.12

213,700,000

현대건설

8,300

2.02

8,300,000

한일개발

8,300

2.02

8,300,000

효성중공업

8,300

2.02

8,300,000

삼성중공업

8,300

2.02

8,300,000

삼부토건

8,300

2.02

8,300,000

동아건설

8,300

2.02

8,300,000

대한중기공업

8,300

2.02

8,300,000

대한전선

8,300

2.02

8,300,000

대우중공업

8,300

2.02

8,300,000

대림산업

8,300

2.02

8,300,000

강원산업

8,300

2.02

8,300,000

410,000

100.00

410,000,0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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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수(주)

한국원자력연구소

055

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고, 빠른 속도로 엔지니어링 전
분야를 조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아울러 원전설계 엔
지니어링 전반에 대한 조속한 접근도 가능했다.
한편 KNE는 1981년 3월 7일 울진(한울) 1,2호기 설계용역 참
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폭적인 사세확장의 기회를 갖게 됐
다. 또한 이러한 사세확장에 따른 소요인력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4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한전 남서울전
정부의 발전설비 전문계열화계획 공고
관보(1981.07.01)

력 6,7층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이로써 KNE는 공릉동 한국원
자력연구소 관내를 떠나 새롭게 여의도시대를 개막했다.

1982.07.06

1982.07.24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로 개편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준 표준화 용역 착수

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로 재출범
종합전력기술회사로의 전환 추진
한전과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78년에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교환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981년 말까지 한기의 경영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81년 말 한기는 기술의 조기자립을 목적으로 외국 A/E사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내
려질 때까지 경영체제의 한시적 연장이 필요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전은 1982년
1월 23일 운영관리기간을 합작회사 설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외국 회사와의
합작 건은 1981년 2월 16일부터 미국의 벡텔과 협의를 시작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한전과 벡텔이
서명만 남긴 상태에서 정부의 불가 입장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전은 한기의 발전에 관한 일관된 정책수립을 위해 독자적인 출자를 결정하고,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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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KNE는 정부와 한전의 지원에 힘입어 기술개발투자

7월 2일 9개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인수했다.
지분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기는 1982년 7월 6일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명을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NE)
에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rea Power Engineering Co.,
Inc. : KOPEC)로 변경하고 원자력뿐만 아니라 전력기술 전
반을 수행하는 종합전력기술회사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
추었다.
이미 1981년부터 화력 및 수력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
던 한기로서는 기존의 원자력부문 사업뿐만 아니라 전력기
술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명이 필요했는데, 한전의 출자
가 계속 확대되는 시점에서 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에 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초창기 사기(1982~1990)

다 폭넓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와 같은 사명으로 변
경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내공모를 통해 10월 2일 심볼
마크도 변경했다.
사명 변경 후 2개월이 지난 1982년 9월 8일 한전과 한국원
자력연구소는 연초에 서명한 합의서를 폐기했으며, 10월 15
일에는 설립 초기에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기 간에 체결했
던 인력지원협정서, 재정지원협정서, 시설이용협정서도 폐
기했다.

7.06)
회(1982.0
39차 이사
제
된
경
사명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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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민간회사 지분 인수에 따른 지분율
주주명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유주식수㈜
105,000

지분율(%)
3.28

금액(원)
105,000,000

한국전력

3,100,000

96.72

3,100,000,000

계

3,205,000

100.00

3,2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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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의 지분을 모두 매입했다. 이로써 한기는 한전의 출자회사이
자 기술입국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그 면모를 일신했다. 민간자본 인수기간
동안 자본금 총액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한국전력의 지분율은 조금씩 높아졌다.
1983년 지분인수가 완료된 후의 지분은 한전이 96.72%, 한국원자력연구소가 3.28%로, 연
구소 지분이 3%대로 크게 낮아졌다.

사업영역 확대와 원전설계 주계약사업자 지정
한기의 대표이사 사장직은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경영층이 겸직해 왔으나 1982년 정근모 전임(專任)사장의 취임과 더불어 전문경영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이해 7월 6일 한기 최초의 상근 사장에 취임한 정근모 사장은 여러 가지 혁신적 조치를 단
행했고, 1987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많은 내부적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의 키워드는
1982년의 본부제의 도입과 1983년의 주계약사업 준비체제 돌입이었다.
1983년 2월 28일에는 한전의 경영참여 배경에 부응하여 종전의 원자력사업 일변도에서 벗
어나 사업수행 범위를 국내외 용역사업으로 확대하여 종합전력기술회사로서의 위상을 공
고히 했다. 1985년 3월 26일에는 도입한 전산설비를 활용하고, 경영을 다각화하기 위해 사
업목적에 ‘컴퓨터 임대사업’, ‘정보처리 전문용역사업’, ‘수출입법 및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
업’을 추가했다.
1984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전력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입국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발
표하고 ‘설계기술의 완전자립’과 ‘선진 A/E 회사로 세계진출’을 장기적 발전목표로 설정한
장기경영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그 이후 정부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전력
그룹 내에서 추진해오던 ‘전력기술자립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한기도 1986년 6월 장기경
영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했으며, 이에 맞는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같이 한기는 1980년대 초중반에 조직, 인력, 자료, 전산설비 등 기술회사의 핵심적 요
소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선진화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진력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한기가 원자력발전사업을 수행하고 기술개발을 하면서 절감한 것은 원
전기술의 완전자립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전설계사업을 주계약으로 수행
하여 엔지니어링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핵심기
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한전도 이 점을 인식하고 1982년 10월 20일 한기를 원
자력발전소 후속기 즉, 영광(한빛) 3,4호기의 주계약자로 확정하기에 이르렀으며, 한전은
11월 1일 한기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사업착수지시서를 전해 왔다.
영광 3,4호기 주계약 수행 관련
신문기사(1984.08.30. 동아일보)

마침내 원전후속기 주계약자로 사전 지정 받은 한기는 이 막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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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1982년 12월 2일에 잔여 3개 사 중 삼성중공업의 지분을, 그리고 1983년 12월 7

하기 위해 1982년 말부터 전사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3년 3월 17
일 영광 3,4호기의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 됐다.

전력기술 자립을 향한 행보
한기에게 1980년대 초중반은 한전이 발주하는 설계기술용역
수주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1980년 초반부터 해외사업 참여를 통한 실무연수와 여타 교육훈련을 통한 설계기술 및 설
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본격적으로 발전소설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
며, 1982년 말부터는 원자력발전소 후속기의 주계약 예비사업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을 키
우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호남화력발전소의 연료전환(중유에서 유연탄으로) 사업의 설계기술 주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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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즈 앤 로우와 호남여수화력 연료전환 설계용역 계약 체결(1982.10.05)

059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탈유전원정책에 발맞춰 고효율의 초
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의 한국표준형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력기술의 자립화’를 향해 더욱 보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1983년 1월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산업, 산업공장 산
업설비용역업 등록을 했으며,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지정 받았는데, 이는 향후 관련사업 수행의 교두
보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의 사업 수주에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전력
기술의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열공급 발전
사업 또는 지역난방사업과 같은 에너지절약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점과 핵연료 가공공장 설비 등 비전력분야 종합설비
ASME N-Certificate 취득(1984.06.25)

용역을 수주한 점,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품질보증 능력
을 국내에 전파하기 위한 ISO, ASME 자격 취득에 관한 기술

1982.09

1982.12.02

1983.03.17

원자력설계 표준화계획 수립

한전의 민간회사 지분 인수(지분율 : 96.20%)

영광 3,4호기 주계약자 지정

1980년 초반부터 해외사

자문용역을 수주한 것을 들 수 있다.

업 참여를 통한 실무연수

특히 품질보증의 경우 설계엔지니어링 회사로서는 아시아

와 여타 교육훈련을 통한
설계기술 및 설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본격적으
로 발전소설계사업에 참
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했다.

최초로 1984년 6월 미국기계학회(ASME)의 N-Certificate를
취득하고 원전건설을 위한 설계·구매 및 건설감리에 대한
품질보증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내외에 품질보증 능력을 입
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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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되는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02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 전개
1. 전력기술 자립계획의 수립과 시행
원전 건설 국내 주도화계획 추진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을 겪으며 장기에너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술자립을 통한 외화절감과 향후 해외시
장 진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담회사로 한기가 출범했다. 그러나 회사 설립 초기 원자력산
업에 대한 기술능력이 매우 미흡하여 대부분의 용역을 해외 선진 A/E사의 자문을 받아 수
행했다.

1978.05.01

1978.05.27

한국전력과 벡텔 간 고리 3,4호기 건설기술
용역 공급계약 체결

고리 3,4호기 관련 벡텔에 24명이 해외훈련
및 실무참여

전문성을 요하거나 안전성과 관련된 부문은 외국 기술용역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했는데,
회사 창립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고리 1,2호기 및 월성 1호기의 경우가 특히 그랬다.
이들 원전은 일괄도입 건설방식을 채택해 한기가 참여할 기회가 적었다.
이후 정부는 원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리 3,4호기부터는 분할발주로 전환하여 국내 업
체의 참여율을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1977년 3월 17일 개최된 제129차 외자도입심의위
에 고리 3,4호기의 사업 참여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고, 원자력발전소 설계, 건설기술 국산
화 추진계획을 작성토록 과학기술처에 지시하는 등 원전 기술자립을 추진해 나갔다.
같은 해 4월 21일에는 경제기획원을 통해 고리 3,4호기의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방침
을 한전에 통보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한기는 처
음으로 원전 설계기술 자립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 발전소건설에 있어 엔지니어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안전
성 및 고도의 신뢰성 보장, 계획공기 달성 및 건설비 절감, 인력·기술자료·설비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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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최적화된 관리능력 확보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시켜
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한기의 기술수준은 그 어
느 것 하나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한기는 단기간에 원전설계 엔지니어링의 주도능력을 갖추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1979년 9월
11일 원전설계 국내주도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
은 단계별 추진전략을 채택했다.

1979.06.08
벨가톰과 기술전수훈련 5단계 계약에 따라
원전설계기술 연수직원 42명 파견

국내주도화 장기계획 방향(1979.09.11)

제1단계는 기반조성단계로 기본설계는 외국 회사가, 상세
설계는 한기와 외국 회사가 공동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제2
단계는 외국 회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수행하는 단계로
기본설계는 외국 회사와 공동으로, 상세설계는 한기 단독으
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끝으로 제3단계는 한기가 단독 책
임 하에 사업을 수행하되, 특수분야에 한하여 필요한 외국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주도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
었다.
이와 같은 주도화계획의 추진으로 한기의 호기별 참여범위
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술능력도 점차 향상됐다. 이에 한
기는 추진전략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

다. 정부도 외국 회사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경우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국내 회사를 참여시키
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했고, 이를 근거로 한전은 벡텔과의 계약 시에 기술전수조항을 포함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기는 1979년 말부터 벡텔에서 주관하는 고리 및 영광(한빛) 건설사업 중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감리 지원 등 용역사업에 직접 참여했다.

기술국산화 위한 해외연수 추진
197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한기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
링 능력 배양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선진기업과 기술제휴를 맺고 해외 기술연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술집약적이고 대형화된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1978년 5월 1일 한기는 고리 3,4호기의 주계약자인 벡텔과 기술협력각서를 교환하고 5월 27일 직원 24명을
벡텔에 파견했다. 같은 해 9월 22일에는 고리 3,4호기 훈련 및 실무참여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 14일에는 설
계용역 참여에 따라 직원들을 벡텔에 파견했다.
고리 3,4호기와 관련된 해외훈련 종료 이후인 1979년 11월 17일에는 영광(한빛) 1,2호기 설계용역참여 및 기
술연수를 위해 직원들을 재차 파견했다. 이어 이듬해 1월 15일에는 영광 1,2호기 해외훈련을 위한 실무참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영광 1,2호기 및 울진(한울) 1,2호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직
원 89명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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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영광 1,2호기 용역의 해외수행분에 직접 참여했
다. 이 사업은 한전과 벡텔 간에 맺어진 기술전수조항에 의
거, 한기와 벡텔이 다시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에 대
한 기술전수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 OJP(On the Job
Participation) 방식으로 추진했다.
OJP 방식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무에 직접 참여함으로
써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를 얻은 것은 물론 사업수행의 대
가까지 확보할 수 있어 살림이 빠듯한 한기의 사정을 해소
할 매우 적합한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OJP 방식의 설계용
1

역사업은 한기의 기술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주사업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1980년대 중후반까지 한기의 주수입원 역할
까지 했다.
1981년 3월에는 프랑스의 프라마톰과 울진 1,2호기 설계용
역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1982년 11월 26일까
지 기술연수를 시행했다. 이어 1981년 7월 1일에는 조력발
전소 설계기술연수를 위해 프랑스 소그리에(Sogreah)에 직
원을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시켰다. 아울러 앞선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벨기에 벨가톰과 엔지니어링 전반을 대상으로

2
1 벡텔 파견 실무 참여를 마치고 귀환하는 직원(1981.06.30)
2 벡텔 파견 및 용역수행(영광 1,2호기) 기념패(1983, 하제대 한기동우회원 소장자료)

기술연구를 5단계로 나누어 실시했다.
1,2단계는 벨가톰의 지원 아래 한기 기술진이 강의를 맡고,
3,4단계는 벨가톰의 기술진 7명이 내한해 강의를 진행했으
며, 5단계는 벨가톰 본사에 한기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을 습
득하도록 했다.
1979년 1월 15일에는 기술전수훈련 3,4단계 계약을 체결하
고 6월부터 연수생을 1년 동안 파견하여 설계 전반과정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4월 12일에는 기술전수훈련 5단계 계약
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1979년 6월 8일 한기 직원 42명, 한
전 직원 3명 등 총 45명이 벨기에로 날아가 1년여 동안 교육
을 받았다.
한편 당시 한기가 지불한 교육훈련의 총 대가는 7,500만
BF(벨기에 프랑 : 한화 약 15억 원)으로, 당시 사업규모에
비하면 막대한 기술개발비 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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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80년 2월 8일부터 1985년 3월 9일까지 벡텔이

벨가톰 파견직원 연수교육(1979~1980)

1982.09

1983.03.17

전력기술자립화 촉진방안 수립

과학기술처, 한기를 국책연구과제 수행자로
지정

전력기술 자립화 촉진 방안의 수립과 추진
기술자립만이 회사 성장의 토대라는 인식 아
래 막대한 기술개발투자비를 투입하면서까지 기술국산화에 총력을 쏟았던 한기는 1982년
9월 ‘전력기술 자립화 촉진방안’을 마련, 전사 차원에서 이를 추진했다. 기존처럼 외국 A/E
사의 하도급 계약자로서 원전기술을 단편적, 부분적으로 수행해서는 균형적인 기술개발을
이룰 수 없고 핵심기술을 습득할 기회는 더더욱 가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한기는 자립화 촉진방안에 따라 1991년 말까지 기술자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
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립화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선진기술 도입방안을 개
선하고, 원전 후속기(영광 3,4호기)의 주계약사업을 수행하며 원전설계 표준화사업을 자체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기술용역 대가의 현실화, 한전의 기술적 창구역할 담당,
경영체제의 국제화 등 총 6개항을 선정했다. 당시 초점이 됐던 과제와 그 추진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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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기술 도입방안 개선책의 하나로 구상했던 분야별 합작회사 설립방안은 한기를 단독·집중 육성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의해 반려됐다. 따라서 해외 과학자 유치, 기술협력 약정에 의한 해외연수, 세미나 개최, 전문가 방문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2. 원전 후속기의 주계약 수행은 1982년 11월 1일 한전으로부터 영광 3,4호기 건설의 주계약자로 지정을 받아 예비작
업을 수행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했다. 표준원전 설계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1983년 3월 17일 한기가 수행
기관으로 지정받아 1단계 및 2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이 두 사업의 시행은 마침내 국내 주계약 및 기술자립이 실현
되는 기초가 됐다.
3. 기술용역 대가 현실화에 대하여 과학기술처,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에 건의한 결과, 1983년 1월 기술용역 대가기준
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정된 대가기준은 사업관리인력을 기술인력에 포함하고 원자력부문의 직접인건비
를 인상하며 기술료는 1987년까지 40%를 단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술개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4. 한전의 기술적 창구역할의 경우, 발전소와 관련된 기술용역은 한기에 발주하고, 기타 용역은 능력과 수용실태를 감
안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을 한전으로부터 통보받았다.

1986.06.03
보령화력 3,4호기 1단계 설계기술용역 수주

이와 같은 전력기술 자립화 촉진방안의 추진을 통해 한기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고, 경험기술을 폭넓게 습득함으로써 1980년대 전반기가 끝날 무렵 기술자
립의 최종단계에 이르렀다.
이후 1986년 3월에는 한전의 주도로 전력그룹 내의 업체별 기술자립 분업체제가 정립되
고 ‘원자력발전 기술자립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한기는 ‘원전설계 기술자립 추
진계획’을 작성했으며, 이와 연계하여 ‘화력발전 설계기술 자립계획’을 수립, 병행 추진키
로 방향을 설정, 종합적인 기술자립계획을 완성했다. 추진계획에서 원전설계 기술자립목표
는 영광(한빛) 3,4호기 준공 시 기술자립도를 95%, 화력설계 기술자립목표는 보령화력 3,4
호기 준공 시 기술자립도 98%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영광 3,4호기 및 보령화력 3,4호기 주
계약사업과 원전 및 석탄화력 설계표준화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기로 했다. 전산프로그
램, 기술자료, 교육훈련 등의 기술전수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매출액의 10% 수준을 자체 기
술개발사업에 투자해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자립촉진 조직의 운영, 전문인력의 개발 및
원자력산업부문 기술요율 40%
단일적용 공고 관보(1983.01.15)

양성, 전사적인 품질보증활동 등을 통하여 기반기술을 확보해 기술자립 목표를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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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 자립화 추진대책과 추진결과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종합적인 기술자립계획
수행을 통해 국내 원전산업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국내 전력기술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기로 했다.

2. 다양한 기술력 제고노력 추진
부설 연구소 설립과 신기술 개발
엔지니어링 기술자립 전략
의 두 가지 축은 선진기술의 도입과 자체기술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기는 1975년 설립 이후 6~7년 동안 성장하면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설립(1982.11.11)

1982.11.11

1983.09.02

부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설립

계속교육제도(CEP) 석사대우과정 개설

선진전력기술 연구수행

서 인원의 양적 팽창과 기술의 질적 향상을 급속하게 이루었

을 위해 재외 과학자 유치

고, 이 과정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정책의 필요

노력을 병행, 우수한 재

성을 절감했다. 이에 1982년 처음으로 회사 부설 기술개발
연구소를 발족, 엔지니어링 관련 연구 분위기 조성에 활력을

외 과학자를 유치한 것도

불어넣었다.

연구소를 특화시키는 데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로 명명된 부설연구소의 임무는

기여했다.

발전소 설계사업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연구와 개
발의 진행이었다. 에너지원의 개발활용, 발전소의 신뢰성 및
안전성 향상,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해 향후
전개될 선진전력기술의 종합개발과 원전설계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동력을 쌓기 위해서였다.
연구소 설립 초기에는 부과된 과제가 주로 정부 등으로부터
수탁된 연구용역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수만큼 사내 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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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간에 역할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소 직원들은 연구소만의 특성을 가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점
차 업무도 특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선진전력기술 연구수행을 위해 재외 과학자 유치노력을 병행, 우수한 재
외 과학자를 유치한 것도 연구소를 특화하는 데 기여했다.
전문 연구진의 자질 향상과 우수 인재의 영입으로 위상이 높아진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연
구사업도 활발해지며 LNG 냉열발전 기술연구, 원전운영관리 전산화연구, 장기사용화력발전소의 성능기능 및
유용성 향상방안연구, 종합도형정보시스템 연구, 기존 석탄 혼소 보일러에서의 저열량탄 사용에 관한 연구 등
선진기술 연구가 이뤄졌다.

1985.05.06
계속교육제도(CEP) 학사대우과정 개강

한기기술대학(원)의 개설과 교육훈련 강화
창업 초기 한기
는 용역수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 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는 수행용역의 고급기술 집약적 대형
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선진기술의 도입,
소화, 개량을 통한 기술축적 및 발전소 설계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도 실시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전문기술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인터페이스 이해를 위한 기술교육과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동시에 지식의 고도화와 새로운 전문지식의 습득
을 통해 자기 발전은 물론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
CEP 강의(1985.09)

아래 한기기술대학(원)을 개설했다.
한기기술대학(원)은 1982년 12월부터 9개월간 사전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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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 중심의 업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원과 엔지니

거쳐 1983년 9월 먼저 석사대우과정을 개설했으며 1985년 5월에는 학사대우과정을 추가
개설,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기간은 한기기술대학원은 2년, 한기기술대학은 4년으로 했다.
강사진은 국내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현직교수 및 연구원을 초빙했으며, 이와 함께 사내
전문강사의 발굴 및 육성 차원에서 사내 고급기술인력도 적극 활용했다.
석사대우과정의 경우 처음에는 기계공학과, 핵공학과, 전기공학과, 계측제어공학과, 토목공
학과, 경영학과의 총 6개 학과를 개설했고, 이어 전자계산학과, 건축공학과를 추가 개설했
다. 학사대우과정의 경우 1985년 개설 당시에는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전자
계산학과의 총 4개 학과를 운영했으나, 몇 년 후에는 수강인원 미달로 전 학과를 일시 폐과
했다.
한편 1984년부터는 연구업무 촉진과 기술정보 수집 등을 위한 국내외 전문성 개발교육과
정, 사내 취약기술분야 인력의 자체육성 및 산·학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박사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해외기술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프랑스 알스톰,
프라마톰이나 미국 번즈 앤 로우에서 주최한 고급관리요원 양성을 위한 기술연수에 직원들
을 참여시켰다.
창립 초기에 해외연수 및 연수용역 참여로도 해결되지 않는 취약한 전문기술분야에 대해서

1982.07.06

1982.07.12

제6대 대표이사 사장 정근모 취임

유치과학자(재독 이상호 박사) 초청 세미나

CEP 석사대우과정 제 6term 성적우수자 포상 기안 문서
(1985.06.20)

068

CEP 과정 운영 관련 신문기사(1983.09.2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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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는데, 이를 토대로 1980년대 들어서는 전략적으로 재외
과학자를 유치했다. 이에 따라 1982년에 정근모 박사를 대표
이사 사장으로 영입했으며 1985년까지 7명의 해외 기술자를
임원 또는 간부사원으로 영입했다.

국내외 기업들과 기술협력 추진
전문인력 및 기술력 부
족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벨기에, 프랑스 등 선진 외국사
와 기술제휴도 활발했다. 초기에는 한전이 주관하던 원전
미국 길버트 커먼웰즈와 기술도입계약 체결(1983.06.08)

건설사업의 주계약 당사자인 미국의 회사들이 대상이었
다. 1977년 6월 10일에는 한기 설립의 합작 당사자였던 번

현대엔지니어링과 기술협력 약정체결(1983.12.07)

즈 앤 로우와 최초로 기술제휴각서를 교환한 데 이어, 6월 14일에는 고리 1,2호기의 주계약자인 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와 기술제휴각서를 교환했다.
이듬해인 1978년 5월 1일 한전과 벡텔(Bechtel) 간에 고리 3,4호기 건설기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기를
기술이전 대상업체로 선정했는데, 이에 따라 한기는 같은 날 주계약자인 벡텔과 기술협력각서를 교환했다. 11
월 15일에는 프랑스의 프라마텍 소피넬(Framateg Sofinel)과 기술제휴각서를 교환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선진기업과 번갈아 가며 기술제휴를 추진한 것은 당시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미국과 프
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양립하면서 새로운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던 데서 비롯됐다. 미
국에 대한 집중화를 피해 선택의 폭을 넓혀 둠으로써 편향적 기술습득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
쟁유발을 통한 기술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했던 것이다. 한편 1982년 5월 17일에는 일본 공영과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기는 여러 국내외 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립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계속했다.
외국 회사의 경우 1983년에 미국 뉴테크(Nutech)와 ASME N-Certificate 취득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했
고, 1984년에는 미국 길버트 커먼웰즈 인터내셔널(Gilbert & Commonwealth International Inc.)과 기술협정서
를 교환했으며, 같은 해 미국의 번즈 앤 로우와 후속기 기술협력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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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진 각국의 전문가를 유치하여 상임기술고문 등으로 활

국내 회사의 경우 1982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소, 1983년에 도화종합기술공사, 정우엔지니어
링, 현대엔지니어링과 기술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업분야와 아울러 신기술 도입 다변화에도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였다.

3.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정보 및 자료 입수체계의 활성화
1980년대 들어 회사의 사업수주가 활성화되고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업무
관련 자료 요청도 폭증했다. 이에 따라 한기는 보다 전반적인 자료확충 방안을 수립하고 내부 성과물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마이크로필름 활용 기자재를 도입하는 한편, 정기간행물의 구독대상 확대, 국내외 각종 관
련 전문지의 구독을 늘려나가는 등 외부자료 입수체계도 활성화했다.
또한 국내에서 운전 또는 건설 중인 발전소의 호기별 자료수집을 위해 기술정보실의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화
하여 각종 발전설계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마이크로필름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자체 생산 문서의 필름 전환 작
업을 전담했다. 또한 각종 국내외 상용 데이터뱅크에 가입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했다.
입수 자료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산적한 자료를 직원들이 빠
르게 찾아내고 이용하기 위한 전산화가 시급했다. 이에 한기는 1983년에는 간단한 일반도서목록 관리용 프로
그램을 회사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기도 했으나, 자료 입력량의 증가에 따라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했
다. 더구나 시스템의 갱신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능이 전산목록을 출력하는 정도에 그쳤다.
1983년 5월 한기는 원전건설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고리 3,4호기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사업에 참여했고,

마이크로 필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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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착수해 수행역무 및 관련도면, NCR(Non Conformance Report) 등 6,700여 건의 자료를
수집 분석했으며, 이는 영광(한빛) 3,4호기 사업 수행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됐다. 영광 3,4
호기 사업 수행 시에는 S&L(Sergent & Lundy)과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참조발전소 자료,
표준자료 및 관련 전산 프로그램과 매뉴얼 등 상당량의 자료를 축적했다.
1984년에는 고리, 울진(한울) 및 영광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자료 관리업무 경험을 축적
했으며, 1986년에는 영광 3,4호기 주계약 수행을 앞두고 프로젝트 자료관리기술 개발업무
를 수행했다.
관련업계의 정보를 앞서 수집하여 기술자립을 앞당기기 위해 1983년에는 한국능률협회,
한국데이터통신의 DNS회원, 대한전기학회, 미국원자력학회에 가입했다.

설계 자동화를 향한 초기 시스템의 구축
업무량이 많지 않던 1970년대까지 한기는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전산기를 이용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용
역수행 업무가 확장되고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CYBER 70-18 전산기
를 중앙컴퓨터로 한 원격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한기가 장기적으로 발전설비의 설계업무를 주도하고 엔지니어링분야의 기술자립
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같은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설계자동화 장비를 갖춰
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84년 6월 기술계산 및 경영관리 업무의

대형 주전산기 가동식(1
98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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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광(한빛) 1,2호기 RMS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의 자료화 계획

전산처리를 위해 CYBER 170-815 전산기를 임차 도입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체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어 1984
년 10월에는 인터그라프(Intergraph)로부터 CAD(VAX 11/751) 전산기를 도입함으로써 전산시스템의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전산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한기가 최초의 주계약자로 참여한 영광(한빛) 3,4호기 설계용역사업
을 수행하면서 부터였다. 미국의 S&L로부터 영광 3,4호기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총 294종의 설계엔지니어
링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으며, 이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가동을 위해 1987년 11월 대형 전산기인 UNISYS
1100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1981년 9월 개인용 컴퓨터를 도입했고, 1983년 8월에는 본격적인 워드프로세서
전용 PC를 도입했다.
1980년대 들어 사세가 확장되면서 업무가 크게 증가하여 전산조직도 확충했다. 전산기 활용이 본격화되고 전
산 관련 업무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시스템개발실의 조직을 설계 관련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전산담당, 전
산기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운영담당, 시스템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지원담당으로 세분화했다. 이후 설
계엔지니어링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각 분야별 시스템 및 조직이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사업관리업무 및 설계업무의 전산화
1980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CYBER 70-18 시스템
에 연결하기 위해 연구소로부터 배치 터미널(Batch Terminal)과 카드 리더(Card Reader)를 구입하여 핵공학부
에 설치하고, 용역투입 소요인력의 타임카드 집계 및 분석업무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한기에서 수행한 최초의
업무전산화라 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사업량이 많지 않았으나 그 후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용역업무가 늘어나고 총체적인 전
산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1년 12월 시스템개발실을 신설했다. 또 같은 해 한국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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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전산환경이 바뀌게 됐다.
이는 업무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변화였으나 타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업무상의 불편으로 능률이 저하되고 전산사용료의 지출도
점차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4
1

년 6월 한기 최초의 주전산기로 업무전산화 및 기술계산용
CYBER 170-815를 리스 형태로 도입했다. 이때부터 업무전
산화가 본격화됐는데, 경영정보시스템의 인사, 급여, 회계 시
스템이 구축되고 그 개발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타임카드관
리, 자산관리시스템 등이 차례로 개발됐다.

2

설계분야의 전산화는 기술계산시스템 개발과 CAD시스템 구
축으로 대별된다. 먼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계산용 소프트웨어는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패키지로 도입
하거나 자체 개발해 사용했다. UNISYS 1100이 도입되고 본
격적으로 기술계산용 패키지가 도입된 것은 1987년 이후지
만, 그 이전의 CYBER 170-815 시스템에서도 다수의 소프트
웨어가 운영됐다.
기술계산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계, 배관, 핵, 전기, 계측, 토
목, 건축, 환경 등 분야별로 대형 전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
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전산 환경에 적합하도록 사용자의
PC에서 작업수행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로의

3
1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한기의 CAD실
2 설계계산용 Cyber 전산기 입력카드(조성영 사업관리기술그룹 소장자료)
3 자동설계시스템(CAD) 도입 관련 신문기사(1984.10.09. 경향신문)

변환 및 대체 도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초반까지 발전소의 설계표준화작업을
꾸준히 수행해온 한기는 1984년 설계자동화시스템 구축의
한 과정으로 플랜트 설계업무 및 건축설계업무 분야에서 우
수성을 인정받은 인터그라프의 CAD시스템을 턴키로 도입
했다. 이후 각종 발전소 및 플랜트의 설계와 건설에 활용하
여 업무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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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원과 오리콤의 주전산기에 터미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4. 품질경영 도입과 사세 확충
품질보증제도의 도입
산업사회 발전과 맥을 같이 해온 품질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
국을 주축으로 원자력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 원자력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70년으로 같은 해 6월 고리 1호기를 건설하면서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에서 적용
하던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 것이 국내 최초였다. 이때 품질보증요건도 미국기계학회의
요건(ASME NQA-1)을 적용했으며,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자력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제작업체가 제작하는 원자력 설비에도 원자력품질보증제도를 적용했다.
한기의 경우 창립 초기에는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들로부터 기술전수를 받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계 품질보증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점차 수화력발전분야로 확대했
다. 초기에는 품질관리부를 두고 사업부서의 설계에 대한 품질검사, 용접, 열처리 및 비파
괴검사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일부 품질검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품질보증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품질보증업무에 단편적으로 참여하던 한기는, 보다 고도의 업무수행

1983.04.13
뉴테크와 ASME N-Certificate 취득을 위한
기술협력계약 체결

원자력품질보증제도(Nuclear Quality Assurance)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구조물, 계통, 기기 및 종사자 자
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되며, 원자력 설비의 설계부터
운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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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을 위해 1983년 4월 전문용역회사인 미국의 뉴테크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983년 5월 추진반을 구성하여
품질보증체계 보강에 주력했다.
같은 해 8월 교육을 목적으로 품질설계요원 6명을 뉴테크에
파견했고, 이후 ASME 코드에 맞는 설계기법을 터득한 이들
이 귀국하여 ClassⅠ 배관설계보고서를 비롯하여 각종 설계
문서를 작성했다. 이후 인증서 획득에 필요한 설계, 구매, 건
설감리 분야의 품질보증계획서와 관련 절차서 일체를 작성
했다. 그 결과 1984년 4월 ASME 심사에 통과하며 처음으로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한기는 미국 ASME로부터 원자력발전소용 기기의 설계 및
N-Certificate 갱신, ASME Survey Team 내사(1987.04.06)

1984.06.25
ASME N-Certificate 취득

건설에 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의 대명사로 불리는
N-Certificate를 획득함으로써 회사의 품질보증 능력을 향상
시키고 대외적 공신력도 높아졌다. 한기가 취득한 품질인증
은 ASME Code Section Ⅲ, Division 1의 전 품목을 그 대상으
로 했으며, 특히 원전설비 중 원자로 용기를 비롯한 안전성
관련 내압기기를 망라한 것으로, 아시아 엔지니어링 회사로
는 처음이었다.
한편 ASME N-Certificate 취득 추진을 계기로 품질관리부의
명칭을 품질보증부로 바꾸고 원자력 종합설계용역 주계약
자로서의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수화력사업에 대한 품질보증기준이 시행되면서 수화력 발
전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 품질보증요건을 강화
하는 수준으로 수화력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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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N-Certificate 획득 필요성을 자각했다. 이에 인증서

03
초창기 사업 수행과 사업 확충
1. 원전 설계 표준화 추진
기술력 축적과 원자력사업 병행 추진
국내 원자력발전소 태동기에 설립된 한기는 먼저
기초기술 입문단계부터 착실히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기술력이 부
족한 초창기에는 고리 1,2호기 및 월성 1호기 건설사업의 설계 부문에 부분 참여를 통해 선
진기술의 분석 및 검토용역을 수행했다.
1977년 한전이 자본 참여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한전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데 힘을 쏟
았다. 그러나 사업기반이 취약해 원전건설사업에 부수적인 업무인 고리 2호기의 공업규격
검토, 고리 2호기 예비안전분석보고서 작성, 월성 1호기 설계 및 공사방법검토,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확장 등 20여 건의 기술용역사업 수행에 그쳤다.
1977년 9월 한기는 미국의 벡텔과의 고리 3,4호기에 대한 프리프로젝트(Pre-project) 엔지
니어링 서비스계약을 체결, 선진 외국 회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기술을 습득해 나갔다.
한기는 고리 3,4호기의 상세설계, 구매, 건설관리, 현장설계, RET, 시운전지원 등에 참여하
여 업무를 수행했으며, 1979년 5월에 시작된 현장설계용역에는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원
전설계의 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첫 기회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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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용역사업을 비롯하여, 기기장치 국산화사업 구조물 및 건축 상세설계, 고리 1호기 액체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고리 1호기 복수 탈염장치 기본설계, 고리 2호기 설계 및 공사방법
검토 등의 용역사업을 수주했다. 이 중 고리 2호기 설계 및 공사방법 검토 기술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이 2억 1,300여만 원으로서, 단일사업으로는 최초로 억대의 수주금액을 기록했다.
1979년에는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공사방법 검토, 기기장치국산화사업, 고리 2호기 현장
품질 감독 및 검사, 고리 3,4호기 국산화품목 검사, 고리 3,4호기 냉각수취배수구 구조물 및
가물막이 설계, 고리 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고리 1호기 보수 자재관리 등 많은 사
업을 수주했다. 또한 캐나다 AECL과 월성 1호기 현장설계 인력지원계약도 체결했다.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공사방법 검토 기술용역이 4억 9,000여만 원, 고리·월성·계마 등
의 원자력부지 환경조사 용역이 3억 3,500여만 원, 고리 3,4호기 국산화품목 검사용역이 4억
1,800여만 원, 고리 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이 3억 7,000여만 원의 수주금액을 기록함
으로써 수주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80년 들어서도 고리 2호기 시험 및 운전절차서 작성, 고리 2호기 현장품질 감독 및 검사,
주기기공급자 선정에 필요한 PWR 표준설계서 작성, 고리 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영광(한빛) 1,2호기 설계 및 공사방법 검토와 기술용역, 원자력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공장검
사 및 현장검사 등의 용역사업을 수주했다. 이 중 고리 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은 12억
5,600만 원, 원자력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공장검사 및 현장검사용역은 9억 7,400만 원의 수
주액을 기록했다.
1981년에는 영광(한빛) 1,2호기 냉각수 취배수로 축조공사 설계, FY-78 고리 2호기 현장
품질 감독 및 검사, 울진(한울) 1,2호기 설계 및 공사방법 기술검토, 울진 1,2호기 냉각수 기

프랑스에서 해
외 용역에

참여 중인 한기

기술진(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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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978년 고리 1,2호기의 주사업자인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고리 2호기 액체침투시

본계획 및 해상구조물 설계, 고리 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영광 1,2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원자력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공장검사 및 현장검사 등의 용역사업을 수주했다.
영광 1,2호기 건설사업에서는 1981년 3월 벡텔에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했으며, 책
임자훈련에 역점을 두고 업무의 질을 높여 나갔다. 현장설계용역은 범위를 더욱 넓혀 용역
업무에 대한 자립의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외화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울진(한울) 1,2호기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3월 프라마톰과 설계
용역 참여계약을, 8월 알스톰 아틀란틱(Alstom Atlantique)과 설계용역 참여계약을 체결했
다. 울진 1,2호기의 기술역무는 그간의 기술축적 효과를 발휘하여 수행경험이 없었던 비상
냉각계통 배관내진설계, CLP 변형해석 및 설계 등의 건설기술 문제를 자체 해결함으로써
참여영역을 확대했다.

원전 설계표준화와 사업수주 확대
1980년대 들어 한기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원자력 주계약사업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이던
원자력발전소는 모두가 선진외국 회사를 통한 주문설계에 의한 것으로, 다국적 인허가 기
준의 적용, 기자재 제작비 상승 및 품질 저하, 보수용 기자재의 호환성 결여, 기술자립 및
기자재 국산화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1982년 9월 설계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키
로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1983년 3월 과학기술처로부터 설계
표준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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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900㎿급의 가압경수로를 주종으로 하고 600㎿급 가압경
수로를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1990년대 초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함으로써 원전 13호기(울진
3호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어 1983년 4월 한전과 원전설계 표준화사업의 기초조사를
위한 1단계 계약을 체결하고 1984년 9월부터 1985년 3월까
지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참조발전소 개념을 정립했다. 2
단계로 1985년 8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설계개선연구를 수
행하고 최적 발전소의 주기기 입찰안내서를 작성했으며 3단
계로 영광(한빛) 3,4호기사업의 설계 검정을 수행했다.
원전 설계표준화 사업 추진관련 신문기사(1984.10.20. 한국일보/조선일보)

1982년부터 1987년 주계약사업 개시 전까지 원전 1~12호기
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다. 먼저 원전건설과 관련하
여 안전설비 보강설계 및 공사감리(고리 1,2호기), 자재목록
편수용역(월성 1호기), 설계업무 및 각종 기술지원 등을 수
행했다. 이와 함께 현장 시운전 기술지원용역(고리 3,4호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시뮬레이터 참여용역도 수행했다.
각종 시방서 및 절차서 작성, 부속건물 설계용역, 시운전지
침서 및 절차서 작성, 건설관리 및 상주설계, 준공도면 작성,
현장 상주 설계지원용역, 현장 시운전 기술지원용역, 현장
기술지원용역(이상 영광 1,2호기)도 활발하게 수행했다.
나아가 냉각수 공급을 위한 취배수로 기본설계 및 해상구조
물 설계(울진 1호기), 한전과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전선로
및 공기조화계통 설계, 사업 설계준비 업무용역(이상 울진
1,2호기), 품질보증체제 확립(원전 5~10호기), 미국 번즈 앤
로우와 설계기준작성을 위한 자문용역, 설계기준작성용역,
설계용역(이상 원자력 후속기) 등을 계약했다. 이밖에 KNFC
핵연료 가공공장 설계용역, 원자력발전소 표준화설계를 위
한 조사용역 등을 수주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울진(한울) 1,2호기의 경우 발전소 건설
모형의 설계제작으로 설계결함 및 시공상의 문제점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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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기는 원자력발전소 설계표준화사업에 있어 시설용

도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1983년에는 벡텔의 영광 1,2호기사업, 프라
마톰 및 알스톰의 울진 1,2호기사업에도 오프쇼어(Off-shoe)방식으로 참여했다.

원전후속기 주계약사업 추진
한편 원전후속기(영광 3,4호기) 주계약자로 사전 지정을 받은 한기는 사업을 성
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982년 말부터 전사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주계약사업 준비의 핵심은 역시 기술
력 제고였다.
먼저 축적한 기술과 용역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계약
경험이 많은 미국의 번즈 앤 로우 등과 함께 자체 기술력을 점검해 취약 분야를 보강해 나갔다. 또한 자료수
집, 설비확충, 각종 프로그램의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1986년 말에 이르러 한기의 종합기술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원전설계에 있어

1982.09.15
원자력 후속기(영광 3,4호기) 추진반 편성

기술력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설계는 아직 기술축적
및 개발단계에 머물고 있었지만 현장설계와 상세설계는 자립
을 실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기술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사업을 통해 실제 경험을 축적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1980년대 초중반에는 고리 3,4호기, 영광(한빛) 1,2호기, 울진
(한울) 1,2호기 사업에 연인원 800여 명의 한기 기술진이 참가
해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축적했다. 이와 함께 영광 3,4호기
사업준비전담반을 구성하여 사업수행조직과 운영방안, 역무
별·연도별 소요인력 분석, 설비확보계획 등 역무수행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주계약 수행체제를 정립했다. 이와 함께 취약
핵심기술의 전수사업에 대비, 기술전수평가전담반을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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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계약서안 및 전수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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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호
8호기(영광
원자력 7,

081
절차서를 개발 보완하고 RMS(Record Management System)을 체계화했으며, 기존 원자력발
전소의 설계변경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본격적인 자체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원전 상세설계의 기술자립을 달성
하는 데 주력했다.
이 시기에는 선진기술의 단순한 도입을 지양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소화하고 개량하여, 이
를 기반으로 취약한 기술분야를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기술자립 방향이 설정됐다. 기술개
발사업의 유형을 보아도 자료수집 단계를 벗어나 기본기술개발사업, 엔지니어링 관련 기
영광 3,4호기 설계업무 사전착수 지시
공문(1983.11.22)

술 확보사업, 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기술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
행했다.
기술개발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수준 평가제도를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 업무
의 수행절차와 책임의 한계를 규정했으며,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기술개발연구
소를 운영하는 등 실용적인 기술개발에 힘을 쏟았다.

1984.09.11

1986.06.10

석탄화력사업표준화 설계 착수

기술개발종합보고서 발간

이를 통해 1982년에는 21개 과제, 1983년에는 41개 과제, 1985년에는 55개 과제, 1986년에
는 53개 과제를 추진·완료했다. 또한 실적을 담은 기술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차기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 기술개발
전력 플랜트 사업으로 사업영역 확대
한기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서부터 건설, 운영관
리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엔지니어링기업으로 설립했지만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했다.
1977년 한전의 자본 참여 이후 수화력 관련 사업이나 환경사업, 신재생사업 등 전력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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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7년 역무 착수에 대비하여 EDP(Engineering Department Procedure) 등 지침서 및

한강계수력발전소 원격제어소 준공식(1986.03)

사업의 각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화력사업의 경우 1979년에 화력발전소 모의장치 도입설치 및 기술용역, 저황유 저장시설
및 서울화력 설비보완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화력발전소 모의장치 도입설치 및 기술용역
은 18억 3,500만 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설립 이후 최초로 10억 원대의 수주액 돌파를 기
록했다.
1980년에는 서해화력 1,2호기 건설 및 시운전감리, 1981년에는 유전소발전소의 연료전환
타당성 검토, LNG지점 세부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한편 1979년에는 한기 최초의 변전소사업인 345㎸ 신제천변전소 설계용역을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고리·월성·계마 등의 원자력부지 환경조사, 울진(한울) 1,2호기 부지 환경조
사 등 다양한 용역사업을 수주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사업관
리사업을 최초로 공동 수행했다.
1980년 7월에는 프랑스 소그리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1981년에는 한강계 수력발전소 자동화 타당성 검토, 창원공장 건물 보온 및 냉난방설비 기
술용역 등을 수주했다. 1982년 상반기에는 한강계수력발전소 자동화 세부설계 및 공사감
리, 섬진강수력 증설 세부설계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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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에 불어 닥친 2차 석유파동 이후 정부는 발전
연료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1990년대에 대규모로 예상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제5차
및 제6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원자력 756
만㎾, 화력 310만㎾, 수력 124만㎾ 등의 신규건설을 추진했다.
이에 한기는 한전으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표준화 모델 개발용역을 수주해 1984년 9월
부터 1986년 7월까지 수행했다. 주기운전 및 일일 기동정지운전이 가능하고 설비의 신뢰
성이 높으며, 부분부하에서도 고효율이 유지되는 대용량 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건설비용 절감과 건설공기 단축은 물론 설계품질 확보와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설계
기술 자립의 조기 달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 하에 한기는 한국형 표준석탄
화력발전소 개발을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했다.
먼저 1984년 9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제1단계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참조발전소의 개념
정립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보령화력 1,2호기 및 삼천포화력 1,2호기를 포함한 5개 발전소
와 해외의 참조발전소를 선정, 레이아웃 및 주요 계통 등 각종 기술사항을 비교·분석했다.
아울러 주기운전 및 일일 기동정지운전과 관련한 계통 및 기기의 최적화 검토도 수행했다.
그 결과 발전소의 증기조건은 관류형보일러를 사용하는 초임계압으로 하고, 운전방식은
주간기동·야간정지 기능을 갖춘 일일 기동정지형으로 결정했다.
이어 1985년 8월부터 1986년 7월까지는 2단계로 1단계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최적 발
전소의 주기기 입찰안내서를 작성했다.

열병합발
전설비 건
설 추진 설
명회(1985
.01.17)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Ⅰ _ 전력산업 기반을 구축하다

표준석탄화력발전소 모델 개발

호남화력 연료전환공사 준공식(1985.06.11)

한기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개발과 함께 화력사업분야에서 북제주내연 1~8호기
사업, 인천화력 1~4호기 연료전환에 따른 기본도면 및 상세도면 작성업무도 수행했다. 또
한 평택 LNG 인수기지 및 주배관로 검사, 선박용 터빈 샤프트의 품질검사 등의 사업도 성
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밖에 수많은 전력사업 수행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기술을 적극 활용
하여 반월공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목동·신정동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 잠실
열병합 발전설비설계 등 에너지 절약사업에도 참여했다. 특히 한기 최초의 주계약사업인
여수화력 연료전환공사 세부설계용역사업을 1982년 1월에 시작하여 1985년 6월에 성공적
으로 완료했다.

3. 해외사업 수행과 환경사업 추진
해외진출 기반 구축과 해외사업 수행
한기는 설립 이래 발전부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으나 대부분의 용역이 한전을 비롯한 국내 유
관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정된 국내 시장의 수주경쟁
이 치열해지고, 한전 발주 양상도 점차 변화되면서, 한기의 전량 수주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기는 1982년을 ‘해외진출 기반조성의 해’로 선
정하고 시장다변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작업에 착수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해외사업을 전담할 국제협력실을 신설하고 국내외 업체와 해외사업 공동개발관계 수립,
해외시장 조사, 해외 사무소 개설 등 대내외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11월에는 해외사업개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사업개발부 추진반을 발족해 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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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건설업면허 취득, 국제금융기관에의 등록, 외국 업

085

조치를 취했다.
한기는 외국 업체가 국내에서 수주한 사업의 일부 역무를 공
동수행하는 형식으로 해외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점차 국제
금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차관사업이나 무상 기술지
원사업에 응찰했다.
1

한기는 해외사업 확충을 위해 많은 외국 업체와 제휴해 해
외 프로젝트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해외사업 일괄수주시
에 대비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1982년 10월 29일 캐나톰
(Canatom)과 기술 및 사업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
로 12월 29일 미국 번즈 앤 로우와 공동 사업개발협력 약
정, 1983년 1월 28일 미국의 뉴테크(Nutech)와 사업협력약
정, 3월 미국 길버트 커먼웰스(Gilbert & Commonwealth),

2
1 길버트 커먼웰스 Review Team 내사(1982.12.12)
2 EKONO-OY 세미나(1986.02.05)

4월 일본 니폰 코에이(Nippon Koei), 5월 미국 제너럴 피직
스(General Physics), 7월 재팬 누스(Japan Nus), 10월 핀란드
의 에코노(Ekono), 11월 영국 Bpec와 해외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약정을 연이어 체결했다.
또 1983년 3월 유원건설과 5월에는 한국중공업(두산중공
업)과 사업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등 국내 유수 업체들과도
협력체제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동남아 국가들의 전력회사 및 유관
기술회사를 방문,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입수했으며, 1984
년부터 인도 및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 국가에 현지인 시
장조사원을 채용했다.
특히 이 기간 중에 뉴테크 및 유원건설과 공동으로 아세아
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ASEAN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태국)에 대한 발전플랜트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1982년 11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 및 아시아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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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과의 협력관계 정립 등 해외사업 개발을 위한 일련의

(Asian Development Bank : ADB)에 각각 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하며 국제금융기관 차관사업 참여자격을 획득
했고, 1983년 8월 건설부로부터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해외 발전플랜트의 수주자격을 얻었다. 1985년 4
월에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등 5개 국제금융기구에 등록했다. 또한 1985년 9월에는
워싱턴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해외진출 거점을 마련했다.
1983년 초부터 해외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월에 미국 뉴테크와 원자력발전 Equipment
Qualification 사업참여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본 니폰 코에이사와 수문공학분야사업 참여계약을, 12월에
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와 영광(한빛) 1,2호기의 시뮬레이터 설계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1984년에는 미국 트랜스 아메리카 델러밸(Trans-America Delaval)로부터 원자력 기자재 검사용역을, 1985년
에는 미국 스톤 앤 웹스터(Stone & Webster)로부터 Beaver Valley Ⅱ 건설 지원사업(65만 달러)을, 미국 벡텔
로부터 엘 솔다도(El-Soldado)사업(8,400만 원)을 수주했다.
이어 1986년에는 유엔기술개발협력국(UNDTCD)으로부터 방글라데시 전력손실률 감소용역(156만달러)을,
미국 톰슨(Thomson)으로부터 울진(한울) 1,2호기 시뮬레이터 설계용역(78만 2,000달러)을 각각 수주했다.

환경사업의 대두와 참여 확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발달과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의 온난화, 산
성비, 스모그 현상,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
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와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원인물질로, 이들의 제거를 위한 기술개발
과 설비의 투자 요구가 비등했다.
우리나라도 경제 부흥기를 거치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단기간의 경제성장은 환경위기를 수반했고
환경 및 생태 파괴적 요인들이 누적됐다. 1970년대까지 이러한 요인들은 개발논리에 묻혀 표면화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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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한기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환경규제기준 강화를 내다보고 관련업계 최초로 1986년부터
탈황설비 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환경사업 부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
지개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이 자연환
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
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을 통
해서이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였다.
그런 준비 덕택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초기, 한기는 에너지개발사업 분야에서 환경영
향평가서를 최초로 작성한 회사로 기록됐다. 1982년 10월 한전으로부터 남한강계 수력발
전소 건설사업용역을 수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내 최초로 작성했던 것이다.
당시 국내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관련 지침이나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
었다. 이에 한기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상학, 생물
학, 해양학, 위생공학 전공자 등 관련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여 국내 효시가 되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했다.
이후 1983년부터 영광(한빛)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모든 원
자력발전소와 대부분의 수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
행했다. 또 업무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방대한 기술자료, 전산프로그램 및 기술경험을 바탕
으로 전원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경과지 및 변전소 입지 선정업
무, 산업단지 및 산지개발사업 등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4. 다목적 연구로(하나로) 설계 및 건조사업
연구용 원자로 개발 추진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도입은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연
구용 원자로 도입을 검토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조사단은 미국의 연구용 원자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너럴 아토믹(General Atomic)의 TRIGA MARK Ⅱ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
으로 판단하고 1958년 12월 도입계약을 체결, 1959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통해 도입
했다.
용량 100㎾급의 TRIGA MARK Ⅱ는 도입 3년여 만인 1962년 3월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원자
력 연구시대를 열었다. 이어 1972년 5월에는 2㎿급의 TRIGA MARK Ⅲ가 가동을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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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80년대 이후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환경보존 문제

다목적 연구로(MRR) 설계·건조사업 회의(1988.02.24)

1982년 12월에는 경희대학교에 AGN형의 소형 원자로를 미국에서 들여와 학생 교육용으
로 활용했다.
1985년에는 원자력발전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 연구시설 확보 및 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의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추후 ‘TRIGA’연구로의 폐쇄에 대비하여 열출력 30㎿급의 대형 실
험용 원자로인 ‘다목적 연구로 설계·건조사업’을 한국원자력연구소 중심으로 추진했다.

다목적 연구로 하나로 건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전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 경험과 축적
된 원자력기술을 바탕으로 고성능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를 자체 기술로 설계·건설하여
1995년 4월 준공식을 가졌다. ‘하나로’로 명명된 새 연구용 원자로는 핵연료의 성능시험,
노재료시험, 물성연구, 방사화 분석, 동위원소 생산, 반도체 생산, 원자로 개발연구에 이용
됐다.
한기는 원전기술 자립기반 조성단계에 진입하던 1985년 경쟁입찰로 이 연구로의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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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했다.
연구용 원자로는 선진국에서만 보유한 고도의 기술 집합체로 참조할 설계자료가 부족했고, 또 특수목적에 맞
는 시설을 독자적으로 개발, 설치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다목적 연구로 설계 및 건조사업
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했는데, 1단계는 연구로 노형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2단계는 원자로 및 부속설비
의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3단계는 상세설계였다. 연구로의 주요 시설로는 원자로를 비롯하여 원자로의 제
어·냉각·정화 및 보조계통과 핵연료 취급저장계통, 원자로건물,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시설 및 각종 실험설
비 등이 있었다.
한기는 원자로 및 원자로 제어계통을 제외한 연유체계통, 보조계통, 실험설비와 원자로 건물에 대하여 개념설
계, 기본설계, 상세설계를 수행했으며, 이밖에 사업주의 사업관리체계 수립, 인허가 지원, 공정관리, 품질보증,
시공감리 및 기자재 품질검사 등 사업전반에 걸친 사업주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한기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개발할 당시 국내엔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법규가 미비했고, 유사한 사업의 안전등
급, 설계기준, 내진범주 분류 및 품질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기는 연구용 원자로 시설
에 적합한 안전등급 및 설계기준 분류체계를 구축했으며, 또한 취약한 국내의 원전관련 기기제작 기술여건 하
에서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기는 길이 43m, 폭 43m의 정방형에 높이가 33m인 원자로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벽체와 스틸 트러스형 지
분구조로 구성, 내진 1등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건물 내부는 원자로와 안전계통을 포함하는 중량 콘
크리트 구조로 각종 실험에 적합하도록 슬래브가 없는 홀로 구성했으며 원자로를 설치할 개방형 수조, 원자로
냉각계통, 각종 실험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 사업관리지원분야에서는 공정, 예산수립/비용관리, 자료관리 업무에 전산화를 적용했으며,
인허가 지원, 품질보증, 시운전계획 수립 및 시운전절차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A/E 회사로

연구용 원자로는 선진국
에서만 보유한 고도 기술
로서 참조할 설계자료가
부족했고, 또 특수목적에
맞는 시설을 독자적으로
개발, 설치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준공식(1995.0
4.07)

았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Ⅰ _ 전력산업 기반을 구축하다

사업주 사업관리 지원분야 용역사업을 수주했으며, 같은 해 12월 7일 종합설계업무를 전담하는 형태로 계약

서 종합사업관리능력을 인정받았다. 시공 초기단계에서는 발주자의 조직 내에서 단순인력
지원형태가 아닌 독립 조직으로 시공감리업무와 현장설계를 수행함으로써 품질, 시공 안
전성, 업무의 공정성 등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1985년 12월 시작하여 1992년 12월 설계용
역을 완료한 본 사업에는 한기 최초로 사업관리를 위한 PBS(Physical Breakdown Structure)
가 적용됐다.

04
경영관리체계 구축
1. 조직·인력·제도 확충
초창기 조직 구성과 인력충원
한기는 1975년 창립 당시 임원 2명과 관리직원 1명으로 업
무를 개시했으나 독립된 회사로서 업무수행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따라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인력을 보충하는 동시에 업무체제의 구축,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엔지니어링
능력 배양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사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갔다.
이후 공채로 직원을 선발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 공개채용 시 공동전형으로 직원을 채
용했다. 설립 이듬해인 1976년에는 신입사원 10명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 기술개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채용의 초점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A/E업무 자격자를 어떻게 확
보할 것인지에 맞춰졌다. 원자력 전문가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갖춘 인
력조차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우수인력의 확보와 보유인력의 능력개발은 큰 과제였다.
설립 초기 확보한 인력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수원에서 단기 기본교육을 이수한 정도였기
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이나 실무기술이 부족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러
한 실정을 감안해 연구소 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도왔다.
한기는 인력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행정, 재정, 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는
데, 1976년 3월 5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행정지원합의서를 체결하여 시설, 차량, 사무기기
이용 등을 지원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렇게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지원을 받
는 가운데, 임직원의 노력으로 업무수행체제의 골격을 갖췄다. 이후 한기는 1977년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괄적인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8월 22일 수석부사장, 프로젝트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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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제도를 도입했다. 이듬해인 1978년에는 충실한 상세설계 및 현장설계 사업수행을 위

최초 사원모집 공고(1978.09, 조선일보, 이득승 한기동우회원 소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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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원 입사자 기념사진(1978.12.16, 이득승 한기동우회원 소장자료)

해 설계직을 신설한 후 신입사원을 대규모 채용했다. 인력이 확충되자 세분화된 인사관리
기준이 필요하게 되어 11월 1일에 직급체계를 1~7직급 기능원, 임시직체제로 개편했다.
1979년 초에는 신입사원의 채용, 해외연수 파견,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장파견 등에 따르는
규정을 제정하고 보완하는 등 사업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해나갔다. 한편 프로젝트담당
부사장은 1982년 2월 1일 사업담당부사장으로 개칭됐다.
한기의 직원채용은 공채와 특채를 병행했다. 1978년에는 한전 발주사업의 수주가 본격화
됨에 따라 국내 일간지에 경력사원 모집공고를 내고 기계, 전기, 토목, 원자력 분야 등 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82명을 채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인원을 늘렸다. 1979년 2월 19일에는 평
균 1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 기술직 및 관리직 필기시험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서 실시했으며, 이때 처음으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했다.
1981년 2월에는 기계공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공채 2기 시험을 치러 30명을 선발
했다. 또 국내 각 현장파견 및 용역사업개발 본격화로 많은 경력사원이 필요하여 수시 특채
했다. 그 결과 1981년 말 한기 직원 수는 547명까지 늘었다.

신입사원 채용응시자 예비소집 광경(1979.02.04. 서울대학교)

목표관리(MBO)와
타임카드(Time Card) 제도 도입
1979년 인력관리를 위한

한기는 1980년부터 목표생산액
부여방식으로 목표관리의 방향
을 전환했고, 1981년에는 사업관
리에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1일 근무상황보고서(Time Card) 제도를 도입하고 전산화
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 용역사업에 사업수행 목표금액을
시험적으로 설정한 목표관리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그러
나 이러한 형태의 제도는 실제 관리부문에 적용하기보다
는 회사전체 관리구조의 파악, 확정목표의 산정방안 및 용
역성과 목표달성도 분석기법연구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후 한기는 1980년부터 목표생산액 부여방식으로 목표관
리의 방향을 전환했고, 1981년에는 사업관리에 목표관리제
도를 도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82년 3월 31일
부터 목표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했고, 7월 1일부터는
1979년에 도입한 타임카드제를 본격화함으로써 사업 및 인

1979.12

1982.03.31

일일업무보고서(Time Card) 도입

목표관리제도(MBO) 운영

력운영관리의 기본 틀을 갖췄다.
타임카드 제도는 미국 벡텔에서 시행하던 제도를 참고한 것
으로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혁신적 인사 및 사업 관리
제도였다. 사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매일 업무의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사업분야에 소요되는
목표관리제도 도입(1980)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 MBO)
제도
기업의 장단기 경영목표를 구현함에 있어 관리자와 실무자
가 공통된 목표를 명확히 하되, 관리자는 실무자에게 업무목
표만을 제시하고 그 달성방법은 실무자 자율에 맡기는 관리
방법을 말한다.

인력의 계량적 파악과 함께 사업수행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시행 초기에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수
행업무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임카드 기록을 하지 않
고 기술부서 근무자만 대상이었다. 이후 업무수행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환, 운전 등의 기능사업에 종사하는 직원
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985년 1
월 1일부터는 업무수행보고서 작성 절차서를 마련하여 기록
방법과 보고서 관리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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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황보고서(Time Card)
제도
회사의 업무를 논리적으로 분류하
고, 분류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호
화하여 경영계획, 경영분석, 인력관
리, 근태관리, 급여산정, 사업관리
및 견적업무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Time Card 제도 도입(1979)

1985.01.01

1996.01.03

업무수행보고서 작성절차서 운영

근무상황보고서(Time Card) 전산화 완료

타임카드 제도는 직급 상위자에게 전날의 근무상황기록을 확인받는 ‘매일 확인절차’를 취
했다. 또한 경영분석 및 사업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상황보고서는 용역사업, 기술
개발, 사업개발, 특수업무, 관리업무, 회사간접시간, 건설가 계정코드 등에 고유 업무번호
를 부여함으로써 월별 인력투입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운영의 효율을 기했다.
1996년부터는 근무상황보고서 작성을 전산화해 보다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초기의 목표관리는 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역사업 시행계획 및 대응실적
분석시 견적원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목표금액을 설정, 단위용역의 계량목표로 운용했다.
적용대상도 초기에는 본사용역에 국한했으나,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현
장용역과 해외용역으로 확대했다.

2. 제도와 조직 정비
계속교육제도(CEP)와 경영평가제도 시작
사업이 확대되고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구성원도 계속 늘었다. 이에 인력
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혁신이 이뤄지기 시작
했다. 먼저 인력관리부문에서는 고급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실시했는데, 1986년
말까지 해외연수에 연 116명, 해외용역 참여훈련에 134명,
사외교육에 연 2,325명, 사내교육에 1,94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기술직 중 60%가 각종 자격을 보유하는 정예화를 이루
었다.
인력개발 측면에서는 제도도입 및 정비작업을 계속했다. 우
선 인력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983년 9월 계속교육제도

1983.07.01
사업관리 개선방안 수립 / 매트릭스체제 도입

(CEP)를 실시하여 평생교육이념을 실현했으며, 경험을 체계
적으로 습득하여 회사와 본인이 지향하는 전문인으로 양성
될 수 있도록 경력개발제도(CDP)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모기업인 한전이 운용하는 경영평가지표를 1983
년 처음 도입하여 장려금 지급기준을 삼았다. 이후 계량지표
와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변경, 장려금 지급률의 변경에 따
라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운영해 오다가, 1986년에
정부가 정부재투자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경영평가제도로 확대 운영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 납
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투자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을 평가해 왔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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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재투자기관인 한기는 모회사인 한전으로부터 다른 한전 출자회사와 더불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됐다. 경영평가는 경영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는데, 경
영실적평가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의 장려금 지급률을 결정하며, 이 장려금 범위 내에서 단
별/사업단별로 경영실적을 평가해 전 직원에게 장려금을 차등 지급했다.

매트릭스시스템(Matrix System)의 도입과 정착
한기는 1980년대를 맞아 사업량이 크게
증대되고 사업규모가 대형화되는 가운데, 신규 사업 대부분의 업무 내용이 종합엔지니어
링 성격을 띠었다. 그런데 기능이나 인적 구성 측면에서 탄력성이 부족한 기존의 조직으
로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한기는 1983년에 유동적 조

1984.10.20

1990.01.29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사업단별 매트릭스시스템 도입

직의 한 형태인 매트릭스시스템(Matrix System)을 도입했다.
매트릭스시스템은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그 사업만을 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존속하는 한시적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해당 용역만을 수
행하도록 한 제도였다. 이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여 새로운 팀을 갖추며, 팀
원들은 사업기간 중 기존 부서의 부서장의 관리를 받는 동시에 새 사업책임자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매트릭스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도 상당기간 대부분의 직원이 새로운 개념을 제대
로 수용하지 못했기에 부서에 대한 소속감에 혼란을 겪었고, 부서에서는 소속원을 사업부
서로 파견한 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사업수행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문제를 전문
부서의 자문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려는 업무 행태가 나타나며 매트릭스시스템의 장점
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또한 사업책임자는 인력 확보에만 급급하여 사업이 종료된 후
에도 원부서로 복귀시키지 않아 인력 활용에 지장을 주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한기의 수행사업이 기술적 측면에서 날로 복잡해지고 직
원들이 매트릭스시스템에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타임카드 제도가 인력관리의 기본제도로 정착하면서 매트릭스시스템에 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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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개선’ 안을 발표하며 정부재투자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

수행을 통해 전문기술력이 향상되고 업무의 기동성이 높아졌다.
한기는 매트릭스시스템을 보완해 일률적 적용을 지양하고, 용역규모 및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하여 종합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사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용역수행
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후 1990년 사업단별로 이 체제를 적용하면서 매트릭스시스템은 안
정단계에 접어들었다.

본부제 도입과 연구조직 개편
1980년대 들어 한기는 자율경영체제 기틀 구축과 경영체제
의 선진화 추진에 매진했다. 아울러 본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 업무를
전문화하고 조직에 탄력성과 기동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자립의 조기달성, 사업수행의 효
율화, 경쟁력 강화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꾀했다.
이후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1982년 8월 23일 마침내 본부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2부
사장제로 되어 있던 기존 조직을 관리본부, 사업개발본부, 기술본부, 사업본부 등 4본부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기술인력 양성과 전문분야별 기
술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프로젝트의 자율 및 책임 수행이 제도화됐다.
이와 함께 부분적인 조직개편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1982년 11월 11일에는 에
너지원의 개발·활용, 발전소의 신뢰성 및 안전성 향상,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선진 전력기
술의 종합개발과 원전설계 표준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
센터(R&D)를 설립했다. 1982년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가 발족할 당시에는 업무분야
별로 ‘실’ 단위 조직을 구성해 표준화연구실, 저질탄활용연구실, 전산응용연구실 등 3개 조
직을 운용했으나, 추후 특수과제연구실과 정책연구실을 추가했다. 이어 1983년 10월 20일
에는 운전사업본부를 설치했다.
1984년 10월 19일에는 본부장을 경영간부로 임명했는데, 각 전문 분야별로 경영의 자율성
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목표지향적인 책임경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
기 위한 조치였다. 이어 1986년 12월 31일에 실시된 조직개편에서는 부설 기술연구센터와
그 기능을 기술본부에 일괄 통합하여 기술개발기능을 일원화했다.
또한 발전소건설과 성능개선 엔지니어링을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던 것을 발전소 전원별로
조정 분류하여 운전사업본부를 원자력사업본부와 수화력사업본부로 개편하고, 관리본부
와 개발본부를 통합했다. 그 결과 조직은 1센터가 폐지되고 기획관리본부, 기술본부, 원자
력사업본부, 수화력사업본부의 4본부 체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실 단위 조직개념은 기능부서의 성격이 아닌, 당시 현안이던 과제별 연구를 위한 조
직으로서 각 실별로 독립적인 성격을 띠어 횡적인 협조나 업무유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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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 각 실의 존폐가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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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은 수화력사업단으로, 전산응용연구실은 전자계산실로 통합했다. 한편, 한기의 설립목
표였던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종합설계의 주계약 수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회사 전체의 인력활용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이 사업 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연구소 조직
을 대폭 축소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사세 확장
한기는 설립 이래 매출액의 절대 부족과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회계연도마다 적자가 발생했다. 1981년 말에는 누적된 결손금이 13억 원에 달했
다. 이 금액은 납입자본금 32억 원의 42.2%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연계정으로 처리한 기술
개발비 3억 원을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의 45.7%인 14억 원에 불과
한 실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기술개발투자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술력이 향상되고 사업수행 경험이 축적됨
에 따라 원전부문을 중심으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신장했다. 고리 3,4호기, 영광(한빛) 1,2
호기, 울진(한울) 1,2호기 등의 해외용역 및 국내 현장설계용역, 이와 관련한 부대용역에 본
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1985년까지 매출액이 연평균 43%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매출액 증가에 비례하여 당기순이익도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1986년에는 고
리 3,4호기 준공, 영광 1호기 준공에 따른 관련 용역의 감소와 후속 원전인 영광 3,4호기 종
합설계용역의 지연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42억 원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당
기순이익도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1억 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전반적인 매출액 증가추세와 더불어 인력활용률 제고,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1년부터 흑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1983년에는 12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 결과 1984년 말에는 누적결손금을 완전 보전하고도 3억 원을 남겼
는데, 이 중 기업합리화자금으로 2억 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1억 원을 적립함으
로써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됐다. 흑자 기조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86년 말에는 10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었다.
1985년 이후 계속된 흑자 기록에는 모회사인 한전의 정책적인 지원도 한몫 했다. 1984년 4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Ⅰ _ 전력산업 기반을 구축하다

이후 전사적으로 기능에 따른 조직 간 업무분장의 틀이 잡혀감에 따라 1986년 5월 석탄연

월 구성된 전력그룹협력회가 1985년 3월 2일 그룹 내의 용역을 한기가 수행하도록 결정했
던 것이다. 이로써 한기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여 탄탄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됐다.
한편 1983년 12월에는 한전의 추가출자로 10억 원을 증자했고, 이어 1984년 12월에는 대
형 전산기 도입 및 사옥 임차를 위해 8억 원의 증자를 실시한 결과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증가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부터 한기는 재정규모 면에서도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었다.

급여 및 복지제도 변화
경영체제가 정비되면서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엔지니어링전문회
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급 성격의 수당을 신설했다. 기준급여의 경우 1981년까지는 연
공, 서열형의 자격급이 중심이었고, 본봉은 책임급 10호봉, 선임급 15호봉, 원급 20호봉, 기
능직 32호봉으로 구분한 직급별 호봉제를 채택했다.
승호기준은 책임급 15개월, 선임급 12개월, 원급 9개월, 기능직은 호봉구간에 따라 12개월
또는 9개월이었다. 승급액은 정규직의 경우 동일직급 내에서는 호봉이 상승할수록 격차가
축소됐으나 기능직은 직급이 상승할수록 격차가 컸다.
기준외급여의 경우 1977년 급여규정을 제정할 때 직책수당, 출납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
월차휴가수당, 그리고 상여금 등 비교적 단순한 체계로 출발했다. 이 중 직책수당은 일시
지급되다 이듬해인 1978년에 폐지됐다. 그리고 1977년 급여규정 제정 시 상여금은 기준급
여의 400%를 지급하고, 장려금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기초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했다.
1977년 8월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근속기간 5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했다.
1978년 12월에는 퇴직금 지급률을 한전의 퇴직금 지급액 수준으로 인상했으나, 실행단계
에서 재정형편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1979년 12월 재조정하여 현실화했다. 1978년에는
기술직을 대상으로 기술수당을 신설했고, 이후 사업부문 확대와 더불어 부문별 관련수당
을 신설했다.
면허수당의 경우 기술사, 건축사, 원자로조정감독자, 방사선취급감독자 및 기사 1급 이상
자격소지자에게 지급했으며, 기술사는 다시 등록자격과 비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면허별
로 차등 지급했다. 이후 자격 및 특수분야에 대한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14개 분야로 확대
했으며, 기타 분야의 각종 기술자격소지자에게도 면허수당을 지급했다.
직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77년 6월 직원임차보증금제도를
실시했다. 1979년 9월에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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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
한편 직원의 여가선용,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를 통해 직원 간
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반복적인 사회생활과 조직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체력단련비를 지원했다.
친목단체로는 산우회가 1980년 10월 처음으로 결성되어 활
동을 시작했다. 1982년 2월 3일에는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
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직원자녀학자금지원제도를 실시했다.
1

2

사세 확장과 흑자 실현에 맞추어 1982년 1월 1일에는 직제
개편과 더불어 직급별 호봉제를 단일호봉제로 개편하고, 직
능급을 도입하는 등 근속 및 서열 중심의 연공급제도를 연
공, 직무, 직능 등이 모두 반영된 종합급제도로 전환했다.
먼저 기준급여를 기본급과 직능급으로 구분하고 직급별 호

3

봉제를 단일호봉제로 전환하여 기본급을 총 50개 호봉으로
세분화했다. 또 직급 간 격차를 직능급으로 전환하여 각 직
급별 5개 등급씩 총 30개 등급으로, 기능직은 8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기본급의 호봉 간 격차는 일정호봉 구간별로 동일
한 격차를 두되 상위호봉에서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설
정했다.
1985년에는 장기적 급여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연공급위

4

주의 급여체계를 능력급 위주로 전환했다. 즉 기본급의 호봉
간 승호 차이를 축소 조정하고 직능급을 직급별 3단계로 축
소하여 능력과 책임 중심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 연공에 따
른 임금상승을 최소화했다.
기술수당은 1983년 연구직 신설에 따라 기술·연구수당으
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사 1급 이상의 기술직, 연구직, 기술관
리직, 설계직에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1985년에 기사 1급 이

5
1 인사발령통지서(1978.11.01. 박구원 사장 소장 자료)
2 승호통지서(1981.02.01. 박구원 사장 소장 자료)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981.12.31. 배온희 한기동우회원 소장자료)
4 전직원 건강진단 최초 실시(1985.04)
5 영광 현장사택 준공(1985.05.28)

상 면허소지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앞서 1982년에는 현장근
무자의 오지근무 보상을 위해 현장근무수당을 신설했다.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
상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초기에 월 통상임금
의 1/181로 적용하다가 1984년에 1/184로 변경했고, 면허
수당의 경우 이후 필요자격 및 기술자격 종류를 다양화하여
1982년에는 PE자격을 추가했다. 1983년에는 기술사의 등록/
비등록 구분을 폐지하고 핵연료물질취급감독 등 특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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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의료보험조합에, 1980년 5월 27일

에 대한 지급기준을 추가했다.
1983년 종업원 단체퇴직보험 가입제도를 실시했고, 1984년
에는 해외여행자 보험가입을 실시했으며, 1985년에는 직원
건강진단을 최초로 실시했다. 건강진단의 경우 산업안전보
건법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
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기는 단체협약에 의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했다. 건강진단은 위암, 간암을

1

포함한 정밀검진으로 실시하되 회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타의료기관의 검진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금액
의 검진비를 지급했다. 다만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노
사협의안에 따라 정밀검진을 실시했다.
서울 및 현장에는 사택을 지어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꾀했
다. 1985년 5월 처음으로 영광현장 사택 50세대를 준공했으
며, 2개월 뒤인 7월에는 울진현장 사택 50세대를 지었다. 이
어 1986년 8월에는 서울 홍은동에 사원아파트를 마련했다.
직원들의 체력 증진 및 부서원 간 단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을 기하고자 1980년대 후반부터 체련의 날을 운영했다. 초
기 도입단계에서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을 체련의 날로 지정
하여 스포츠, 등산, 취미활동 등의 다양한 행사를 부서별 특
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실시했으며, 1991년부터는 매월 2,
4주 토요일로 확대해 직원들의 체력 증진 및 부서원 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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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985.07.
사택 준공
울진 현장

2
1 추계체육대회(1983.10)
2 덕숭산에서 거행된 산우회 시산제(198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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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7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 국가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침에 따라 이의 극복을 위
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998년 3월 노사합의로 체련
의 날 운영을 중지했다.

3. 홍보활동 체계화
초창기 홍보활동 및 사보 창간
설립 초기에는 업무성격상 일반대중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적고 고객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까지 홍보 관련 업무는 사내 회의 및 사내외 주요 행사의 사
진촬영, 간단한 리플렛 제작, 회사 소개기사 제공 등 매우 기초적 형태에 머물렀다. 한전을
비롯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용역수주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기의 업무현황과 기술력
을 소개하는 간단한 유인물이나 슬라이드 제작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79년부터 1980년까지 1년 동안 해외 파견자들을 위해 ‘KNE 뉴스’를 발간했
다. 이후 1981년 10월에는 사보 ‘전력기술’ 창간호를 발간했다. 월간으로 발간한 ‘전력기술’
은 직원 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매체로서 각 분야별 기술논문 발표의 장을 마련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성장 모습과 기술능력을 널리 알리는 홍보창구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사보 ‘전력기술’ 창간호 발간(중앙, 198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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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자긍심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홍보체계의 다양화
1982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영역의 확대, 해외시장 진출 모색
등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홍보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1982년 8월 사업개발부 업무에 홍보업무를 추가하
여 사보발간 및 국내 홍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해외 홍보업무는 국제협력실에서 담당하는 이원체제를 갖
추었다.
1984년 3월에는 이원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홍보업무를 임원실의 홍보담당 특별보좌역이 총괄하도록 일
원화했으며, 1984년 11월에는 홍보출판실을 신설해 체계적인 수행체제를 갖췄다. 그러나 1986년에는 조직이
축소되어 기획조사부에 배속됐다.
1980년대의 홍보활동은 사보 발간, 광고 및 보도,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이 중심을 이루었다. 광고의 경우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사의 동정, 사업수행 현황, 기술능력, 경영활동 등의
내용을 담아 1983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회사의 주요 행사나 용역수주 내
역 등 특기사항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언론기관에 제공했다.
1985년 5월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와 병행하여 열린 원자력전시
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해외 전시회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매년 1~2회 정도 칸, 필리핀, 베이징 등지에서
개최된 에너지 및 전력 관련 전시회에 참여해 한기의 존재를 알리는 창구로 활용했다.
이밖에 회사종합안내서와 각종 시청각 홍보물을 제작했다. 회사의 기술수준, 사업내용, 사업실적을 담은 회사
종합안내서는 국·영문판으로 발간했으며 이후 매년 그 내용을 사업실적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간했다.
회사현황, 설립목적, 기술보유현황, 사업수행실적을 담은 시청각홍보물을 제작, 활용했으며, 1987년에는 입체
적 효과를 가미한 멀티비전시스템으로 교체했다.
한편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1985년 처음으로 한기미술전을 개최했다. 미술전은 회화, 서예, 아동화 등 3개 분야로 구분했으며,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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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1986.11.16)

기술력 토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다
1987 _ 1996

1987년 4월 9일 한전과 1,000㎿급 가압경수로인 영광(한빛)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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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기 종합설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원전설
계기술역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와 함께 미자립 핵심기술의 도입을 위해 S&L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5
월 기술도입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 기술도입에 수반되는 제
반 문제에 관해 협의하기 시작
했다. 아울러 세부 도입 일정과
더불어 입수에서 활용, 사후평
가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담은
사후계획도 수립했다.

1987.04.09

1992.02.26

영광(한빛) 3,4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 체결

CAD 장비 증설 및 LAN 가동식

대용량 메인설비 확충과
개인 전산장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1992년 LAN
을 설치해 그동안 개별
사용자가 독립적 PC에
서 보유하고 있던 각종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을
LAN 상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 경비
절감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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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영광(한빛) 3,4호
기, 보령화력 3,4호기 등 짧
은 기간에 대형사업을 잇따
라 수주하면서 한기의 인력
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1990
년 9월 24일 사옥 및 사택 건
설추진반을 발족했다. 이후
수도권 일대 50여 곳의 후보지를 1차 선정한 후 심사한 결과 경기도 용인시 구
성읍 마북리 부지를 최적지로 확정했다.
신사옥은 419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되어 연면적 1만 2,075평, 지상 7층, 지하 3
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착공하여 1995년 10월에 완공, 신사옥 입주를 완료함으로
써 용인시대를 맞게 됐다.

1994.06.22

1995.11.09

최초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보령화력 3,4호기) 준공

용인사옥 준공식

500㎿급 석탄화력 표준설계는 보령화력 3,4호기에 처음 적용했다.
1993년 4월 3일과 1993년 6월 27일에 각각 준공되어 성공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감으로써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탄생과 동시에
우리나라 초임계압 발전소시대를 열
어가게 됐다. 한편 개발된 표준화력은
500㎿ 석탄화력 건설에 반복 적용함으
로써 설계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
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비점에 대
한 수정 보완을 통해 신뢰성과 경제성
을 더욱 높임으로써 한국형 표준석탄
화력발전소 개발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정부는 원전 설계 및 건설기술 자립계획에 따라 원전 사업방식
전환을 통한 원자력기술 국산화 및 한국표준원전 개발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종래 외국사 일괄발주 방식에서, 한전이 주도하는 분할발주 방식으로 전환됐다.
한기는 영광(한빛) 3,4호기 사업의 주계약자로 참여하며 원자력발전소 설계기
술 자립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한기는 1984년 한국표준석탄화력 개발에 참여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
한 500㎿급 초임계압 석탄화력 개발에 이어 초초임계압 석탄화력 개발에 성공
했다. 이후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수행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
계, 시공, 구매를 일괄수행하는 EC기업으로 성장을 추진했다.

1991.12.17
사내기술대학(원), 과학기술처 인정서 취득

01
선진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 전개
1. 기술자립을 위한 전사적 노력
공부하며 일하는 분위기 정착
엔지니어링 기술자립과
이를 통한 발전소 설계기술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
된 한기는 1980년대 후반 들어 보다 체계적인 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고급인재를 양적·질적으로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술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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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본교육 수료식(1995.10.06)

1993.08.17
사내기술대학(원), 한기기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및 제도 변경

취약한 관리능력의 향상과 턴키 프로젝트 수행능력의 확충,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에 힘을 쏟았다.
당시 교육훈련 형태를 살펴보면, 신입사원교육 및 부서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
성되는 사내 교육과 기타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구성되는 국내 위탁교육, 외국 A/E사로
부터의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기술실무참여와 기술훈련계약에 따른 장·단기 해
외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전문기술분야 기술수준 및 포괄적인 연관 기술분
야 직무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연관기술분야 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자교육,
EPCM 전 프로젝트 관리교육에 공을 들였다.
한기의 교육훈련체계는 최초 신입사원으로부터 점차 직급 또는 경력 등의 발전에 따라 자
신의 위치에서 담당업무를 최고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별 교육체계를 정착

시켰다. 특히 전공분야뿐 아니라 연관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서 간, 업무 간 상호이해를 향상시킴으로써
사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직무교육 및 능력개발교육
제도화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사내교육은 계층별 교육과 직무 및 능력개발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했다. 계층별 교육은 회사적응 및 기초직무
지식 습득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신입사원교육을 바탕으로, 기본교육(엔지니어링, 관리 분야), 엔지니어링
중급교육, 엔지니어링 고급교육, 관리자교육, 전략형 관리자교육, 관리책임자교육의 체계로 운영했다. 그리고
직무지향적 공통직무지식, 중간관리자로서의 기본지식 습득, 리더십 배양, 경영의사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와 함께 한기는 1990년부터 직급별 교육대상 직원 전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1994년에는 전
략형 관리자교육을 의식혁신교육으로 개편하고 주제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특히 1992년부터 실시된 엔지니
어링 중·고급교육은 직급별 목표기술기준을 설정한 후 해당기준에 적합한 사내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기
존 직원의 전문기술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에 크게 일조했다.
직무 및 능력개발교육으로는 엔지니어링업무의 현장감 체득을 위한 현장교육, 한기기술대학(원), 국내외 위탁
교육에서 습득한 기술의 사내전파를 목적으로 한 전파교육,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학교육 등이 있었다.

한기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내실 강화
한기기술대학(원)은 교육과정의 확대·개편 차원에서 1989년 학사
대우과정에 전자계산학과를 재개설했다. 또 1992년 석사대우과정에 경영과학과를 신설하여 총 8개 학과로 운
영했다.
한편 한기기술대학(원)은 당초 한기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1988년부터 한전 및 그룹사 직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총 53명(한전 15명, 한국지역난방공사 18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7명, 코센 3명)의 석사학위 대우자
를 배출했다. 개설 이후 한기기술대학(원)은 외부 수강생을 포함해 총 561명의 석사학위 대우자와 25명의 학
사학위 대우자를 배출하며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의 인력양성소로서 위상을 뚜렷이 했다.
한기기술대학(원)은 정부의 사내 기술인력의 육성지원책에 따라 1991년 12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기기
술대학(제18호), 한기기술대학원(제19호) 인정서를 취득했다. 산업체가 필요인력을 자체양성, 활용해야 한다
는 정부의 우수과학인력 양성 확보대책에 따른 것이다. 한기는 본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Term제를 정규대
학원 체제와 같이 2년 4학기제로 변경하고 학위논문제도를 비롯한 운영방법이나 교육과목도 개선했다.
교육기간은 한기기술대학원의 경우 2년, 한기기술대학의 경우 4년으로 했다. 한기기술대학원은 1년을 2학기
로 구분하여 학기당 2개 교과목, 교과목당 주 1일, 1일 3시간, 총 16주(48시간/교과목)을, 한기기술대학은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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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기술대학원 수료식에서 학위증서를 휘날리면서 환호하고 있는 직원들(1997.07.03)

당 2개 교과목, 교과목당 주 1일, 1일 3시간 총 17주(51시간/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다.
한기기술대학은 공통필수과목 20학점을 포함하여 총 80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고, 한기기
술대학원은 전공필수과목 18학점에 전공선택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최저 24학점을 취득
하도록 했다. 전공선택 및 전공필수과목은 각 교과목당 3학점(한기기술대학 5학점), 1학점
당 주 1시간의 수업을 원칙으로 했다.
한기기술대학(원) 강사진은 국내 유수대학 및 연구기관의 현직교수나 연구원을 초빙해 구
성했다. 이와 함께 사내 전문강사의 발굴 및 육성차원에서 사내 고급기술인력을 적극 활용
했다.

활발한 학술활동 및 논문발표 전개
한기는 기술력 강화와 인력양성 차원에서 다양한 노
력을 전개했다. 1994년 이후에는 발전소건설부문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사업다각화를 모
색하고 세계 유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학술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한기는 먼저 해외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미국원자력학회(ANS), 일본원자력산업회의
(JAIF) 연차대회 등 매년 개최되는 국제 학술회의와 해외 각종 학·협회 및 관련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기술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관
련 자료를 습득했으며, 논문발표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기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국내
학술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연차대회, 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등 국내

각종 학·협회, 관련기관에서 개최하는 회의와 세미나에 꾸
준히 참가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모색, 관련 자료 수집, 신기술 습득, 전력그룹사 내 협력
회의 참여 등을 전개했다. 사내 학술활동의 경우, 수시로 사
외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대외에서 습득한 기술을 사내
세미나를 통해 다른 직원에게 전파, 공유케함으로써 발전소
설계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의 기술능
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한기의 전력기술 수준을 대내외에 홍
보하고 전파하기 위해 기술논문을 관련 학회지와 협회지, 세
미나 등을 통해 발표했다. 특히 1990년 5월에는 직원들의 순
수 기술논문집인 ‘전력기술’을 창간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했
다. ‘전력기술’에는 매호 특집주제, 기술논문, 기술보고, 신기
제10회 한국원자력산업회, 원자력학회 연차대회(1995.04.06)

술동향, 실무해설 등 15~25편 내외의 기술논문을 게재했다.

1979.05.01

1990.05

자료관리실 운영방침 제정

기술논문집 ‘전력기술’ 창간

한기는 기술력 강화와 인

2. 정보의 관리와 공유체계 구축

력양성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1994년
이후에는 발전소건설부문

정보자료 관리체계 구축
한기는 1983년 초부터 고리 3,4호
기 현장에서 원전사업을 수행, 생산한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개방화 추세에 따라 사업

정리·보존하는 업무인 RMS를 수행했다. 이 업무를 통해 한

다각화를 모색하고 세계

기는 원자력사업의 설계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입수할 수

유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있었다.

위해 해외 학술활동을 대
폭 확대했다.

이후 한기가 꿈꿔왔던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 주계
약사업인 영광(한빛) 3,4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벡텔의 설
계절차를 숙지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했다. 그
러나 영광 3,4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S&L이 설
계참여사로 선정됐다.

110

이에 한기는 다시 S&L이 시행하는 설계절차를 습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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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S&L이 벡텔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벡텔의 절차가 회
사 실정에 잘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한기의 기록 및 사업자료관리 시스템 절차는 벡
텔 체계를 수용하게 됐다.
회사의 절차서 수립 초기의 사업자료관리 절차는 사업 진행 중에는 각 사업 내에 각각의
사업자료관리실(DDCC)을 두어 자료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사업이 종료되면 모든 사
업자료 및 기록물을 기술정보실로 이관했다.
그러나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이관대상 기록량이 너무 많아 이관에 적지 않은 어
려움을 겪어야 했다. 일시에 집중되는 이관업무량을 완충하고자 사업진행 중 문서가 생산
되는 대로 즉시 마이크로필름화 하고, 원본 하드카피는 기술정보실로 이관하여 QA기록물
로서 보관하고, 나머지 문서는 사업별 DDCC에서 관리하다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 결과물
과 계산서 1부를 추가로 이관했다.
1989년부터 수행한 울진(한울) 3,4호기 사업의 경우 영광 3,4호기 사업에 비해 한기 체제에
적합한 사업자료관리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자료를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1996.01.01
영광 3,4호기 기록자료 전산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용역(RMS) 수행

관리하고 색인목록만 전산관리하던 영광 3,4호기 사업에 비
해 울진 3,4호기 사업은 모든 업무를 절차화·간소화하여 전
산처리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사업자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A/E설계문서는 물론 공급자
문서와 서신문서를 전산처리하여 사업종료 후 이관절차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1991년에 시작된 월성 2~4호기 사업은 캐나다 AECL을 주계
약자로, 한기는 하도급으로 참여했기에 다른 사업에 비해 기
록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고, 자료확보 측
면에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다. 또한 수화력분야 및
기타 중소 용역의 경우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경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자료
마이크로필름 촬영기를 이용한 105㎜ 피쉬필름 제작(1995.04)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기는 발전소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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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벡텔과 S&L의 절차를 비교 검토할 수 있었고,

의 자립이 완성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설계기준 및 표준규격 1,126종, 기술도입자료 133
만 페이지 등 발전소 종합설계 엔지니어링 전 역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해외
기술정보자료 수집망을 구축하여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 INIS), 원자력발전운영협회(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 : INPO) 등 세계
주요 기술정보자료기관에 정보입수 터미널을 설치하고,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EE) 등 주요 학·협회 가입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한편 1980년대 초반에는 간단한 일반도서목록 관리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으
나, 입력 대상 자료의 양이 급증하면서 시스템 한계에 직면했다. 초기의 정보시스템은 설계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HOST 환경의 VAX시스템에 코볼로 작성된 목록만 간단히 출력한 형
태였다.
실제적인 기능을 가진 자료관리시스템 개발은 1989년부터 본격화했다. 한기는 먼저 대량
의 자료색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리 전용 DB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990년

1987.10.31
전산실 UNISYS 시스템 도입(대형전산기
UNISYS 1100/72HI 가동)

한기는 발전소 설계기술의
자립이 완료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설계기준 및 표준
규격 1,126종, 기술도입자료
133만 페이지 등 발전소 종
합설계 엔지니어링 전 역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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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
제작 모습
AP 카드
한
용
이
를
마운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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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HOST환경)시스템에 탑재했다. 이후 한기 환경에 맞도록
부가기능을 개발한 정보관리시스템, KOTILS를 탄생시켰다.
1989년 개발에 착수하여 1991년 3월 가동한 KOTILS는 등록
시스템, 목록시스템, 대출시스템, 수서시스템 등으로 구성,
바코드를 통해 자료대출을 자동으로 수행했고, 1993년까지
통합검색기능과 각종 자료관리업무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며 자료관리 종합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자료실 전산화 보고(1991.03.06)

1992.02.26

1992.11.15

CAD용 워크스테이션(82대 도입) 및
LAN 가동식 거행

OA용 LAN(PC 255대 연결) 구축 운영

전산설비의 확충과 1인 1PC 시대
한기의 전산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1987년에 영광(한빛) 3,4
호기 설계용역사업의 주계약자로 참여하면서였다. 당시 미국의 S&L사로부터 영광(한빛) 3,4호기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총 294종의 설계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는데, 이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가
동을 위해 1987년 10월 말 대형 전산기인 UNISYS 1100을 도입했다.
공정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1987년 1월 HP3000/70 전산기를 도입하고 공정관리용 소프트웨어인 G/C
CUE 패키지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CYBER 전산기에서 운영해오던 경영정보시스템은 1989년 8월
HP3000/935 전산기를 도입해 대체했다. 이로써 한기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주업무용 전산설비를 자체적
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설비확충이 계속됐는데, 특히 1992년 2월에는 CAD 업무의 급증에 따라 CAD
시스템(SUN 670MP 서버 및 W/S 82대)를 LAN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으로 구성하여 설계업무의 자
동화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1995년에는 경영정보시스템용 서버를 UNIX 기종으로 도입하
고 LAN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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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IDRC에서 개발한 MINISIS라는 패키지를 도입하여

가동(1987.10)
UNISYS 전산기

한편 개인용 장비로 1987년 11월에는 IBM 286(AT) PC 27대를 도입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는 PC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전사 차원의 ‘1인 1PC 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도입 확대 노력을 계속했다. 그 결과 1995년에는 한기 직원 수에 해당하는 총 1,670대의
PC를 확보, 모든 직원들이 1인 1PC 시대를 맞았다.

3. 종합전산시스템계획의 수립과 추진
사내 네트워크 구축과 설계전산화 작업
대용량 메인설비 확충과 개인 전산장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1992년 LAN을 설치해 그동안 개별 사용자가 독립적 PC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
종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을 LAN 상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 경비절감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1992년 2월에는 CAD용 LAN을 구축하여 전산기계실에 설치된 SUN 670 서버와 기술
부서에 분산 설치된 SUN Workstation 82대를 LAN 상에서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회사 전체의 사무자동화용 LAN을 구축해 각 부서 PC 255대를 3개
서버 기반으로 서로 연결했다.
1995년 9월에는 용인으로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정보시스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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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장비 증설 및 LAN 가동식(1992.02.26)

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클라이언트용 장비의 LAN 네트
워크 연결 노드 수를 3,000개로 확장하고, 광케이블을 이용
한 LAN 백본망(100Mbps)을 구축했다.
한편 1992년 3월에는 CAD업무의 확장은 물론 원전설계 적
용을 위한 SUN 670MP 서버와 W/S를 도입해 CAD LAN시스
템을 구축했다. 이는 제도판 대신 CAD용 전산장비를 도입하
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한기의 설계자동화
에 있어 일대 전기가 됐다.
1994년 4월에는 종합전산화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소프트웨
어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최대 35기의 발전소 건설사
업을 추진하는 등 막대한 역무량을 소화하고 신기술분야 개
발 및 사업다각화도 병행 추진하기 위해 5개 팀으로 구성된
설계전산화추진반을 설치했다. 추진반은 CAD/CAE 활용 기
술개발 및 3차원 CAD통합시스템 구축, 설계엔지니어링 DB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했다. 1995년에는 종합전산화가 본격
화됨에 따라 설계전산화추진반 인력을 보강하고 기술개발
발전소사업부 CAD실

비 투자도 확대했다.

관리업무의 전산화와 전산조직 확대
관리업무의 전산화가 본격화된 것은 1984년 6월 1일
CYBER 170-815를 리스 형태로 도입하면서였다. 이후 1989년 CYBER 170-815의 리스기간
이 만료됨에 따라 후속전산기 HP3000/935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MIS, KOTILS 등의 개발
에 사용했다. 이 중 경영정보시스템(MIS)은 자체 개발한 약 1,500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된 대단위 시스템으로서 인사 관련 정보와 회계 관련 정보를 대부분 망라했다.
공정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산화도 병행했다. 1985년 1월 HP 3000/42 및
G/C CUE를 도입하여 영광(한빛) 3,4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 등에 활용했다. 1991년 12
월에는 PC용 스케줄링 패키지인 ARTEMIS 7000/385을 도입하여 울진(한울) 3,4호기의 설
계공정관리에 사용했다. 또한 같은 해에 대형 신규 프로젝트 설계공정 관리업무를 위해
Oracle DBMS를 활용하고, LAN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구축했다.
설계공정관리는 G/C CUE, Oracle 등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사업공정관리, 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시스템은 건설사업을 위해 한전의 메인프레임 상의 ARTEMIS 9000으로 응용 프로그

1984.06.01

1998.01.03

대형 범용전산기(CYBER 170-815) 도입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운영 개시

램을 개발해 운영했다.
전산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한기의 전산설비 확충과 업무전산화 작업도 매우 속도감
있게 전개됐으며, 전산 관련 조직도 변화를 거듭했다. 1986년에는 회사부설 R&D센터 소속
으로서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해오던 전산응용연구실과 시스템개발
실을 통합운영했다.
이듬해부터는 두 개의 부서조직을 통합조직으로 일원화하여 전자계산실로 부서명을 변경
하고 그 아래에 전산개발담당, 전산지원담당, 전산운영담당, 전산관리담당 등 4개의 담당
조직을 편제했다. 1990년에는 전산업무 중 정보통신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보통신
담당 조직을 신설했으며, 1994년 1월 1일 다시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전자계산부를 설
계전산처로 변경, ‘과’ 조직을 ‘팀’ 조직으로 변경하여 하부조직을 3개 팀으로 재편했다.
한기는 1991년을 사무자동화 확대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무자동화추진반을 중심으로 전산
화 설비를 확충하는 동시에 설계업무를 자동화하여 사내 정보통신망 설치에 의한 정보공
유체제를 확립했으며, 전 직원에게 전산화 마인드를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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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한기 전산실

종합전산화계획의 추진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각종 업무의 전산화 확대개발 및 시
스템 통합을 통한 원활한 정보공유 및 활용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1994년 4월 28
일 종합전산화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종합전산화계획의 추진목표는 오픈 시스템(UNIX OS, RDBMS)를 바탕으로 컴퓨팅 환경 구
현, 사내 정보시스템 상호 간 정보의 원활한 공유 및 공용체제 구축, End-User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 및 활용 체제 구축, 각종 정보 활용 대상의 확대 및
개방 등이었다.
아울러 종합전산화계획의 기본방향은 공용 및 분산 DB를 구축하고 어떠한 클라이언트 환
경에서든지 각 정보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내 통신망 통합구
축 및 지역 간 고속통신망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한기는 본 계획을 추진, 관리행정분야에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EDMS), 종합사업경영정보시스템(CPMIS), DL(Digital Library),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을
개발했다. 또 설계전산화 분야에서는 통합플랜트정보관리시스템(IPIMS)을 개발했으며, 원
자로설계분야에서는 원자로계통설계 전산화를 실현했다.
EDMS는 정보력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정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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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사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4년
개발에 착수해 1998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
써 한기는 본격적으로 종이 없는 사무환경(Paperless Office)
를 구축하게 됐다. 전자결재, 전자게시, 전자메일 등의 기능은
업무의 신속성과 함께 정보공유의 활성화 등 IT혁명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했다.
EDMS 개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완료사업성과물관리시
스템(PERS), 사업성과물관리시스템(POMS), 기술개발과제관
리시스템(ITPMS), 지식관리시스템(KMS), 경영회의/지시사항
관리시스템, 부서조치사항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했다. 그
리고 경영관리, 사업관리, 사업개발, 기술관리 정보를 연계하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설명회(1997.09.11)

여 사업별, 부서별, 계층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자에게 중
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는 목
적에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CPMIS를 개발했다.
이후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축적된 정보와 외부에서 입수하
는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97년 4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DL시스템을 개
발했다. DL시스템은 지식공유시스템(KSS), 자료관리시스템
(NMS), 전자출판시스템(EPS), 전자기록물시스템(ERS)으로
구성돼 회사 창립 이후 축적한 노하우를 전자파일 형태로 관
리하고 검색하는 시스템이었다. 또한 설계엔지니어링 회사의
다양한 내부 성과물과 외부에서 입수하는 중요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가공, 저장, 관리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
스템으로 이후 한기의 지식창고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한기는 종합설계용역의 사업관리 지원업무 및 건
설사업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젝트관리 전산시스템을
대형컴퓨터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전환하고,
운영방식도 DOS방식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1년 6월까지 PMS(Patch Management System)
을 개발했다.

EDMS 기술규격 평가(199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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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문서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한 경영과제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설계환경적인 측면의 IT 적용은 1990년대 들어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
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됐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은 회사업무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이라는 차원에
서도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도 발주자의 정보요구 확대,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업관계 유지, 대외적인 설계체
제의 평가 등을 위해서 적극적 수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자 종합전산계획에 따라
1991년 말 설계전산개발반에서 새로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인 IPIMS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초기에는 2차원
CAD 중심의 도면생산시스템을 도입,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능형 2
차원 CAD,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EDB), 3차원 CAD, 도면문서관리시스템(DDMS)을 보유한 종합적인 설
계업무 수행의 기반으로 정착했다. IPIMS의 전체적인 구조는 한기가 자체 개발했고, CAD 및 데이터베이스 관
리소프트웨어는 상용 제품을 도입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개선했다. IPIMS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의 집합체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스토리지, 브로커(Broker) 시스템, 설계적용시스
템의 3개 층으로 구성했다.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스토리지는 모든 데이터와 파일을 저장하는 층이며, 브로커
는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와 파일을 사용자와 연계하는 시스템이었다.

1994.04.28
종합전산화계획(1994~1999년) 수립

설계적용시스템은 설계담당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는 층으로서 지능형 2차원 CAD,
EDB, 3차원 CAD, DDMS로 구성했다. 실제로 울진(한울) 5,6호기에 DDMS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IPIMS의 사업
적용이 본격화됐으며, 이후 EDB와 DDMS는 모든 원자력 및 화력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3차원
CAD는 사업의 요건과 특징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했다.
이렇듯 한기는 IPIMS를 설계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설계생산성과 설계 품질의 향상은 물론 대외적으로 신뢰성
을 제고했으며 IT 발전 추세를 접목하기 위한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원전건설 전 과정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연구기관의 협력
아래 원자로계통설계에 대한 전산화가 시도됐다. 한기는 계통설계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에 따라 원자로계통설계 전산화를 기술개발과제로 수행했다. 이후 1995년 12월 MEDIS 시스템
을 도입했고, 2000년 7월에는 MEDIS정보의 웹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2000년 12월에는 설계전산화시스
템 구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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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0.01

1975.10.01

연표 내용으로 구성 예정

연표 내용으로 구성 예정

기술개발과제 세미나 모습(1994.04.15)

4.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1987년부터 1995년까지는 설계기술 자립이 추진된 시기로 한
기가 집중한 역량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국산화였다. 그러나 한기는 이에 머물
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차세대 원자로 기
술개발사업, 원전수명관리 연구사업 등 연구개발의 질적 고도화가 완성되는 시기였다.
1993년부터 기술개발본부 내 기계계통분야, 전기계측분야, 토건구조연구부 등 기술개발
수행부서 조직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과 소규모 학술연구 개발용역, 정부지원 특정연
구 개발과제 등 비한전 분야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했다. 비한전 분야사업으로는 대한전
기협회 발주사업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개발이 추진됐다.
한전 분야사업으로는 고리 1호기부터 시작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수명연장, 확률론
적 안전성평가(PSA), 밸브성능평가 등이었으며, 법제화에 따른 사업증가가 예상되는 분야
였다.
이렇게 한기는 기술자립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매년 매출액의 10% 수준을 자체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에 대처하는 동시에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한 고급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또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2년 9월 부설 전력기술개발연구소(Power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 PERI)에 전문분야별 연구인력 67명을 전담 배치했다. 나아
가 1993년 기술개발과제를 각각의 성격에 따라 연구형·개발형·기술축적형·조사분석
형 과제로 분류했으며, CAD 활용 및 전산소프트웨어 PC화 등 실용성 있는 기술을 중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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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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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연구개발체제 강화에 주
력했다. 그 결과 화력발전소 고장진단 및 발전소 정비지원사
업인 발전소운전원 지원전문가(KODAS) 1단계사업, 수평평
가 전산프로그램(KOSMOS), 원전자동제어설비 국산화사업
인 분산형 컴퓨터 제어기술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연구개발사업분야 성과로는 고리 3,4호기 및 영
광(한빛) 1,2호기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원전 터빈사이클
열성능분석을 통한 발전소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점검 연구 등이 있다.

02
발전소 설계기술 국산화 실현
1. 원자력·화력 주계약사업 시대 개막
기술개발계획 재정립
영광(한빛) 3,4호기 주계약사업이 본
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한기는 1987년 장기기술개발계획을
재정립하고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기술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미자립기술 및 선진전력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A/E 기술의 특성에 부합하는 응용기술의 개발로 설정했다.
1988년에는 기술개발업무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가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근거를 마련
했다. 또한 영광 3,4호기 종합설계의 2년차 사업을 수행하여
원전설계역무 전 분야 경험기술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
는 한편, 저변 기반기술의 확보 및 응용기술의 자체 해결능
력 배양을 위해 사업수행에 어려운 부분을 기술개발과제로
R&D 기술개발과제 발표회(1991.03.11)

선정하여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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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연구개발과제 공모는 물론 선행연구제도 도입과

1980년대 R&D 수행 기술진의 근무장면

1990년에는 핵심요소기술 및 복합응용 기술개발과제 21건과 표준사양서 및 지침서 작성
등 23건의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했다. 아울러 발전소 전문가시스템 개발, 발전소
수명평가 종합프로그램 개발연구, 발전소 주동력계통 동적 성능분석연구 및 탈황설비 흡
수탑 물질수지 표준형식 수립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신기술개발의 기초를 닦았다.
이듬해인 1991년에는 신기술 연구개발기능 활성화와 전력기술자립촉진을 위해 부설 전력
기술개발연구소를 보강하고 내실화를 도모했다. 산하에 기계계통연구부, 전기계측연구부,
토건구조연구부의 전문 연구부서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 40명을 전담 배치했으
며, 기술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개발평가시스템을 제정했다.
또한 화력발전소 탈황·탈질 설비기술, 인공지능 및 전문가시스템, 원전 분산형 컴퓨터 제
어기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기법 개발 및 응용 등 발전소 설계기술자립과 연계한 핵
심요소기술 및 복합응용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등 기술혁신을 가속화했다.
‘2000년대 국제적 초일류기업 실현’을 경영목표로 설정한 1992년에는 자체기술의 정착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했다. 기술성과 실용성이 높은 과제
를 종합과제로 선정하여 수행 결과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했는데, 발전소 운전원 지원 전
문가시스템(KODAS) 제1단계 시제품 개발완료와 증기발생기 취출구(Distributor) 디지털
제어계통 프로그램 작성 등이었다.
연구특성을 감안한 연구팀제의 운영, 자체 개발된 기술의 자산화를 위한 지적소유권 확보
및 보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각종 연구개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사내 기술표준화의 일환으로 원자력과 수화력사업 수행절차의 상이점을 통합하고 회
사 실정에 맞는 설계관리절차서를 작성·발간했으며, 영문판 표준기술문서의 완성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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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기는 향후 도래할 기술 우위시대에 대비하여 기술 연구개발능력 확충에 힘을 기울
였다. 아울러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단위 기술개발체제에서 패키지 기술개발
체제로 전환하고 화력발전소 고장진단 및 발전소 정비 지원사업인 ‘발전소 운전원지원 전
문가(KODAS)’, ‘수명평가 전산프로그램(KOSMOS)’, 원전 자동제어설비 국산화사업인 ‘분
산형 컴퓨터 제어기술’ 등을 개발했다.
창의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공모제에 따른 선행연구
제도(Pre-R&D)를 도입하고 ‘빙축열을 이용한 가스터빈 연소용 공기냉각기술연구’ 등 2
개 과제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연도별 표준기술문서 539종의 국문화 작성 3개년 계획
(1993~1995년)을 수립하고 1993년에는 표준기술규격서 63건을 한글화했다.
각종 기술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설계기술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설계관리절차서 개
정 추진팀을 1993년 11월부터 1년 동안 운영했다. 추진팀에서는 설계관리절차서를 전면개
편하여 배포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원자력 및 화력 주계약사업자 지정
정부가 표준발전소 개발에 착수하기 1년 전인 1982년
한기는 한전으로부터 원전 후속기의 예비 주계약사업자로 지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한기
는 기술자립의 추진방향을 대형 주계약사업 수행을 통한 경험기술 축적, 자체기술개발사
업 수행을 통한 기반기술 축적, 외국기술 도입을 통한 핵심기술 습득에 두고 플랜트 종합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자립 계획을 추진했다.

영광원자
력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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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술 정착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이후 1987년 4월 9일 한전과 1,000㎿급 가압경수로인 영광
(한빛) 3,4호기 종합설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원전설계기술역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됐다. 이와 함께 미자립 핵심기술의 도입을 위해 S&L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5월 기술도입운영위원
회를 설치하여 기술도입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 협의
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세부 도입 일정과 더불어 입수에서 활용,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담은 사후
계획도 수립했다. 또 효과적인 기술이전업무를 위해 1987년
5월 S&L의 본사가 위치한 시카고 현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
했다.
영광 3,4호기 종합설계 기술도입 계약체결(1987.04.09)

1987.04.09
영광 3,4호기 종합설계 주계약 체결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진행된 기술도입은 기술자료 도입, 전
산프로그램 도입, 교육훈련으로 대별된다. 이 중 도입된 기
술자료는 다시 S&L 표준자료와 발전소설계 참고자료로 구
분되는데, S&L의 부서 표준서, 부서훈련 자료 및 원전설계와
관련된 표준자료 45권, 약 2만 페이지에 달했다.
이와 함께 S&L이 바이론 브래이드우드(Biron Braidwood) 원
자력발전소 및 캐롤카운티(Caroll County) 원자력발전소 설
계 당시 작성한 각종 참고자료 131만여 페이지를 도입하여
용역 수행에 활용했다.
새로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은 크게 S&L 소유 전산프로그램
과 타 벤더(Vendor) 회사 소유의 전산프로그램으로 구분되
었다. S&L 소유의 전산프로그램은 각종 설계용, CAD용 및
시스템 관리용으로 분리하여 계약분 251종과 무상분 19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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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벤더 소유의 전산프로그램은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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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교육훈련은 시카고 현지에서 실시한 해외 전문가교육과 국내에서의 강의실교육으로 운영
했다. 해외 전문가교육의 경우 52개 과정에 참여한 98명이 Basic Engineering 분야의 핵심
기술을 습득했다.
한편 한기는 원전 주계약사업 착수 3개월 후인 1987년 7월 9일 보령화력 3,4호기 종합설계
주계약자로 선정되어 화력분야에서도 한기가 개발한 한국형 표준화력 모델인 500㎿급 석
탄화력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로써 한기는 원자력과 화력 양대 부문의 주계약사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건설사상 설계기술의 국산화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1987.07.09

1992.01.27

보령화력 3,4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원전산업 기술기준 개발(2단계) 수주

2. 원전건설의 기술자립토대 구축
원전산업기술기준(KEPIC)의 개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원자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공급국가에 따라 노형, 원전설계, 적용 기술기준, 인허가 기준 등에
서 차이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체의 기술 및 경험 축적, 원전 건설과정에서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원전건설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전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적용될 일
관된 기술기준의 정립과 표준화가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원전산업 기
술기준을 정립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한기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기는 1단계로 1987년 12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원전산업 기술기준 제정 기초조사’ 사
업을 한전의 연구개발자금을 받아 수행했다. 이어 2단계로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소의
표준화 및 핵심기술 기준 정립’사업을 1992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영광(한빛) 3,4호
기 기술비로 수행했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Ⅱ _ 기술력 토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다

기와 벤더들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구조물 해석용 GTSTRUDL 프로그램 등 25종의 상

3단계 사업부터는 기술기준 개발 및 관리 업무 전담기관이 대
한전기협회로 변경됐으며, 한기는 1995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사업기간에 원전설계, 송전, 변전, 배전기기 등 15
개 분야의 기술기준 초안을 작성했다.

KEPIC 인증 획득
우리나라는 원자력사업 초기에 국내 산업
기술기준이 없어 외국의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했다. 1980년대 이후 정부 및 산학
연의 참여와 노력 끝에 전력산업 기술자립을 실현했으며, 이
전력산업기술기준개발(3단계)용역 계약 자축연(1995.12.20)

에 발맞추어 한전과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1992년 1월부
터 1995년 10월까지 전력산업기술기준(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 KEPIC)를 개발했다.

1995.12.20
전력산업기술기준 개발(3단계) 용역 수주

KEPIC이란 전력산업분
야의 설비나 기기의 안전
성,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제작, 시공, 시
험, 검사, 운전, 보수, 재
료 등에 필요한 일련의 기
술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
게 규정한 것으로서, 산업
계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
으로 제정, 운용하는 기준
을 말한다.
128

.07.27)
심사(1999
자격인증
및
방
내
증 심사관
자력품질보
KEPIC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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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수, 재료 등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서, 산업계의 필요에 의해 자율
적으로 제정, 운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또한 KEPIC 자격인증제도란 전력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 및 조직이
KEPIC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력설비가 전력기준의 해당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산업
계 자율적으로 보장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KEPIC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자격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당시 개발한 기술기준은 품질, 기계, 전기, 토목구조, 화재예방 등 5개 분야 66종, 1만 1,442페이지에 달했다. 이
에 따라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그동안 적용해 온 미국기계학회의 품질규정(ASME NQA-1) 대신 국내 고유의
품질보증기술기준인 KEPIC QAP-1을 보유하게 됐으며, 국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외국의 여러 가지 기
술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전설비의 표준화, 국산화, 호환성, 경제성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후 울진(한울) 5,6호기에 부분적으로 적용한 데 이어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부터 본격적
으로 적용함으로써 KEPIC은 명실상부한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기는 전력부문, 특히 국내 원자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자격인증제도에 부응하고 기술능력을 재입증한다는

1999.08.20

2000.09.26

원자력 품질보증자격인증서 취득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개발연구용역 수주

차원에서 1999년 8월 20일 대한전기협회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KEPIC MN 제조자 및 KEPIC SN 설계자로서
원자력 품질보증자격인증서를 취득했다. 그 인증범위는 원자력기계 기술기준품목의 제조 및 원자력구조 기술
기준품목의 설계였다.

3. 발전소 설계기술자립 실현
발전소 종합설계(A/E)부문 기술자립
영광(한빛)원전사업을 본격화한 지 3년여가 지난 1990년 한기는 3차에
걸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기관(S&L, 한국원자력산업회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제기된 보완대책과 기술자립목표 추진 방향 등을 반영하여 제2차 기술자립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병행하여 도입기술의 응용 및 개량능력 확보를 위해 자료를 표준화하고 훈련된 인력을 역무현장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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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이란 전력산업분야의 설비나 기기의 안전성,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제작, 시공, 시험, 검사, 운

원전기술 자립 회의(1992.12.01)

연도별 기술자립도

(단위 :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원자력

64

71

77

83

87

90

93

94

95

화력

88

90

91

92

93

94

95

96

98

구분

기본설계과정 등 핵심기술업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여 활용성을 높였으며, 기술개발의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핵심기술과 선진기술의 개발 태세를 확립했다. 또한 표준자료 및 발
전소설계 참고자료 등 기술자료 131만 페이지 확보, 전산프로그램 292종 개발 및 확보, 교
육훈련 97개 과정, 578명 참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원전설계 전 역무에 대한 경험기술을 축적한 한기는 사업종료 시점인 1995년 말 1,000㎿
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설계기술 자립율 95.34%를 달성하면서 영광 3호기의 상업운전을 성공
적으로 마쳤다. 영광 3호기 가동으로 우리나라는 원전건설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얻었으며, 원전건설사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이렇듯 한기는 1987년부터 1995년까지 1,0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및 500㎿급
관류형 화력발전소 종합플랜트 설계부문의 기술자립을 실현했다. 이는 곧 한기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화력발전소 건설 양대 부문에서 독자적 설계능력을 보유하게 됐음을 의미
했다.
이후에도 한기는 미래지향적인 신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4년 10월 기술개발정
책 방향을 새로 수립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의 추진 방향을 ‘사업다각화에 따른 전략적 기술
개발과 신기술 수요에 대비한 기술경쟁력 확보’로 설정하고 신에너지 연구분야, 신형 원자
로설계, 원전 수명관리기술, 폐로 기술개발,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및 수명관리, 폐열회수·
에너지 효율화, 컴퓨터 응용·자동제어 설비분야, 환경사업분야 등 각 분야별로 추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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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수년 동안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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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표준형발전소의 정착
한국표준원전(OPR1000)의 정착
발전부문의 기술자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정부는, 1983년 7월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의 자립을 촉진하여 원전설계 및 기자재 국산화
율을 95％ 이상으로 높이고, 표준형 원전의 반복 건설을 통한 건설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원전건설사업 장기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이어 1984년 7월에 기술자립 촉진 항목이 포함된
‘원자력발전 경제성 제고방안’을 정부정책으로 확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 기술자립의 기반
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86년 3월 ‘원전건설 기술자립계획’을 수립하고, 1987년 4월 영광(한빛)
3,4호기 건설을 통해 원전건설 기술의 자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기와 종합설계 주계
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과는 주기기공급계약을, 한국원전연료(한전
원자력연료)와는 연료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1984.09.11
석탄화력사업 표준화 설계 착수

기술자립계획에서는 한국
표준원전 개발의 대상이
된 영광(한빛) 3,4호기의
노형을 미국 ABB-CE의
System 80 노형을 기준 모
델로 하고 그동안 축적된

1

국내 기술과 최신의 설계기
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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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 3호기 상업운전(1995.04.19)
2 영광 4호기 최초 연료 장전(199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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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외국 기술보유사인 CE, GE, S&L 등과 기술도입 및 부품
공급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자립계획에서는 한국표준원전 개발의 대상이 된 영광 3,4호기의 노형은 미국 ABB-CE
의 System 80 노형을 기준 모델로 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내 기술과 최신의 설계기준을 적
용하기로 했다. 이후 국내 원자력 관련사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자료의 도입과 교
육훈련의 수행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전수에 들어갔다.
이렇듯 전 부문에 걸쳐 국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전건설의 기술자립을 실현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영광 3,4호기의 건설은 1995년 3월 31일과 1996년 1월 1일에
각각 준공되어 당초 목표인 국산화율 95% 달성은 물론, 가동 후 기대 이상의 운전실적을
올림으로써 국제적인 호평을 받아 한국표준원전 정착의 시금석이 됐다.
이후 영광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하여 건설된 울진(한울) 3호기가 1998년 8월 11일 상업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마침내 한국표준원전이 그 빛을 보게 됐다.

1998.01.26

1998.08.11

한국표준원전(1,000㎿) 설계개선용역 수주

울진 3호기 상업운전 개시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KSFP) 정착
1970년대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하여 건설된 국
내 화력발전소는 공급자가 각기 달라 다양한 설계기준을 적용, 운영상 많은 불편과 건설기
술 축적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계속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국내 기술자들은 서서히 기술력을 축적해 나갔다.
1980년대에 들어 국내 화력발전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
한 독자적 설계모델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건설투자비의 국내 조달이 가능해지고 기술
자립을 위한 주변 여건이 성숙된 것도 독자모델 개발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정부와 한
전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의 편리성 제고, 설비 신뢰성의 향상, 건설비 절감, 국내 관련 산
업의 기술자립, 독자적 설계모델의 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1984년 9월 발표한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개발계획이었다.
그런데 새로 개발하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계통구성과 기기 형식은 우수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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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기술자립 실현에 한발 다가섰다. 그리고 같은 날 이들 주

보령화력 3~6호기 준공식(1994.06.22)

성과 경제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내 실정에도 적합해야 했다. 이에 기존 발전소들 대부
분이 드럼형 보일러를 채택한 데 비해 표준 모델에는 관류형 보일러, 초임계압, 첨두 및 중

1993.04.30
보령화력 3호기 준공

간부하용 일일기동정지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국내외에 건설된 500㎿급 석탄화력 가운데 성능과 실적이 우수한 발전소를 참조발
전소로 선정하여, 이들의 운영을 통해 검증된 설계자료와 선진기술의 발달추세 및 국내 실
정 등을 접목, 최적화된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했다.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개발은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했다. 1984년 9월부터 1985년
3월까지를 제1단계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참조발전소의 개념을 정
립했다. 1985년 8월부터 1986년 7월까지의 2단계 기간에는 1단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
적 발전소의 주기기 입찰안내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개발된 500㎿급 석탄화력 표준설계는 보령화력 3,4호기에 처음 적용했다. 1993년 4
월 3일과 1993년 6월 27일에 각각 준공되어 성공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감으로써 한국형 표
준석탄화력발전소 탄생과 동시에 우리나라 초임계압 발전소시대를 열어가게 됐다.
한편 개발된 표준화력은 500㎿ 석탄화력 건설에 반복 적용함으로써 설계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비점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해 신뢰성과 경제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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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실제로 보령화력 5,6호기 등 총 20기의
500㎿급 석탄화력 후속기 건설에 표준설계를 반복 적용했
고, 이들은 모두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갖춘 가운데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기자재분야의 경우 기술자립의 필수요소인 선진기술 습득
을 위해 국내 업체를 주계약자로 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업체를 하도급자로 참여시켰다. 또 설계기술분야는 그
동안의 석탄화력 설계표준화용역 수행과정에서 상당부분

1993.06.29
보령화력 4호기 준공

기술축적이 이뤄졌다는 평가에 따라, 자체 기술자립계획에
맞추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되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은 외국
하도급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자재 제작 및 설계기술분야 역시 표준모델을 반
복 적용하여 건설 과정을 통한 설계 개선은 물론 응용기술도
정착시켰다. 덕분에 참여업체의 기술력과 경험은 지속 성장
했고 시공 및 시운전 분야에도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
여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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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높임으로써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개발을 완성하

03
경영관리와 기업문화의 고도화
1. 성장을 위한 제도 혁신 추진
경영계획 수정과 목표관리제도 개선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이 변경되
는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한기는 목표지향적인 업무추진 분위기 조성
과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9년 12월 장기경영계획을 수정·보완
했다.
수정·보완한 장기경영계획은 한기의 장기비전인 ‘기술자립을 통한 국제수준의 엔지니어
링 회사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담았다. 집중적인 기술개발 및
축적, 사업개발의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기업성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및 조직제도 개발,
업무능률의 고도화 및 직원복지 확충 등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및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한편 1980년에 목표생산액 부여방식을 채택하고 제도화한 이래 1989년까지 시행됐던 한
기의 목표관리제도는 일반적인 종합경영 목표관리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업생산성
목표관리제도였다. 용역 대가가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하는 기술용역대가표를 기준으로 산
정했기 때문에 등급별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생산액 목표비율을 산출하는 형태를
띠었다.
목표비율을 기초로 목표액, 예산, 실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용역수주 원가분석, 사업계
획 수립, 수행된 과제에 대한 생산성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목표
생산액 부여 목적보다는 오히려 목표설정기준 및 목표 달성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에 1990년 한기는 목표관리제도를 내부원가에 의한 사업부문별 목표이익률 부여방식으
로 변경했다. 목표비율을 부여하여 관리하던 기존 제도는 사업수행 시의 인력을 기준으로
한 매출목표 및 생산성 향상 지표로는 적합했다. 그러나 사업의 수지가 내부원가와 직접 대
비하여 설정되지 않아 원가의식 고취에 부적합하고, 회사 전체의 종합적인 이익관리 및 인
력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기는 수익창출의 주요 요소를 사업개발 및 사업수행으로
구분하여 단위용역 사업별로 회사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개발 및 사업수행이 되도록
유도했다.
순원가를 목표설정의 전제요소로 하여, 사업개발의 경우 용역사업 직접인건비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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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익률 부여와 함께 실행예산상의 총매출액 및 목표이익률을 목표로 부여하여 직원들
의 원가의식을 높였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및 출퇴근 시차제 운영
1995년 10월 본사가 서울 삼성동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하면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제도화했다. 타 기업들과 출퇴근 시
간대를 달리 운영함으로써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인근지역인 용인, 수원 등 수도권 남부지역이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교통량이 빠르게 증
가했고 이에 통근시간이 점차 길어져 근무시간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1997년 7월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기준법에 의한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탄
력적 근무시간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에 30분을 추가 근무하여 월간 축적된
10시간의 연장근무 시간만큼 매월 2, 4주 토요일을 격주 휴무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이로써 월간 토요일 4일 중 2일은 4시간 근무를 위해 출퇴근 시간으로 2시간을 소비하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그 시간을 자기계발 및 여가생
활에 활용함으로써 재충전을 통한 근무능률 향상이 이뤄졌다. 이후 2004년 7월 주5일 근무
제 시행으로 토요일이 공식 휴무일이 됨에 따라 그 필요성을 상실, 운영을 중단했다.
한편 직원 개개인의 근무시간을 일정범위 내에서 상위자와 협의, 결정함으로써 자율적 근
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간 활용도를 제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5년부터 출

1990년대 중
반의 사무실
근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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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경비 및 기술료의 계약비율이 달성되도록 했고, 사업수행의 경우 기준예산 설정 시 총

퇴근시차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표준근무시간대의 ±1시간 범위 내에
서 출퇴근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아침시간 또는
저녁시간대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
했다.

2. 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성과와 책임 중심의 조직개편 단행
1990년 1월 한기는 영광(한빛) 3,4호기, 보령화력 3,4
호기 등의 대형 주계약사업 수행에 따른 인력 활용률 제고를 위해 회사조직을 본부 및 사
업단별 매트릭스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어 1993년에는 사업단별 매
트릭스 조직을 전사적 매트릭스로 개편했으며, 본부 명칭을 기능에 따라 참모 및 지원 업무
를 담당하는 본부와 사업수행을 전담하는 사업단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재무회계기능의 전문화와 경리업무를 전담 수행할 경리처를 기획관리본부 산하
에 신설했다. 또 기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기능별로 분할, 각 사업단
기술부서 및 사업부서에 이관 신설했다.
아울러 ‘일류한기 촉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을 프로젝트 중심제로 개편하고 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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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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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시행했다. 주요 골자는 사업단의 기술부서를 통폐합하여 기술본부로 일원화하고,
28부 1실을 22처 1실로 축소 조정하여 조직의 간소화를 지향했다.
이후 1994년 1월 1일 한기는 재차 조직개편을 단행, 2개 사업단의 기술부서를 폐지했다. 이
를 바탕으로 사업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제를 강화했으
며, 기술본부의 사업부서 역시 폐지하고 각 사업단의 유사기능 또는 중복된 기술부서를 통
합 배치했다. 아울러 전력기술개발연구소는 신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했으며 산하조직도 과제별 팀조직 중심으로 개편하여 성과관리
가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소 기능 조정
한기는 회사 설립 이후 기술력 향상보다 사업
의 확대 속도가 빠른 특성을 보였다. 항상 긴급한 사업수요에 인력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에 연구소는 우수한 인원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대형사업을 수주할 때마다 부서 간, 사업 간 인력논쟁이 가열됐으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된 연구소의 인력 확보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존폐문제까지 거론됐다.
1988년 6월에는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산하의 실 단위 조직이 모두 폐지되고 PSA,
신기술, 신형로 등의 3개 담당으로 축소 개편되어 연구소 존립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유지
되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했다. 1988년 9월에는 담당마저도 폐지된 채 소규모 자체 연구과
제만을 수행했다. 1989년 3월에도 사업본부 산하 성능개선사업부를 연구소 산하로 편입
시키는 등 조직개편이 계속됐고 이러한 상태는 1989년 말까지 계속됐다.
1990년 들어 연구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다. 1991년 2월 기술개발
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사업개발과 연계하여 향후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연구소 조직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연구소의 명칭이 전력기술개발
연구소로 바뀌었으며 산하에 기계·계통연구부, 전기·계측연구부, 토건·구조연구부 등
3개 연구부를 편제시켰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Ⅱ _ 기술력 토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다

을 팀제로 전환하여 중복유사기능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전력기술개발연구소 현판식(1991.03.10)

이것은 설립 초기의 업무 단위의 연구실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능적으로 묶어놓은 새로운
개념의 조직이었고 연구과제와 수탁용역 등은 개별업무의 성격에 따라 3개 연구부서 중
한곳에 소속되도록 한 것이었다. 당시 3개 연구부서의 인력은 통틀어 40명 내외로서 소규
모 연구과제와 수탁용역 수행은 가능했으나 대규모 연구용역을 수행할 체계는 갖추지 못
했다.
그런데 1990년대는 개방과 경쟁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던 때로 새로운 기업환경 변화에
걸맞은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었다. 특히 신기술분야의 개척과 이를 위
한 효과적인 연구개발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
산됐다.
이에 한기는 1991년 2월 이러한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부서 단위의 기술개발부를 다시 전
력기술개발연구소(Power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 PERI)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연구소 산하에 3개 부서를 두고 종합적인 연구전담기구로 성장시켜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국내 전력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그런데 이듬해인 1992년 다음 세대를 겨냥한 차세대 원전설계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사내
외에서 활발히 논의됐다. 한기는 한전으로부터 R&D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연구용역
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대형 연구수행조직을 구성했다.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산하 3개 연구부서 외에 신원전기술개발사업부를 신설했으며, 동시
에 산업기술기준 개발사업을 전담할 기술기준표준화사업부도 신설했다. 이렇게 새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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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술부서의 인력을 활용했다.

3. 기업이념의 정립과 경영혁신 추진
인간·환경·기술의 융화, 한기이념 제정
기업이념이란 한
기업의 탄생 목적과 존재의의,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방향성 형성에 있어 최상위 존재의 가치로서 사명, 존
재이념, 기업상 등으로 표현된다.
한기는 1993년에 ‘한기이념’이라 명명한 존재가치로서의 기
업이념과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과정에서 강조되는 조직가
치인 경영이념, 그리고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정
신자세인 행동원칙을 제정했다. 이들은 각각 존재가치를 지
니고 있지만, 3가지 이념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이루면서
회사의 기업상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기는 기술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
쟁시대 도래와 함께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이 나타나
는 등 새로운 기업환경을 맞이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은
한기의 인식과 의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기가 정신적 지표로 삼아온 경영이념 ‘전
력기술 고도화로 기술입국에 공헌’은 그 개념이 한정적이어
서 변화하는 미래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세계적 회사를 지향
하는 한기의 이상 실현에는 미흡했다. 이에 때마침 전개되던
K-SPEC·2000운동의 일환으로 1992년 9월 새로운 기업이
념 정립에 착수했다.
‘K-SPEC·2000 추진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과 11월에
전 직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합숙토론회와 종합정리를 위한
미래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종합 조정했으며, 1992년 12
기업이념
선포식(1
993.02.2
2)

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내용을 다듬었다. 그 후 1993
년 1월 기업이념 해설서 및 요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전문기
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새로운 기업이념을 확정했다.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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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2개 사업부서의 업무는 그 규모가 크고 실제 설계업무

2월 22일 선포한 기업이념은 ‘인간·
환경·기술의 융화–Humaneering’이

기업이념•경영원칙•행동원칙
-

인간·환경·기술의

었다. 향후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재
정립한 기업이념과 함께 한기는 경영

한기이념

융화
Humaneering

원칙으로 우리의 원칙, 행동원칙으로
우리의 자세를 함께 발표했다. 또한
후속절차로 기업이념 해설서와 요약

고객만족
우리의 원칙

기술중시
인간존중

서 전 직원 배포, 사내보와 게시판 홍
보 등과 더불어 스티커를 제작·배포

뭉친마음

했다.

우리의 자세

열린생각
앞선봉사

1992.02.22
K-SPEC·2000 추진선포식, 기업이념 선포

K-SPEC·2000운동 전개
1990년대 들어 한기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급변했다. 먼저 UR협상으로 인한 시장
개방 가속화, 국내 발전소 건설계획 수정 및 민자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된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수정, 그리고
민자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발전사업 경쟁체제가 정부정책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및 화력 발전
관련기술의 변화와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의 국내 발전소 엔지니어링 참여 준비 등이 이어지면서 한기는 위기
의식을 체감했다.
한기는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1992년 2월
22일 경쟁력 강화와 기업체질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2000년대 초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K-SPEC·2000운동’의 전개를 선언했다.
K-SPEC은 ‘KOPEC, Spirit, Efficiency, Cultureʼ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장인정신을 의미하는 어원으
로부터 파생된 것을 현대적 기술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즉 K-SPEC·2000운동은 한기인 모두가 진보와 개선
을 추구하는 혁신의식(Spirit)을 가지고, 일의 가치와 효율(Efficiency)를 추구하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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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 나가자는 의미를 품고 있었다.
이후 한기는 K-SPEC·2000운동을 통해 공기업적 타성을 타
파하고 체질을 개혁함으로써 회사의 성장발전과 자아의 실
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경영과제를 추진했다. 아울러 경영진
의 솔선수범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Top down과 Bottom up
의 결합을 도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K-SPEC·2000운동은 사내에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영혁신
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현실에 안주하려는 공기업적 타성에 일격을
가하고, 위기의식과 더불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
다’는 불멸의 명제를 스스로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의식혁신
K-SPEC·2000 운동 추진선포식(1992.02.22)

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제1회 미래토론회 첫 모임 개최(1992.03.17)

그러나 K-SPEC·2000운동은 애초에 세웠던 계획과 목표에
비해 성과가 미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K-SPEC·2000운동을
추진하는 동안 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 경영진의 솔선수
범 부족, 정부재투자기관이라는 한기의 특수성, 추진조직의
강력한 추진력 부족 등이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한 까닭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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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Culture)를 조성하여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한기를 창

4. 기업문화 촉성 운동의 시작
기업이미지 쇄신과 CI 제정
한기는 1990년 회사창립 15주년을 맞아 체계적인 CI작업을 추진했다. 기존에 제
정했던 심벌마크는 활용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업이미지 통합전략(CIP) 측면에서도 결여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
기업문화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가운데 비전문가에 의해 제작됐기에 한기의 실제 모습이나 비전과는 다소 거
리가 있었다. 이에 직원 의식조사 및 설명회를 거쳐 심벌마크와 국·한·영문 로고체로 상징되는 기본편과 10
여 가지의 응용편을 확정했다.
심벌마크에서 태양 모양의 붉고 둥근 원은 온누리를 밝히고 생동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을 상징화 했다. 두
개의 기둥은 설계엔지니어링의 기본인 선과 그 결과인 구조물이 빗살을 받고 있는 형상으로, 서로 다른 기능
들이 상호 교차하여 협동과 조화를 이뤄 항상 도전하여 위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의미했다. 나아가 설계기술자
립과 세계시장 진출의 꿈을 실현하려는 한기인의 결집된 의지를 표출했다.

1989.08.28
홍보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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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1983년 제안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
지 못해 1990년대가 되도록 제안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사업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회사 분
위기를 쇄신하자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영진의 개선의지도 확고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침체원인을 분석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여건 조성을 위해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
속적으로 벌였다. 그 결과, 1994년 접수된 280건 중 42건이 채택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느낄 수 있는 비합리성을 과감히 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본인 업무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
방한 결과 접수건수 및 채택률에서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
특히 연도별 실적이 심한 기복을 보였는데, 이는 회사 차원의 제안 장려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직원들의 제
안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90.10.05

199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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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를 통한 사장-직원 간 직통언로
‘한기직통’ 개설

기업문화 및 홍보활동 확충
1990년대 들어 한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창출한 기업문화를 보완하고 계
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별도 기업문화조직을 구성했다. 또한 수시로 기업문화의 특성을 직원들의 설문 및 면
담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체의식 강화와 보다 나은 한기문화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88년 3월에는 ‘대화의 장‘을 개설하여 경영진과 직원 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직원의견을 회사경영에 폭
넓게 수렴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기업문화회보 발간, 직장예절 및 경영혁신 비디오 방영, 질서바
로잡기운동 전개, 한기직통 개설 등도 추진했다. 이중 한기직통은 직원-사장 간 직통언로 제도로서 사장에게
직접 건의하기를 원하는 직원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1993년 8월
신설했다. 한편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해 1989년 기획관리본부 내에 홍보실을 신설했다. 이렇게 다시 독립된
조직으로 출범한 홍보실은 1990년 부사장 직속으로 개편됐다.
홍보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발간해온 사보 ‘전력기술’은 1990년 ‘한기’로 제호를 변경하고 발간 간격도 분기로
변경했다. 사보 ‘한기’는 조직과 직원가족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술수준 및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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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의 확대

사장과 대화의 장(1994.08.10)

사업실적을 대외에 알리는 PR 기능을 원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1995년도 한국사보대상 편집부문상
을 수상했다.

노동조합 설립
1987년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고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
되는 가운데 한기에서도 노조설립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됐지만 협의기구가 근로자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근로자
측의 평가에 따라 12월 7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설립 다음날인 12월 8일 노조위원장을 선출한 한국전력기
술노조는 이후 본격적인 노조 활동에 들어갔는데, 직원의 신분 안정, 근로조건의 결정, 중요한 경영혁신을 추
진할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도록 사측에 요구했으며 임금협약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근로
자와 노조의 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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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결성 보고대회(1987.12.24)

노조창립 제1주년 기념식(198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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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옥 건립과 용인시대 개막
1987년 이후 영광(한빛) 3,4호기, 보령화력 3,4호기 등 짧은 기간에 대형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한기의 인력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업무공간이 부족해진 한기는 삼성동 사옥 인근 강남구
대치동에 두 곳의 별관사옥을 임차해 사용했다.
1991년 5월 9일에는 수화력사업단이 역삼동으로 이전, 한기는 본관과 대치별관(제1별관), 역삼별관(제2별관)
으로 분리됐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에 업무공간이 나눠지면서 업무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의 애
로, 업무연락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효율의 과다 발생, 직원 복지시설의 확충 곤란, 사세확장에 따른 적합한 임
대사옥의 추가확보 곤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는 신사옥 건립이라는 오랜 꿈에 불을 지폈다.
한기는 2,000여 임직원들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 9월 24일 사옥 및 사택 건설추진반을 발족했
다. 당시 관련 법규상 허용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26일 전력기술정보센터 및 연구소 설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88차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대 50여 곳의 후보지를 1차 선정한 후 지역환경, 교통체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
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일대 부지를 최적지로 확정했다. 이어서 1991년 1월 25일 9,210㎡의 부지를 매입함
으로써 신사옥 건립이 가시화됐다.
설계는 빌딩자동화시설, 사무자동화시설, 텔레커뮤니케이션시설을 모두 갖춘 최첨단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개념 도입을 전제로 엔지니어링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굴지의 건축설계업체인 정림건축에 의
뢰했다.
1992년 5월 18일 사옥설계안이 확정되자 시공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정보센터 및 연구소로서의 엄격한 품질
확보를 위해 동일 규모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
는 한진건설, 통신공사는 세일정보통신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신사옥은 419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되어 연면적 4만㎡, 지상 7층,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1993년 5월 21
일 착공하여 29개월 만인 1995년 10월에 완공했다. 같은 해 10월 말 신사옥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용인시대를
열었다.

용인사옥 준공식(1995.11.09)

용인사옥 준공기념 연합음악회(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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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인시대 개막과 사세 확장

사세확장과 차입경영의 시작
한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보령화력 3~6호기 등 대형화력발전소 종합설계용
역 및 영광(한빛) 3~6호기 등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용역과 부대용역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로 자산규모
가 크게 증가하여 1995년에는 1,753억 원에 달했다. 용인사옥 준공으로 건물이 417억 원, 토지가 33억 원에 이
르는 등 고정자산이 979억 원에 이르렀다. 현금과 예금도 324억 원, 매출채권 324억 원 등을 기록, 유동자산도
774억 원이나 됐다.
기술자립기에 들어서기 직전인 1986년에는 매출액이 감소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
아 다수의 화력발전소 종합설계용역과 영광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수주하며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했다.
이후 1996년까지 울진(한울) 3~6호기, 영광 3~6호기, 월성 2~4호기, 삼천포화력 3~6호기, 하동화력 1~6호기,
당진화력 1,2호기, 태안화력 1~4호기, 보령화력 5,6호기, 영흥화력 1,2호기, 북제주화력 2,3호기 등 대형 종합
설계용역을 지속적으로 수주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연평균 18% 증가했으며, 1992년에는 매출액 1,122억 원
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했다.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순이익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이익잉여금이 납입자본금을 웃도는 66억
원에 달했으며, 1991년에는 최초로 주주배당 2%를 실시했다. 당기순이익도 1994년 138억 원을 달성했다. 한

1990.09.24

1992.05.18

사옥 및 사택 건설추진반 발족

사옥 계획 설계안 확정

기술자립기에 들어서기
직전인 1986년에는 매출
액이 감소하여 다소 어려
움을 겪기도 했지만, 얼
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화
력발전소 종합설계용역과
영광(한빛) 3,4호기 종합
설계용역을 수주하며 안
정적인 일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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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이익배당금도 적립했다.
한기는 창립 후 1989년까지는 외부자금 차입 없이 자체 수익자금으로 자금운용을 했다. 그런데 사업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한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1990년 8월부터 용역비 지급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기는 경상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상업어음 할인 및
당좌차월 운용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사무실의 신규 임차, 사옥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영광현장 파견직원
을 위한 사택 건설 등과 맞물려 자금부담은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한기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외부자금을 차입, 운용했다. 1990년에는 사세확장에 따른
신규사옥 임차, 사옥건설 추진 및 홍농사택 건설 등으로 창사 이래 최초로 34억 원을 차입했고 1992년에는 차
입금이 127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전사적인 긴축예산 운영 및 경비절감 노력 등을 통해 외부자금 차입분을 연차적으로 상
환함으로써 차입금 규모를 상당부분 감소시켰으며, 1995년에 이르러서는 해당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그러
나 같은 해 10월 용인사옥 준공에 따른 대금지급이 필요해지면서 200억 원의 신규차입이 불가피했다.

1995.11.09
용인 사옥 준공식

04
경영체제 개편과 사업영역 확대
1.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의 인수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
1996년 6월 25일 정부는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간에 근 20여 년간 끌어온 원자력 관할권 문
제가 최종 타결됐다.
주요 결정 사항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의 이관, 원전관련 사업 이관,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 설치에 관한 것
등 3가지였다. 이 중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건은 그동안 원자력연구소가 담당했던 사업을 한전으로 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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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사옥건설을 위해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사옥신축적립금 174억 원과 주주의 적정한 배당이익을 확보하

는 것이고,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은 한전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한 발전량 1㎾h당 1원
20전을 매년 출연한다는 것이었다.
한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전관련 사업 이관은 그동안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해오던 원
자로계통설계 업무와 인력 344명을 1996년 12월 말까지 한기로 이관한다는 것이었다. 이
로써 그동안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해 왔던 원자력발전소의 핵심부분인 원자로계통설계
도 한기가 맡아 마침내 원자력발전소 전체를 설계하는 회사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전에 1984년 9월 18일 동력자원부 장관실에서 열렸던 표준원자력발전소 설계사업 정책
협의회에서 원전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의 설계는 한기가 수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원
자력연구소가 원자로와 원자로계통을 연구소와 한기가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않다고 주장함에 따라 난항을 겪다가 1985년 6월 25일 열린 제4차 전력그룹협력회의
에서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로계통과 핵연료의 설계를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는 것으로 결
정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중심 기관인 원자력연구소가 대형국책사업을 수행해
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류가 꾸준히 이어지다
가 최초의 계획대로 원자로계통 설계를 한기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리고
1992년 6월 26일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연구소의 원자력발전사업을 한기로 이관한
다는 기본 원칙을 의결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6년 6월 25일 개최된 제245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방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로계통설계 업무가 한기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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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설계의 통합수행기관으로 부상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기와 원자력연구소는 각각 이관작업 추
진을 위한 추진반을 구성하고, 각 기관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조직으로 합동작업반을 구성했다.
이 사업 이관은 일반 기업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인수·합병, 매수 등의 시장질서 성격이 아닌 정부 방침에
의한 업무이관이어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이적 대상 직원들의 이관 반대로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 진행됐다.
당초 협상은 245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이관 인력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처우 수준 및 정년 등
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시작했다. 각 기관을 대표하는 추진반은 1996
년 7월 29일의 제1차 합동작업반 회의를 시작으로 10차례의 회의 끝에 같은 해 9월 23일 원자력사업 인계·
인수 세부 추진계획 및 이관 기준을 확정했다. 이후 이관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당초 목표한대로 1996
년 12월 31일 업무 이관 및 인사발령을 완료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한기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
다. 이로써 한기는 원전의 종합설계(A/E)와 원자로계통(NSSS)설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
로 위상을 새롭게 했다.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관 과정(1984. 04 ~ 1996. 12)
1984. 04

동력자원부, ‘원자력발전기술 자립계획’의 일환으로 산하기관에 기술

		

자립을 위한 역할분담 추진계획을 수립 요청

1984. 09. 18	표준 원자력발전소 설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동력자원부)에
서 역할분담방안 결정
- 한기 : 원전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 원자력연구소 : 노심설계를 포함한 원자로설계
- 한국중공업 : 원자로계통 기기설계와 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
- 핵연료(원전연료) : 핵연료 제작
1984. 10. 13 제211차 원자력위원회 개최
- 원자로계통설계를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하는 1984년 9월 18일의
결정내용을 반영한 ‘표준원자력발전소 설계 사업추진계획안’ 상정

1992. 06. 26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의결
- 1992년~2001년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추진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육성, 지원
-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 중인 사업은 관련 산업체로 점진적 이관
1994. 09. 09 	제23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보완대책 의결
-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 최초 1300㎿ 원전
: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도 수행. 이후의 원전은 발주시 상호 협의 결정
1996. 01. 11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대통령 지시
- 국무총리실에서 ‘방사성폐기물 사업이관 및 원자력추진체제’
계획안 작성
1996. 06. 25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방안’ 의결

- 표준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위원들 간 의견 불일치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계통설계업무는 한국전력기술로 이관

-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경제기획원과의 사전협의 필요 등을 사유로

- 진행 중인 설계업무는 한국전력기술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계약 및

전문분과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보류
1985. 06. 25 전력그룹협력회의 제4차회의서 기관별 업무분담 조정
- 원자로계통설계업무를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조정
1985. 07. 29 제214차 원자력위원회 개최
- 원자력연구소가 발전로계통 설계 및 핵연료설계를 전담 하도록
하는 안을 의안 제2호 보고안건 ‘원전 후속기 추진방안’으로 처리

계약상 권리, 의무, 부채, 자산 등을 일괄 승계
- 신규 설계업무는 한국전력기술이 즉시 수행
1996. 07. 26 한전, 원전사업이관 추진 결정
1996. 07. 30 통상산업부, 원전사업이관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1996. 08. 12 	원자로계통설계 및 핵연료 설계·제조사업 인계·인수 합동작업반 구성
1996. 09. 23 원자력사업 인계·인수 세부추진계획 확정
1996. 10. 08 이관 세부합의서 작성
1996. 11. 20 한전, 한국전력기술, 원전연료 이사회 개최 및 사업인수안 의결
1996. 12. 16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 개최 및 사업이관 의결
1996. 12. 16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협약서 체결
1996. 12. 31 한기 이관 인력 인사발령

한기의 경영구조개편을 의결한 제6차 이사회(1996.10.30)

2. 자율과 책임의 경영구조개편 추진
정부는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원자로계통설
계 사업을 한기로 이관함과 동시에 원자력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기의 경영구조 개
편을 의결했다. 우리나라 원전설계 능력을 통합하여 한기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원
전설계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장차 우리나라 전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쟁
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한기는 1996년 10월 30일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구조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기존의 지분구조를 변경해 한전의 지분율을 98%에서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한기
의 자본금 51억 원을 102억 원으로 100% 증자하며, 신주를 한전 이외의 정부투자기관이
나 민간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분구조 변경을 통해 한기를 한전의 출자회사
관리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예산, 급여, 제도, 경영평가 등 경영전반에 대한 자
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었다.
비상임이사 위주의 이사회 운영체제를 내부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책임경영체제를 구
축하며, 원자로계통설계 사업 이관과 병행하여 회사경영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하고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1996년 11월 15일까지 노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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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영구조개편의 핵심 사항인 한기에 대한 한전의 지분구조 변경을 위하여 1996년
12월 20일 제10차 이사회를 소집하여 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안을 의결했다. 신주발행을 통
해 자본금을 100% 증자하는 한편 한전의 신주인수 포기를 통해 지분율을 49%로 낮춰 한
기의 자율경영체제를 정착시키며 원전설계사업의 일원화 체제 유지를 위해 산업은행 등
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총 지분율을 51%로 유지하여 한전 발주 사업의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1997년 1월 17일 개최된 한전의 제1차 이사회는 ‘한기의 신주배정에 대한 인수 포
기안’에 대한 안건 심의에서 한기의 자율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구조 개편에 걸맞는 노조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므로 한기 노조의 유니온숍(Union Shop)에서 오픈숍(Open Shop)으로
전환, 간부 직원의 노조가입 배제, 전임자 축소 등 세 가지 사항이 단체협약으로 받아들여
질 때까지 의결 보류를 결의했다. 이로써 한기의 신주발행 계획은 무기한 보류됐다.
한기 노사는 노조개편방안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여 1997년 2월 13일 노조원의 범위에 대
하여 기존의 책임급 이하 전 직원에서 책임급 이하 직원 중 책임급 보직자는 제외하는 내
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당초 경영구조개편에서 목표했던 기본방침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했으나 상당히 진전된 개편안으로써 그동안 지연됐던 경영구조개편이 다시 추진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97년 5월 16일 한전의 제5차 이사회는 한기의 경영구조개편에 대한 향후 추
진계획을 확정했다. 자본금 증자 절차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대로 노조구조 개선 조건이 완
료된 후 추진하고, 한기의 조기 안정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선 출자회사관리 대상

한기의 지
분구조 변
경을

위한 신주
발행이 의
결된

제10차 이
사회(199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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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료하며, 11월 18일 이사회에서 노조구조 개선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에서 제외하며, 한기 이사회를 상임이사 중심체제로 변경함
으로써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기는 1997년 5월 26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
존의 경영간부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을 의
결했으며 이어 신임 상임이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3일 한전으로부터 ‘출자회사 적용 제외 및 경영관리협
약’ 공문을 접수받아 한기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이었던 경
영구조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한기의 경영구조개편은 자율과 책임경영을 부여한
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미완의 정책으로 마무리됐다. 가장
큰 핵심내용이었던 지분구조의 개편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문서상의 계획으로만 그쳤으며 실질적인 자율책임
경영의 확보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1984.06.30

1992.10.08

제1차 장기경영계획 수립

장기경영계획 수정본 확정

한기의 경영구조개편은
자율과 책임경영을 부여
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미완의 정책으로
마무리됐다. 가장 큰 핵
심내용이었던 지분구조
의 개편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문서상의
계획으로만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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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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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발주사업 수행능력 제고
1970년대 중반 정부의 발전소 건설기술 자립 추진 전략은
설계·시공·기자재 제작 등을 각각 전문기업이나 기관이 분담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효
과적으로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전략에 따라 한기는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링 단일집중육성 회사’로 선정됐으며, 발전소 설계기술의 국산화는 물론 세계적
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소 건설 기술의 역할분담 전문화는 기술자립 조기 달성이라는 정책
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는 있었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사업수행
체계와 맞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대개의 선진 국가의 경우 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형
플랜트 공사는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해 수행하는 턴키 사업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까
닭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소 건설의 일괄수행 능력이 부족한 한기는 건설서비스

1996.10.30

1997.02.13

1997.06.13

한기 경영구조 개편안 이사회 의결

책임급 보직자의 노조원 적용 제외
노사 합의안 도출

한전의 출자회사 적용 제외 공문 접수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따라 세계 시장의 관행과 기준인 일괄발주가 보편화될 경우 상당
한 타격이 우려됐다. 한기는 이와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기존의 발전소 설
계사업 위주의 사업수행 체제에서 설계·구매·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C(Engineering
Contractor) 기업으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1986년 한기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장기경영계획에서는 한기의 2000년대의 모습을 발전소
전 역무(Full Scope)의 독자적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세부 추진계획에
서는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국제 수준의 엔지니어링기업으로 성장
하는 것을 중점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이후 1992년 제2차 장기경영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국내외 기술용역 개방화에 따른 턴키
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소 종합설계, 구매 및 사업관리 수행 등 사업다각화 기반
을 확충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했다. 더불어 국제적인 종합설계엔지니어링사(Architect
Engineer)로의 성장을 추진목표로 한기는 EC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1994년 11월 제3차 수정 장기경영계획에서는 EC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EC
회사로 도약하는 보다 진일보한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원전 종합설계시장에 대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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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형 기업으로의 전환 모색

외 개방 및 대형사업의 턴키 발주 추세 등 향후 전개될 자유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EPCM 및 건설역무를 일괄 수주하여 수행하는 EC체제로의 업무영역 전환도 꾀했다. 1995
년 이를 위한 중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턴키사업 수주에 대비한 조직개편과 관련제
도를 확립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한편 1995년 출범한 WTO체제의 한 분야인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개방대상인
상품, 용역, 건설 분야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용역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이 모두 개방됐
다. 다행히 부속협약에 의해 기존대로 자국 내 법령에 의한 발주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
지만 향후 협정이 바뀌어 발전소 설계시장이 개방될 경우 한기로서는 커다란 위기국면에
직면할 것이 뻔했다.
여기에 정부에서 민자발전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기의
최대 발주처인 한전은 전원개발계획을 크게 수정했다. 민자발전소 건설 추세에 맞춰 전원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원자력을 비롯해 화력 부문 설계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인 한기로서는 당분간 수주가 가능할 것이지만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
서는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직면한 한기는 이미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EC형 기
업으로의 전환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설계엔지니어링을 위주로 건
설관리와 시공역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기술력을 동시에 정비해 나갔으
며, 자체적인 일괄발주사업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사업개발체
제를 구축하고 사업 수주능력 강화를 위해 사업개발처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EC화 위한 조직개편과 사업 추진
한기는 1982년 11월 설계기술 조직에 건설단계 수명주
기 전체의 건설사업비관리와 건설공정관리 관련업무 경험인력 4명으로 원가공정실을 설
치했다. 1986년 6월에는 향후 EC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발전소 건설사업의
EPCM을 수행하는 A/E사로서 절대 필요한 구매와 건설 지원 기능 업무를 원가공정실의 업
무분장에 추가하고 사내 관련 업무를 규합했다.
이후 1989년 3월 시운전, 건설성 검토, 시공관리 등 건설업무 전담을 위하여 사업주지원부
가 신설되면서 원가공정실의 구매 및 건설기술지원 기능분야를 이관하고 원가공정실은
1990년 12월 공정관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신설된 사업주지원부는 1997년까지 건설지
원부, 건설기술부, 건설사업부, 건설사업추진반 등으로 변경·운영됐으며, 건설사업 및 사
옥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997년 5월 부사장 직속 하에 건설사업처를 신설하여 화력발전소 배연탈황 등 턴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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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건설 관련업무, 건설기자재 구매업무, 건설 제도개발 업
무 등의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었다.
초기에는 탈황기술개발, DCS 기술지원팀 등 수행사업 위주
의 조직으로 운영했으나 EC기업 실현을 위해서 EPCM추진
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건설기획, 기자재조달, 자금조달, 시
공기술개발 등 EPCM기반 구축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EPCM
기술개발을 위해서 해외 자문을 통하여 관리자 및 전문가
과정의 해외교육 등을 적극 추진했으나, 1997년 IMF 사태로
사업개발이 불투명해지고 회사 구조조정 분위기에 열기가
식고 말았다.
1998년에는 회사의 민영화에 대비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
에 따라 조직을 축소하면서 건설사업처는 폐지되고 관련업
무는 플랜트사업단으로 이관됐으며, 기술본부가 폐지되면
서 공정관리처 기능업무와 관련 인력도 원자력 및 플랜트

1994.12

1994.12.29

장기경영계획 전면 개편(EC 출범)

영동화력 1,2호기 탈황설비 설치공사 수주

사업단으로 분산 배치됐다. 이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EPCM 발주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신설한 종
합사업기술처가 EC화를 위한 종합사업관리 기술개발 업무
를 수행했다.
조직 확충과 더불어 한기는 기술력과 경험 축적을 위해 다
양한 EC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턴키사업에서는 영동화력
1,2호기 및 서천화력 1,2호기 배연탈황 설비제작 및 설치공
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화력발전소 건설과 울산석유화학 열
병합발전소의 각종 계측설비 개조공사의 설계, 기자재공급,
설치 및 시운전 업무를 일괄 도급으로 수행했다. 일반 건설
공사 부문에서는 인천화력 154kV 옥외변전소 GIS 부대설비
(전기, 토목)공사,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원평~금구 간
도로공사 등을 수행했다.
건설사업 관리분야에서는 원전의 종합사업관리 업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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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관리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여 대형 국책사업 사업관리 분
야의 경험을 축적했다. 이후 담배인삼공사 영주 신제조창 건설공사와 인천국제공
항철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며 실적 및 기술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인정
받았으며, 민자로 추진된 대형 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업무도 수행했다.
감리분야는 인천 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건설 책임감리와 가락동 쌍용아파트 감
리 등 다수의 사업을 수행했고 해외사업으로는 최초의 턴키사업인 필리핀 일리
한 500kV 옥외 철구형 변전소 턴키공사를 수행했다. 본 사업은 세계 유수업체와
의 국제경쟁을 통하여 수주해 성공리에 준공함으로써 발주자로부터 10만 달러
인센티브까지 받았다. 이를 통해 한기는 세계 전력시장에 초고압변전소 턴키사업
입찰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으며,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 경유 하역부두
턴키공사를 수주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999.08.20
필리핀 일리한발전소 사업주
기술지원용역 수주

인천국제공항 조감도

해외 EPC사업 확대노력 전개
1982년을 해외진출 기반조성의 해로 선포하며 해
외사업 수주의지를 다졌던 한기는 이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과 기
반조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대형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기술개발을 통해 습득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현황 파악을 추진했다.
한기는 또한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에 발전 전문가를 등록하는 등 국제 금융
기구 발주사업 및 개발도상국 발주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아가 코오롱상사, 쌍용 등 이미 동남아에 진출해 있던 기업체들과 사업개발 협

력약정을 체결하여 해외사업 개척기반을 확충했다.
1985년에 미국 워싱턴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필리핀 및 방글라데시에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는 등 꾸준히 정보수집 채널을 다각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정보수집 능력
의 한계가 드러나자 1992년 종합상사 현지 지사와 공동협력계약을 체결, 정보수집력을 강
화했다.
이후 한기는 지속적으로 해외사업 진출을 확대했다. 초기에는 발전소 설계 또는 건설현장
의 기술인력지원 계약형태로 해외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내외
적으로 기술능력을 인정받게 되자 전문분야의 패키지계약이 가능해졌고, 원자력 및 수화
력 발전분야의 종합설계 역무수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해외사업은 국내와 달리 엔지니어링 역무만 별도의 패키지로 발주되는 사업은 거의 없
고 EPC + 파이낸싱(Financing)의 턴키방식 발주가 일반화돼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기는
그동안 사업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국내 발전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측면에
서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체제로 국내외 업체와의 연계를 모색해왔다. 해외 턴키사업이나
BOT사업의 참여를 위해 발전설비 제작사인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의 제의서를 작성하
거나 발주처와의 계약협상단계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을 하는 대신, 수주 후 설계엔지
니어링 역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식이었다.
이밖에도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
분참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요구되는 BOT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효율적인 파이낸싱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등의 동남아 국
가나 중남미 국가에서 BOT사업 개발을 추진했으며, 1994년 중국의 광동원전 정비보수 기
술자문용역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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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였다. 1989년 10월 대만 PECL과 사업협력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92년 8월에는 중
국 GNPJVC와 가동원전 기술교류협약을, 11월에는 대만 PECL과 전력기술 엔지니어링분야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1992년 11월에는 코오롱상사와, 1993년 2월에는 한진중공업과 각각 해외사업개발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계속해서 1993년 6월에는 중국 연길시 열전청과 20만㎾ 열병합발전
소 건설협력 약정을, 6월에는 중국 동국전력설계원(NEPDI)과 발전플랜트 설계협력 약정
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포항공대와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협정을, 미국 Black &
Veatch와 발주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약정을, 11월에는 쌍용과 필리핀 전력사업개발 협력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이어 1994년 7월에는 미국 GE와 해외 발전플랜트 공동개발협력을, 9월에는 영국 BNFL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사업개발협력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1995년 5월에는 영국
AEA와 엔지니어링분야 기술/정보 상호 기술협력협정을, 9월에는 중국 Nedai와 중국 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협력 약정과 독일 Uhde Gmbh와 전력사업 공동개발협력 약정을, 11월에
는 중국 동방전기집단공사와 발전플랜트 사업개발 협력협정을 각각 체결하며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중국 광동
원자력 품
질보증기
술 지원용
약계약 체
결(1992.0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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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업체와 사업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업협력 네트워크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

시련을 뛰어넘고 내일로 도약하다
1997 _ 2006

3

한기는 외환위기 국면을 맞아 1998년 1월 19일 노사 공동으
로 IMF경제체제 하에서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
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4월 3일에는 추진실적을 정부에 보
고하는 등 외환위기 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후 1998
년 8월 5일 경영구조조정추진
반을 구성하고, 1999년 1월 21일
경영혁신추진반을 결성하여 조
직 및 인력 감축, 성과체계 강
화, 분사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작
업에 돌입했다.

1998.01.19

1999.10.19

노사 비상대책위원회 서명식

영흥화력 1,2호기 착공식

한기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
여 500㎿급 석탄화력 설계기
술을 바탕으로 800㎿급 표준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
발에 착수했다. 새로운 대용
량 석탄화력 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993년 2월 9
일 대용량 석탄화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주해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수
행했다. 이후 한기는 영흥화력 1,2호기 건설을 통해 800㎿급 석탄화력 설계기
술을 확보하며 경제성 제고, 발전소 건설비 절감, 설비효율 개선 등에서 획기적
인 대용량 석탄화력 시대를 열게 됐다.

APR1400의 개발과 함께
한기는 APR1400을 적용
한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해 종합설계용역과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포
함해 다양한 역무를 수행
했다. 2006년 8월 28일 한
기는 신고리 3,4호기 종합
설계용역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로계통설계용역계약을 두산중공업과
체결했다. 신고리 3,4호기는 국가선도 기술개발사업(G-7)과제로 개발한 1,400
㎿급 신형경수로(APR1400)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프로젝트였다.
기존의 한국표준원전 보다 발전용량이 40%가량 증가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APR1400은 이후 국내 원전의 주력노형으로 후속 신울진(신
한울) 1,2호기 등에도 적용했으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다.

2005.08.12

2006.08.28

참사랑봉사단 창단식

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용역 및
원자로계통설계용역계약 체결

2005년 8월 12일 한기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자발적 사내 자원봉사 조직으로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참사랑봉사단을 창단했
다. 참사랑봉사단은 ‘고객에 기술을, 이웃에 나눔과 사랑을’이란 슬로건 하에 사
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술회사로서 전사적으로 체
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행복나눔，사랑나
눔，희망나눔，생명나눔’이라는 4가지 구체적인
활동지표 아래 다양한 활동을 실천했다.

한기는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맞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더불어 경영정
상화를 위해 분사 및 수화력사업의 매각을 추진했으며, 성과체계와 재무구조
의 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위기를 넘긴 한기는 핵심역량 제고를 통
해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발전소 설계
기술 자립을 완성했다. 아울러 한기는 한국표준원전 설계개선사업 추진과 차
세대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 등 기술고도화를 추진하며 첨단 플랜트 엔지니
어링 시대를 준비했다. 혁신과 도전의 내재화 추진, 화합과 신뢰의 노사문화 정
립 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문화 혁신에도 힘을 쏟아 소통하는 기업상을
구현했다.

1998.11.05

1999.01.21

원활한 구조조정 및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한시 퇴직

경영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혁신
추진반 결성

01
외환위기 도래와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1.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 전개
외환위기의 도래와 대응책 마련
1997년 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
는 오랫동안 누적돼온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사태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동남아 경제의 위기 여파까지 몰아닥치고 금융기관의 구
조적 취약성이 드러나자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를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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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 행사(1998.04.10)

2000.12.29
BNF테크놀로지㈜와 분사 서명식

국가로 지목했고 이때부터 외환위기설이 표면화되었다.
이렇게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빠르게
확산됐다. 달러 대비 환율은 1996년 말 844원에서 1997년 말 1,425원으로 60% 정도 원화
가치가 폭락했으며, 한때 2,000원을 넘어설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모든 경제지표들이 깊은 경기 하강의 모습을 보였다. 실
질 GDP 성장률은 1997년 5.0%에서 1998년에는 -6.7%로 급전했는데, 이 마이너스 성장은
1980년 2차 오일쇼크로 성장이 감소한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성장감소에 따라 실업률
나라사랑 금모으기 행사(1998.01.22)

도 1997년의 2.6%에서 1998년에는 7.0%를 기록, 1년 사이에 무려 2.7배로 급증했다.
한편 정부는 IMF 외환위기 국면을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했다.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경영혁

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영혁신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축
소와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용 감축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으로 금모으기 운
동과 나라사랑 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핵심은 시장영역의 확대와 시장기능의 강화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가능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 시장 질서를 도
입·강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다양한 개혁정책을 시행했는
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기업·금융·노동·공공 부문 등 4대 부문의 개혁이었다.
기업부문 개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기업
간 상호지급보증 금지 및 순환출자 억제, 핵심사업 집중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
등으로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형성됐던 재벌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주요 골자였다.
금융부문 개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규제와 감독제도 개선, 금융기관 경영효율화 등
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거 관 주도방식
에서 민간 주도방식으로 자원배분 매커니즘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점
진적으로 추진되어온 금융부문 자율화와 개방화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급속히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기본권 신장,
신노사문화 지향 등으로, 이는 과거 성장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됐던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
와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해고, 임금 수준에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
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공공부문 개혁은 유사기능 통합, 민간이양 확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을 통한 정
부조직의 간소화, 행정·인사·보상 등 운영시스템의 혁신,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및 산
하단체의 개혁 등으로서 그 핵심은 공공부문에도 효율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생산성
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었다.

인력과 조직의 구조조정 추진
한기는 외환위기 국면을 맞아 1998년 1월 19일 노사 공동으
로 IMF 경제체제 하에서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4월 3
일에는 추진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는 등 외환위기 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정부에서는 1998년 7월 4일 공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책임경영을 정착시킬 목적에
서 ‘제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마련했다.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성이 강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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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되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제1차 계획에서는 포항종합제철(포스코), 한국중공업(두산
중공업) 등 5개 공기업은 완전 민영화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
1

(KT), 한국담배인삼공사(KT&G),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
사 등 6개 기관은 단계적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지분을 매각
하기로 했다. 또한 21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계획도 담았다.
1998년 8월 5일에는 제1차 계획을 보완한 ‘제2차 공기업 민
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19개 공기업의 자회사
55개사 중 40개사는 완전 또는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6개
사는 통폐합하며, 8개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겠

2

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제1차 계획에서는 19개 모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및 조직 등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을 확정했는데, 인력은 1998
년 3월을 기준으로 정원 14만 3,063명의 20.1%인 2만 8,813
명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제1차 및 제2차 계획을 통해 정부는 26개의 정부투
자 및 출자기관 가운데 5개사는 완전 민영화하고 6개사는

3
1 공기업 구조조정 지침이 임박한 가운데 열린 신임 경영인 반대 노조집회(1998.06.05)
2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1998.07.30)
3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코센분사 등 합의(1999.01.05)

단계적 민영화를 통하여 15개사로 줄이며, 82개사에 이르는
자회사 중 33개사는 완전 민영화, 28개사는 단계적 민영화,
6개사는 통폐합을 하여 2002년 말까지 15개사로 정리하기
로 했다.
정부의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의거하여
한기도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인력 655명을 감축하고, 조직은 1본부 4처를 축소하는 동시
에 산하조직을 20% 축소하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맞춰 단
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한기는 1998년 8월 5일 사장을 추진반장으로 하는 경영구조
조정추진반을 구성하고, 1999년 1월 21일 경영혁신추진반을
결성하여 조직 및 인력 감축, 성과체계 강화, 분사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한기는 회사 조직과 인력 정비를 위해 1998년 10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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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공기업

일 제6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사 중복 조직과 세분화된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기술본부 및 9개 처 조직을 축
소하고 산하 팀조직도 정비했으며 부사장제와 부단장제를 폐지했다. 또한 책임경영체제에 적합한 조직 구현
을 위해 사업개발 및 기술개발 기능을 사업단별로 이관하는 등 본부 및 사업단의 기능도 재조정했다. 이에 따
라 당초 정부지침은 기존 조직을 20% 정도 축소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43%가 축소된 4본부 14처 55팀으로
조정됐다.

분사 및 수화력사업 매각 추진
		

한기는 조직개편을 통해 각 조직별로 재배치 작업을 실시했으며 조직축소에

따라 발생된 인력 111명에 대해서는 1998년 11월 3일 부로 보직해임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반발하면서 노사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다행히 노사는 해법을 찾기 위해 협상을 벌였고 1998년 12월 31일, 회사와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
진하고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한시퇴직이나 분사를 실시할 것에 합의했다. 보직해임 대상자들 대
부분은 한시퇴직 등의 방법으로 퇴직시켰고, 이어 후속으로 실시된 분사를 통해 108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
했다. 이처럼 인력과 조직의 감축은 경영을 일신하고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
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고통을 수반했다.
한기는 분사에 있어 기능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으며, 업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 위주로 분사 대상 업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차량업무 20명, 자료관리 33명, 콘크리트 8명, 홍보 5명, 전산 12명, 품질검사 25명, 사옥관리 5명
등이 대상 업무 및 인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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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코센은 직원의 신분보장, 급여 등 근무조건, 대가보상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협약서를 1998년 12월 28일 자
로 체결했다. 이어 1999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했다.
1999년 6월 11일에는 비핵심 기술 및 사무업무의 분사를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분사추진확정(안)을 수립하고 이
1

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의한 인력조정과 업무조정
목적으로 추진된 2단계 분사 방안은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
로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
라 회사는 2000년 10월 21일 자발적인 분사 방침을 마련하
고 직원의 창업의사에 따른 분사 추진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6명의 원자로설계개발단 직원이 발전소감시계통 소프
트웨어 설계업무 중 일부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발전소 감

2
1 코센 현판식(1998.01.14)
2 BNF테크놀로지 현판식(2000.11.29)

시 및 정보계통 소프트웨어 설계업무 일부의 분사를 신청해
옴에 따라 2000년 12월 29일 한기와 경영협약서를 체결하고
분사했다. 신설 회사의 이름은 ‘BNF테크놀로지ʼ였다.
한편 한기는 원자력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수화력사업 매각

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99년 12월 13일 산동회계법인을 매각 자문사로, 세종법률사무소를 법률 자문사로
선정하고, 2000년 2월 19일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에 수화력사업 매각입찰을 공고했다. 같은 해 3월 17일 신원
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응찰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무리한 매각조건 제시로 3월 30일 최종 유찰됐다.
한편 플랜트부문의 매각 추진 진행에 따라 2월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노동조합은 노조 합의 없는 매
각은 무효라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3월 3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써 매각작업은 중단됐다. 이후 노사는 4월 3일 플랜트사업 부문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재입찰 시는 노사
합의를 통하여 추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파업과 회사의 매각계획을 전
면 철회했다. 한기의 인적 구조조정 및 분사결과 1998년 초 2,294명이었던 직원 수가 2000년 말에는 482명이
줄어든 1,812명이 됐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
한기는 금융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과체계를 강화하고 복리
후생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벌였다. 1999년 1월 1일 한기는 책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본사/사업
단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 인사관리, 사업운영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 또한 목표 부여에 따른
실적평가를 통해 성과급 차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책임회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종 규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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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회사의 사명은 ‘㈜코센(KOCEN)ʼ으로 명명했으며 한기

연봉제 설명회 및 토론회(2000.07.20)

1998.08.05
기획예산처,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

정하고 원가배부프로그램과 같은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보완도 실시했다.
이듬해 12월 23일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
다. 이에 앞선 6월 1일에는 사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에 대해서도 경영목표, 성과급 등이
포함된 경영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다. 같은 해 8월 12일에는 주임
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도입해 업무비중, 책임도, 난이도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
를 마련하고 업무와 능력에 따라 연봉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체계를 확대했다.
한기는 1998년 7월 21일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명예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같은 해 12
월 29일 수립한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누진제와 명예퇴직금제도
를 개선했다. 우선 정부지침을 반영하여 1999년 12월 30일자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으
며, 명예퇴직금제도 또한 개선하여 회사의 비용부담을 대폭 축소했다. 임직원 자녀들에 대
한 대학 학자금지원도 같은 해 2월부터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전환했으며 연차휴가일수도
축소하는 등 복리후생제도를 축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대두된 고금리 및 외환부족에 따른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예산과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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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을 통해 외화절감 노력을 전개했다. 여기에 경상경비 절감과 단기차입금의 조기상
환으로 한기의 부채비율은 1997년 말 210%에서 1998년 말 153%로 감소했다. 한편 1999
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경영공시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출자기관이나
자회사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경영공시제도 근거를 마련토록 함
으로써 한기도 같은 해 9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2년 11월 전자조달시스템
을 구축하여 일반 구매물품부에 전자조달을 시행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발주되는 공사, 용
역 및 기자재 구매업무에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했다.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자발적 모임인 스터디 그룹이 활성화됐다.

2000.12.28

2002.07.25

한국전력 이사회에 한기 민영화 기본계획 보고

제 232회 임시국회에서 한기 민영화 재검토
필요성 언급

2.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민영화 대응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정부는 1999년 1월 발전·배전 부분의 분할과 단계적 민
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전 독점체제인 전
력산업에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전력사용에 있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편익을 높
이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자력발전은 공기업으로
유지하고 화력발전은 5개사로 분할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배전부
문과 판매부문을 수 개 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부문은 2009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동 전력산업
분할매각 규탄대회(1999.11.10)

이후 독점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직접 선택하는 완전경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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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 시행했다. 직원들의 해외출장을 억제했으며, 해외사무소 축

정부는 2000년 12월 이를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4월에는 발전 부문 6개
사(원자력 1개사, 화력 5개사)를 설립했다. 2002년 7월 우선매각 대상으로 한국남동발전을 선정, 발표했으며
2003년 1월 1차 입찰에 이어 2003년 2월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3월 최종 유찰되고 말았다.
한편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에서는 배전분할을 반대하고 2003년 3월 14일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
배전분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공동연구단을 구성, 배전분할 타당성 및 관련쟁
점 사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공동연구단은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시장 경쟁의 도입은 가격문제와 공급안정성 등에서 기대편익이 불
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상 위험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배전분할은 중단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
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배전부문에 내부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되, 세부
방안은 향후 연구해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전력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전의 투명·자율·책임
경영 강화방안,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전반의 합리적 발전방안 등을 추가 연구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2004년 6월 공동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대정부 정책결의·권고안으로 확정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사실상 중단됐다.

한기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및 상장 추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전은 1999년
9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의결했다.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체제
에 대비하고, 경쟁을 통한 전력원가 절감과 모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한기와 한전기공(한전KPS), 한
전산업개발의 지분을 51% 이상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 2001년까지 민영화 한다는 것이었다.
한전은 민영화 추진 자문사로 설로몬 스미스 바니(Salomon Smith Barney)·굿모닝증권(금융자문), 아더 앤더
슨(Arthur Anderson)·안진회계법인(회계자문), 태평양법무법인(법률자문)을 각각 선정했다. 또한 이들 자문
사 선정과 함께 민영화 관련 실사방침, 세부 매각방안, 일정계획도 확정했다.
이후 한전은 2001년 2월 28일 매일경제와 코리아헤럴드를 통해 한기 발행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공개입찰 신청마감 결과 두산중공업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이후 2001년 12월 19일 실시된
제2차 공개입찰 역시 경쟁 불성립으로 매각 입찰은 실패로 돌아갔다.
두 차례의 경쟁입찰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한전은 2002년 2월 22일 제2차 이사회에서 한기의 증시상장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심의했다. 한기에 대한 두 차례의 매각 실시 결과 모두 유찰됐고 잠재적 투자자들의 인수의사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규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매각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전체 지분의 49% 미만에
대해 우선 증시상장을 추진한 후 경제상황과 시장여건에 따라 추후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기는 2002년 1월 24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준비금 30억 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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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만 원에서 500원으로 액면 분할하여 주식을 1,800만
주로 늘렸다. 이는 기업공개에 대비해 상장주식의 유통가능
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같은 해 3월 6일에는 주식상장업무를 총괄할 주식상장추진
반을 구성했으며, 상장업무를 대행할 주간사 선정을 위해 3
월 16일 한국경제신문에 입찰공고를 했다. 그러나 한기의 주
식상장계획은 민영화 추진 시 사적독점 우려에 대한 재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한전의 의견에
따라 답보 상태에 놓였다.
한편 7월 25일 열린 232회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당
시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배기운 의
원의 한기 민영화 관련 질문에 대해 민영화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축적된 원전기술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질 경쟁이 가능한 노형개방 이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한전은 8월
1

16일 공식적으로 증시상장 주간사 입찰철회를 한기에 통보,
한기의 민영화계획은 사실상 중단됐다.

민영화 대안으로 종업원지주제(ESOP) 모색
1998년 한국
2

경제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구조를 급속하게
시장영역의 확대와 시장기능의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중
심으로 재편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실업률도 사회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급상승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과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속적인 비중 확대는 이에 대한 장·단점을 놓고 사
회·경제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구조

3
1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국회 공개토론회(2001.04.18)
2 한기의 주식상장을 의결한 2002년도 제2차 이사회(2002.03.15)
3 우리사주조합 현판식(2002.04.03)

를 변혁적으로 글로벌 체제에 편입시킨 이면에는 중산층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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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늘리고 회사 주식을 1

괴, 대자본 중심의 시장구조 개편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숙제로 남겨졌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가속화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 공기업 민영화의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였다.
종업원지주제는 근로자의 경영참가 중 하나인 자본 참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보유하는 제도이다. 이때 회사는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한기는 1998년 8월 5일 정부의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강력한 구조
조정과 함께 2001년까지 민영화 하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원조정과 분사, 수
화력부문 매각추진 등 2000년 초반까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급기야 2001년에
는 민간에 51%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는 민영화를 추진했다. 한기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는 그 타당성에 대한 내외적인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원전설계 사업의 경쟁이
형성되지 않은 시장구조에서 대기업으로의 민영화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소유권만 바뀌는
또 다른 사적독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따라 한기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대기업으로의 경영권 매각 방식 대신, 종업원지주제 방식의 매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상대로 정책홍보 전략을 추진했다. 그리고 종업원지주제의 실질적 운영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체적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우리사주조합을 2001년 2월 26일
결성했다. 당시 우리사주조합 결성에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수습사원과 경영
진을 제외하고 전 직원의 95%인 1,697명이 참여했다. 이어서 한기는 2001년 2월 22일 이사
회를 통해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지원”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고 2월 27일 우리사주조합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우리사
주조합을 중심으로 종업원지주제의 사회적 논의와 이해 확산을 위하여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 등과 함께 미국 등의 운영사례를 기획기사 형식으로 보도되도록 지원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당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종업원지주제 도입은 한기 노동
조합 차원의 주장을 넘어 점차 노동계는 물론 사회적인 논의 대상이 됐다. 당시 한겨레신문
등은 공기업 민영화 해법으로 종업원지주제의 도입 검토를 특집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
로 다루었다. 언론이 펼친 주요 논리는 미국의 차입형 종업원지주제의 원리를 공기업 민영
화에 적용하면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민간독점, 고용불안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과 부작
용을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한
기와 같은 인적자원 중심 기업에는 가장 부합하는 제도일 수 있으므로 한기를 하나의 종업
원지주제 사례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를 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02년 1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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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勞)
- 고용불안 해소
-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 회사와 일체감을 통해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기업문화 조성

사(使)
- 경영투명성 확보로 신뢰기업 창조
- 기업생산성 제고
- 노사분규 원인 차단

정(政)
- 매각대금으로 국가재정 충당
- 실업,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예방
- 구조조정 모델 제시
- 분배균등 실현

자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증권거래법 등에서 단순한 종업원 우선배정제도 차원
을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종업원지주제의 현실적 접근이 가능한 우리사주제도의 실시 기반을 마련
했다.
한기에 대한 민영화 중지에 따라 종업원지주제가 실제로 도입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지만, 2003년 임기가 시
작된 참여정부에서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정책과제로 삼고, 대통령 정책실 산하에 우리사주팀을 신설
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정 분배와 종업원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기 민
영화 논의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종업원지주에 대한 논의구조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됐다. 한기와 노동조합은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구조 활성화 분위기와 함께 한기의 민영화 논의 역시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종업원지주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갔다.
우선 노동조합은 민영화에 따른 사적독점 폐해 방지 등을 제시하며 51% 이상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종업원지
주제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더불어 한기는 민영화가 추진될 시점인 2001년 3월 30일 모회사인 한전에 공문
으로 제출한 민영화 관련 건의문을 통해 제시했던 바와 같이 회사의 공익적 측면 및 2차 인수합병 등 방지 수
단에서 종업원지주제의 검토를 회사 입장으로서 건의하였다. 회사의 입장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발전소
설계 특성 및 설계기술 유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매각대신 우리사주조합에 과반수 이상의 지분
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우리사주조합에 51% 이상의 경영권 매각이 어려울 경우 발전소 설계기술 정책
의 계속성 유지 및 회사 안정 등을 위하여 민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전이 3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업원지주제의 추진은 참여정부 임기동안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종업원 소유 기업에 대한 논의와 이해의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
기 때문에 실행단계까지는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한기의 임직원들이 명확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
성하여 새로운 민영화 대안을 모색하고 정치·사회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시
도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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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제 도입에 대한 노(勞)·사(使)·정(政)의 입장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진입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고 GATT 정부조달협정이 1997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발효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엔지니어링사업이 추가로
개방됨에 따라 국내외 엔지니어링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 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
기관이 발주하는 상품, 건설, 서비스 중 한기의 주력분야인 발전소 공공기관 발주의 설계
엔지니어링은 당분간 개방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후 개시된 확장협상에
의해 개방 폭의 확장이 논의됨으로써 언제 시장이 개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시장개방은 국내 시장이 국제시장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다는 것
을 의미했다. 즉 기존에 가능했던 보호육성정책이나, 외국 회사의 입찰을 통한 시장진입
을 제한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 1997년 말 IMF사태에 직면한 한기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발주예정 사업의 취소 또는 연기로 사업수주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수행 중인 대형사업도 연기되는 등 창립 이래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다.
한편 정부는 경쟁촉진을 위해 기존의 투자기관이 수의계약 형태로 자회사에 발주하던 사
업을 경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기는 그동안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던
화력 주계약사업까지 민간기업과 경쟁을 통해 낙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발전 자회사들도 공급단가 낮추기 경쟁, 신규 건설투자 축소 등의 형태로 발전소 건설비
를 감액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곧 사업의 경쟁입찰 추진과 턴
키발주를 촉진하는 요인이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전력공급 과다와 향후 장기적으로는 선진국형의 전력수요 증가가 예
상되어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물량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계획이 발표되곤
했다. 이는 그동안 한전의 신규 발전소 설계에 의존하던 한기의 사업전개 방향을 구조적
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기는 한전 일변도의 수주형태에서 탈피하고자
비한전·비발전분야의 사업수주 확대를 강하게 추진해 나갔다. 아울러 EC사업의 확대 및
유지보수사업 진출,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면허 및 기술자
격의 확보를 통해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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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핵심역량 제고 통해 사업영역 확대
1. 건설사업 영역확대
건설사업 추진과 성과
건설사업 관리분야에서는 원전의 종합사업관리업무 경험을 기반으
로 시작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관리 자문용역과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관리 지원업무
를 수행함으로써 대형 국책사업 사업관리분야의 경험을 보유하게 됐다.
이 중 1996년에 수주한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신공항의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등 사업
전 과정의 사업관리와 기술관리 업무를 사업주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고급기술용역사업이
었다.

1996.12.0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한기는 발전소건설을 통해 구축된
세계적인 종합설계용역(A/E)업체
로서의 능력을 발판삼아, EC사업
의 일환으로 건설사업에 진출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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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항 철도 조
인천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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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컨소시엄사를 물리치고 사업수주에 성공함으로써 한
기의 존재를 대내외에 크게 알렸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
함으로써 한기의 사업관리능력을 한 차원 높이는 동시에 우
리나라 사업관리인프라 확충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한기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설계분야에 이어 한기의 차세대 주사업영역으
로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기는 발전소건설을 통해 구축된 세계적인 종합설계용역
(A/E)업체로서의 능력을 발판으로, EC사업의 일환이 될 건
설사업에 진출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고양종합운
고양종합운동장 준공식(2003.09.27)

동장 시설공사, 남면~약목 간 국도 확장공사, 수원지사 열원
생산시설 증설공사, 대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등 공공기

2000.01.25
우수감리업체상 수상(인천국제공항 감리수행
공로)

관 발주의 토목, 건축, 산업설비 및 전기공사 등 굵직한 공사
를 수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러한 경험과 대외인지도 제고가 바탕이 되어 1998년에는
영주신제조창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 또한 인천국제
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율촌복합화력 민간투자사업, 부산~
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및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주관으로 처음
시행된 2003년도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기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사업
관리 회사임을 공인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전면 책임감리와 같은 대형 책임감리사업을 성공적
으로 완료하여 감리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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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경쟁 입찰이라는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외국의

한편 플랜트 계측제어설비의 종합자동화는 1960년대에 디지털 자동제어시스템(DDC)를
도입하면서 시작됐고, 1970년대 중반 플랜트 제어 집중화로 인한 신뢰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분산형 디지털제어시스템(Distributed digital Control System : DCS) 보급으로 본격
화됐다.
국내 발전소의 경우 1986년 보령화력 3~6호기에 처음으로 분산제어시스템을 갖추었다. 분
산형 디지털제어시스템의 특징은 신뢰성 확보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제어기능을 분산시
키고, 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류, 처리하여 플랜트 운영 및 관리를 원활
히 한다는 점이다.
한기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신뢰성 관련 기술과 20년간 축적된 DCS 기술을 바탕으로 여
러 제작사의 다양한 제품을 각종 플랜트에 적용·공급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각종 산업
설비에 DCS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평가, 공급, 설치, 시운전의 전 과정을
턴키로 공급했다.
한기는 기술 확보 이후 고리 1호기 공정제어, 보호 및 감시설비 개선공사, 삼천포화력 1,2호
기 제어설비 개조공사 등을 수행했다. 이어 울산 석유화학지원 제3단계 열병합 발전설비 확
장 및 DCS 관련 공사, 울산화력 3호기 주연동회로 DCS화 및 주연동회로 DCS 및 BMS 설비
자동화 공사 등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에너지절약사업 수행 및 송배전사업 본격 진출
정부는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 ESCO)제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ESCO사업은 한마디로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인데, ESCO제도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자
는 경제적·기술적 위험부담 없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지위향
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저금리로 자
금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주었다.
한기는 자체 사업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정보수집활동을 벌이던 중 1999년 1월 9일 새로운
사업영역인 ESCO업체로 등록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사업수주를 위한 성능진단, 설비
개선 등의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했다.
이어 2001년에 분당복합화력 열교환기 냉각기 및 NG 가열기에 대한 ESCO사업을 시작으
로 삼천포화력 1,2호기 제매기 매체변경, 분당 2블록 열교환기 냉각기 설치 등 3건의 ESCO
사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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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기는 765㎸ 격상전압사업, 대용량 해저 직류송전 타당성조사, 해외 500㎸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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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풍부한 경험과 신기술을 축적했다.
한기는 이렇게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송변전사업
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후 2001년 5월 765㎸ 신고리-북경남
TL GIS 경과지 선정·환경영향평가, 북경남 SS 부지선정 용
역과 북경남-서경북 TL GIS 경과지 선정·환경영향평가 용
역을 각각 수주했다. 한기는 이 사업을 2003년 3월에 완료함
으로써 국내 765㎸ 변전소 및 송전선로 관련 사업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후 한기는 765㎸ 설비제원 검토 및 변전소 설계기준(안)
을 작성하고, 송전선로 기본설계 사항인 도체선정, 절연설
1

계, 지지물 하중조건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했으며,
송전선로 조립, 가선, 기초 및 강관철탑 품질관리 등 상세설
계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예방진단시스템, 최신 디지털 제
어 및 보호설비를 갖춘 765㎸ 최첨단 가스절연 변전소에 대
한 상세설계 및 765㎸ 1회선 송전선로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행했다.

2. 원전설계기술 자립 실현

국내 원전 건설 사업 수행
한기는 원전설계 기술자립의 기
본 틀을 구축한 것을 계기로 한국표준원전(OPR1000)의 후
속호기를 대상으로 선행호기 설계 및 운전경험을 활용하고,
신기술을 반영한 설계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기술의
2
1 765㎸ 송전선로
2 분당열병합발전소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를 토대로 1995년 3월에는 영광(한빛) 5,6호기 종합설계
와 계통설계사업을, 1996년 11월에는 울진(한울) 5,6호기 종
합설계용역과 계통 설계사업을 수행했다.
이어 한기는 6기의 한국표준원전 건설에서 얻은 역량을 결
집해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성 및 이용률이 향상된 개선형 한
국표준원전(Improved OPR1000)을 개발했다. 2002년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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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송배전 설비사업에 참여함으로

신월성 1호기 원자로설치 기념식(2009.07.27)

는 신고리 1,2호기의 종합설계용역 및 원자로계통설계용역과 신월성 1,2호기의 종합설계
용역 및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각각 수주하면서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을 실증할 기회를 잡
았다.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은 2003년 10월에 국제 원자력 잡지 ‘뉴클리어 엔지니어링(Nuclear
Engineering)ʼ에 발표됨으로써 국제 원전시장에 한국의 원전기술능력을 입증했다.
2002년 12월에는 일체형 원자로 종합설계 1단계용역을 수주하여 2005년 6월에 완료했으
며 SMART-P사업의 플랜트 종합설계용역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330㎿t 규모를 5분
의 1로 축소한 65㎿t급 SMART-P를 설계·건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자력해수담수화와
일체형 원자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사업도 수행했다.
SMART-P 1단계 사업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로 설계 및 건설허가 획득을 목표
로 사업을 수행했다. 이어 2단계 사업은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SMART-P의 건설
및 시운전을 목표로 수행했다.

KEDO(북한 경수로) 사업 수행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에 이상기류가 감돌았
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뒤 북한과 미국 간에 전쟁 직
전의 긴장관계가 조성됐고 이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와 김일성의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 제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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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했지만 북미 간
에 합의됐던 제네바협상을 통해 핵문제가 일괄 타결됐다.
그리고 그 합의사항의 하나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목
적으로 설립된 국제 콘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ement Organization :
KEDO)가 출범한다.
1996년 3월 20일 한전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하는 북한 경수로 건설의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한전은 북한의 흑연감속로 폐쇄 대신 경수로 원전을
건설해주는 KEDO 원전 건설공사를 책임지게 됐다.
그리고 한기는 1998년 8월 한국에너지개발기구가 발주
한 KEDO 원자력 1,2호기의 종합설계 1차 용역을 수주하여
1999년 6월까지 완료함으로써 한기의 설계기술역량을 국제
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어 1999년 12월에는 KEDO 원자력 1,2
호기 종합설계용역과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각각 수주했다.
KEDO와 한전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열다섯 차례에 걸
친 공식협상과 수차례의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주계약 체
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12월 15일 주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했다.
1

한편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1997년 8월 19일에는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졌으며, 한전
은 주계약 체결 직후인 1999년 12월 28일에 한기와 플랜트
종합설계계약을, 두산중공업과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을, 한국
원전연료(한전원자력연료)와 핵연료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
했다. 이어 2000년 12월 22일에는 합동시공단과 주설비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KEDO-한전 간 체결된 주계약은 2000년 2월 3일 발효됨으
로써 경수로건설은 본공사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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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O 원전 협력계약체결 서명식(1999.12.28)
2 KEDO 원전부지 정지공사 착공식(1997.08.19)

욕적으로 전개했던 북한 경수로 사업은 2002년 10월, 미국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Ⅲ _ 시련을 뛰어넘고 내일로 도약하다

해소되고 한반도에는 평화무드가 조성됐다. 아쉽게도 김일

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대고비를 맞은 이후 잇따른
회담 실패로 2006년 5월 31일 끝내 미완의 사업으로 종결됐다.

3. 가동원전사업 수행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가동원전사업은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
치를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원전 가동을 위해 설비 평가, 설계, 구
매, 시공감리 등을 수행하며 주요 기기 및 설비의 교체, 인허가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원전
의 안전성,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한기는 발전소 출력증강을 위해 주계통의 성능분석, 주기기 및 보조기기 건전성 평가, 안전
분석 및 재해 평가 등을 수행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설비변경 방안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
여 대규모 설비변경 없이 적은 비용으로 원자로 출력을 증강함으로써 원전의 경제성 향상
에 기여해 왔다. 또한 원전 설비용량이 단기간에 증강됨에 따라 전력수급에도 기여했다.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연장운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성 평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
히 연장운전을 위한 노후계통/설비의 진단 및 교체기술과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모든 손
상평가와 관련된 해석기술을 축적했으며, 원전 주요기기의 건전성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했다.

원전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한기의 원전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의 범위는 크게 발
전소의 안전성, 운전성, 유지보수성 향상 기술지원, 가동원전출력 증대, 노후 계통과 설비의
진단 및 교체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원자력사업의 건설이 축소 조정되는 상황에서
한기의 미래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력 대체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한기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고리 1호기의 공정제어 보호 및 감시설비
개선공사 용역 등 다양한 가동원전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원전의 공정제어 보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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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 신호체계 일원화에 기여했다.
2002년 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수행한 고리 2호기 발전소
소내 주전산기 교체 용역은 고리 2호기의 소내 주전산기계
통의 교체에 필요한 기자재 설계, 제작, 검사, 시험, 소프트웨
어 도구 및 공사설계 등을 총괄 수행한 사업이었다. 한기의
1

총괄 하에 발전소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모든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설계를 진행했으며, 삼창기업은 하드웨어
구매 및 제작, BNF 테크놀로지는 관련 소프트웨어 구현 및
시험에 각각 하도급사로 참여했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수행한 가동원전 출력증
강 기술개발 용역은 원전 설계기술의 핵심분야인 핵연료, 노
심, 핵증기공급계통(NSSS), 이차계통 및 터빈/발전기의 계통
및 기기 안전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출력
증가량에 따른 원전의 설계 및 운전의 주요 열수력학적 인자
와 안전 및 운전여유도를 총체적으로 재설정하고 검증하는

2
1 가동원전 설계기술 지원용역 계약체결 자축연(2001.03.27)
2 가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 제2차 사업추진회의(2003.11.10)

사업이었다.
한국표준원전과는 달리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에 대해서는
당시 국내에서 관련 설계 기술이 자립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출력증강 적용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운
전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은 증기
발생기, 터빈 등 노후설비 교체 필요성이 다른 노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한기는 설비교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해 출력증강 기술을 개발, 고리 3,4호기 및 영광(한빛) 1,2호
기의 출력증대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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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현장계기 및 지시계의 개선은 물론 설비개선을 통한

4. 다양한 환경사업 수행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설계기술 확보
정부는 1990년에 환경
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구의 환경상 위해
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했다. 이와 함께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제정하
여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이미
오염된 환경은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
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이들 법률을 통해 생활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및 기타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했다. 이 중에서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업계의 기술 및

(1997.01.31)
축소 모형
황흡수탑
탈
형
국
한

1996.11.14
서천화력 1,2호기 배연탈황 설치공사 수주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적용기간을 설정하여 점차 강화했다. 이에 따라 1단계 1995
년부터 1998년, 2단계 1999년부터 2004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규제기준이 한층 강화된
3단계를 적용했다.
한편 화력발전소가 강화된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면서 개발지역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키
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을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는 배연탈황설비, 배연탈질설비가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이에 한기는 자체
적으로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기술을 확보, 화력발전소 종합설계를 수행할 때마다 이들 설
비의 설치를 종합설계역무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업무로서 수행했다.
특히 한기는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세계적으로도 적용 실적이 가장 많은 습식 석회
석-석고법의 탈황설비 개발에 성공, 많은 발전소에 적용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 습
득한 경험과 회사 보유기술을 접목, 탈황설비의 설계뿐만 아니라 턴키사업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다.
한기의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설계는 1994년 11월 영동화력 2호기 사업을 필두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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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에 적용됐다. 이후 설계기술에 시공기술을 접목하여 탈황설비를 턴키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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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탈황설비 설계용역을 완료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다양한 배연탈황설비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당진화력 5~8호기, 삼천포화력 1~4호기, 태
안화력 7,8호기, 보령화력 7,8호기, 영흥화력 3,4호기, 하동화력 7,8호기의 탈황설비 설계용역 등이었다.

배연탈질설비 설계 및 건설
한기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환경규제치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1996년에 탈질설
비에 대한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2000년에는 2002 월드컵대회에 대비한 수도권 배출허용기준 강화 차원에서
발주된 서울화력 4,5호기 탈질설비 설계용역을 관련 업계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했으며, 이후 다
양한 화력발전소 탈질설비를 설계·준공했다.
이렇게 한기는 배연탈질설비 설계와 건설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했다. 환원제의 종
류와 설비형식, 계통구성과 그 배치방안 등에 대한 기술성 및 경제성 검토,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

1998.02.05

2001.04.01

미국 Black&Veatch, 독일 Teagag와
탈질설비촉매 환원법분야 공동개발

삼천포화력 1~4호기 탈황 및 3,4호기
탈질설비 설계용역 수주

지원, 공급사 도서의 검토 및 승인업무, 시공 및 시운전 지원
업무, 사업주 기술지원업무 등이었다.
특히 한기는 질소산화물의 제거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우수
하며 세계적으로도 실적이 많은 선택적 촉매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SCR) 탈질설비를 성공리에 설계·준공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습득한 경험기술
과 한기가 보유한 기술을 접목하여 탈질설비의 설계뿐만 아
니라 턴키사업을 수행할 능력까지 확보했다.
한기는 이렇게 확보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부
터 2003년까지 서울화력 4,5호기, 인천화력 1,2호기, 영남화
분당복합화력 KoNOx 탈질설비

력 2호기의 탈질설비 설계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당진화력
1~8호기, 태안화력 7,8호기, 삼천포화력 3,4호기, 보령화력 7,8
호기, 영흥화력 3,4호기, 하동화력 1~8호기의 탈질공정사업을
2000년대 중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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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준공했다. 이렇게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서천화력 1,2호기 배연탈황 설치공사, 태안화력 5,6호기, 영

특히 탈질설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한기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는 물론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전
공정을 턴키방식으로 수행했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남제주화력 1~4호기의 탈질설비를 준공했다.

분당복합화력 6호기 저온탈질설비 구축
2005년 1월 정부는 기존의 기준보다 크게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기
가스 배출허용기준(기존 150ppm, 신규 50ppm)을 적용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탈질설비를 갖춘 발전시설
이나 생산설비의 건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환경 관련 기술개발을 꾸준히 추진
한 한기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였다.
탈질설비 건설을 위해서는 실증된 저온탈질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질소산화물 제거 시스템의 국산
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특히 가동 정지가 빈번한 국내 발전설비의 운전 특성상 저온에서 NOx 및 NO2 제거
가 가능한 탈질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상용 촉매 사용 시 300℃ 이상의 고온까지 배기가스 온도를 올렸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 가열 설비를
도입해야 했다. 이는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용을 과다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추가 가열
2002.03.06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종합설계기술용역 수주

한기가 개발해 국산화한
기술은 고온탈질공정에서
요구하는 배기가스온도
(운전온도 300℃ 이상)에
비해 훨씬 낮은 배기가스
온도(200℃ 이상)에서도
탈질효율 80% 이상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 결과
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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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및
탈질사업 공동수행 협력

IAE KoNOx 촉매공급

.13)
계약서 체결식(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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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합화력의 경우 배열회수보일러(HRSG)의 유효 공간 부족으로 저온구간 내에 다단
의 탈질 설비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했다. 기존 상용 촉매 사용 시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보일러 튜브의 30% 이상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보일러 개조 비용 및 개조
에 따른 열효율 저하가 불가피했다.
한기는 그동안 환경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저온탈질촉매
를 사용하여 국내 최초로 저온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분당복합화력 6호기의 탈질설
비 시범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한기가 개발해 국산화한 기술은 고온탈질공정에서 요구하
는 배기가스온도(운전온도 300℃ 이상)에 비해 훨씬 낮은 배기가스온도(200℃ 이상)에서
도 탈질효율 8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결과를 입증했다.
화력발전소의 배연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로 대별되는데, 그동안 황
산화물에 대한 처리법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으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리방
법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착안하여 한기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저온 촉
매를 이용한 탈질공정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었다.

2003.04.16

2003.10.15

국내 최초 개발 저온탈질촉매
정부 신기술(NT) 인증 취득

저온탈질시스템 시범화사업 완료보고 및
시연회(분당열병합)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참여
한기는 2003년 3월 에코에너지와 「사회간접자
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LandFill Gas : LFG) 자원화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에코에너지가 추진한 수도권 매립가스 자
원화사업은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
화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설 준공 후 연간 최고 2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기는 사업 참여에 앞서 환경부의 의뢰를 받고 수도권
매립지 가스자원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 전체 가스의 최대발생량은 하루 평균 130만㎥로 이 가운데 80만㎥를 2040년까지 안정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평균 80만㎥의 가스를 자원화하면 시간당 50㎿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
는 약 1만 7,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다. 또한 연간 탄소 137만 톤의 온실
가스 저감효과가 있으며, 향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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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도입이 필요 없는 새로운 저온 탈질 공정 시스템 개발이 시급했다.

관한 UN기후협약(UNFCC) 사무국에서 인정받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연간
137억 원 상당의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후 에코에너지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총 686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시간당 발전용량 50
㎿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가스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한기는 직접 본 사업의 타당
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지분참여 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57억 9,300만 원
을 투자하여 24.4%의 지분을 확보했다.
2006년 12월 12일 수도권매립지내에 설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50㎿ 매립가스발전소가 준
공식에 이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로써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이용하
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악취 등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
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고유가시대에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
하여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를 실현하게 됐다.
그러나 한기는 수도권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이 궤도에 올라서기 전인 2007년 지분을 매각
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다. 2005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이
나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출자를 금지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한
기는 2007년 3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분매각을 승인했지만 차입조건 변경으로 주주이익
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각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주식 매각상의 문제를 해결한 끝
에 2008년 2월 에코에너지 이사회로부터 주식 매매승인을 받아 같은 해 3월 5일 한국인프
라이호투융자회사에 1주당 6,600원에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총 매각금액은 76억 4,700만
원으로 투자에 따른 이익은 18억 5,400만원이었다.

)
(2006.12.12
시설 준공
50㎿ 발전
업
사
화
가스 자원
립지 매립
수도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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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화력발전소 탈황폐수 총질소저감설비 준공(2006.07.27)

03
기술고도화로 첨단 플랜트 엔지니어링 시대 견인
1. 한국표준원전 설계개선사업 추진
개선형 한국표준원전(Improved OPR1000) 사업
우리나라는 1984년 정부차원에서 수립
한 원전기술자립계획에 따라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 원전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미국
CE의 1,300㎿급 원전인 System 80의 원자로계통 설계를 개선하여 영광(한빛) 3,4호기를 건
설했고, 이를 참조 모델로 하여 한국표준원전을 개발했다. 그리고 1998년 울진(한울) 3호
기와 1999년 울진 4호기를 준공하며 한국표준원전을 정착시켰다.

1998.01.26
한국표준원전(OPR1000) 설계개선용역 수주

한국표준원전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한기는 선행호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표준원전의
설계·건설·운전 및 정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1997년 2월
에는 한전과 함께 원전설계 경제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계개선전담반 구성과 장단기
설계개선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3월과 4월에는 설계개량화 회의를 정례화
했다.
1997년 7월 한기는 설계개량화 추진방안 협의내용을 토대로 원전건설의 사업관리, 설계관
리, 구매관리, 시공관리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원전건설 국
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후속조치로 공사비 절감, 건설공기 단축
을 포함한 한국표준원전 설계개량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부분적 설계개선 형태에서 벗어난 종합설계개선, 즉 한국표준
원전을 기술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원전 설계 및 건설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게 됐다. 공사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전의 핵심인 한국표준원
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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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일정으로 설계개선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1단계 사업으로 같은 해 6월의 한국표준
원전 본관건물 기본배치 개선안 확정과 함께 이듬해인 1999년 1월까지 총 5회의 설계개선
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개선사항 323개를 도출하여 예비 검토한 결과 103개
사항을 최종 상세검토 항목으로 선정했으며, 각 사항별로 기술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87개
사항을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에 적용했다.
1999년 10월에는 설계개량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과 한국표준원전 설계개선 2단계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1년 10월까지 24개월 동안 2단계 사업을 추진했으며,

1999.10.22
일체형 원자로계통설계 개발용역 수주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종합설계
용역 계약서명식(2002.08.09)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던 2001년 2월에는 신고리 1,2호기를 대상으로 설계개선 3단계 사
업에 들어갔다.

신고리 1,2호기 설계
한기는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대에 건설하는 신고리 1,2호기의 종합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를 수행했다. 2002년 8월 설
계에 들어간 한기는 신고리 1,2호기를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으로 설계하면서 기존의 표준형
원전의 설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신공법을 도입하여 경제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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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기는 개선형 한국표준원전(Improved OPR1000)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1998년 1월

특히 전원 공급 없이 동작하는 수소제거설비(PAR)는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기존에 추진했던 부분적인 설계개선 대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계개선으로 한국표준원전의 기술성과 경제
성을 크게 제고했다.
한기는 신고리 1,2호기 설계를 통해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
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원전설계기술을 확보하고 설계기술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원전기술의 해외
수출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신고리 1,2호기 원자로 계통설계 부문에서는 한국표준원전 설계개선 1,2단계를 통해 도출된 화학 및 체
적 제어계통의 최적화,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의 설계, 영구수조밀봉체 설계,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설계
및 발전소감시정보계통, 기기 노후화에 대비한 노심보호연산기 설계, 선행호기 운전경험을 반영한 계측장비
의 전원공급기 이중화 등을 포함시켰다.
신고리 1,2호기는 준공 이후 약 160억㎾h의 전력을 생산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약 77%, 울
산광역시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약 56% 수준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간 약 6,000억 원의 유류대체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약 1,2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
어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겨울철 전력부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호기 대비 신고리 1,2호기 개선사항
항목
명칭
안전성 향상

선행호기(영광 5,6호기/울진 5,6호기)
한국표준원전(OPR1000)
-6

노심손상확률 : 7.27 x 10 /yr

신고리 1,2호기

비고

개선형 한국표준원전(Improved OPR1000)

수출전략에 따라
OPR1000으로 명명

노심손상확률 : 6.62 x 10-6/yr

약 9% 안전성 향상
경제성 제고
(건물체적 15% 감소)
경제성 제고 및
시공품질 향상

건물배치 최적화

양호기 평행이동 분리배치

신기술/신공법

- 원자로냉각재 배관 수동용접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양호기 5개동을 1개의 복합건물에 통합배치 및
공법개선
- 원자로냉각재 배관 자동용접
- 합성(철골-철근) 구조(보조건물 /복합건물)

원자로상부 구조물

분리형

일체형

정비편의성 제고

온배수저감

표층취수/표층배수

표층취수/수중배수

환경친화적

신월성 1,2호기 설계
신고리 1,2호기 종합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에 이어 한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약 102만㎡ 규모의 부지에 총 공사비 약 4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신월성 1,2호기의
종합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도 수주했다.
한기는 신월성 1,2호기 종합설계에 있어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설계경험을 토대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개선형 한국표준원전 설계를 적용했다. 아울러 원자로 냉각재 배관의 자동 용접으로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1차
계통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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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최첨단 시공법을 도입해 최고 품질의 발전소 설계를 지향
했다. 저온의 심층해수를 취수함으로써 온배수의 배출 수온
을 낮추고 심층에 배수함으로써 온배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
치는 효과를 최소화했다.
신월성 1,2호기 설계가 한창 진행되던 2005년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됐다. 이후 1차 감
축대상인 36개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줄여야 했다. 우
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이 세계 9위(2002년 기준)로 2차 의무 감축 대상 기간인
2013~2017년에는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기술자문계약 서명식(2003.12.17)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2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그 중 94%가 에너지(83.4%) 및 제조공정(10.9%)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토의정서가 정한 평균수준인 1990년
대비 5%를 감축한다면 2010년 예상배출량 5억 9,400만 톤 중
3억 6,600만 톤을 줄여야 했다.
우리나라가 늘어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세
우지 못한다면 전력산업의 피해예상 규모가 CO₂배출량
을 1995년 수준으로 감축할 때 2020년에는 2조 9,000억 원,
2030년에는 7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기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 에너지로서
세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원자력 분야에서 친환경적
이고 안전한 원전을 건설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원전설계 고도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산화탄소
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공
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했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Ⅲ _ 시련을 뛰어넘고 내일로 도약하다

또한 일체형 원자로 상부 구조물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는

2. 차세대원자로 APR1400 개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추진
차세대원자로(APR1400) 기술개발 과제는 1992년 12월
부터 2001년 12월까지 9년간 진행된 국가 G-7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는 산업자원부와 국
내 전 원자력 산업계가 참여했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과제 주관기관으로 기술개발 및 총괄
업무를 수행했으며 한기는 차세대 원전의 표준 설계를 개발하여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
는 데 주력했다.
한기는 국가 차원의 개발 과제를 통하여 국내 원자력산업의 기술 능력을 한 단계 더 향상
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과제의 최종 목적인 APR1400 표준 설계 인가를 2002년 5
월에 획득함으로써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APR1400은 이후 신고리 3,4호기 노형으
로 확정됐다.
한기는 APR1400 개발 과제를 9년에 걸쳐 3단계로 수행했다. 1단계는 1992년부터 1994년까
지로서 노형 평가 및 비교 분석, 4000㎿t급 개량형 원전으로 노형 확정, 설계 기본 요건 정
립과 개념 설계를 수행했다.
2단계는 1995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로서 설계 세부 요건 정립, 기본 설계 개발, 그리
고 표준 안전성 분석 보고서(SSAR) 발행, 주기기에 대한 설계 사양서 개발 및 제작성 검토
역무를 수행했다.
이어 3단계는 1999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진행됐는데, 이 단계에서는 우선 안전성과
경제성이 조화된 발전소를 위한 설계 최적화에 주력했다. 아울러 설계 최적화에 따른 표준
안전성 분석 보고서의 개정, 표준 설계 인가를 위한 인허가, 그리고 설계에 장기간이 소요
되는 설비들에 대한 상세 설계를 수행했다.
APR1400 개발은 산업자원부가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위원회’를 통해 총괄했다. 또한 한
전은 기술개발 주관을 위해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단’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기, 한

APR1400 개발 참여 기관별 주요 역할
참여 부처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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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산업자원부

기술개발 주관 및 기술개발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과학기술부

G-7 과제 평가, 관리 및 인허가 기술개발 지원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관리, 설계검토 및 정보관리체계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규제요건 및 지침 개발, 설계 안정성 검토

한국전력기술

원자로 계통 및 플랜트 종합설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계통 신기술 연구개발 및 NSSS 계통설계 개발

두산중공업

기기설계 및 제작성 검토

한전원자력연료

초기 노심 및 연료 설계

신형로센터(CARR)

중대사고 연구 등 핵심기술 연구

197

원자력연료 등이 역할 분담을 했다.
APR1400 개발에 참여한 기관이나 업체들은 정해진 기간 안
에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최적의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기술연구, 설계 개발, 정보관리체계 개발, 안전규제 개발
및 사전 안정성 검토 등을 분야별로 분담해 수행했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 안전 규제 요건에 대한 체계 정립을 위
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안전 요건 및 규제 지침을 개발
했고, 표준 설계 인가를 법제화 했다. 그리고 표준 설계에 대
한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과학기술부는 뒤에서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 사업은 정부·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범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앞선 APR1400
APR1400은 한국표준
원전인 OPR1000을 업그레이드하여 개발한 차세대형 표준
원전이다. 발전용량은 1,000㎿에서 1,400㎿로 키우고 계속운
전 갱신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최첨단 원전이다.
APR1400은 원전 선진국들이 만든 3세대 원전을 뛰어넘는
강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안전성 측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APR1400 표준 설계를 포괄 부지 개념에
1

따라 암반 및 토양 조건에서 0.3g 내진 요건을 모두 만족하
도록 지진에 대한 대처 설계를 수행했다. 두 개의 발전소가
종방향 평행 이동형으로 배치되도록 했으며, 양 호기 중간
에 복합 건물을 배치했다. 주요 기기 배치에 대해서는 3차원
CAD를 이용하여 정비 작업 및 인출 공간, 작업 동선 등의 최
적화를 실현했다.
한국표준원전 대비 제일 큰 차이점은 보조 건물의 4분면 배

2
1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원자로계통설계 개발용역 수주(1997.05.02)
2 APR1400개발에 활용된 3D-CAD 통합시스템 발표회(1997.07.30)

치였다. 이는 4개 구역(Division)의 안전 계통을 각각 4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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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두산중공업, 한전

에 격리 배치함으로써 화재·홍수·지진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한 차원 더 높게 향상시킨 것이었
다. 격납 건물은 표준원전과 동일한 원통형 PS 콘크리트 격납 건물을 채택했다. 안전 주입 계통은 개량형 원전
요건에 따라 기계적으로 독립된 4개의 안전 주입 계통에서 원자로 강수관에 직접 주입되도록 설계했으며, 안
전 주입 계통은 안전 주입 탱크와 펌프로 구성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의하면 APR1400이 고압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대처 능
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원전 대비 고압 안전 주입 계통의 용량을 2배로 증대해 안전성 측면에서 최적화를
이루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APR1400은 3세대 원전 중에서 단연 앞선 기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소재
에서부터 최종 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한 공장에서 처리하는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춘 덕분
이었다. 현재 일괄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와 프랑스 기업 두 곳뿐이다.

APR1400 적용한 원전 건설
APR1400의 개발과 함께 한기는 APR1400을 적용한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해
종합설계용역과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포함해 다양한 역무를 수행했다. 2006년 8월 28일 한기는 신고리 3,4
호기 종합설계용역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로계통설계용역계약을 두산중공업과 체결했다. 신고리 3,4
호기는 국가선도 기술개발사업(G-7)과제로 개발한 1,400㎿급 신형경수로(APR1400)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프
로젝트였다. 기존의 한국표준원전 보다 발전용량이 40%가량 증가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APR1400은 이후 국내 원전의 주력노형으로 후속 신울진(신한울) 1,2호기 등에도 적용했으며 2009년 아랍에미
리트에 수출했다.
2007년 12월 24일 한기는 신울진 1,2호기 건설을 위한 종합설계용역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로계통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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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신울진 1,2호기 종합설계용역과 원자로계통설계용
역을 초기분과 후속분으로 분리하여 계약을 추진했는데, 당
시 계약은 초기분에 해당됐다.
울진(한울) 5,6호기 부지 남쪽에 인접하여 건설되는 신울진
1,2호기는 신고리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기술기준적용일
1

(Code Cut-off Date)을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설계에 들
어갔으며 설계최적화, 신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개선하고, 정부주도로 국산화를 추진 중인 원전
핵심기자재(RCP, MMIS)를 설계에 반영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
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국내에서 원전비리사건
이 발생함에 따라 39개월의 계약연장이 이루어졌다. 한기는

2

신울진 1,2호기의 설계개선을 추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
고를 반영하여 도출한 33개의 건설원전 적용 개선대책과 미
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강화대책을 모두 예비설계
에 반영했다. 신울진 1,2호기 사업은 선행호기와 다른 계약
적 특징을 지녔다. 물가변동에 의한 인상률 적용에 있어 엔
지니어링 노임단가 인상률과 한기 인건비 인상률 중 낮은
것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울진 5,6호기 이후의 계약조건과

3
1 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용역 한수원직원 교육훈련과정 개강(2007.04.02)
2 신울진 1,2호기 종합설계용역 사업착수회의(2009.07.02)
3 신고리 5,6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체결 기념 자축연(2014.04.11)

는 달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인상률만을 적용하는 조건으
로 개선했다. 한편 신울진 1호기는 39개월의 계약연장에 의
해 당초 목표보다 늦어진 2015년 12월, 2호기는 2016년 12
월을 공사 완료시점으로 수정했다.
한기는 2014년 4월 1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고리 5,6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각
각 준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사업을 수행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신고리 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건설되는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으로, 국내 건설
원전 최초로 항공기충돌영향평가 결과와 각 호기 전용 안
전성관련 대체교류발전기 신설 개념이 반영되고 보다 강화
된 내진해석 요건 등 최신 규제요건이 적용되어 안전성을 획
기적으로 향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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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산중공업과 각각 체결했다. 이 사업은 선행호기 계약과

3. 차세대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
정부는 1984년 9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
소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실정에 맞는 500㎿급 표준석탄화력 건설을 추진하되, 그동
안 해외기술에 의존하던 발전소 건설을 독자기술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설계기술 국산화
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설계기술 국산화에 들어간 한기는 새로 개발하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계통구성과 기기 형식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들이 대
부분 드럼형 보일러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한기는 표준 모델에서 관류형 보일러, 초임계압,
첨두 및 중간부하용 일일기동정지 방식 등을 채택했다.
또한 한기는 국내외에 건설된 500㎿급 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성능과 실적이 우수한
발전소를 참조발전소로 선정했다. 이들 참조발전소 운영을 통해 검증된 설계자료와 선진기
술의 발달추세에 국내 실정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설계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1995.05.04
영흥화력 1,2호기 종합설계기술 용역계약 체결

한기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개발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했다. 1984년 9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제1단계 기간에는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참조발전소의 개념을 정립했
다. 이어 1985년 8월부터 1986년 7월까지의 2단계 기간에는 1단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
적 발전소의 주기기 입찰안내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개발된 500㎿급 석탄화력 표준설계는 보령화력 3,4호기에 처음 적용했다. 그리고
1993년 4월과 1993년 6월 마침내 보령화력 3,4호기가 각각 준공되면서 우리나라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 발전시대를 개막하게 됐으며 동시에 초임계압 발전소시대를 열었다.
한편 표준석탄화력 기술개발 후 500㎿급 석탄화력 건설에 반복 적용함으로써 설계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미비점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해 신뢰성과 경제성
을 더욱 높임으로써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실제로 보령화력 5,6호기 등 총 20기의 500㎿급 석탄화력 후속기 건설
에 표준설계가 반복 적용됐으며, 이들은 모두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갖춘 가운데 안
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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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정부의 발전연료 다변화정책에 따라 500㎿
급 표준석탄화력 기술을 개발했으나, 이 무렵 국내외에서 환경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
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 것이었다.
이에 정부와 한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고효율화, 대용량화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한
기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500㎿급 석탄화력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800㎿급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한기는 합리적이며 우수한 새로운 대용량 석탄화력 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993년
2월 9일 대용량 석탄화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전으로부터 수주해 같은 해 12월 8일

2003.02.28
영흥화력 3,4호기 건설 설계기술용역 수주

까지 수행했다. 그 결과 차기 대용량 석탄화력 운용방식은 부하추종이 가능한 기저부하용
으로 건설해야 하며, 경제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용량을 격상해가면서 건설해야 한다
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토대로 한기는 향후 건설하는 국내 대용량 석탄화력의 용량으로
800㎿급을 제시했다. 용량별 기술성 검토결과 미국 NERC 자료에 의하면 800㎿급이 가장
신뢰성 있게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내 A/E 능력, 발전설비 설계·제작 능력
을 고려했을 때 800㎿급이 국내 기술자립 측면, 국산화율, 향후 수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타 용량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기는 영흥화력 1,2호기 건설을 통해 800㎿급 석탄화력 설계기술을 확보하면서, 경제성
제고, 발전소 건설비 절감, 설비효율 개선 등에서 획기적인 대용량 석탄화력 시대를 열게
됐다. 이어 한기는 영흥화력 3,4호기 건설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전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며 인도 TATA 그룹에서 건설하는 4,000㎿ Ultra Mega Power
Project(UMPP, 800㎿×5Units)에 대한 기술자문용역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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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

영흥화력 1.2호기 착공식(1999.10.19)

원전 규모의 차세대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
한기는 대용량 석탄화력 기술 개발
과 함께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할 때 문제가 되는 CO₂, NOx, SO₂, 분진 등의 오염물질
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았다.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배출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에는 가압유동층 발전(PFBC)이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 USC) 발전기술이 있다.
가압유동층 발전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은 청정석탄의 신기술로 각광 받았지만 설비
용량에 제한이 있고, 높은 초기 투자비도 문제였다. 초초임계압이란 석탄화력 발전시스템
의 증기온도와 압력을 획기적으로 올린 차세대 화력발전기술이며 대용량, 고효율, 환경친
화형 기술이다.
한기는 발전용량 500㎿급(초임계), 800㎿급(초초임계)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경험을 바
탕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초임계압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설계기
술 개발을 추진했다. 이어 풍부한 석탄화력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차세대 화력발전
의 종합설계분야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 2007년에 1,000㎿급 석탄화력 설계기술 기반을
완료했다.
한기는 이렇게 확보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2007년 당진화력 9,10호기, 삼척화력 1,2호기, 태
안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신서천화력 등에 적용함으로써 1,000㎿급 석탄화력
발전소를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핵심모델로 정착시켰다.
한기가 개발한 1,000㎿급 석탄화력 설계기술은 주증기 온도가 600℃ 이상이며 재열증기
온도는 610℃ 이상으로, 기존 초임계압 화력발전소에 대비하여 2% 이상의 효율 향상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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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출권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실현하며, 최고 수준의 환경 친화적인 발전소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설계기술 개발에 있어 아역청탄을 50%까지 섞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탄종 연소보
일러를 채택함으로써 석탄수급여건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1,000㎿급 발전소로는 세계 최초로
50inch급 최종익(LSB)을 적용, 직렬 4류형 TC4F(60Hz) 형식의 배열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터빈 발전기의 기
술성 및 경제성을 제고했다.

4. 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고도화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고도화
원자력발전소 설계분야의 기술자립은 이뤘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외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분야에서 Know-why(원리의 구명) 확보를 통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한기는 기술고도화의 목표를 발전소 설계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두었다.
여기서 기술고도화란 ‘국제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독자적 발전소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였다.
한기에서 추진했던 분야별 기술고도화는 먼저 원자력설계분야에서는 표준발전소 설계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개량형 및 격상용량 발전소의 성공적인 설계개발(Improved OPR1000, APR1400)을 들 수 있다. 또한 표준 및
격상 발전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심층적인 개량과 정부주도의 신원전(중소형 원자로 등) 노형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했다.
화력설계분야는 200㎿급 석탄화력, 표준석탄화력(500㎿) 및 격상 표준화력(800㎿)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설
계개선 모델을 개발하고, 오리멀전발전소 설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CCT) 설계, 매립가스(Landfill Gas :
LFG) 및 폐기물고형연료(Refuse Derived Fuel : RDF) 발전소 설계, 송변전 관련 기술의 개발을 포함했다.
발전소 O&M의 경우 발전소 유지, 보수, 운영, 수명연장, 성능개선,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제염기술, 중·저준
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관리기술의 개발을 대상으로 했으며, 환경기술의 경우 저온탈질촉매의 상용화 및 설
비건설 기술의 개발을 대상으로 했다.
기술자립과 기술고도화의 차이
기술자립

기술고도화

해당분야의 특유 기술
· 기술력이 핵심
· 기술도입으로 확보 가능

회사의 특유 기술
· 기술력(기본) + 인력 & 조직 운영
· 회사의 전반적인 활동 결과

대상이 결정
· 목표 명확(표준발전소)

대상이 가변적
· 무빙 타깃(끊임없이 추진)

구매 걱정 없이 설계
· 설계의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

설계된 제품의 판매를 지향
· 설계된 제품의 경쟁력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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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했다. 이렇게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는 고효율 발전 운영에 의한 연료 수입량의 감소와 더불어 CO₂배

그리고 EC화 관련 기술의 경우 사업관리능력의 제고 및 사업관리 경험을 근간으로 건설관리(CM) 능력을 확
보하고, 구매관리 및 자금조달 분야는 화력분야를 중심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능력을 확보하되 필요에 따라 원
자력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사업분야별 기술고도화 추진방안으로 원자력발전분야의 경우 기술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술 도입선에 종속된
기술을 한기화하고 선진국의 신기술 개발에 동조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했다. 아울러
표준원전의 경제성 제고 및 설계 최적화, 차세대 원전의 성공적 개발, 설계/해석 전산코드의 국산화 추진, 미
자립 요소의 기술개발, 운전 및 보수 관련 기술의 확보, 해체 및 폐기물 처리기술의 개발 등 미래기술 개발을
포함시켰다.
화력분야의 경우 발전소 건설비 절감을 위한 설계 개선 및 설계 최적화, 신형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 노후
발전소 운전개선 및 설비개선 기술개발, 발전소 설계자료의 DB화 및 건설 물량의 DB화, 송변전분야 종합설계
프로그램의 개발, 미자립 요소의 기술개발이 필요했다. 또한 해수담수화, 조류/조력 발전 등 미래사업에 대비
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환경분야는 발전소와 관련이 있는 사업성이 우수한 분야에 한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저온탈질
촉매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 수질개선 설비, LFG 자원화설비, RDF 발전설비 등 폐기물 처리설비 설
계기술 개발도 목표로 했다.
EC분야의 경우, 사업수행을 통한 경험인력의 확보 및 인력양성이 필요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사업관리 전산
시스템의 확보, 건설사업관리 용역수주를 통한 경험 및 자료/정보의 축적, 구매기술업무 수행기반의 조성, 구
매 전문인력의 육성 등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턴키사업 수행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영역 다각화분야의 경우, 초기 건설 투자비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으로 신규 원전건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 및 운전효율 제고로 증대되는 전력수요에 대처(O&M사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한기는 발전소 운영개선, 수명관리, 성능진단 및 설비평가, 인허가지원, 설비변경
설계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전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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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연장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술과 송변전사업 및 환경사
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설정했다. 취약분야 및 사업
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 운영자료 확
보 및 체계적인 정리를 병행하며, 발전소 현장활동을 강화하
여 고객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나갔다.
1

설계전산화분야의 경우 IPIMS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Web화
를 통한 발전소건설 참여기관과의 정보 유통체계 확립, 한기
특유의 통합가동원전시스템 개발 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
로 했다.
또한 해체사업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시설과 노
후된 발전용 원전의 해체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도
TRIGA MARK Ⅱ 해체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또한 중·저준

2
1 대한민국 CM대상 동상 수상(2005.04.27)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종합설계용역 계약체결 기념행사(2006.11.27)

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운영해야 하므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그 대비책을 강구하는 방향
으로 설정했다.
해양에너지 개발의 경우에는 설비투자비에 비해 발전용량
이 적어 경제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고효
율 발전기 개발 및 해양구조물 건설기술 등 관련기술의 급속
한 발전으로 기술적·경제적 실용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
후 대체에너지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했다. 아울러 공업용수 부족으로 대체 용수원을 확보하
기 위한 해수담수화설비 시장이 확대되는 현실도 감안했다.

기술고도화 과제 추진실적
구분

(단위 : 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설계기술력 제고

33

43

44

38

설계전산화 및 전산코드 국산화

30

22

20

24

경험자료 및 표준문서 정리

4

4

8

5

환경기술

7

4

11

12

EC화

3

3

2

3

O&M

20

21

21

22

기타
계

8

9

9

10

105

106

11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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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영역은 신규 건설사업에서 설비개선, 유지보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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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기술고도화의 일환으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설계모델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먼저 한기는 1998년 설계전산화로 완료된 12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용역사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500㎿급 석탄화력 개량형 발전소 모형설계’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재료분석평가시스템(PMAS)의 국내시장 및 PSA용 정량화 엔진(FORTE)의 해외시장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설계엔지니어링시장 개방 임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업무를 각
사업단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책임회계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과제에도 적극 참여한 결과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고신뢰도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설계기술’의 연구계획이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 연구실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한기는 지적재산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1999년 ‘온라인 비산물 방호기능을 가지는 밀집
형 원자로 상부구조물’ 등 10여 건의 연구 과제물에 대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이중 ‘축전지 커패시터
(Capacitor)를 이용한 수위측정 방법과 장치’ 등 7건에 대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연구결과 중 일부는 상품화로 이어졌는데 PMAS는 국내 14개 사에 판매했고, 특히 1998년에 개발한 FORTE
는 미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하여 2004년까지 국내외 24개 기관에 판매함으로써 회사의 기술력을 널리 알
렸다. 1996년에 개발한 인공지진 시간이력 작성용 프로그램(OPTIME)도 2002년에 한국가스기술공업에 판매
한 데 이어 한전 산하 전력연구원에 판매했다.
이어 1997년부터 생산해온 문서의 검색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자료를 전자화하는 한기 디지털 라이브
러리(DL)사업을 본격화 했다. 아울러 Y2K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2000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컴퓨터시스템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후속 원전사업 및 화력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통합 3D CAD 모델을 운영하고 관리기술을
정립했으며, IPIMS의 기능을 강화하고 3차원 시공 시뮬레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사업 적용 영역을 확대했다. 또
1987년에 S&L 및 ABB-CE로부터 도입한 전산코드를 대상으로 한기화 작업을 본격화했고, NSSS 설계기술의
자립을 목표로 비상 노심 냉각계통,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화학체적 제어계통, 유체계통 및 안전 감시계통
개선에 주력했다.
또한 한기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및 민영화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일류
EC기업 성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까지의 ‘장기경영계획’과 ‘기술력 제고 세부실천계획’을 2001
년 수립했으며, 분야별로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사업다각화를 위한 EC기반 구축 관련 연구로 ‘건설관리(CM) 기술개발 및 확보’와 같은 CM 관련 과제를 추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형태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던 턴키사업의 저변기술 확보에 노력했으며, 사업다각
화를 위한 EPCM체제 구축을 위해 해외교육 및 사내교육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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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술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

인간-기계 연계기술 개발실(MMI Lab) 개소식(2005.10.19)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2002년 한기는 사업개발능력 제고를 통한 사업다각화 체제
를 강화했다. 1995년 발전소 설계기술자립을 달성한 이후부터 한기가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던 부족기술 및 취약기술의 개선, 격상용량 설계기술의 개발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경
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계기술의 고도화, 발전소 운영기술(O&M)의 강화, 환경기술의 강화
에 주력했다.
한기는 발전소 운영기술 확보를 위해 설비에 대한 성능진단, 성능개선 및 수명 연장, I&C
패키지 기술과 관련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 기존 발전소의 노후화 및 신규발전소의 디
지털화로 파생되는 사업에 대한 수주능력을 강화했다. ‘미래원자력발전소 설계 제작 및 건
설비용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턴키사업 수주를 위한 저변기술을
확보해 나갔다.
설계 및 업무전산화에 따른 설계업무 절차를 수립하고 원자력 및 플랜트 사업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관리절차서를 개정하고 정비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체제에 대비한 규정 및 제도를 재정비했다.
2003년에는 건설사업관리용 전산프로그램 CMIS를 개발하여 상품화 준비에 들어갔으며
EPC 사업관리용 전산프로그램 PMIS를 개발했다. 나아가 감리, CM, EPC 사업수행에 관련된
절차서도 개발했다.
한기는 이와 병행하여 EC 수행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EC 로드맵을 수립하고 턴키사업수행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절차서, 건설현장공무업무지침서를 개발했다. 또한 이미 개발한 건
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CMIS)의 개선과 함께 상품화작업을 계속했으며 해외건설 입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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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우수 기술개발과제 포상 수여식(2006.07.15)

정, 해외건설 계약 및 금융 실무교육, KOTRA 비즈니스 스쿨 교육, 건설업체 수주 및 영업
전문가과정 교육 등을 시행했다.
한기는 정보인프라와 설계전산화를 위해 기존의 C/S EDMS를 Web기반의 그룹웨어로 대
체 구축하고 계통설계 관련 EDB의 기능 개선, 3D CAD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문서 및 도면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하여 설계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기술도입 전산프로그
램의 한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전설계필수 프로그램 146종 중 9종을 확보했다.
한편 2005년 한기는 기술개발체제 정립을 위해 기술개발종합화, 기술인력의 전문화, 자료
관리 체계화 및 설계업무 전산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확대 등 15개 중점
추진항목을 설정했다. 특히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기존의 기술분야 중심의 기술심의위원회를 사업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원전 경제성 제고,
O&M 기술개발, 전산프로그램 국산화, 설계전산화 종합체제 구축, 사업관리체제 통합화 등
을 추진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중소형 턴키사업체제 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 표준문서 종합화 등을 기술개발 종합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중기 세부 실천계획
도 수립했다.
2006년에는 사업다각화 전략과 연계해 기술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술고도화 시스템
은 사업물량 감소와 국내 발전시장의 성장 지체, 선진기술과의 경쟁심화 같은 외부 요인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화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 중장기경영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신규사업을 창출해 나
가자는 의미에서 추진한 기술고도화 시스템 구축으로 R&D 투자효율성이 향상됐으며 개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기술개발 체계구축, 전문기술인력 육성, 설계업무 전산화, 지식정보관리 체계화 등 4대 추

진 전략 아래 추진된 기술고도화 시스템 구축으로 중장기경영전략과 연계된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해져,
독자적인 설계기술모형개발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기술개발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하게 됐다.

5. 연구개발 활동 강화
전력기술개발연구소의 위상 제고
한기 전력기술개발연구소(PERI)는 설립 이후 다양한 자체연구와 수탁연구
를 수행했다. 그런데 수탁연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신축성과 기동성을 갖춘 조직운영이 필요했다.
연구소 조직은 1994년 1월, 과제 또는 사업 중심의 팀 단위 조직으로 개편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를 유
지했으나, 1997년 말에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기는 1998년 10월 기술본부를 폐지하는 대신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산하에 기술개발지원부서를 배치하

1982.11.11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신설

전력기술개발연구소 현판식(1991.03.10)

연구소 조직은 1994년
1월, 과제 또는 사업 중심
의 팀 단위 조직으로 개편
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했으나, 1997
년 말에 밀어닥친 IMF 외
환위기는 대폭적인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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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로 이동 배치했다. 과제 또는 사업 중심의 팀 단위 조직으로 운영되던 것을 연구개발조
직과 연구사업조직을 통합하고 기술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
도록 변경한 것이다.
2001년에는 1997년에 신설된 재료기술처를 연구소 직속으로 변경하여 연구조직을 확충·
전문화하고 재료기술 연구그룹, 종합안전성평가 연구그룹, 응용기술 연구그룹 등으로 정비
했다. 이어 2004년에는 당시 최고 관심 분야였던 환경·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 확보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해 환경·에너지 연구그룹을 신설했다.
한편 전력기술개발연구소에서 수행해온 업무는 크게 연구용역사업, 연구개발과제 상품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용역사업으로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산업시설 내진안전성
평가, 밸브성능평가, 국내 가동원전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위한 경년열화평가, 원전수명
관리연구,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개발, 플랜트 보조 및 제어시스템 모델 개발 등을 수
행했다.
연구개발과제로는 밸브성능 평가기술개발, 국가지정 연구실(원전설비 용접부 건전성평가
연구과제), 원전 2차계통수질감시 및 진단, 표준원전 동적 성능분석연구, 원전안전 1등급

2000.09.26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개발연구용역 수주

분기배관에서의 열성층현상 완화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한 망간계 촉매 개발과 저유황 연
소용 및 고활성 탈질촉매에 의한 탈질공정기술 개발, 3D CAD 프로그램 설계 적용성 확대
기술 개발 등이었다.

원전 수명관리 연구사업 수행
원전의 가동년수 증가와 함께 신규 원전에 대한 부지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계속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명관리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기술적·경제적·인허가 측면에서 계속운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1993년부터 자체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연구 초기에는 원전의 계속운전에 관한 기술이 정립되지 않았고 자료도 미흡했다.
이에 한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연구 및 기술전수 교육 등을 통해 계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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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의 순수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연구원들은 응용기술연구처와 종합안전성평

기기의 분류 및 선정방법, 원자로 압력용기 등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기술, 감시기술, 규제요건 검토 및 경제성평가
등 수명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
행했다.
특히 한기는 가동원전의 안전성평가 중 가장 핵심이 되고 수
명연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한 경년열화분야를 중
점적으로 연구했다. 한기가 수행한 연구는 국내 원전의 계속
운전 관련 사업 수행 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원동력
이 되는 분야였으며, 향후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한 혁신사업이었다.
원전 수명관리기술 세미나(1996.02.13)

연구를 통해 국내 최고의 수명관리기술을 구축한 한기는
2000년대 들어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원전 수명관
리연구 2단계 후속사업을 수행했으며 IAEA 요건에 따라 국

루마니아 원자력청장 방문 Dr.Dumitru Behgulessu
(2005.10.28)

내 법적요건이 된 주기적안전성평가(경년열화분야)에 대해
전 원전을 수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한기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캐나다의 CANDU, 프랑스의 프라마톰, 그리
고 한국표준원전 등 세계 최초로 모든 노형을 평가한 유일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토대로 한기는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한편 한기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2005년
부터 약 3년간에 걸쳐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국내 최초의 계속운전 승인에 주도적인 역
할을 했다. 이어 후속 작업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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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진한 스트레스테스트 사업(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을 모두 수주하여 계속운전 대
상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에 중수형 원전의 수명연장
기술보고서를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한기는 이러한 기술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외 원전의 60년 이상 계속운전을 달
성하기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 핵심기술연구에 매진했다.

다양한 연구개발 통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우수한 인력과 시설, 오랜 경험 등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온 전력기술개발연구소는 2003년 3월 우수 기업연구소로 선정
돼 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가 에너지관련 연구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발전소 설계기술분야의 자립화와 선진화를 추구하여 전력산업분야의 기
술자립과 신기술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아울러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재료기술 연구그룹은 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평
가원(KISTEP)이 시행하는 2000년도 국가지정 연구실사업에 응모하여, 3단계의 엄중한 평
가와 국내 유수한 산·학·연 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기술분야 중 우수연구실을 발굴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국내 원자력산업
계의 커다란 관심사항인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연구개발 결과를 상품화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먼저 종합안전성평가 연구그룹은
2000년 3월 미항공우주국(NASA)의 John Space Center에 우주왕복선의 신뢰도 평가에 사
용하는 위험도 정량화엔진 FORTE(Fully Optimized Risk & Reliability quanTification Engine)
을 판매하는 개가를 거두었다.
한기가 자체 개발한 FORTE는 계통의 신뢰도 및 사고로 인한 위험도 발생빈도를 계산하
는 필수 전산프로그램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해 안전한 설계, 운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미국 및 스웨덴의 타 정량화 엔진보다 10
배에서 100배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기는 1997년에 FORTE 상용
화에 성공했으며 이후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9개 전력회사에 FORTE를 판매해 18
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후에도 미국, 스웨덴, 일본 및 대만의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FORTE 판매를 타진했다. FORTE의 NASA 판매는 한국의 신뢰도 평가 능력을 세계에 과시
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후 FORTE를 기반으로 한 종합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동반한 해외용역 수주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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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한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계속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정부에

응용기술 연구그룹에서는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산업분야에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이 없던
당시, 외국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술기준을 제정했
다. 학계 및 산업체의 참여하에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 제작, 시공 및 검사 등에 적용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을 제정함으로써 전력산업의 안정성 및 경제성 향상에 기여한
것이었다.
환경·에너지 연구그룹에서는 2000년에 저온탈질촉매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지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분당복합화력발전소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 기술
로 한기는 2004년 9월 환경신기술 지정 및 검증서를 취득했으며, 또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
원부가 공동 주최한 ‘나노코리아 2004’ 행사에서 나노산업기술 은상을 수상했다.
2003년 8월에는 원전 제어봉 낙하방지 장치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 2006년 8월 특허를 취
득했다. 이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어봉이 불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원전의 안정적인 운전을 보장하고 발전중단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
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원전 수명관리연구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배기
가스폐열 회수 처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어 한기는 2006년 6월 종합안전성평가연구그룹
에서 개발한 통합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소프트웨어인 ‘SAREXⓇʼ를 한전 전력연구원에 판매
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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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 Lavalin 그룹과 해외사업 공동수주협정 체결(1997.06.09)

SAREX는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률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소프트웨어로 당시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사용되고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정비로 인한 리스크 증가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
감시시스템(Risk Monitoring System)의 소프트웨어 및 입력 모델개발에도 사용됐으며 모든
원자력발전소 현장, 한국수력원자력, 환경기술원에서도 사용된다.
SAREX는 사내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개발된 이래,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상표
출원을 획득했으며, SAREX의 성능을 인정받아 2005년 7월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기술 및
제품에 수여하는 원자력안전마크를 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았다.

6. 기술경쟁력 토대로 해외사업 확충
해외사업 다각화를 위한 협력 확대
한기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해외진출을 위해 여러 해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었다.

AECL과 월성 TRF 설계용역 계약서명식(2000.11.02)

먼저 1997년 캐나다 Canatom과 제3국 CANDU 공동개발협력, 인도 Adan과 Constructions
한-인도 공동사업개발협력, 캐나다 SNC-Lavalin과 제3국 발전소건설 사업진출 협력협약
등을 체결했다. 이어 스웨덴 Swedpower와 사업개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일반 협력협정,
PSA용 정량화 소프트웨어 해외 판매협약을 체결했다.
1998년에는 환경사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미국 Black & Veatch 및 독일 Teagag와 탈질
설비 촉매 환원법분야 공동개발, 미국 Nalco와 탈질설비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사
업개발협력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BTumenes와 오리멀전 사업개발을 위한 협
력을 체결했으며 미국 MPR과 MOV 사업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중국 Snerdi와
한·중 원전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으며 동아건설산업과 턴키사업 공동수주협력,
SK건설과 해외 턴키사업 공동수주 협력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듬해에는 미국 S&L과 PWR 중국시장 개발을 위한 협력을,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과는
울진(한울) 5,6호기 EDG설치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 및 플랜트사업 공동수주협력을 체결
했다. 동시에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경영협력, 신원환경기술과 KSBNR을 적용한 오수처리 기
능협력, SK건설과 양해각서, 정풍개발과 발전설비사업 공동수주협력, 현대건설과 건설사업
관리 사업협력, 삼성물산과 턴키사업 공동수주협력, KEDO원전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국내외 기업체와의 협력에 공을 들였다. 2000년 현대산업개발과 플랜
트사업 공동수주협력, 한전전력연구원과 가스층 다공판형 습식배연 탈황방법 및 장치 등
기술사용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01년에는 독일 Siemens, 미국 Duratek, PAR, Advent, K&M
등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2002년에는 미국 Westinghouse Electric, 대만 Temes, 미국 Parsons Brinckerhof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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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했다. 또한 2003년에는 미국 Westinghouse Electric, 한국가스기술공업, AECL, 한수원, 한
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소,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과 협력을
체결했고, 2004년 두산중공업, MPR 등과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활발한 해외사업 추진
이렇게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다지는 동시에 한기
는 국내 발전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
력했다. 특히 2000년대에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3세계 국가
들을 상대로 활발한 사업개발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원자력발전
소 도입을 계획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원자력 유관 업체들과 협력하여 인
력양성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수주했다.
한기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진산원자력 1,2호기 고유기술배경서(AOM) 작성 용
역사업을 수행했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독일 지멘스에서 수주한 계측제어기술의
한국원전 적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훈련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1999년 6월에는 CANDU-6형 발전소의 안전성 제고와 관련된 기술개선 용역업무를 AECL
로부터 수주받아 1년간 수행했고, 2000년에는 AECL과 CANDU-9형 설계안전성에 대한 기
술검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필리핀 일리한발전소 사업주 기술지원용역과 일리한 500㎸ 스위치야드 건설용역
등을 각각 수주했다. 일리한 500㎸ 스위치야드 사업은 한기 최초의 턴키사업으로 국제경쟁

필리핀 일
리한

복합화력
경유하역
부두 건설
공사 용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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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S&L 등과 경영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며, PCL과는 중국 광동원전 시설개발협력을 체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사업개발을 위한 합의서 체결(2004.02)

1997.01.10

2000.09.06

캐나다 Canatom과 제3국 CANDU
공동개발 협력

필리핀 일리한 500kV 스위치야드 EPC 수주

을 통해 수주한 이후 2001년 10월 성공리에 준공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국내 발전소 설
계시장 환경이 열악해진 가운데 국내 기술인력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향후 패키지사업 개발에 눈을 돌렸다. 그 결실로 1999년 미국의 S&L로부터, 7월에
는 대만의 Lungmen으로부터, 2000년 7월에는 미국 벡텔로부터 기술인력지원용역을 각각
수주했다.
이어 2000년에서 2002년에 걸쳐 미국의 Palo Verde의 CPCS 기술지원용역을 수행했고,
2003년에는 국제기구 OECD/NEA의 자문요청에 따라 IRPhE 프로젝트 자문용역을 수행했
다. 2004년에는 웨스팅하우스사의 유지·보수 용역에 2명의 원자로설계개발단 직원이 참
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 2월에는 사우디 아람코 열병합발전소 스위치야드 설
계 및 기자재 공급용역을 수주했다. 특히 2005년에는 세계 원전건설의 최대 시장으로 부
상하고 있는 중국에 한기의 요소기술 제공 및 우수 기술인력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Ling
Ao Phase II 원전건설 기술자문용역도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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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싱(Financing)의 턴키방식의 발주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한기
는 사업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국내 발전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측면에서 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체제로 한전 및 국내외 업체와 연계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활용했다. 지분참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요구되는 BOT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 효율적인 파이낸싱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및 기타 몇몇 중남미
국가에서의 BOT 사업개발을 추진했다.
한편 한기는 전력산업 투자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해외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2005.08.09
중국 현지사무소 개소(청도)

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5년 6월 베트남과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베트남과 중
국에 개소한 현지사무소는 이후 대외 홍보활동을 통해 대외인지도를 제고해 나갔으며 현
지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광동
LING AO
PHASE Ⅱ
원전건설
기술자문
용역계약
서명식(2
005.0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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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은 국내와 달리 엔지니어링역무만 별도의 패키지로 발주되는 사업이 거의 없고 EPC

04
정보시스템 확충과 품질경영체제 정착
1. 기술정보시스템의 확충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 시스템 구축
설계 엔지니어링사업의 성과물은 도면, 설계보고서, 시방서, 자재목
록 등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한기는 일찍부터 이러한 문서들의 생산부터 보존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산화에
착수하여 대부분의 공정을 전자화·자동화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엔지니어링기술 자료를 축적
하게 됐다.
1996년 한기는 영광(한빛) 3,4호기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으로부터 기록자료의 전산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용
역(RMS)을 수주해 준공도면 약 15만 매를 제작했다. 이듬해에는 원자로설계개발단이 이관됨에 따라 직원들
의 정보이용에 대한 지원전략도 마련했다.
그런데 이에 앞선 1991년에 통합검색기능을 갖춘 KOTILS를 가동했음에도 이후 전산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자료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해
졌다. 이에 1997년 8월 전사 차원의 정보 및 지식자원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새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은 종전과 같은 색인 중심의 DB가 아니고 원본파일을 색인과 함께 관리·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했다. 한기는 이러한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설계와 소프트웨어 구성 방향, 시스템 구축범위와 기능 구현을 위한 요건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조사
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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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1999년 4
월 시스템개발을 본격화했다. 한기 DL시스템 개발용역은
2001년에 완료됐으며, 이 기간에 단계적으로 전자출판시
스템(EPS), 전자기록물시스템(ERS), 일반자료관리시스템
(NMS), 통합지식공유시스템(e-Search)을 구축했다.
한기 DL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전자파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료보존방법 및 종료사업의 기록이관 방법
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시스
템에서 시스템으로의 즉시 이관이 이뤄졌고, 특히 2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종전에는 마이크로필름으
DL시스템 가동행사(2001.10.08)

로 변환하여 보관해 오던 것을 파일 형태로 CD-ROM에 담
아 보존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자료관리체계 개선
한기는 창립 초기부터 사업수행 결과물
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절감, 기술자료 관리에 많
은 힘을 기울였다. 1983년 고리 3,4호기 사업 당시에는 원전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업무인 RMS를 수행했다. 이어 울진(한울) 3,4호기
사업부터는 사업자료관리의 전산화를 본격화했으며, 영광
(한빛) 5,6호기 사업 종료 후에는 관련 문서를 CD-ROM 150
여 장에 담아 이관했다.
아울러 영광 5,6호기사업부터 자료 관리를 마이크로필름체
계에서 전자파일체계로 전환했다. 기존의 마이크로필름 중
심의 자료와 색인을 전산처리하여 하드카피 목록 형태로 이
관하던 방식에서 CD-ROM으로 전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
로 만들어 이관한 것이었다.
2001년 종합전산화계획이 마무리되면서 한기는 모든 문서
를 생산단계에서 최종 축적단계에까지 전산시스템으로 관
리할 수 있게 됐다. 문서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배부, 저장, 축
적의 단계까지 거의 전 분야가 전산화되면서 관리자가 별도
의 재입력 작업 없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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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98년 한기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 : DL)시스템

이었는데, 이를 통해 업무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기존의 종이문서나 마이크로필름 자료의 디지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선행사업 자료는 후속사업이나 업무에 꼭 필요한 데이터들이고, 활용도에 따라 후속사업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기에서는 기존의 마이크로필름, 종이문서를
대상으로 전자파일 변환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4월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방대했다. 총 변환대상 문서의 양이 종이문서 약 650만 매, 마이크로필름 문서는
약 720만 매에 달했으나, 한기는 방대한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 했다.
한편 설립 초기 한기의 자료 수집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분야별 장서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구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기존에 출판사를 통해 입수하는 방법 이외에 상용 DB채널을 통
한 세계 각국의 최신 기술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직접 입수하는 방식도 취했다.
특히 설계기술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규격자료의 확보를 위해 미국
IHS(Information Handling Service)를 통한 일괄 입수방법을 채택하여 국내 엔지니어링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규격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외부 상용 DB는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2000.01.04

2001.02.09

DL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유통 및 공유
기반확립

DL시스템 구축사업 자료이용 관리체계방안
수립

2002년 4월부터 추진된 전자파일 변환계획으로 한기는 방대한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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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검색하고 입수할 수 있는 채널로서 천리안(데이콤), KOSIS(통계청), NDSL(카이
스트) 등 회사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전문 DB에 가입해 정보의 지평을 넓혔다.
나아가 외부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과학, 기술 정보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수
집, DB화 해 통신설비를 통해 온라인 대화식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01.10.08
DL시스템 가동식

2. 네트워크 확대 통해 지식정보화 추진
네트워크시스템 확충
한기는 1996년 4월 직원 1인당 1PC 보급을 실현했으며, 8월에는 회
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12월에는 재택근무용 RAS(Remote Access
Server)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이 자택에서도 본사 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계통 설계업무가 한기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원자
력연구소와 분리된 별도의 네트워크가 원자로설계개발단에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회
사 4개 빌딩 사이에 100M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광케이블(FDDI)을 개설했고, 사용자 속도
는 10Mbps로 구성했다. 그리고 용인 본사와 원자로설계개발단 간의 네트워크 연동을 위하
여 T1(1.544Mbps)급의 전용회선을 개통했다.

이후 종합전산화계획으로 개발된 EDMS, DL, MIS, IPMIS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활용량이 증
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네트워크통신이 급속히 증가했다. 한기는 그 대비책으로 2001년 6
월 기존의 LAN 백본망(100Mbps)보다 속도가 월등히 빠른 기가바이트급의 속도를 갖춘 백
본 스위치 2대를 도입했으며, 백본 스위치와 워크그룹 간에는 1GB 속도로 이중화된 광케
이블을 설치했다.
이어 2002년 7월에는 원자로설계개발단 네트워크의 속도 개선을 위해 본사와 같은 기가바
이트급의 백본 스위치 1대를 설치하고 백본 스위치와 워크그룹 간에는 1GB 속도의 광케이
블을 설치했다.
한기는 현장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본사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위해 1999년 12월
울진(한울) 및 영광(한빛)의 현장사무소에 LAN 및 전용회선을 설치한 후, 총 5개 현장사
무소를 전용회선으로 본사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전용회선의 속도는
256~E1(2.048Mbps)급이었다. 2004년 10월에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T3(45Mbps)급의 고속
회선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업무 효용성을 높였다.
한편 지식경영시대에 걸맞은 정보화추진을 위해 2002년 10월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2002〜2005년)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그 대상은 전산인프라 구축, 행정관리, 설계업무
등 회사업무 전반이었다. 이에 따라 한기는 전산기기 확충, 네트워크 확대, 정보시스템
개발방법의 체계화, 그룹웨어의 재구축, 한기 포탈시스템 구축, 행정관리시스템의 통합
화 및 기능 개선, 경영기획 및 전사적 분석시스템구축, 각종 설계도면 생산기능의 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어 2005년 1월, 포털(Portal)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웹 기반으로 사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
를 제고했다. 또한 원격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보증기록관리에 편의를 더했으며 정
보통신망 개선을 통해 본사와 현장 간 정보시스템의 이용효율성도 증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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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l 시스템 개시(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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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개념이 한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9년
후반이었다. 이에 앞선 1992년 2월 한기는 개발기술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술분쟁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직무발명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당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견문을 넓히는 정도에 그쳤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부터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로 발생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
적으로 관리했으며, 1993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계산부를 주관부서로 지정
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한기의 지적재산권 관리는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관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이
관되어 온 17건의 특허권과 47건의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
도 광범위한 지적재산 개념이 아닌 특허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산권에 한정돼 있었다.
한기는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1998년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사내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이용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을
관리하는 ‘산업재산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이 활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외부 시스템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KIPRIS를 도입하여 활용했다. 이어
2003년에는 세계적인 특허 통합 DB검색시스템인 WIPS를 도입하여 선행기술 조사 등 각종 특
허정보자료 및 연구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회사가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1993년 5월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이를 개정·보완했다. 2004년 5월에는 특허, 실용신안 등 산
업재산을 포함한 저작권, 영업비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상향 조정했다.
지적재산권관리규정에 발명특허를 포함한 저작권 분쟁 등
에 대비한 보상규정을 두어 한기의 지적재산 보호관리와 분
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제3자
의 회사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 후 저작물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함
으로써 제3자의 침해 예방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계기
가 됐다.
한기는 1997년 미국특허청으로부터 ‘원자로의 영구수조밀
봉체’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으며, 1998년에는 일본 특허 1건,
국내 특허 8건을 취득했다. 이는 원자로계통설계 이관사업
설계성과물의 특허 및 실용신안 취득요건 세미나(2003.01.16)

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출원상태에서 한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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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제도 도입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2006년 12월 기준, 단위 : 건)

특허

상표등록

신기술인증

저작권
등록

전산프로그램
등록

계

42

11

3

325

97

489

13

4

-

-

-

33

55

15

3

325

97

522

출원

등록

국내

11

해외

16

계

27

관된 특허발명들이었다. 한기는 이를 계기로 연구 및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특허발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당시까지 한기의 특허 실적이 다른 업종에 비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한기가 원
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한기의 사업다변화 정책에 의해 사업관련 신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급속히 증가했다. 직원들의 발명활동 및 연구개
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 있는 한기인 육성을 위하여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
출원 등에 각종 보상을 실시하고 그 보상의 폭을 크게 현실화한 것도 한몫했다.
한기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기술 등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실시허여를 통해 회사의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보유기술의 사업화·상품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
히 회사 직무발명 중 전력공급선의 신호분석을 통한 ‘전동기 비정상 상태 감시시스템’은
2002년도 발명진흥회 주최 직무발명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획득했고, 2004년에는 ‘모터구
동 회전기기 온라인 센서리스 감시시스템’으로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을 수상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한기는 보유기술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사업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
재산권과는 별도로 정부주도의 국산 신기술에 부여하는 신기술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했
다. 그 결과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저온탈질촉매와 금속구
조물의 전기방식시스템과 관련하여 4건의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특허와 신기술 인
증을 획득한 저온탈질촉매와 금속구조물 전기방식시스템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전략사업화 영역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2004년 10월 한기는 설계결과물의 저작권 관리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했다. 이에 따라 기술규격서, 기본설계서, 설명서, 도면 등
에 대하여 5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저작물의 공시효과에 의한 홍보효
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 저작물(설계 결과물)에 대
한 저작권 등록을 집중 추진했으며, 2006년 한 해만 152건의 지적 재산을 신규로 등록·보
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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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창립 초기부터 업무 관련
절차서와 지침을 정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해온 결과, 산
출물 위주의 지식은 비교적 잘 관리해 왔다. 그러나 영광(한
빛) 3,4호기 이후 설계 국산화 과정에서 습득한 Know-how,
Know-why 관련 지식과 경험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
은 채 이에 대한 공유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행호기의 경험 지식이 후행사업에 반영되지 못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고급 기술자들의 무형적 경험과
지식을 자산화하지 못했으며 전산체계도 관련 시스템마다
전력선 신호분석기술, ‘제3회 100대 특허 우수제품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5.01.21)

별도로 개발, 관리되고 있어 통합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기는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나 지식
에 기반을 둔 경영체제를 구축했다.
한기는 먼저 지식경영 방침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방대하고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
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원 개개인이 갖고 있
는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공유하기 위해 스터디그룹을
전문가그룹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확대·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한기는 직원들의 지식공유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형식화된
지식을 공유·검색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지식경영 관련 조직 및 제도의 개발, 지식경
영 관련 교육의 강화, 지적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전략적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했다.
한기는 2000년 7월 지식경영의 개념 정립과 기반구축을 위
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식관리추진반을 신설했다. 또한
스터디그룹을 구성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등
록 업무를 개시했다.
이듬해인 2001년 1월에는 전력기술개발연구소장을 지식경
영 총괄책임자(CKO)로 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
를 통해 문화, 제도, 시스템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식경영업
무를 전개함으로써 한기만의 독특한 지식경영체제를 구축
해 나갔다. 회사비전 및 인력운용시스템의 구축, 지식활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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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의 도입과 추진

리, 각 분야별 전략수립, 기업문화 및 관리 지식활동 등을 전사 차원에서 전개해 나간 것이었다. 2001년 2월에
는 지식경영추진반을 신설하고 분야별 추진반원을 임명했으며, 추진반장은 전력기술개발연구소장이 겸하도
록 했다.
직원들의 자발적 학습조직인 스터디그룹은 지식경영의 한 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전사
차원에서 스터디그룹을 회사의 전문가그룹으로 육성하고자 스터디그룹장 및 주요 그룹원을 회사 내 기술심
의 전문가로 임명하고 해당 분야의 논문평가, 기술분과 전문위원, 전문기술교육 강사, 표준문서관리업무를 담
당하도록 했다. 또한 스터디그룹장이 교육 및 학회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참가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부
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스터디그룹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1년 39개에서 2002년에는 43개, 2004년과 2005년에는 49개로 늘
었다. 참여자 수 역시 직원들의 관심 고조로 2001년 292명에서 2002년 373명, 2004년 525명, 2005년 602명,
2006년 626명, 2007년 636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자체 연구 세미나 44회 및 전문가 초빙 강연회
를 79회 실시하는 등 활발한 학습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지식경영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조직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정보 및 지식의 공유, 그리고 핵심역량 강화 측면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조직 내 지적자산과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공유·활용하기
위해 지식경영 출범초기에 개발되어 시험적으로 운영해오던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 KMS)은 지식관리체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하여 2001년 7월 개선된 시스템으로 재가동했다. 이에
따라 지식지도(Knowledge Map)가 수정하고, 지식등록 평가제도 도입, 스터디그룹의 관련 기술에 대한 질의
응답 기능 강화, 마일리지제도 정립 등이 이뤄졌다.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2001년 5월에는 각 분야별로 지식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료의 검토·수정·기각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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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정 보완하여 2004년에는 기술연구 14개 분야, 경영일
반 3개 분야 등 총 17개 분야에 걸쳐 지식전문가를 선정했
으며, 총 80개의 지식항목에 대하여 115명의 지식전문가가
활동했다.
한기는 지식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
경영교육, 지식활동 우수자 평가 및 포상, 우수 스터디그룹
활동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성공·실패 경험의 적
극적인 공유화를 시도했으며 지식창고자료의 지속적인 정
제작업 실시와 자료 등록 시 관련 직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
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식경영시스템의 활용도를 개선해 나

우수지식경영(KM) 활동자 포상 수여식(2005.04.12)

갔다. 전문가 지식 공유 활성화를 위한 핵심 스페셜리스트를
KMS 자료보유 현황

육성 및 관련 시스템 개발도 추진했다.
(2006년 기준, 단위 : 건)

구분

보유자료

설계경험 자료

14,263

지식창고

4,472

스터디그룹

17,824

스페셜리스트

1,151

표준기술
Know-why

478

이와 같은 전사적 지식경영 활성화 노력은 2006년 지식관리
시스템의 공유자료가 총 3만 8,188건이 등록되는 성과로 나
타났다.

3.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체제 정착
고객 중심의 품질경영 추진
창립 초기 한기의 품질활동은
원자력발전소 설계 관련 사업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점차 수
화력발전분야로 확대했다. 이후에도 사세확장에 따른 용역
사업의 양적 증가, 사업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건설분야, 환
경분야로 계속 확대했다.
또한 경영진을 비롯한 전 직원의 참여 아래 회사 비전인 ‘세
계적인 일류 EC기업’을 실현하기 위한 품질전략으로서 기
능·계층별 품질목표관리, 프로세스의 정립 및 모니터링, 성
과 중심의 지속적 개선프로그램 운영, 품질경영시스템의 정
착 등 4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후 2006년에는 국가
품질상 도전을 목표로 품질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
진했다.
한기는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각종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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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계속하여 분야를 추가하거

관련 플랜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이
만족하는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경영계획을 수립, 실천했다.
전사 차원의 품질경영시스템은 본원 프로세스인 사업프로세스와 지원 프로세스인 경영지
원프로세스 및 기술지원프로세스 등으로 구성했다. 나아가 이러한 제반 프로세스를 규정
하고 관리하기 위한 설계, 건설, 감리절차, 규정, 업무절차, 경영업무절차 등의 표준화를 통
하여 경영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했다.
모든 사업프로세스는 회사 품질경영계획을 충족하도록 하되 기술서비스의 특성 및 고객
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부문별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운영해 왔
다. 원자력부문의 표준품질보증계획 및 절차는 국내 원자력법을 준수하고 미국 연방법
10CFR50 부록 B, 국제원자력기구의 품질보증요건(IAEA-50-C-Q), 그리고 국내 전력산업
기술기준인 KEPIC QAP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품질경영시스템 확충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품질시스템 규격인 ISO9000 시리즈는 국가 간 무역을 위한 객관적
품질능력 평가제도로서, 국내 산업계에 급속히 파급되면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필수
적인 품질활동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기에서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다각화 및 국제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을 추진했다. 1996년
에는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 등 사업 중심의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1994년판
ISO9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1차로 품질경영 기반을 구축했다.
1994년판 품질시스템의 인증범위는 ‘원자력, 화력 및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현장업무를
포함한 사업관리, 설계기술, 구매지원 및 시공감리’ 등 기존 발전소의 종합설계 업무영역에
한정했다.
이후 2003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2000년도 발행 ISO9001 품질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객관적
이고 투명한 품질경영체제를 정착시켰다. ISO9001 2000년 발행판은 기존의 품질보증에 부
가하여 고객만족과 제품 및 품질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지향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인증
범위는 토목, 건축 및 주택, 전기 및 플랜트 건설산업의 사업관리, 엔지니어링 및 설계·구
매·시공 및 유지보수, 건설관리 및 감리 등 회사의 기술서비스 전 범위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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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  	 품질경영 국제인증 취득(ISO9001 : 1994, LRQA Korea : 제953503호)
1999.11  	 1차 인증갱신(BSI 인증원)
2002.11  	 2차 인증갱신(BSI 인증원)
2003.12  	3차 인증갱신(ISO9001 : 2000, BSI 인증원 : QM208)
2006.12  	4차 인증갱신(BSI 인증원)

품질경영활동 강화
한기는 ISO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품질경영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대내적으로는 전사
적인 품질경영을 통해 사업품질 향상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품질능력을 객
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토대로 국내외 건설사업의 수주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한기는 고객 중심의 품질경영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고객감동경영 차원에서 내외부 고객만족도 측정을
통해 고객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만족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객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했
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방침과 품질목표를 세우고 실천했으며, 시정 및 예방 조치, 경영검토 등
을 통해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설계요건, 기술규격 및 표준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고, 요구되는 설계품질이 달성 및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입력의 식별에서부터 최종설계 결과물의 발행까지 전 설계단계에 걸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전개했다.
나아가 품질의식 고취를 통한 효과적인 품질경영활동 유도
를 위하여 품질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선행
사업의 문제점이 후속호기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했으며, 경험자료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한기는 ISO9001을 비롯하여 기존에 획득했던 다
양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갱신, 유지
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1999년 최초로 대한전기협회
가 제정한 전력산업 기술기준 KEPIC을 취득한 이래 2002년
과 2005년 2차례 갱신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했
다. 미국 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ASME)가 압력기기 기술기준 적용능력 평가 후 발행하는
ASME N의 경우 역시 1990년대에 잠시 반납했으나 2000년
대 후반 다시 취득한 이래 꾸준히 유지했다.
ASME Code 교육 실시(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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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연혁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대통령 표창(2005.06.10)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한기는 2006년 국제규격인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회사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기는 원전을 비롯하여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구매 및 건설
사업과 운영에 관련한 기술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치를 초과하는 환경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환경개선설비 구축이나 환경경영 추진 요구도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한기는
기업이념인 ‘인간·환경·기술의 융화’를 바탕으로 선진 안전보건환경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환경경영시
스템을 구축했으며, 환경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기의 환경경영노력은 2005년 6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된 2005년도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정부포상
에서 최고의 영예인 유공자부문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졌다. 친환경 발전소 설계 및 국내 환경기술 자립화와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특히 주된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저온 처
리하는 탈질촉매시스템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도 특허를 취득하며 국내 환경기술의 높은 수
준을 보여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계오류점검 시스템 구축
한기는 2004년까지 기존의 플라스틱 모형 구축이나 2차원(2D) 개념의 평면설계
기법을 통해서 설계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검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발주처 고객들의 설계 품질향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기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합
리적인 설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설계 오류 개연성을 제로(Zero) 수준까지 최소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획
기적으로 절감하는 고객만족 극대화를 전사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3D설계시스템 구축, 전문 점검인력(Checker) 운영, 통합플랜트정보관리시스템(IPIMD) 및 설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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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DICS) 구축을 추진했다. 3D설계시스템은 설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입체적인 공간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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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한기는 CIE(Computer Integrated Engineering) 업무
프로세스 개발에 이어 3D 설계검증시스템을 적용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설계를 검증하는 3D통합
설계검증실 운영 이후 인력과 시간의 절감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남으로써 업무효율과 설계품질이 크게 제고
됐다.
또한 3D 설계검증 시스템 구축과 함께 도입한 전문 점검인력 운영으로 설계 오류 점검 실적이 2005년에만
3,669건으로 높아진 반면 이로 인한 설계오류 개연성은 제로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리고 통합플랜트정보관
리시스템(IPIMD) 및 설계개선관리시스템(DICS) 구축으로 선행 사업 대비 설계변경율이 효과적으로 줄어
들었다.

설계기술 환경의 진화
제도판 + 도면

2D CAD + Plastic Model

3D CAD

4D System

Time

4D 시스템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공정 단계별(Time Schedule) 구현 Simulation

Time

설계오류 검증 시스템
구분

3D 설계
시스템 구축

전문 Checker
운영

IPIMS & DICS
구축

~2004년

2005년 이후

•2D 설계위주
   - 설계간섭 검토 장시간 소요
   - 최적 건물 공간 산출 애로
   - 모델제작을 통한 설계 검토 및 고비용 발생
   -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한계 노출

•3D 설계시스템 구축
   - CIE 업무 프로세스 개발
   - 3D 설계 검증 시스템 개발
   - 전용 S/W를 활용, 100% 간섭 발췌
   - 설계이력 DB화 및 협업시스템 구축
   - 3D 통합설계검증실 운영

•비용절감 위주의 점검 시스템
   - 설계 오류사항 미점검 개연성 증가

•설계품질 Checker제 도입
   - 전문 경험인력의 설계 점검
   - 하도급 확대(발주자 정책)에 따른
      기술연계 검토문제 해소

•IPMS(통합 플랜트 정보관리 시스템)의 부분 활용
•설계 경험자료집 활용 저조
   - 시스템 간 연계 처리 비효율성
   - 자료의 관리 및 활용도 저조

•IPIMS의 전격 활용
   - 후속사업 설계오류 예방
   - 오류예방 교육자료로 활용
•DICS(설계개선관리시스템) 강화
   - 발전소 개선사항 종합관리
   - 선행호기 문제점 재발 방지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Ⅲ _ 시련을 뛰어넘고 내일로 도약하다

양감의 표현이 가능한 설계 방식으로 시설물 준공 후에 예상되는 사용자의 동선까지 미리 점검해볼 수 있어

05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문화 혁신
1. 혁신과 도전의 내재화 추진
혁신비전 정립과 혁신전략 수립
2000년대 들어 산업의 고도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다. 특히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을 창출하는 고객
만족경영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고객만족경영’, ‘고객중심경영’, ‘고객가치경영’ 등 고객을 부르짖는 다양한 경영기법들은
그 명칭과 시스템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지향점이 모두
같았다. 하나 같이 고객 중심적인 사고, 역지사지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
을 추진했던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것만이 기업들이 살아
갈 길이며 기업에게 주어진 과제였기 때문이다.
한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 중
심의 서비스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신규발전소 건설이
감소하는 등 한기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내부적으로도 계약 잔고가
줄어들고 주력사업에 대한 구성비가 달라지는 등 경영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고객 중
심의 사고 전환과 혁신경영은 당연했다.
이에 한기는 2003년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
분위기에 발맞추어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의식, 새로운 관행에 부응하는 경영혁신을 추진
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혁신 추진을 위해 각 기관
의 전반적인 혁신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여 혁신단계를 분석해 가면서 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했다.
한기의 혁신 로드 맵은 1단계(2003~2005년) 혁신기반 조성, 2단계(2005~2006년) 혁신
활동 전개, 3단계(2007년 이후) 혁신 제도화 등 3단계로 수립됐다. 한기는 1단계 혁신기
반조성의 일환으로 혁신비전과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혁신비전 체계는 내부에 충만한
직원들의 변화의지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장 등 경영진과 주요 부서
장 및 팀장들이 참여하는 두 차례의 경영혁신 워크숍을 통해 수립됐다.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라는 새로운 비전의 핵심은 발전소 건설에
있어 경제성·효율성을 중시했던 기존의 가치 중심을 고객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234

었다.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은 물론 최상의 고객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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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비전 및 전략

혁신 비전

고객 가치를 우선하는 세계최고의 기술회사

혁신전략 방향
기술혁신

사업구조 혁신

프로세스 혁신

5대 혁신 추진전략
고객감동
경영시스템 구축

경영환경
능동대처
프로세스 구축

경영체제 혁신

자율과 참여

생산적
기업문화 조성

사업다각화

강력한 리더십
혁신 인프라

혁신리더십

학습과 토론

고유의 프로그램

우수한 직원역량

평가와 보상

의 의지표명인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경영환
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로 성장하겠
다는 다짐이었다.
비전 정립에 따라 한기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변화 열망과 구성원들의 참여 및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회사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과 추진과제도 수립
했다.
혁신전략 방향은 엔지니어링회사 특성에 부합하도록 기술
혁신, 사업구조 혁신, 프로세스 혁신으로 정했다. 이에 근
거하여 고객감동 경영시스템 구축, 경영환경에 능동대처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경영혁신 워크숍(2005.08.02)

위한 프로세스 구축, 경영체계 혁신, 생산적 기업문화 조성,

공공부문 혁신수준 단계별 정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혁신에 대한
필요성 조차
확산되지 않은
상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극히
부분적인
혁신활동을
추구하는 상태

리더나 추진조직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활동이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상태

혁신활동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창출은
미진한 상태

혁신의 체질화와
시스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태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상태

사업다각화 등을 5대 혁신전략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한기는 64개의 혁신전략과제와
46개의 부서 자율혁신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했다.

혁신마인드 내재화 추진
혁신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한기는 혁신 로드맵 2단계로 활발한
혁신활동을 전개했다. 혁신수행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혁신수행과 혁신성과 창출역량
이 극대화 되도록 했으며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혁신참여도를 크게
제고시켰다.
이와 함께 혁신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경영혁신 전담조직으로 경영혁신실을 설치했다.
주요 혁신정책의 심의·의결기구로서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신설했
으며 현장 중심의 자율혁신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핵심인력 132명을 변화 관리자로 선
발, 운영했다.
아울러 한기는 혁신전략의 성공적인 수행과 임직원들의 혁신마인드 내재화를 위해 2005년
부터 경영혁신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경영혁신경진대회에는 기술, 사업, 경영관리
등 총 3개 부문에서 46개의 과제가 출품되어 총 7개의 우수사례에 대한 사장 포상이 이뤄
졌다. 이듬해인 2006년 12월에도 경영진 및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한기
경영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06년 대회에서는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선발된 5개 부
문(경영관리, 사업, 기술, 고객만족, 윤리경영, 중소기업지원부문) 총 49개 혁신사례가 출품
되어, 예선 및 본선평가, 경영진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 및 부문별 최우수상 등 총 6개의 수
상작이 선정됐으며 출품작 중에서 우수작들은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사적으로 공유·확
산했다.
이후에도 한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등 경진대회에 많
은 공을 들였다. 경진대회를 통해 임직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혁신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
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한기는 지속적인 대회 운영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경영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확대·전파하여 혁신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이밖에도 한기는 다양한 교육과 제도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의 혁신역량과 참여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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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먼저 중·고급관리자 90명을 대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혁신리더과정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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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주도성 확립, Work-Out 기법활용 등을 교육, 위기 국면
에서 구성원들이 하나로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
도록 했다. 경영진이나 3급 이상 직위자를 대상으로 윤리경
영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다. 올바른 기업관, 기업의 혁신가
치와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과 철저한 교육평가
1

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몰입도를 제고했으며, 점차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확대하여 실시했다. 차세대 관리자 양성을 목
표로 핵심 중간관리자 25명을 매년 선발하여 10개월간 최신
경영이론과 사례 중심의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고급경영자
양성과정을 한국외국어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했다. 또한 변
화관리, 기업문화, 고객만족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회
사 포털 시스템 초기 화면을 통해 제공하는 e-Poster를 활용

2

한 혁신교육도 시행했다.
이밖에도 한기는 혁신활동 및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체계
를 구축하여 자랑스러운 한기인상, 지식경영활동 우수자, 경
영혁신 경진대회 우수사례, 개선제안제도 우수자 등에 대하
여 포상을 실시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창의와 연구장려를 통
해 업무개선을 도모하는 혁신제안제도도 운영했다. 이렇게
다양한 혁신제도화 및 혁신활동 전개와 함께 임직원들의 혁

3

신마인드 내재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2. 윤리경영과 고객만족경영 체제의 도입
윤리경영의 도입과 활동 강화
4
1 대통령 혁신비서관 초청 경영혁신 강연회(2004.12.06)
2 중앙공무원교육원 혁신리더과정(2005.10.25)
3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2005.12.27)
4 혁신성과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한기 Work-Out Pre Meeting(2006.08.24)

한기는 2003년 5월 윤리경영
행동규범을 제정하면서 윤리경영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3월에는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등에서의 결제를 차단
하는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
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했다.
이후 한기의 윤리경영시스템은 회사의 비전 및 성장전략과
윤리경영을 연계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최고경
영자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더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단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Ⅲ _ 시련을 뛰어넘고 내일로 도약하다

실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위기 공유와 혁신 필요성의 인식,

계별 추진전략을 운영했다. 나아가 윤리기준과 가이드 수립
을 통하여 직원행동의 기본원칙을 제공했으며 전담조직을
구성해 감독과 교육을 강화했다.
한기는 청렴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
했다. 2005년 들어 지속적으로 윤리경영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했고,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윤리경영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

1

윤리경영이 전사 차원에서 체화되도록 했다.
2006년 6월에는 전 직원 청렴실천 윤리서약을 온라인상에서
실시했다. 사이버 윤리서약을 통해 한기는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청렴윤리에 대한 임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다시 한 번 굳건히
다졌다.
한기는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비위자를 엄격하게 제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에

2

대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윤리경영 추진노력을 피드백 함으
로써 지속적으로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윤리경
영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에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윤리기
준 정립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윤리경영시
스템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이미지
를 강화했다.

1 협력회사 초청 윤리경영 설명회(2003.10.21)
2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윤리경영 실천 다짐대회(2005.09.12)
3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2006.12.22)

고객만족경영 추진
한기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고객만족경영(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 CSM)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26일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만족헌장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고객만족 추진조직을 구성했다. 먼저 전사적 CSM
조직으로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객만족경영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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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이념

윤리강령

헌장

우리의 원칙

인간·환경·기술의 융화

우리의 자세

고객만족
인간존중
기술중시

HUMANEERING

뭉친마음
열린생각
앞선봉사

고객에
대한 책임

임직원의
기본 윤리

회사와
직무에 대한
책임

투명사회실현
전력산업분야 참여헌장

고객만족 경영헌장

사회에
대한 책임

참사랑봉사단헌장

구성했다. 동시에 CS매니저를 실무중심으로 사업단별 고객
만족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원자력 및 플랜트 현장이나 지역
별로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했다.
고객만족경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도 공
을 들였다. 직원들의 고객만족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전개했다. 사내 포털 시스템(e-Poster)
을 통한 온라인 교육에 이어 오프라인 고객만족교육을 시행
했으며 사내 혁신리더 및 CS 매니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고객응대 및 고
객만족사례 교육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한기는 전화응대 표준인사말을 시행했으며 고객
을 위한 편의공간을 마련했다. 가동원전 현장별로 고객만족
센터를 설치하여 접점고객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체계적
이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했으며 자연재해 복구지원반도 운
영했다.
고객만족 실천을 위해 발주처 직원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교육을 실시했으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교육도 실시
고객만족 추진
전략 보고대회
(2005.08.26)

했다.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발주처 접점고객과의 유대관계도 강화했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Ⅲ _ 시련을 뛰어넘고 내일로 도약하다

윤리경영 이념체계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친절 여부를 묻는 카드를 비치하여 직원들의 친절도도 평
가했다.
한편 한기는 내부고객인 직원들을 위한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VIP KOPEC 프로그램과 개인고충상담 지원 프로그램, 직원들
이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과 개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YES지원센터 등을 이 무렵 새롭게 구축했
다. 당시 수립된 한기의 고객만족경영 헌장은 다음과 같다.

고객만족경영 헌장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는 외부 사업고객은 물론 협력업체, 지역사회, 내부고객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고객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고객만족경영을 통하여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열린 자세로 항상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계품질 혁신으로 사업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KOPEC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국가 핵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KOPEC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
 리는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KOPEC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내부고객인 상하동료간 상호 존중과 배려로 활기찬 KOPEC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고객만족경영을 통하여 KOPEC의 이념인 인간·환경·기술의 융화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국가와 주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3. 참사랑봉사단 창단과 사회공헌활동 강화
참사랑봉사단 창단
한기는 설립 이후 급변하는 경영환경 아래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주력했다. 2005년 8월 12일에는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자발적 사내 자원봉사 조직으로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참사랑봉사단을 창단했다.
참사랑봉사단은 창단 이후 ‘고객에 기술을, 이웃에 나눔과 사랑을’이란 슬로건 하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술회사의 면모를 갖추고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복나눔，사랑나
눔
，희망나눔
，생명나눔’이라는 4가지 구체적인 활동지표를 제시했다.
참사랑봉사단은 본부 및 사업본부별로 6개의 단위 봉사단(농촌결연사업단，원자력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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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플랜트봉사단
，원자로설계봉사단，연구소봉사단，특수사업봉사단)을 중심으로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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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봉사단별 활동조직을 중심으로 결연 복지시설에서 실
천 중심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농번기 일손돕
기나 의료봉사 등도 펼쳤다.
아울러 참사랑봉사단은 직원 성금에 의한 매칭그랜트
(Matching Grant)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했다. 매칭그랜트 방식은 기업의 임직원이 비영리단체
나 기관에 후원금을 지원하면 기업에서 이 후원금과 똑같은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조성하는 형태의 사회공헌기금 프
로그램이다. 그러나 한기는 이보다 한걸음 진전된 형태로 직
원 후원금의 2배를 책정하여 임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
참사랑봉사단 창단식(2005.08.12)

시에 보다 많은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했다.

참사랑봉사단 조직도
한국전력기술 참사랑봉사단
긴급재난
봉사단

농어촌결연사업

사무국

직할 /
경영관리봉사단

원자로설계
봉사단

지역사회봉사

원자력봉사단

플랜트봉사단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
자원봉사 활동

전략적 사회공헌

• 지역사회 공헌활동
• 복지기관 봉사활동

• 복지단체 시설안전 점검
•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동참

기타 사회공헌 활동
• 농어촌결연 사업
• 범 정부적 후원 사업

봉사활동의
적극성
성금·기부 활동

캠페인·파트너십

• 특별성금 모금
• 사회봉사단 기금 조성

• 전력그룹사 봉사활동

회사 특성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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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시행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참사랑봉사단의 활동은 단순한 기부활동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노력봉사 위주의 활동 전개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참가자와 대상자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보람을 나누도록 했다. 특히 회사의 특성을 살려 일반 봉사활동 외에 시설 내
전기안전점검, 에너지절감방안 진단 등 특성화 활동에 주안점을 뒀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한기 참사랑봉사단은 이웃사랑, 지역사랑, 농어촌사랑을 구체적 활동
지표로 삼아 농어촌결연사업단(직할/기획마케팅본부), 지역사회봉사단(원자력봉사단, 플
랜트봉사단, 원자로설계봉사단), 긴급재난봉사단 등 총 5개 봉사단별로 총 15개 결연기관
및 2개 결연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했다.
한기는 참사랑봉사단 활동과 연계하여 2005년 11월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한국해비타트와 결연 협약을 맺었
다. 이후 매년 지속적인 후원과 함께 집짓기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지어 주었다. 이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사랑의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2005.08.12
참사랑봉사단 창단

등 생명나눔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참사랑봉사단을 통한 한기의 다양한 사회공
헌활동은 2006년 11월 9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3회 ‘2006 사회공헌기업대상’ 시상
식에서 자원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
로 돌아왔다. 참사랑봉사단을 창단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였는데, 이는 전사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임직원들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였다.
사회공헌기업대상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을 널리 알리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 2004년 제정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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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수상한 2006년에도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유한
킴벌리, 한국 P&G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15개 시상부문
에 걸쳐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기는 대상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나눔경영을 통해 사
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참사랑봉사단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매
진하여 주변의 불우이웃 및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는 세
계 최고의 기술회사, 나아가 국민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경제신문 주최 사회공헌기업 자원봉사부분 대상 수상(2006.11.09)

2005.11.24

2006.11.09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기술지원교육 시행

사회공헌기업 대상 수상

4.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추진
중소기업지원 체계 구축
2000년대 들어 범 사회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토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도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 인식이 형성됐다. 정부에서는 세계적으로 동반성장이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견인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제도인 동반성장
을 강조했다. 이어 2006년 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동반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동반성장정책은 1959년 도요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였는데 이후 일본의 자동차·전자산업계에서 일반화
됐다. 미국이나 유럽의 각국들은 1980년대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입, 일반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업으로는 2004년 포스코가 최초로 도입했고 이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LG텔레콤, SK텔레콤,
KTF 등 일부 대기업도 부분 도입했다. 공기업으로는 2005년 한전이 최초로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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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주택공사, SK,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으며, 한기가 대

한기도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구현함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국
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한기는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중소기업 전담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전화 및 사이
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역시 신설했다. 아울러 분야별 기술지원그룹을 구축하여 중소기
업 지원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했다.
이와 함께 한기는 회사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정립했다. 한기의 지원대상업체로는 발전소 관련 기
자재 제품 개발업체, 장비소재분야 등 기술개발 사업지원업체,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공동수행업체, 기자재
공급업체, 각종 구매물품 조달업체 등 협력업체로 구분됐다. 한기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전소 건설 역
무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중소기업 지원 기본체계 수립
-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상생협력의
혁신 네트워크 관계 구축

추진목표

중점추진사항

수요자 중심
지원체제 강화

KOPEC
협력방향

• 단기 수익중시 경영 지양
• 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축
• KOPEC 기술 네트워크 강화
• 사회 친화적 경영 구현

수평적
개방적
관계실현

능동적
지원전략
수립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
• 독자적 자립역량 구축
• 공정한 성과분배 향유
• 기술혁신 역량 강화
• 고용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

이어 한기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0대 선도과제 발굴에 나섰다. 1단계로 상생협력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전
환을 위해 협력업체 대상 선도과제를 우선 발굴했으며 2단계로 정부 및 전력그룹사 정책에 부응하는 적극적
인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이렇게 발굴한 10대 과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상호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재
무 유동성 확보,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발전소 기자재 국산화 추진, 품질경영 역량 강화, 중소기업지원
멘토링제도 실시, 보유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활성화, 정보화 기술지원, 지원사업 제도개선 등이었다.

244

245

한기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한기의
성장 토대라는 인식 아래 협력업체와의 협력연구개발 시행,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지원, 중소
기업제품 구매 확대, 협력회사 정비기술 및 품질보증능력 향
상 지원 활동을 벌였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공구매 기회확대
등을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강화를 실천했다.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
과의 성과공유제도 시행했다.
한기 성과공유제의 기본 개념은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기
술협약 체결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있었다. 중소기
중소협력업체 초청 상생협력 컨퍼런스 개최(2006.08.28)

업을 발굴한 후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
교육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며, 공동구매
확대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식이었다. 2006년 한기는 에코

프론티어 등 총 10개 중소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과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했다. 또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공동개발을 추진, 울진(한울) 5,6호기 폐수처리설비 개선 전기분해설비 구축을 공동 수주하는 성과
를 거뒀다.
한기는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이나 우수 외부인력의 성과공유 노력에 대한 포상을 실
시했다. 우수 중소기업 포상은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과 협력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근 1년간 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부인력 포상은 파견근로 인력 중 성실성과 책임
감이 뛰어난 인력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상생협력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경영혁신경진대회에 중소기업지원
부문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2006년 경영혁신경진대회에
처음 포함된 중소기업지원 부문 수상작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 1단계 사업 - 공동개발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사례’가 선정됐다.
한편 한기의 다양한 중소기업지원 노력은 전력그룹사 경영실적평가 중소기업지원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12월 6일 한전에서 열린 ‘중소기업지원 활용부서 발표회 및 전력그룹사
지원성과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4개 그룹사 중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지원활동 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유공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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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활동 전개

예산편성관련 실무자 워크샵(2008.11.06)

5.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제도 도입으로 경영투명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정부에서는
2001년 9월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내부회
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어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이 조항을 넣어 항구적으로 법제
화했으며 2005년에는 실무적용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ʼ과 ‘적
용해설서ʼ를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해설과 사례를 제시했다.
한기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6년 2월 기본품의를 완료했다. 기업의 회계부
정과 이에 의한 기업부도 등이 커다란 사회, 경제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공기업으로서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된 까닭이었다.
상장기업의 경우 2006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지만 비상장사
인 한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계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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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담당자(회계팀)

팀별 평가자
취합 및 운영준비

No

회계팀 취합

현업의 역할

설계평가 대상?

설계평가자
(테스트담당자)

Yes

설계평가 실시

Fail

보완방법 작성

Pass

운영평가자
(테스트담당자)

운영평가 실시

Fail

보완방법 작성

Pass

통계평가자
(테스트담당자)

평가 및 보완방법 작성 협조

부서장

평가 및 보완방법 작성 협조

팀장, 실/처장 승인

본부장 승인

Pass/Fail

내부회계관리자 최종보고

내부회계관리자

- 평가항목 : 재무활동에 중요한 전사 및 업무수준의 415개 항목
- 주요 산출물 : 업무기술서, 업무흐름도, 통제기술서 및 평가절차서 등

공기업으로서의 재무건전성 강화
한기는 내부 임직원들과 외부 컨설팅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회계관리
제도구축추진반을 구성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교육에 착수했으며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내부통제자를
지정하고 2006년 9월부터는 프로그램 구축에 들어갔다. 프로그램은 10월에 평가한 후 수정하여 11월 1일 내
부회계관리자 승인을 받아 구축을 완료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 한기의 회계투명성은 크게 향상됐다.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제고로 회계자료의 투
명성이 향상되고 재무활동 관련 부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데 따른 효과였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내부통제활동의 주기적 점검으로 내부통제 시스템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중장기적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기업가치 증대와 기업신뢰도 제고가
기대됐다. 나아가 내부통제활동으로 임직원 상호 간에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회계부정 등의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 가능성도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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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흐름도

6. 노사화합을 향한 노력 전개
노사위기 속에 피어난 한기의 변화 열망
1987년 민주화 분위기 추세에 따라 한기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기까지 한기의 노사관계는 갈등이 깊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는 매년 크고
작은 갈등으로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설립 30주년이 되는 2005년까지 이어졌다. 급기야는 전국 6
만 개 사업장 중 40개의 노사관계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으로서는 한기가 유일했다.
한기의 냉랭한 노사관계와 잦은 분규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으며, 경영 측면에서 심각
한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회사의 모든 경영목표와 자원·역량이 노사현안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면서 고객 중
심의 경영 등 회사 본연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었다. 또한 불안한 노사관계는 각종 대외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
하는 결과로 귀결됐다.
2005년도 대외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기는 전력그룹사 경영평가 최하위에 이어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고객만
족도 최하위, 공공기관 혁신수준 평가 역시 최하위 수준인 2단계에 머물렀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 사이에는 반성과 함께 노사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토대라는 공감대가 노사 간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작은 갈등에도 분규로 이어지는 것에 조합원조차 반대하는 기류가 번지기 시작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인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됐다. 여기에 새로 구성된 경영진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한기의 노사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었다. 최고경영자가 노조를 경영혁신의 동반자라 선언했으며 주요 경영방침을 노조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
을 약속하는 등 지속적인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노사협의회는 물론 현안별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한마음 대토론회,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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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외부전문가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 상사와의 갈등, 재정계획 수립 등은 물론 자녀교
육과 부부 간의 갈등, 가정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직원고충처
리 프로그램(EAP)을 시행,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경영상 주요의사 결정이 필요한 안건별로 각종 심의위원회
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과 후 1시간 동안 노조간부와 회사
실무진이 만나 현안문제 등에 의견을 나누는 ‘화목(火木)한
제1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2006.04.24)

시간’은 차츰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화목(和睦)한 시
간’으로 정착되어 노사관계를 다지는 디딤돌이 됐다.

공기업 최초 생산성협약임금제 도입
한기는 설립 30주년인 2005년을 또 다시 갈등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전체 구성원
의 의지와 각오를 담아 ‘New Start, Again 30's’ 슬로건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와 노조 대의원이 함께 하
는 대토론회와 경영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실을 맺어 2005년 최초로 무파업·무분규·무소송 원년
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아울러 2005년 공기업 최초로 생산성협약임금제를 도입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
생산성협약임금제는 노사가 미리 합의할 경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임금증가율을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과 같도록 결
정하는 임금제도이다. 2004년 2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도 대통령 업무보고 시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차원에서 생산성협
약임금제 모델의 보급·확산을 보고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사관계를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생산성협약임금제는 반드시 노사
간 합의 아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따라서 노사화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한기는 노사화합의 상징으로 이 제도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 악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
한기는 제도 도입에 앞서 한전과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투명한 제도운영을 약속했으며 생산성 향상과 합
리적 성과배분을 위해 회사와 노조는 물론 외부 전문위원이 각각 3명씩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교섭
횟수와 교섭기간 단축에 따른 교섭비용 감소, 예산과 정원 운영의 탄력성, 임금적용률 결정의 시스템화로 노사분규 방지
등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됐던 생산성협약임금제는 2009년 11월 9일 한전이 ‘생산성협약임금제도
개선방안 검토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제도운영이 중단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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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축제 등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대화와 타협으로 문

글로벌 플랜트 엔지니어링기업으로
비상하다
2007 _ 2015

4

한기는 2009년 10월 1일 ’2020 뉴 비전’을 선포했다. ‘최고
의 기술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 기업’
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2008년 3,400억 원이었던 매출을
2020년 5조 원으로 끌어올려 세계 5위권의 전력플랜트 분
야 메이저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를 위해 한
기는 Total Solution 사업 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 지속 가능
한 기술개발, 경영효율 달성,
노사 상생문화 구축 이라는
중장기 전략방향 아래 비전
달성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을 기울였다.

2009.10.01

2009.12.27

New Vision 선포식

UAE 원전 계약 서명식

2009년 12월 27일 한기 등이
참여한 한전 컨소시엄이 수
주한 UAE 원전은 400억 달
러 규모로 직접 수출효과만
200억 달러에 달했다. 한기
는 2010년 3월 한전과 6,466
억 원 규모의 UAE 원전 종합
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경
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서 특히 우리나라에 원전기술을 전해준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수주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이 됐다.

2012년 10월 30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
간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15
년 5월 31일 김천 신사옥이
준공됐다. 같은 해 7월 2일 한
기는 용인 본사의 기획처, 감
사실, 우리사주조합, ICT지원
실 등을 필두로 김천 신사옥으로의 이전을 시작했다. 이후 8월 13일까지 임직
원 2,300여 명이 김천 신사옥 입주를 마치고 정상업무에 돌입했다. 김천 시대
의 개막과 함께 한기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도 방점을 찍으면서 지방이라는
한계를 넘어 세계의 중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2.01.09

2015.08.13

가나 타코라디 EPC사업 계약
기념식

김천혁신도시 사옥 이전 완료

2011년 12월 28일 한기와 일본 미쓰이물산 컨소시엄은 ‘가나
Takoradi T2 발전소 증설 EPC 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설계
부터 주기기 구매, 시공까지 일괄 수
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방식인 본 사업은
완공 후 복합발전소로 전환되는 동시
에 총 발전용량도 340㎿로 증대된다.
Takoradi 발전소 증설공사 수주를 계
기로 한기는 EPC 기업으로 변신,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에서의 추가적인 발전사업 공사에 적
극 참여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2000년대 중반 한기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혁신 로드맵과
혁신비전 정립을 추진했다. 이어 미래성장을 향한 DREAM 2010을 선포하고 기
술력을 토대로 사업다각화를 실현하며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
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고유가 행진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정부의 공기업선
진화 정책 추진 등으로 한기는 잠시 내실을 다지며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이후 2009년 새롭게 2020 뉴 비전을 선포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발전시
장에 뛰어들며 글로벌 톱 5 Power EPC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UAE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에 이어 아프리카 전력시장에 진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세계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그리
고 2015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김천 신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하
며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다.

2007.01.29

2007.09.21

Vision 2007 대한민국 혁신기업 경영혁신부문
대상 수상

200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01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
1. 변화와 혁신을 향해가는 한기
성과 중심의 혁신역량 재정립 추진
		

설립 30주년을 앞둔 2005년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경영혁신 로드맵과 혁신비전 정립을 추진했던 한기는 2007년 이후 지속가능한 혁
신체제를 구축하며 전사적인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했다. 또한 성과 중심의 혁신
활동 체계화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혁신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했다. 이와 함께 한기는 변
화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전략과 혁신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혁신저항과 장애요인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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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힘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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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2007.12.20)

경영진의 혁신실천력 제고를 위해 CEO가 명확한 혁신비전을 제시했으며, 경영진이 솔선수
범하는 혁신문화 조성으로 혁신리더십을 강화했다. 아울러 혁신제도화를 통해 시스템 기반
의 혁신성과관리 및 확산을 추진했고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했다. 자율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아 혁신성과에 기여하는 학습활동을 도모했다.
2007년에는 혁신 추진방향으로 혁신성과의 질적 전환과 자율혁신 과제활동 정착, 변화관
리 내실화를 설정했다. 혁신과제는 DREAM 2010 경영혁신 전략과제와 CEO정책과제를 더
하여 구축했다. 혁신과제의 실행 및 점검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성과지표 설정과 추진일정
을 명시한 과제 풀(Pool)을 설정했다. 선택과 집중의 경영자원 투입, 가시적 성과창출을 운
영지표로 하여 과제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혁신과제를 추진했다.

DREAM 2010 수립
한기의 꿈이 담긴 ‘DREAM 2010’에는 다함께 힘을 합쳐 활력(Dynamics)
이 넘치고 서로 신뢰(Reliability)하는 기업문화 속에서 조직의 효율(Efficiency)를 증대시키면
서 경영혁신을 가속화(Acceleration)하여 한기를 일류(Major) 기업으로 키워나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아울러 모두가 힘을 모아 일류정신, 일류기술, 일류기업문화를 가진 최고의 기업을
만들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DREAM 2010의 목표는 유형기관 고객만족도 1위 달성, 매출액 4,300억 원 돌파, 핵심기술 경
쟁력 15% 제고, 그룹사 경영평가 1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DREAM 2010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혁신선도팀으로 DREAM 2010 추진위원회
를 구성했다. 추진반장과 총괄팀장 외 20여 명의 팀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DREAM
2010 목표년도까지 한기의 일류기업 도약을 위한 역점과제와 경영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CEO의 경영철학과 한기인의 변화 열망을 혁신전략과 과제로 구체
화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2007.07.24

2007.10.01

Dream 2010 추진위원회 발족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DREAM 2010 선포식

DREAM 2010의 목표는
유형기관 고객만족도 1위
달성, 매출액 4,300억 원
돌파, 핵심기술경쟁력 15%
제고, 그룹사 경영평가 1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
이 다수 포함됐다.

DREAM 2010 선포식(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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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향을 도출했다. 기본방향은 고객지향 사업 수행, 기술고
도화, 사업다각화, 경영체제 혁신 등 크게 4가지였다.
추진위는 고객지향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이슈로 고객가치
창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전략으로는 설계
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신뢰 향상을 선정했다. 서브(Sub) 추진
전략으로는 설계결과물 품질 및 경제성 향상, 고객 상시기술
지원체계 구축, 기술력 대외홍보 강화, 협력업체 기술력 제고
등을 선정했다. 사업다각화 실현을 위해서는 성장 재창조를
혁신이슈로 선정했으며, 혁신전략으로 지속성장기반 구축을,
DREAM 2010 추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2007.07.24)

서브(Sub) 추진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다각화,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확대, 사업개발역량 강화, 효율적인 사
업개발 지원체제 구축을 선정했다.
기술고도화 실현을 위한 핵심이슈는 기술경쟁력 강화로, 혁
신전략은 기술경쟁력 확보로 삼았다. 서브(Sub) 추진전략으

DREAM 2010 의미
D

Dynamics(활력)

R

Reliability(신뢰)

A

Acceleration(가속화)

M

Major(일류)

E

Efficiency(효율)

로는 보유기술 역량강화, 미래사업화 기술 투자확대, 인프라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설계자동화기술 지속 확대를 선정했
다. 경영체제 혁신을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
진하기로 했으며 혁신전략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적
인 경영프로세스 구축,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 경영전략시
스템 도입, 상호존중 기업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진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의지와 열망이 담긴
9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으며, 주관부서별로 일정, 소요예산
및 추진내용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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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에서는 다양한 토론과 워크숍을 거쳐 DREAM 2010 기

한편,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추
진했던 경영혁신은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혁신수
준평가 등 여느 시기보다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갖
추고 진행됐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혁신성과 창출
과 내재화 수준의 정착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잠재된 혁신열
망을 일깨우고 기업문화 활성화를 이뤄냈다는 측
면에서는 의미가 컸다. 실제로 DREAM 2010 수립
을 통한 경영혁신 전략체계는 2008년 10월 MB정
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 당시 새로운
경영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력을 갖춰나가는
토대가 됐다.
DREAM 2010 선포식(2007.10.01)

DREAM 2010 전략 체계도
-

한기비전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

경영전략

고객지향 사업수행

사업다각화

기술고도화

경영체제 혁신

혁신목표

유형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1위

매출액
4,300억 원 달성

핵심기술 경쟁력
15% 제고

그룹사
경영평가 1위

혁신전략

설계품질 제고로
고객신뢰 향상

지속성장 기반 구축

기술 경쟁력 확보

경영효율성 제고

● 설계결과물

Sub
추진전략

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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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경제성 향상
● 고객 상시 기술지원
체제 구축
● 기술력 대외홍보 강화
● 협력업체 기술력 제고

29개 과제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다각화
●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확대
● 사업개발 역량 강화
● 효율적인 사업개발
지원체제 구축

17개 과제

● 보유기술

역량 강화
기술
투자 확대
● 인프라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 설계 자동화 기술
지속 확대
● 미래사업화

18개 과제

● 생산적인

경영프로세스 구축
체제
구축
● 경영전략시스템 도입
● 상호존중의 기업문화
조성
● 자율·책임경영

26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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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도래
2008년 들어 고유가에 의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더니 같은 해 9월 미
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실물경기는 한없이 추락했다. 세계 경제는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세계경제 전망을 2008년 11월의 2.2%에서 2009년 4월에는 1.3% 성장으로 낮추어
발표했다.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세계 각국은 금융정책 공조를 강화, 침제국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
했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선진국에서 시작
된 실물경제 위축은 신흥 경제국으로 파급되어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을 급속히 둔화시
켰다. 2008년 4/4분기 이후 수출 증가율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이런 추세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제개혁,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상
체결, 공공부문 선진화 등 3대 과제 추진을 발표했다. 이미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
은 세계적인 추세로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개혁이 지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오
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 당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수는 305개였고, 예산은
338조 원에 달했다. 여기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14개 기관까
지 포함하면 총 319개 기관으로써 공공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정부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보다는 방만경영 등 공기
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했다. 낮은 생산성에 비해 과다한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방만경영을 계속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었다. 동일 산업 분야에 유사한 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정부가 지적한
공기업 문제점의 하나였다.
이에 정부는 2008년 총 4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선진화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2009년 들
어서도 2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선진화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은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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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선진화 추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을
보면 총 319개 기관 중 민영화 대상 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
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대한주택
보증 등 38개 기관이었다. 다만 38개에 포함된 지역난방공
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기, 한전KPS 5곳은
지분 일부를 상장 등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면
적인 민영화라고 보기는 힘들었으며, 특히 한기와 한전KPS
의 경우 시장 성숙도를 봐가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민영화 방
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밖에 38개 기관은 17개 기관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았
다. 통합 대상은 주택공사·토지공사, 기술보증기금·신용
보증기금이 핵심 기관이었으며 이 외에도 정부 산하의 각종
연구개발기관, 진흥원 등 모두 38개 기관이 선정됐다. 철도
공사 산하 자회사 5곳도 2개 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애
초 선진화의 4개 카테고리에는 없었지만 경쟁 도입도 포함
됐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복수기관
지정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
다. 아울러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
으며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0개 기관은 기능
을 조정하여 일부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
기로 했다. 각 기관별로 10% 이상의 정원을 조정토록 하되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기능
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정책의 원칙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
로의 전환이었다.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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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로 국민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기본생활
과 직결되고 요금인상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했다.

정원 감축과 증시상장 방안 마련
한기는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서 당초 민영화 대
상에 포함됐다. 자체 인력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량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
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아울러 설계기술 자립 실현을 위해서
는 고급인력에 대한 유치 및 육성이 필수적이지만 우수인력 우대제도나 인센티브제도 등
이 미흡하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그러나 국내 발전 설계시장의 여건상 조속한 시일 안에 민영화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
렸다. 국내 민간기업 중에서 발전 설계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서둘
러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또 다른 사적독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비핵심사업의 축소, 직원 자율분사 유도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발전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한기의 선진화 방
향을 유도했다. 또한 강도 높은 경영선진화 추진을 바탕으로 경영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
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기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2008년부터 일반건설사업 참여를 중단했으며, 2009년부터
는 100㎿ 이하의 중소형 화력 및 500㎿ 미만의 복합화력 분야 역시 신규 수주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나 전원개발계획에 의한 정책사업이나 해외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이와 함께 설계 전산화 확대, 프로세스 개선이나 단축을 통한 업무간소화, 직원들에 대한
자율분사 유도 등 창업지원을 통한 인력감축도 시도했다. 또한 국내위탁 교육인원도 축소
하고 본부조직의 통합과 대팀제 도입, 지원부서 감축 등을 통해 195명(정원의 10%)의 인
원감축을 추진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등으로 1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수립
했다.
5본부 23처, 12실, 66팀에 달하는 조직을 3본부, 20처, 10실, 51팀으로 축소하는 조직의 슬
림화도 추진했으며, 현장수요가 적은 영광현장 사택 매각도 추진했다. 이밖에 2008년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의 급여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우수인력 우대를 위한 책임급 이하 심사
승급제 도입, 단일호봉제 폐지 등 제도보완과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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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공기관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획재정부의 2008년 10월 10일
제3차 공공기관선진화계획의 발표에 이어, 2009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한전 출자회
사 지분매각 기본계획’을 결정했다. 이 계획에서 지식경제부
는 2009년 안에 한기의 지분 20%를 증시상장 방식으로 우
선 매각하고 2012년까지 20%를 추가로 매각하는 방침을 확
정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한기는 2009년 5월 28일 동양종합금융증
권을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6월 5일 한전은 이사회
를 열어 ‘한국전력기술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계획(안)’
한기 주식상장 기념식(2009.12.14)

을 의결했다. 이어 6월 12일 한기 역시 이사회를 열어 주식
상장(안)을 의결했으며 7월 24일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하고 9월 18일에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후
10월 중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결정하고 10월 29일을
목표로 주식상장을 추진했다. 아울러 한기의 증시상장 지분
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상장물량의 20%인 152만 8,800주를
배정하기로 했다.
한기의 매각 지분은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총 97.94%의 지
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총 764만 4,000주였는데, 이는
6월 12일 증시상장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액면분할에 따
른 수량이었다. 당시 한기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이었
으나 증시 상장을 앞두고 유통주식의 활성화를 위해 주당
200원으로 액면분할을 단행했다.
주식 공모가는 장부가격 이상에서 희망공모가격과 수요예
측결과를 감안하여 한전 및 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정했던 주식상장 목표일이 되도록 수
요예측결과는 희망공모가격인 2만 1,600원~2만 4,400원에
미치지 않았다. 2008년 말에 불어 닥쳤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내 공모시장의 위축현상이 풀리지 않았
기 때문이다.
한기는 적정한 희망공모가격에 맞춰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상장시기를 당초 10월 내 상장에서 연내 상장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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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함으로써 증시상장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증시상장 일
주일 후인 14일 한기는 한국거래소(KRX)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코스닥 신규상장 기념
식을 가졌다. 한기의 주식은 매매개시와 동시에 공모가 2만 1,600원보다 5,400원(25%) 높
은 2만 7,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으며 종가는 상한가(15%)인 3만 1,050원 이었다. 한기가
매매개시 첫날부터 공모가의 50% 가까이 상승한 주가를 형성한 것은 국내 원전설계 전문
기업으로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와 원
자로계통설계의 양대 핵심부문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까닭이
었다.

한국전력기술 유가증권시장 상장 내역
● 주관사 : 동양종합금융증권
● 명의개서대행기관 : 증권예탁결제원
● 상장시장 :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
● 상장일 : 2009년 12월 14일

공모결과
구분
배정물량

우리사주조합

일반투자자

합계

1,233,042주

6,410,958주

7,644,000주

(16.1%)

(83.9%)

(100%)

3. 2020 뉴 비전 선포 및 영문사명 변경
글로벌 발전설계시장 선도
한기는 2009년 10월 1일, 설립 34주년을 맞아 2020년까지 연
매출액 5조 원 규모의 세계 5위권 전력플랜트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20
뉴 비전’을 발표했다. ‘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 기업’으로 성
장하는 동시에 2008년 3,400억 원이었던 매출을 2020년 5조 원으로 끌어올려 세계 5위권
의 전력플랜트 분야 메이저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기는 Total Solution 사업 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 지속 가능한 기술개발, 경영
효율 달성, 노사 상생문화 구축이라는 중장기 전략방향 아래 비전달성을 위한 전사적인
실행체계를 구축했다.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하여 발전설비분야의 주역이 되겠다는 열망
이 담긴 뉴 비전을 토대로 글로벌 파워 설계·구매·건설(EPC)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함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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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주당 2만 1,600원이 확정됨에 따라 12월 1일 금융위원회에 가격정정을 신고하고 12월

한기는 뉴 비전 달성을 위해 먼저 원자력·화력플랜트·환경을 비롯해 신규 녹색사업 강화는 물론 글로벌 진
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발전소에 대한 독점적 수주라는 소극적 성장전략에서 과감
히 탈피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미래 수익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해외사업의 경우 한전이나
발전자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중소형발전 및
시공, 대형사업의 EPC 계약자로 참여한다는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08년 400억 원과 200
억 원에 그친 EPC 매출액과 글로벌 매출액 목표를 2020년까지 각각 3조 9,000억 원과 3조 3,000억 원으로 상
향 조정했다.
한편 수출형 원전, 미래 원자력시스템, 차세대 석탄화력발전 및 송배전 기술, 환경오염방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6개 과제, 13개 세부분야를 기술개발 중점과제로 선정해 수출형·미래형·녹색형 기술을 확보해 나
가기로 했다. 또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체계를 보완, 강화하는 등 글로벌 EPC 기업에
걸맞는 경영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뉴 비전 수립과 함께 한기는 뉴 비전과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전략을 수립, 추진
해 나갔다. 특히 2010년 상반기까지 1년여에 걸쳐 ‘체인지(體認智)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전과 경영전략의

2009.06.19

2009.10.01

미래비전 설정 워크숍

창립 34주년 ’2020 New Vision’ 선포식

국내 발전소에 대한 독점
적 수주라는 소극적 성장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하
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미래 수익을 창출해 나가
는 전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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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의 임직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3회에 걸쳐 진행된 체인지 교육은 1박 2일로 진
행했으며, 자기진단과 가치퀴즈 등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공감’, 소통게임 및 상황극, 화합
의 장으로 구성된 ‘확산’, 비전과 신경영전략 집중 영상을 이용한 ‘체화’ 등 3단계로 구성했
다. 각 교육단계는 모든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로 구성해 뉴
비전의 공유와 확산 효과의 극대화를 꾀했다.

영문 사명의 변경
한기는 2010년 7월 9일 영문사명 KOPEC을 KEPCO E&C로 변경하고 본
사 로비에서 CI 제막식과 함께 새로운 CI를 선포했다.
한기의 사명 변경은 2009년 10월 선포한 ‘Global Top 5 Power EPC Leader’라는 뉴 비전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였다. 뉴 비전에 명시된 발전 EPC사업 실행 의지를 가시화하고, 대내
외 인지도 제고 및 직원 자긍심 고취, 전력그룹사 브랜드 통합을 통한 해외진출 경쟁력 강
화 차원에서 영문 사명 변경을 추진했다.
2010.05.27

2010.07.09

이사회, 영문사명 변경 결정
(KOPEC → KEPCO E&C)

CI 교체 제막식

CI 교체 제
막식(20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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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공을 들였다.

2010년 확정된 새로운 CI(2010.07.09)

때마침 2009년 국내 최초로 UAE 원전수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향후 전력그룹사와 대규
모 해외 프로젝트의 공동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기는 한전이 갖고 있
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 한전의 영문사명 KEPCO가 포함된
KEPCO E&C로 영문사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사용해온 영문사명 KOPEC(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Inc.)는 KEPCO E&C(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Inc.)로 변경됐다. 그러
나 국문 사명은 기존의 한국전력기술을 유지했다.
영문사명 변경에 따라 CI도 변경했다. 새로운 CI는 2개의 원이 결합된 무한궤도로 영원성을
뜻하며, 회사의 불멸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또 중앙의 선 모양은 영원한 빛을 나타
내고 회사의 진취성과 세계 지향성을 상징해 전체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및 건
설기업을 상징했다.
한편 영문사명 변경에 앞서 2010년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
사에서 직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영문사명은 KEPCO E&C였고, 같은 해 5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한기의 영문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02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금자탑 건설
1. 한국형 원전기술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
연구용원자로 해외수출
2010년 3월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만든 연구용원자로를 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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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출하는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건설사업(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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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용 원자로 시장 공동개발 협력 MOU체결(2008.05.28)

: JRTR)’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연구용원
자로를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JRTR(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70㎞ 떨어진 이르
비드(Irbid)에 위치한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JUST)에 2015년까지 5㎿급 연구용 원자로와
원자로 건물, 동위원소 생산시설, 행정동 건물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10년 6월
착공해 2014년 7월 마무리했으며 이후 시운전을 거쳐 2015년 2월 원자로와 부속시설을 완
공했다.
사업 기간 동안 약 700명의 고급 인력이 사업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부품이나 기자재를 국
산으로 공급했다.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와 건설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세계 연구용원자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 것이다.
한편 2008년 12월 한기는 그리스 GRR-1 연구로 1차 계통 설계개선용역을 수주, 폐기계통
의 제염과 1차 계통 개선, 제어실 개선에 대한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했다. 2014년 6월에는
요르단에 이어 연구용원자로 관련 기술을 유럽에 수출했다.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통해 네덜란드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델프트 공대 연구로 출력 증강 및
냉중성자 설비 구축사업(이하 OYSTER 프로젝트)’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OYSTER 프로젝트는 델프트 공대에서 운영 중인 연구로의 열출력을 기존 2㎿e에서 3㎿e로
증강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냉중성자 연구설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수행 중이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참여
핵융합에너지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 이상의
높은 온도를 가하여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 뒤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생산하는데, 연료가 무
한하고 온실가스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무한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핵융합기술은 198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며 2040~2050년 무렵 본격
적인 핵융합 발전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은 1985년
11월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
담에서 제안하면서 단초를 놓았고, 이후 미국이 사업 추진에 화답함으로써 1988년 ITER 이
사회가 조직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원 하에 미국, 러시아, EU, 한국 등 7개국이 참여
하는 ITER 사업이 출범했다.
한기는 2008년 10월 ‘ITER 국제기구 전기기기 설치를 위한 설계지원 용역’과 2009년 2월
‘B형 폐기물 처리 설계 용역’을 잇달아 수주했다. 또한 6월부터는 ITER 한국사업단이 수주
한 ‘방사성폐기물처리·저장계통 설계분석 및 최적화’ 과제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

2008.10.09

2009.06.25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설계 참여

ITER 한국사업단 발주 방사성폐기물 과제
계약 체결

핵융합기술은 198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
뤄왔으며 2040~2050년
무렵 본격적인 핵융합 발
전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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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전기기기 설치를 위한 설계지원 용역계약 체결(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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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3년 8월 1일에는 ITER 국제기구에서 발주한 약
780만 유로(약 113억 원) 규모의 중앙연동제어장치의 설계
및 구매, 시운전 턴키 사업을 수주했다. 계측제어시스템 네
트워크 설비용역 수주에 이어 다시 관련 ITER 계측제어분
야의 대형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한기는 ITER
사업에서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2014년 6월 6일 한기는 ITER 사업의 근접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프랑스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박구원 사장
을 비롯하여 오사무 모토지마 ITER 사무총장 등 20여 명의
ITER 국제기구 연락사무소 개소식(2014.06.06)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후 연락사무
소는 ITER 사업의 현지 밀착 지원 강화와 함께 향후 사업참
여 확대는 물론, 프랑스를 거점으로 하여 EU지역의 발전플
랜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08.01
국제핵융합로(ITER) 중앙연동제어장치
턴키사업 수주

한편 이듬해 3월 26일 한기는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개최
된 ‘ITER Business Forum 2015ʼ에서 ‘Invest in Provence Awardʼ
를 수상했다. ITER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프랑스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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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탁 수행했다.

2. 설계기술 혁신과 기술고도화 추진
차세대 수출형 신형원전 APR+ 개발
2016년 이후 한국형
원전의 해외진출을 위해 추진되는 APR+ 프로젝트에 한기는
2007년 8월부터 참여해 개발 타당성 평가, 공동 핵심기술,
표준상세설계 개발 등 3개 세부과제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했다.
APR+ 프로젝트는 피동안전설비나 다중 중대사고 적용기술
을 개발해 APR+의 안전성과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 유
사 노형에 대한 경쟁력 확보로 국산 원전의 해외진출 전략에
활용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APR+ 개발에 참가하면서 한기는 노형선정과 평가, 표준상세
설계 기획단계에서 주요 설계인자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우
수 설계인자 적용 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설계전문가협의

2007.08.20

2009.04.30

APR+ 개발 타당성 평가 과제 협약 체결

APR 표준상세설계개발 사업수주

체 운영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기술개발을 선도
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을 모두 반영했다.
APR+ 기술개선 측면에서 한기는 원전설계핵심코드와 원자
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설비 등 일부 미자립 기술품목
을 100% 국산화해 설계에 적용했다.
또한 발전소의 두뇌에 해당하는 주제어실(Main Control
Room)과 원격제어실(Remote Shutdown Room) 등 주요 설
비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될 수 있도록 배치·설
계했다.
대형 항공기가 충돌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원자
로건물이나 보조건물의 안전성을 높였는데, 돔 부위 벽두
께는 APR1400의 107cm에서 122cm로 늘리고 보조건물도
122~137cm에서 152cm로 설계했다. 또한 냉각설비(피동

268

보조급수계통)을 설치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APR+ 원전기기 구조물 복합모듈화 워크숍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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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안전정지와 냉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모듈형 건설 등 최첨단공법을
활용해 건설공기를 36개월로 크게 단축했다.
한기는 지난 40년간 원전을 건설하면서도 제한된 기술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기
단축의 핵심기술인 SC구조 및 복합모듈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
다. 건설인력 부족현상에 대응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SC구조와 이질부재인
철근콘크리트나 합성구조 등의 구조적 일체성을 확보한 공법 개발을 추진, 기술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또한 원전 제어시스템의 안전기능을 의도적인 사이버 공
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내 규제지침을 기준으로 APR+의 사이버 보안에 대
한 설계 기본요건을 설정했다. 나아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지침에 따라
원자로 및 원자로시설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DICS)에 적용되는 모든 디지털 기
반 계측제어계통과 기기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개발
했다.

2014.08.14
차세대 신형원전 APR+ 표준설계인가 획득

제19차 APR+ PM회의 및 제1차 연계기술개발 실무협의회(2009.10.09)

이를 통해 한기는 원전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적으
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
력을 갖춘 GEN Ⅲ+ 원자로설계 고유기술을 확보했고, 설계특성과 공통 핵심기술
을 혁신형 원전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2014년 8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APR+ 표준
설계를 최종 심의하여 표준설계인가(SDA)를 의결했다.
APR+ 표준설계는 전기출력 1,500㎿급 가압경수로로서 국내에서는 한국형신형경
수로(APR1400), 일체형원자로 스마트(SMART)에 이어 3번째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

국산화 원전 MMIS 시연회(2008.05.22)

원전 원천기술 확보 추진
정부는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기술 개발사업(Nu-Tech 2012)ʼ을
기획하고 한기 등 전력 관계기관 공동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Reactor Coolant Pum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an-Machine Interface System) 및 원전 안전해석코드(SPACE) 국산화 사
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원전계측제어시스템은 2010년, 원자로냉각재펌프는 2012년 각각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이어 2013년 1월에는 안전해석코드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원
전설계에서 기술이전을 포함한 원전의 해외수출 시 해외 경쟁자의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
유로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 원전의 턴키 수출 시 해외 사업주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기술
이전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원전 미자립 3대 핵심기술 중 하나였던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개발은 3단계로 추진
했는데, 1단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기초·응용 사업을 중
심으로 추진했다. 2단계는 2005년 사업을 이관받은 지식경제부 주관 하에 한기, 두산중공
업, 원자력연구원 등이 2008년까지 실용화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했다. 3단계는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하여 MMIS의 종합 성능검증과 상용화에 성공했다.
개발에 성공한 MMIS는 원전의 두뇌, 신경망으로서 운전, 제어, 감시, 계측 및 비상시 안전
기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최신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및 인간공학 기술의 융
합체로 평가받았다. 기존 웨스팅하우스의 수입 의존성을 완전 탈피한 순수 국산 MMIS로 설
계 단계부터 국산 제어기(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PLC)를 사용했으며, 해외 MMIS
에 비해 안전성, 신뢰성 및 운전 편의성이 월등히 나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 개발은 2007년 한기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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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두산중공업 등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RCP 개발은 2단계에 걸쳐 수행했으며 1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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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수행했으며, 이를 기초로 원형 모델의 기본설계와 상
세설계 정보를 수집했다. 2단계는 실제 크기 RCP 제작 작업
이었다.
완성된 원형 RCP 모델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구축한 성
능시험 설비에서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하는 각종 시험을
통과했다. 이후 2012년 APR1400의 한국형 RCP 개발에 성
공하며 신울진(신한울) 1,2호기에 장착했다. RCP 설계기
술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유럽연합 아레바
(AREVA) 등 글로벌 원자로 설계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원
원전 MMIS 개발완료 기념식(2010.09.16)

천기술이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원전안전해석통합코드(SPACE) 개발
에도 성공했다. 원전안전해석통합코드(SPACE)는 원전의 안
전성을 확인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원전을 설계할 때 반드
시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인데, 2006년부터 안전해석코드의
국산화연구에 착수하여 2013년 1월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
계에서 3번째로 독자개발에 성공했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과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이어 원전안전해석코드까지 국산화
함으로써 국내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던
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하게 됐으며 특히 고리 1호기 준공 이
후 막대한 비용이 들었던 원전 안전해석코드 사용료도 절감
했다.

중소형원자로 SMART 개발 참여
한기는 2002년 12월에 시
작해 2005년 6월에 종료된 SMART 기술 실증용 파일럿 플
랜트(SMART-P)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SMART 열출력규모의 1/5 정도 되는 실증 플랜트를 설계하
는 것이었다. SMART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
펌프가 하나의 용기에 집약된 일체형 원자로로 열출력은
330㎿t이다.
SMART 1기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에 전기 90㎿를 공
급하고 해수를 담수화해 하루에 4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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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요건을 수립하고, RCP 축소모델펌프를 설계·제작해

한기는 이미 OPR1000, APR1400 개발사업을 통해 원전설계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축적했
고, 이를 기반으로 SMART 연구에 개발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SMART를 이용한 플랜트 설
계기술을 확보했다.
한기는 SMART-P 플랜트 연구를 위한 종합설계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SMART-P의
건설운영허가 취득을 목표로 역무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부지 및 일반기기 배치, 주요 계
통 설계기준 수립, 주요 계통 구성 및 최적화, 주요 기기 사양 도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기
본설계 및 내진해석, 인허가 자료 생산 등의 업무를 주도했다.
SMART-P 플랜트 연구를 위한 종합설계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중소형원자로 사업 확장의 기틀을 구축했
다. 또한 사업수행을 통해 실증용 파일럿 플랜트 건설운영허가 획득을 위해 1단계로 주요
계통 및 기기를 대상으로 종합설계 업무를 수행했다.
한기가 수행한 설계용역은 일체형원자로의 운전, 유지 보수개념을 반영한 설계개념 개발
과 이어지는 일련의 SMART 개발사업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됐다. 이후 후속사업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용화사업을 통해 SMART 플랜트의 검증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서 산
업적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UAE, 칠레 등과의 국제협력사업
으로 수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SMART 플랜트 연구를 위한 종합설계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발판 삼아 2009년
11월부터 SMART 표준설계 인가획득을 위한 종합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중소형 규모
의 일체형원자로 SMART를 이용한 플랜트의 표준설계인가 획득이 최종 목표였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기는 SMART 플랜트의 주요계통 설계기준 수립, 일반기기 예비배치,
주요계통 배관 계장도 및 전기단선도 작성, 원자로건물 내진해석,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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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 사업 출자 협약식(2010.06.14)

및 표준설계기술서 작성 등 세부적인 업무도 수행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수출기반을 확보하고 국내의 잠재적 산업수요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
렸다.
2015년 3월 우리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소형원자로 SMART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
를 계기로 향후 세계 중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해외 수출
교두보 마련에 더욱 힘쓰고 있다.

원전해체사업 진출 모색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던 ‘원전 1.0 시대
ʼ와 핵심 기술의 국산화로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성공한 ‘원전 2.0 시대ʼ를 거쳐,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2017년 국내 원전 중 처음으로 ‘폐로(廢
爐)ʼ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 원전 3.0 시대ʼ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선행주기(Front-cycle)에 머물렀지만,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국내 원전 산업도 ‘일관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간 국내 원전
산업은 원전 주요 부품의 품질과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폐로, 사용후핵연료 관
리 등 후행주기(Back-cycle)은 기술수준이 선진국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균형구조를
보였다. 이에 한기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한 원전해체시장 참여
기회를 모색했다.

이미 한기는 국내 초창기 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 Ⅱ와
TRIGA MARK Ⅲ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1997년 1월
부터 해체 공사에 들어간 ‘TRIGA 연구로 해체 사업’ 중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가 기술지원, 품질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문에 대한 전문기술인력 지원용역을 성공적으로 수
행한 바 있다. TRIGA MARK Ⅲ는 2005년 원자로 본체까지 완
전 해체했으며 TRIGA MARK Ⅱ는 2007년 부속시설 및 주변
시설 해체를 완료했다.
한편 한기는 해체기술 확보와 연구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기술협력체계를 모색했다. 2014년 5월 15일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원자력 해체기술 개

한기-경상북도 원자력 해체기술 개발 상호협력협약 체결(2014.05.15)

발 및 원전지역 상생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협력협약
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25일에는 2013년 11월부터 원전해
체·제염·복원 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원전해체의 규제
기준과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한

2006.06.09
국내 최초 초초임계압 발전소 당진화력 5,6호
기 준공

양대학교와 원자력발전소 해체·제염·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협정을 체결했다.
2015년 7월에는 독일 E.ON과 원전해체기술 전수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원전해체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핵심기술확
보에 나섰다. 이 계약을 통해 한기는 E.ON 해체 전문가들의 집중 워크숍,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독일 현지 실습교육, 원전
해체현장 실습교육, 핵심 해체기술 자료이전 등을 추진했다.

3.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상용화
초초임계압 1,000㎿급 석탄화력 설계기술 상용화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환경오염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안을 새로 제정하며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고효율
화, 대용량화도 추진했다.
당시 석탄화력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렵게 부지를 확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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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주민 반발로 사업을 연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대용량 화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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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비 절감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한기는 대용량 석탄화력 개발에 착수했다. 먼저 대용량 석탄화력 발전
소 건설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대용량
석탄화력 기종인 800㎿급 석탄화력 개발을 추진했다. 한기는 1995년 5월부터 1998년 7월
까지 800㎿급 석탄화력 설계표준화를 위한 개념설계 등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후속작업
을 진행했다.
이렇게 축적한 설계기술은 이후 우리나라 대용량 석탄화력 설계모체의 기반이 되었고, 국
내 최초 800㎿급 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 1~4호기의 종합설계 기술용역을 수주하는 성과
로 이어졌다. 한기의 설계를 토대로 대용량 석탄화력 건설이 추진된 영흥 1,2호기가 2004
년 12월 준공하면서 2000년대 석탄화력의 주력 기종인 800㎿급 시대가 열렸다.
대용량 초임계압 석탄화력 설계기술 기반이 갖추어짐에 따라 한기는 2002년 1,000㎿급 대
용량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 및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고, 7년에 걸쳐 관련 기술 개발
에 매진한 결과 효율성과 경제성, 유해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원전 용량 규모의
1,000㎿급 석탄화력 설계기술을 확보했다.

2007.10.25
당진화력 9,10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수주
(1,000㎿급 초초임계압 석탄화력)

이에 따라 한기는 국내 최초 1,000㎿ 석탄화력인 당진화력 9,10호기의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발주, 공급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사업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적
기에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대용량 석탄화력 설계기술의 상용화 첫발에 큰 족적

당진화력
9,10호기

종합설계기
술용역 수
주기념식(2
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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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대용량 발전소를 건설해 2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효과를 얻음으로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공사 착공식(2011.06.03)

을 남긴 것이다.
한기는 당진 9,10호기 설계에 있어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여러 기술을 구현했다. 가장 주
목할 점은 화력발전 최초로 주제어 건물을 분리해 원격제어가 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효
율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보일러 튜브에 대형모듈과 신공법을 적용해 설비신뢰도를 제고
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해 건설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대형 회전날개를 도입해 터빈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기존 초임계압 화력발전소 대
비 효율을 2% 이상 제고했다. 효율 제고에 필수적인 고온고압의 주증기 온도를 실현해 주
증기 온도 600℃ 이상에 재열증기 온도 610℃ 이상을 유지하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
는 연료 사용량의 감소로 이어졌고 CO₂배출도 줄여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실현했다.
국내 최초 옥내형 저탄장과 공기부양식 석탄이송 설비를 도입, 비산탄 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발전소로 설계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였다. 이와 함께 아역청탄을 50%까지 섞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탄종 연소보일러를 채택함으로써 석탄수급여건에 탄력적인 대
응이 가능했다. 아울러 1,000㎿급 발전소로는 세계 최초로 50인치 최종익(LSB)를 적용, 직
렬 4류형 TC4F(60Hz) 형식의 배열을 가능케 함으로써 터빈 발전기의 기술성 및 경제성을
제고했다.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주도
당진화력 9,10호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한 한기는 이후 신보령화력 1,2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신서천화력 등에 대한 종합설
계용역을 수행했으며,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설계 용역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석탄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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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부활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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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원에 2015년 현재 건설 중이며, 2011년 11월 착공해 68
개월간의 공정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연구개발 실증사
업이다. 동일한 용량인 당진화력 9,10호기와 태안화력 9,10
호기의 주기기는 외국 업체가 납품했지만, 신보령 1,2호기
에 투입되는 주기기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 기술로 설치되는
‘1,000㎿급 초초임계압 화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실증사업’
이다. 이 실증사업을 통해 국산화 기술로 제작된 주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기술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태안화력 9,10호기 착공식(2012.11.07)

신보령화력 1,2호기 건설공사 착공식(2011.12.20)

신보령화력 1,2호기는 현재 국내에 설치된 초임계압 발전소
보다 증기압력과 온도를 높여 국내 화력발전 기술력을 한 단
계 높인 것으로 발전소 종합 효율이 보령화력 7,8호기보다
높다. 또한 석탄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오염물
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적용하여 친환경 발전소로 건설
중이다.
태안화력 9,10호기는 총 설비용량 2100㎿(1050㎿ × 2기)인
대규모 사업으로 2012년 9월 착공에 이어 2016년 6월 9호기,
12월 10호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며, 2015년 4월
29일에는 시운전을 위한 수전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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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보령화력 1,2호기는 1,000㎿급으로 충남 보령시 주교

한기는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지원업무를 수행
하며,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발주, 공급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사업관리지원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태안화력 9,10호기는 기존 초초임계압 발전소보다 증기압력과 온도를 높여 국내 화력발전
소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인 고효율발전소로, 다양한 탄종을 양호하게 연소할 수 있도록 설계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보일러와 터빈발전기 제어시스템을 통합해 운전 편의성을 높
였고, 인접 부지에 건설하는 석탄가스화복합화력 설비 냉각수 배수로와 태안화력 9,10호기
를 공용화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기는 2017년 폐쇄되는 서천화력 1,2호기 대체 발전소인 신서천화력 건
설에 필요한 부지조성과 제반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물의 전 과정에 대한 기본설계와 상세
설계도 수행하고 있다.
민자석탄화력 부분에서도 성과가 높다. 국내 최초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발전소를 건설하
고, 일정기간의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IPP(Independent Power Plant) 방식으로 건
설하는 안인화력 1,2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삼성물산으로부터 수주하면서 첫 테이프를 끊
었다. 안인화력은 1,000㎿급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 발전소로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
2019년 12월과 2020년 6월에 1,2호기가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이어 2014년 10월 14일에는 SK건설이 발주한 고성그린파워 프로젝트 종합설계용역 계약
을 체결했다. 이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민간 IPP사업으로 경남 고성군에 1,000
㎿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1호기는 2020년 10월, 2호기는 이듬

민자석탄화력 부분에서도
성과가 높다. 국내 최초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발전소
를 건설하고, 일정기간의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
수하는 IPP(Independent
Power Plant) 방식으로
건설하는 안인화력 1,2호
기 종합설계용역을 삼성
물산으로부터 수주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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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IGCC 실증플랜트 착공(2011.11.16)

해 4월에 각각 준공 예정이며, 이 발전소도 보일러 증기온도와 압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발
전효율을 높이는 초초임계압(USC) 관류형 변압운전 형식의 발전소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4.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기술 개발
2010년대 이후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통해 기존 4%대에 불과하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계획기간 동안 12%대로 높이기로 했
다. 이에 한기도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IGCC 분야 설계기술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촉발된 원
전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세계 발전원료 시장은 석탄자원의 활용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발전단가는 낮지만 부존량이 풍부한 석탄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 IGCC)’에
관심을 갖고, 태안화력 7만 6,000㎡ 부지에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한기가 종합설계를 맡으면서 관련 설계기술 확보에 돌입했다.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화해 일산화탄소 및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
조·정제한 후 가스터빈을 구동하고 가스화기 및 가스터빈의 배기가스열로 증기터빈을 구
동하는 미래 친환경 기술이다. 발전효율이 높고 탄소저감 효과가 있으며 기존 화력발전 시
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당 3,800칼로리의 저효율탄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발전

업계가 주목하는 기술이다. 실제로 친환경성·고효율·합성가스의 다양한 응용분야 등의
장점으로 IGCC 발전소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온실가스 규제 현실화 및 탄소포
집저장 기술의 상업화 시점, 노후 석탄발전 설비 대체 수요를 고려하면 2020년을 기점으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2030년경에는 약 250GW(약 8,300억 달러)의 거대 시장을 형성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선
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5월 6일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발전 5개사, 한기, 한
전KPS 등이 ‘IGCC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태안 IGCC 실증플랜트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3
기의 석탄 IGCC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6년 삼척그린파워 부지 내에 50만 톤 규모의 SNG
플랜트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다. SNG(Synthetic Natural Gas)는 값싼 석탄을 가스화 한 것으
로 메탄(CH4)가 주성분이고, LNG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합성천연가스로 LNG보다 20%가
량 저렴하다.
태안 실증플랜트는 300㎿급으로 2016년 완공되면 핵심설비와 기자재 및 공정 설계 국산화
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7년 2호기, 2019년 3호기 완공 이후 이를 토대로 운영기
술까지 축적하여 시장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전력 IGCC 컨소
시엄은 2011년 4월 14일 가스화공정과 합성천연가스(SNG) 원천기술을 확보한 독일 우데
(Uhde)와 IGCC 조인트벤처 설립 계약을 맺었다. 한기는 IGCC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저탄
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2009년 9월 한전이 주도해 발
족한 IGCC/CCS사업총괄팀에 기술진을 파견하고 IGCC/CCS의 기술개발, 건설·운영, 정책
협의 과정에 긴밀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한기는 0.1㎿급 CO₂ 포집공정 테스트베드를 준공해 기술우위를 확보한 가운데
10㎿급 이상으로 규모를 늘린 과제 수행을 통해 사업화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IGCC 및
SNG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며 국내 최초로 IGCC 플랜트 기본설계도
수행했다. 석탄액화사업 기반 확보 노력을 통해 전력그룹이나 관련 국내기업과의 IGCC
및 SNG 사업 공동수행환경을 조성했다.

환경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수행
정부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
라 에너지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
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만든 용어로 연
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등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같은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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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포함하고 있다.

281
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
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폭을 넓혀나갔
다. 먼저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
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ESCO사
업을 추진했다. 분당복합화력에 이어 삼천포화력 1,2호기, 포
스코파워 복합 3,4호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추진하
는 수도권매립지 가스자원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999년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기도 정부
의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담
일산열병합 HRSG ESCO 사업 준공식(2010.10.13)

당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최종낙찰자로 선정
되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에코에너
지와 지분 참여를 골자로 실시협약을 맺어 2006년 12월 세계
최대 규모인 50㎿ 매립가스발전소를 준공했다.
무한 청정에너지인 바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풍력발전
개발도 추진했다. 2006년 3~4월 제주도에서 실험용 풍력발
전기 기초설계용역 수주를 시작으로 같은 해 4~5월에는 서
천의 실험용 풍력발전기 기초설계용역, 2006년 9월엔 한국남
부발전과 제주한경풍력 2단계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계약
을 체결했다.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제주 성
산풍력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 2008년 7월에는 평창풍력 건
설공사 설계기술용역,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정선풍력 발
전설비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하며 풍력설계 기술을
축적했다.
또한 2009년 하반기에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가입한 후
제주도 실증단지 사업에서 한전 컨소시엄 Smart Renewable
분야에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풍력단지 발전량 예측용역’
을 수행했다. 또한 플랜트본부 신재생에너지추진반을 통해
김천 혁신도시와 원주 혁신도시, 강릉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마트그리드 연계 녹색도시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개
발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Ⅳ _ 글로벌 플랜트 엔지니어링기업으로 비상하다

한기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정책에 부응해 다양

03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1. 기술력 바탕으로 UAE원전 수출 쾌거
꿈의 원전수출국 실현
2009년 12월 27일 한기 등이 참여한 한전 컨소시엄이 프랑스 AREVA와 미국의 GE, 일
본 HITACHI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대열에 합류했다.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한 UAE 원전은 400억 달러 규모로 직접 수출효과
만 200억 달러에 달했다.
1956년 미국의 전기기술 대가 워커 시슬러(W. L. Cisler)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라늄 1g의 기적을 역설한 지
53년 만에, 1971년 원자력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고리 1호기 첫 삽을 뜬 지 38년 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
가 되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렇게 빨리 그것도 원천기술이 없는 국가가 원전을 수출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
일하다. 우리나라가 오랜 숙원이었던 원전 수출국의 꿈을 이루는 데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술력과 경험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먼저 한기가 한전, 원자력연구원 등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개발에 성공한
APR1400이 있었다. 제3세대 신형 경수로인 APR1400 개발이 우리나라를 원자력 도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
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가 발주한 BNPP(Braka Nuclear Power Plant) 사업은 아부다비 서쪽 270km에
위치한 바라카(Braka) 지역에 1,400㎿급 APR1400 4기를 일괄수주방식으로 건설하는 공사로서 2017년 5월부
터 1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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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2010년 3월 한전과 UAE 원전 종합설계(A/E)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출하는 첫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어 2010년 6월에는 UAE
원전 주기기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과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원자로계통설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전 설계 전반을 관장하게 됐다.
프로젝트 착수를 앞두고 2010년 12월에는 미국의 벡텔과 UAE 원전 국외자문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 자문계약에 따라 벡텔은 BNPP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2020년 5월 1일까지 UAE 사업 종합설계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OTS 기술 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사실 한기가 보유한 자체 기술력으로도 BNPP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지
만, 원전 수출의 경험이 많은 벡텔의 노하우를 전수받음으써 발주처인 UAE 정부에게 신뢰
감을 심어주고, 최초의 해외원전 수출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여기에는 UAE원
전 사업의 중요성이 우선 고려되었지만,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원전 프로
젝트를 수행해온 한기와 벡텔 양사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깔려 있었다.
한기는 UAE 원전이 첫 번째 해외수출 원전인 만큼 최고의 원자력발전소로 설계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역량을 총동원했다. 국내 최초로 APR1400 노형을 적용한 신고리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삼고, 여기에 신울진(신한울) 1,2호기에 적용한 설계개선사항을 반
영했다. 한기 기술력이 집약된 UAE원전 설계는 현재까지 건설된 어떤 원전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으로 설계했으며, 설계 과정에 설계 형상관리와 인허가문서 개정관리 등 선진
설계기법을 적용했다. 안전을 중시한 항공기 충돌 영향 대처설계, 후쿠시마 사고 대처설계,
광범위한 기능상실(Loss of Large Area) 대처설계 등 신규 안전설계기술이 녹아들었다.
원자로계통설계에서도 4,000㎿ 원자로계통설계와 기기설계/기기공급자 문서검토, 인허
가, 시운전 및 성능시험 기술지원, 훈련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UAE에 적용키로
한 APR1400 원전에 UAE건설현장의 부지특성(50Hz frequency, 고온의 해수온도 등)을 반
영한 NSSS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밖에 인허가업무, 현장지원업무 등도 맡고 있다.

UAE원전
3,4호기
종합설계
용역 착수

기념(20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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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설계기술 주도

지사 개설 및 현지수행 체계 강화
한기는 UAE원전 설계업
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10년 9월 23일 아랍에미리트 아
부다비에 지사를 개소하고, 2011년 7월 6일 바라카 원전 건
설 현장에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
다. 한기는 UAE지사를 중심으로 BNP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사무소에서는 원전 건설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
술업무의 적기수행과 기타 지원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현지 지사 설립에 따라 2010년 12월 27일에는 UAE원전 1,2
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가 접수된

1

이후 UAE 원자력규제관리청(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 FANR)은 약 18개월의 심사기간 동안 총 29차례
에 걸쳐 1,600여 건의 질의서를 보냈는데, 전체 질문의 80%
가 넘는 약 1,300건의 답변서를 한기가 작성하며 중추적 역
할을 수행했다.
심사가 진행되던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
생하면서 FANR은 원전에 대한 추가안전성평가를 시행하기
도 했으나,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PR1400 노형
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2012년 7월 17
일 마침내 FANR로부터 UAE원전 1,2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를 취득했다. UAE원전 1,2호기 건설허가 승인은 해외 원전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APR1400 원전에 대한 최초의 건설
허가였다.
허가 취득 다음날인 7월 18일 이례적으로 1호기에 대한 콘
크리트 타설 행사를 가졌다. 발전소 구조물공사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은 건설허가 취득 후 약
7~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UAE 원전 1,2호기의 건설공기를 줄이기 위해 토건공사, 철
근설치공사, 매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사전제한공사 허가
(LCL)을 2012년 3월과 5월 사이 FANR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
았기에 가능했다.
콘크리트 타설 행사는 한기는 물론 한전 및 UAE 원자력공
사(ENEC) 직원들도 대거 참석해 양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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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리였다. 원전건설의 조기착공에 따라 UAE 원전 1호

2
1 UAE 원전 1호기 원자로설치 기념행사(2014.05.20)
2 UAE 원전 1호기 원자로설치행사에서 기념서명하는 박근혜 대통령(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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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다.
BNPP 프로젝트는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서 인지도 제고
와 함께 향후 해외진출의 문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원전기술을 전
해준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수주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한편 현지 적응에 대비하여 한기는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중동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또한 UAE의 엄격한 규제요건에 따라 설계문서와 인
허가 신청문서의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
개했다.
업무 수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현장 여건은
여전히 낯섦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부지조사를 비롯한 사전 준비업무를 별도로 수행하
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오는 시행착오도 불가피했다. 그러나
현지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한기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체제를 구축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
고 중동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적기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ENEC E
ngineerin
g Trainin
g Course

수료식(2
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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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2017년 5월 1일 준공될 예정이며, 이후 2020년까지 매년 2,3,4호기가 순차적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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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Takoradi T2 발전소 EPC사업 수행
한기는 UAE원전 수출을 계기로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한 발전플랜트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한기는 그동안 주력해 왔던 엔지니어링 분야에 이어 발전분야 EPC기업으로의 변신을 본
격화하기 위해 국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노
력이 결실을 맺어 2011년 12월 28일 한기와 일본 미쓰이물산 컨소시엄은 ‘가나 타코라디
(Takoradi) T2 발전소 증설 EPC 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타코라디 발전소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본사를 둔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TAQA)와 가나
국영 전력기업인 VRA(Volta River Authority)의 합작회사인 타코라디 인터내셔널(TICO)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발전소였다. 이 사업은 가나 서부 Sharma 지구에서 운전 중인 타코라디
발전소의 기존 가스터빈에 열회수증기발생기(HRSG) 2대, 120㎿급 스팀터빈 1대, 해수직접
냉각구조물 등 추가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였다.

2012.07.17

2014.11.28

2015.06.10

가나 Takoradi 발전소 증설 EPC 사업 수주

‘가나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
메인 스폰서로 참가

가나 ‘Takoradi T2 EPC 사업’
전체계통병입 완료

설계부터 주기기 구매,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방식으로서 공사비는 2억 6,000만 달러(약 3,000억 원)에 달했다. 완공 후 복
합발전소로 전환되는 동시에 총 발전용량도 340㎿로 증대되는 타코라디 발전소 증설공사
수주를 계기로 한기는 EPC기업으로 변신,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가나 타코
라디 사업
경영진 회
의(2015.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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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발전플랜트 시장 진출

가나 타코라디 사업 투입 전 사내 영어교실(2012.07.18)

추가적인 발전플랜트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기는 가나 타코라디 발전소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타코라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이야말로 아프
리카 지역에서의 사업 확대를 보장하는 지름길이란 판단에
서였다. 한기는 아프리카 가나현장에 파견되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상황별 영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2012년 7월 16일
부터 10월 19일까지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특별 실시했다. 같
은 해 12월 12일에는 한기가 최초로 수행하는 해외 발전설
비 EPC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나 타코라디 발전소 현장에 사
무소를 개설했다. 2013년 4월 8일 타코라디 발전소 증설공
사 착공식을 가졌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가나 공사현장에서
#2 HRSG Module Casing을 설치, 본격적인 기계배관 설치공
사에 들어갔다.
당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우기철을 맞아 매일 쏟아지는 비
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절차로 성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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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Turbine) 건물철골 설치공사에 착수했고 8월 22일
에는 무재해 100만 시간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가
나 현장의 무재해 기록은 이후에도 계속 갱신되어 2014년 2
월 22일 무재해 300만 시간 달성에 이어 4월 29일에는 무
재해 400만 시간을 달성했다. 이는 현지에서도 달성 사례가
드문 기록으로서 VRA 등 관련 기관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
께, TAQA 본사에서 현장 직원 모두에게 무재해 기념 티셔
츠를 제공하며 한기의 현장운영 능력에 갈채를 보냈다. 이
후 2014년 2월 9일에는 열악한 현지 도로 및 협소한 현장 작
업여건 때문에 운송 및 설치에 대한 우려가 많은 가운데서
도 현장 기술진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사전 계획을 통
해 스팀 터빈을 무사히 설치했다. 아울러 발전소 담수화 설
비 및 냉각 계통 공급용 해수 취·배수를 위한 대관경 HDPE
Pipe(D2,500) 1.5Km도 해상공사의 돌발 상황들을 순조롭게
극복하면서 해전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나 전력
부

차관 및 송
배전공사
사장 일행
내방(2013
.11.21)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Ⅳ _ 글로벌 플랜트 엔지니어링기업으로 비상하다

에 HRSG 설치공사를 착수할 수 있었다. 7월에는 스팀 터빈

코트디부아르 Ciprel 발전소 EPC사업
발전분야 EPC기업으
로의 변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한기는 2013년 7월
23일 가나 타코라디 프로젝트에 이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
르의 Ciprel 발전소 증설 EPC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계약금
액 1억 5,000만 유로(약 2,200억 원)인 Ciprel 발전소 증설
사업은 프랑스 Ciprel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운영하
고 있는 가스발전소 발전용량을 540㎿로 높이기 위한 프로
젝트였다. 이는 1990년대부터 코트디부아르에서 민간발전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Ciprel의 발전소 증설 4단계 사
업이기도 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남측 해안 브리디
(Vridi) 석유화학공단 내에 위치한 기존 발전소의 111㎿ 가스
터빈에 열회수증기발생기(HRSG) 2대, 119㎿급 스팀터빈 1

대 및 보조기기를 설치하여 복합발전소로 전환, 발전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었다.
한기로서는 인접국인 가나 타코라디 발전소 복합화사업의
수주 및 수행을 기반으로 Ciprel 발전소 증설사업에 단독으
로 입찰해 수주한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컸다. 이 사업 수주
를 계기로 서부 아프리카 진출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계약
체결 이후 두 달 만인 9월, 한기는 코트디부아르 Ciprel로부
터 발전소 증설 EPC 사업의 NTP(Notice To Proceed)를 접수
했다. 한기는 매우 짧은 두 달 동안 NTP 발급에 필요한 요건
들을 준비, 사업승인을 공지 받음으로써 해외 EPC사업 분야
에서 이례적이게 빠른 일정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한기는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신속하게 설계,
시공 및 주요 기자재 제작업무를 발주했으며, 단기간의 공기
와 협소한 현장 부지로 인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치밀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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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했다.

코트디부아르 Ciprel발전소 증설 EPC사업
계약체결(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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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2014년 12월 10일 Ciprel 프로젝트 무재해
100만 시간을 달성했다. 이 사업은 한기를 비롯한 국내 협력업체는 물론 코트디
부아르 현지인력 등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약 700여 명의 근
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한
기는 철저한 안전교육, 특별안전점검, 작업허가제, 작업자 간 소통문화 조성 등 충
실한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어 내고, 100만 시간 무재해를 달성했다.
이에 대해 Ciprel에서는 송년회와 함께 진행된 기념행사를 열어 무재해 100만 시
간 달성을 축하했으며, 한기의 공사수행 능력과 높은 안전의식에 감사를 표했다.
한기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예정된 준공목표일까지 전 공정 무재해 달성을

코트디부아르 Ciprel 사업 팀빌딩 워크숍
(2013.09.11)

코트디부아르 Ciprel IV Volet B EPC사업 착공식(2014.01.25)

통해 성공적인 사업 준공을 이끌어 내고,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에서 추가적인
사업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외 EPC사업 확대 노력 전개
한기는 EPC 분야에서 해외 진출 확대 노력을
전개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1년 9월 16일에는 SK건설과 ‘터키 투
판벨리(Tufanbeyli) 석탄화력발전소 패키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터키 투판벨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수도 앙카라로부터 남동쪽으로 350㎞

터키 투판벨리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2011.04.29)

떨어진 투판벨리 지역 광산지대에 150㎿급 석탄화력발전소 3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설계용역과 함께 해당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석탄취급설비 등 기자
재를 구매·공급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한기가 2009년에 설계, 구매, 건설 일괄서비스를 수행하는 EPC기업으로 변신
을 선언한 이후 수주한 첫 번째 대형 구매사업이었다. 한기는 이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 확대 정책을 더욱 충실히 수행
해 나갔다.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 착공식(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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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EPC 계약을 체결했다.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는 오산 세교지구
등에 열공급 및 수도권 전력수요를 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로 건설하며, 한기가 설계 및 기
자재공급을 담당하고 한화건설이 시공을 수행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EPC 계약으로 2013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5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는 오산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과 수도권 전력 공급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LNG) 사용과 환경 친화적설비(저NOX
버너, 탈질설비)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지향했으며 설비 최적화, 고효율 발
전설비의 적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삼았다.

3. 원자력 설계기술 해외진출 확대
3년 연속 원전 해외설계부문 매출 1위 달성
한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Record)’가 선정하는 원자력발전 해외설계부
문 세계 1위 회사에 선정됐다. ENR지가 Global Sourcesbook을 통해 발표한 건설 및 엔지니
어링 업계 동향과 각 부문별 매출액기준 세계 랭킹에 따르면 세계적인 기업 AMEC과 The
Shaw Group이 한기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Jacobs와 CH2M Hill
이 그 뒤를 이었다. 한기는 2012년 해외전력 설계부문에서도 11위를 차지했고 석탄화력발
전 해외설계부문에서는 18위를 차지, 명실공히 글로벌 Top Tier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2013년에도 해외전력설계부문 12위를 기록했으며 ‘설계부문 총매출 기준 상위 150개 기업
(The Top 150 Global Design Firms)’ 종합 순위에서도 2012년 대비 4계단 상승한 세계 62위
를 기록했다. ENR지는 전년도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The Top 150 Global Design Firms 등
각 분야별 업체 순위를 연중 공표하고 있으며 매년 말에는 한 해 동안 ENR지에서 공표한
순위와 건설 동향 등을 Global Sourcebook을 통해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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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13년 4월 2일, 대성산업이 발주한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에 한화

요르단 원전 부지평가 용역 수주성공
해외 원전설계부문
매출 1위 기업 한기는 그 위상에 어울리는 기업이 되기 위
해 해외 원전사업 수주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UAE원전 사업
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세계 원전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
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4년 10월 30일 요르단 원자력위원
회(JAEC)와 체결한 ‘요르단 원전건설을 위한 부지평가 용역’
계약을 통해 현실화 됐다.
요르단 프로젝트는 160억 원 규모의 해외 원전 기술용역사
업으로 요르단 원자력위원회가 최초 원전 건설을 위해 선정
한 후보 부지를 국제원자력위원회(IAEA) 등의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라 원전 건설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평가하는 것

요르단 원전 부지평가 용역 계약체결(2014.10.30)

이다. 한기는 계약 체결 이후 24개월에 걸쳐 부지의 적합성
확인, 부지배치 및 상세부지 조사·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지사용 승인을 위한 인허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한기의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 요르단 정부는 자국 최초 원전의 건설 부지를 확
정한다. 이 사업의 입찰에는 한기를 포함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7개국의 세계적인 원전기술 기업이 참여했
다. 그러나 한기가 기술, 가격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고 최종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한기의 원전기술 용역 요르단 수출 성공은 우리나라 원전 건설 기술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
과의 경쟁에서도 기술적·경제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데서 의미가 컸다.

04
원자력 르네상스에 불어 닥친 시련
1. 원전기자재 품질 위변조 사건 발생
JS전선과 새한TEP의 시험성적서 위조
2013년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안전등
급 제어케이블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제어케이블
은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원전사고 발생 시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보내는 안전설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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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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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신문고’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제보된 사항은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의 안전등
급 케이블 시험성적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이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신고리 3,4호기에 납품
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어 유사한 케이블이 설치된 가동원전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시험성
적서가 위조됐고 원본 시험성적서 분석 결과, 시험에 실패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어케이블 납품업체인 JS전선이 국내 시험기관인 새한TEP에 시험을 의뢰했으나, 새한TEP에 시험기기가 없
어 다시 캐나다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는 제어케이블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왔지만, JS전선이 새한TEP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했음을 밝혀냈다.
제어케이블은 원전사고 발생 시 원자로의 냉각과 원자로 건물의 압력저감 및 방사선 비상시 외부로의 격리
기능을 담당하는 안전설비에 동작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핵연료 냉각 및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차단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제어케이블이 설치되는 주요 계통은 원자로냉각재
계통,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1차기기 냉각수계통, 격납건물계통으로 원전 안전
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원전 정지 및 제어 케이블의 전면교체 추진
2013년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되어
왔음이 적발된 사건이었다. 적발 이후 이들 품질미달 부품들의 정비 및 교체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
소의 가동 중단 및 가동 예정이었던 발전소의 가동이 연기됐다. 이로 인한 전력 대란으로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공장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디젤 등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설비를 가동해 전력
공백을 메우는 비상전력수급체계가 실시됐다. 총 28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 2기를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 하루 100억 원이 넘는 비용, 1년이면 약 4조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 비리로
멈춘 원전을 포함하여 당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금액은 9조 9,500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전비리에 가담한 기업들이 수출용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
나 수출 및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국제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신
뢰도가 원전비리 사태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업계 전반에서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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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 확인은 같은 해 4월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 제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원전비리 근절 대책 마련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발
생 이후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전 분야의 각종 비리사건이
원자력업계의 폐쇄성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 시
행했으며,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가 입찰참여 시 불이익을 줌
으로써 전관예우 차원의 납품 구조 유착이 발붙일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고질적 병폐를 양산하는 원자력계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인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하고, 유능한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등 인적쇄신도 지속

원전업계 긴급 대책회의(2013.06.13)

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013.05.28
원전비리사건 발생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 분야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재검토하는 더블체크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험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책시험연
구기관 중 충분한 능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시험검
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제3검증기관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험성적서 위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10월 1일 국제 입찰을 통해 영국 로이드 레지스
터(Lloyd’s Register)를 더블체크 제3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
료를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
증기관 간 비리 유착관계를 차단했으며,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

296

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이행 소홀에서 발생하는 손해배

297
한수원 구매조직의 독립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발주부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도 개선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최저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시하는
‘최고 가치 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의계약 최소화 장치도 마련했다. 구매계획도 최소
10일 이전에 사전 공개해 기존 납품업체에 유리한 입찰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부품 관련 시험성적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원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원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원전비리 방지
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됐다. 법률
시행으로 원전 관련 임직원은 일정기간 유사업종 취업이 제한되며 공무원이나 선출직처럼
재산등록 의무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뇌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관련 정보를 취득하
거나 문서 위·변조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한기, 한전KPS, 한전원자력
연료 등 5개 기관과 협력업체는 원전 관련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2013.06.20
원전비리 대국민 사과 및
비리척결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2. 원전설계 신뢰회복을 위한 경영쇄신 추진
원전 기술회사로서 책임 통감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발생 당시 부품 제조업체인 JS전선, 검
증기관인 새한TEP, 원전 운영사 등이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져 원전업계
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 한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한기는 원전설계 기술기관으로서 종합설계용역 계약서에 검증보고서 검토 및 검토결과를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통지하는 역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기는 국내 시험
기관인 새한TEP에 시험성적서 위조를 의뢰한 JS전선과는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기는 검토를 요청받은 시험성적서에 대해 승인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위
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특히 제어케이블에 대한 시험은 2006년 9월
에 실시했는데, 한기에 시험성적서 검토를 요청한 시점은 2008년 1월 22일로 1년 4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그런데 한기가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제어케이블 최종납품일은 10일
도 남지 않은 1월 30일이었다. 한기가 검토결과 회신을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전의 전체 건설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게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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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건과 범위 등을 법제화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했다.

이렇게 공기와 관련된 압박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한기의 일부 업무처리 과정 중 충분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은 점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다만,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시험
성적서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현직 직원은 없었다. 그럼에도 원전 건설에 있어 핵심적인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원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국내 원전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해도 원전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시험성적
서 위조사건에 어떻게든 관계가 된 한기였다. 이에 대한 국민의 질타에 한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여기에 책임을 지고 한기는 2013년 6월 7일 안승규 사장의 해임절차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기
까지 김종식 기획마케팅본부장이 직무 대행을 수행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정부 대책을 철저히 이
행하기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 TF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원전 기기검증서류 위조사건 등 원자력 안전성과 배
치되는 일련의 사건에 기술회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한기 임원 및 1직급 이상 전 간부직원은 원전비리
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퇴한다는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회사
전 직원은 원전비리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다. 한기는 비상경영체제를 통
하여 전력수급 위기 상황 하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관계기관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적으로 기
술을 지원했다. 더불어 인적쇄신과 원전기술업무 수행직원의 투철한 국가관과 직업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자
발적인 대내외 신고제도 등 다양한 체제를 마련하여 원전 안전에 불안감이 없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원전비리 척결 결의대회 개최
인사 조치와 조직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기는 2013년 6월 20일 본사 대강
당에서 김종식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과 및 비리
척결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원전비리 척결과 안전설계 문화
확산, 불공정거래 및 비리행위 엄단, 퇴직 후 청렴 의무, 비리사항 즉시 자진신고,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 등 5개
항목에 대해 전 임직원과 퇴직직원 모두가 동참을 다짐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결의대회를 통해 한기는 회사가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향후 뼈를 깎는 자
정 노력을 전개하는 동시에 비리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여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또한 암행감찰
과 불시점검을 통한 비리적발과 복무기강 확립은 물론 직원 경각심 고취에 따른 비리예방을 위해 기동감찰팀
신설도 약속했다. 실제로 기동감찰팀은 같은 해 9월부터 비리·공직기강 관련 본사 및 현장사무소 암행감찰
및 불시점검, 직원비리관련 대내외 제보사항 확인 및 보고, 특별감사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한기는 원전
관련 비리근절과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걸음인 기동감찰팀 신설과 함
께 무기명여론함 신설, 청렴알리미제도 도입 등도 시행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한기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본사와 국내 4대 대형 현장사무소를 대상으로 원전비리척결
전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기가 6월 7일부터 위기극복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위기극복비
상대책반장 주관으로 실시한 것으로 ‘원전비리관련 대국민 사과 및 반부패 비리척결 청렴실천 결의대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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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대국민 사과 및 비리척결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2013.06.20)

비상 전력수급이 실시된 가운데 전 직원이 참여한 절전캠페인(2013.08.12)

신뢰받는 원전 위한 경영쇄신 추진
원전비리 사건 발생 이
후 정부와 원전기관들이 다양한 쇄신 노력들을 시도했으나,
국민 여론은 여전히 원전 신뢰에 대해 냉담하기만 했다. 특
히 2014년 1월 4일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수원, 한기
등 원전기관들의 실질적이고 진실성있는 쇄신 능력을 주문
했다. 이에 따라 한기는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경영 전반의 쇄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14년 4월 11
일 본부장급 상임이사 3명 전원을 교체했다. 상임이사 교체
는 원전비리와 관련이 없고 임기도 1년 이상 남았지만, 자체
경영쇄신의 일환으로 원전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차원에
서 단행된 조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경영쇄신을 더욱 속
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어 한기는 비리 감시·견제 시스템 구축, 인사 혁신, 원전
안전성 강화 등을 골자로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추진했다. 먼
저 기술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실 내에 전문엔지니어 인
력 6명을 확충하여 기술감사팀을 신설하고 그간의 일상감사
외에 회사 최초로 기술서류 위조, 설계상 특정업체 특혜 여부

등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감사 역량을 확충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기술감사위원회도 구성하
여 기술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검토하며 현행 업무 관행을 개선했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비리 제보자 신원 보호에 만전을 기했으며 외부 신고시스템인 레드휘
슬을 도입했다. 레드휘슬은 외부기관이 비리신고를 접수받아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전달,
제보자의 IP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리 신고보상금 제도를 외부 제보자에게도 적용해 최고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
도록 했다.
한기는 또한 기기명, 공급자, 기기검증기관, 기술검토 방법, 검토 일정과 같은 기술검토 내
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술문의 창구를 공식화했다. 이를 통해 제작업체와 한기 직원 간
에 비리 연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인사 혁신 차원에서 제작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소 현장
근무자(동일발전소 기준 2년), 기기검증 담당인력(동일 기기·공급사 기준 5년)을 대상으
로 순환보직제를 실시했다. 단, 엔지니어 Career Path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순환보직으로
인한 기술력 저하에 대비했다. 기술적 폐쇄성이 큰 기기검증 분야에 시범적으로 외부전문
가 영입을 추진했다.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기검증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을 쏟았다. 시험성적서 위조 사
건이 기기검증 분야에서 발생함에 따라, 기존 각 기술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기
검증 검토·승인 업무를 2014년 1월 1일자로 신설한 원전기기안전센터로 통합하고, 센터
내 내진, 내환경 팀에서 위조, 인적 오류 등을 교차 검토하도록 했다. 설계 완성도 제고를
위해 원전설계점검팀을 통해 개별 부서에서 수행한 설계결과물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토록 했다.
나아가 한기는 원전 종합설계 기관으로서 국내 제작업체의 기술역량을 높여 원전의 안전
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품질관리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중소 기기공급사들을 대상으로 품
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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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용 소결체

05
글로벌 기업문화 확충
1. 화합과 신뢰의 노사문화 정립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2000년대 중반까지도 한기는 노사갈등이 매우 심각했다. 2005년도 대외기관 경영평
가 결과 전력그룹사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정부의 고객만족도 평가와 공공기관 혁신수준 평가 역시 최하위 수
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외부평가에 자극을 받은 경영진과 직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경
영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라는 인식에 공감, 강력한 노사화합 의지로 획기적인 상생 기조를 만들
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05년 최초로 ‘무파업·무분규·무소송’ 원년을 달성했고, 공기업 최초
로 생산성협약임금제를 도입하며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했다.

2007.11.20
2년 연속 ‘사회공헌기업 대상’
자원봉사 부문 대상 수상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상 시상식(2008.10.16)

경영진과 직원들은 신뢰
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
문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라는 인식
에 공감, 강력한 노사화합
의지로 획기적인 상생 기
조를 만들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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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노사문화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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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2007년 10월 11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강원도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 리조트에서 임직원 2,0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경화합 한마음 대동제’를 개최해
노사안정의 기반을 다졌다.
이처럼 선진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
도 활발히 펼쳐 2007년 11월 20일에는 2년 연속 ‘사회공헌기
업 대상’ 자원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12월 17
일에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2007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
노사문화대상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
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노사문화가 탁
월한 기업을 선정,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였다. 더불어 2005
한마음대동제(2007.10.11)

년 이후 노사관계에 안정을 보이며 상생하는 노사문화 창조
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데 대해 높이 평가한 결과이기
도 했다.

2007.12.17
2007 노사문화대상 수상

또한 2008년에는 중앙일보와 조직문화 컨설팅업체 GWP코
리아가 공동 주최한 ‘2008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상’에서 공
공부문 재미있는 일터상을 수상했는데, 이것 역시 2년 연속
수상이었다.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Great Work Place : GWP)
는 조직 내에서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선정 과정에서 한기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VIP KOPEC 프로
그램이나 개인고충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이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아울러 노사 한마음 대동제, 한마음 대토론회 등을 통
해 직원들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경영진과 직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 것도 수상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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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인 2007년 9월 21일에는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문화

독서경영 관련 외부 강사 초청 특강(2013.10.10)

자기개발 위한 독서교육 시행
한기는 노사문화우수기업과 훌륭한 일터상 수상 이후에도
직원 사기진작과 노사화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칭찬 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주요사
업 계약이나 발전소 준공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환담을 나누며
자축하는 호프데이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한기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3개월 과정으로 구성한 전 직원 대상 독서교
육을 개설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필수임을 인식시키고, 독서를 통한 지적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점차 불확실성이 높
아 가는 외부환경에 더욱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기는 독서교육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소양교육 및 최신의 정책, 경제, 경영, 전략수립,
마케팅, 교양, 네트워크, 자기계발, 비전창출 등 직무관련 전문도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
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후 교육기관에서 관련 책을 택배로 직원에게 배송하고 책을 받은 직
원은 리포트를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다.
한기가 임직원 교육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변화를 촉진하
기 위함이었다. 교육방식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후 전문평가위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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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육의 장점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e-러닝 기반의 학습관리를 받을 수 있
고, 약 80% 정도의 노동부 환급 제도를 통해 큰 비용 투자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또한 사이버학습을 통해 진행, 도서를 읽은 후 과제를 제출하면 전문가들의 첨삭 지
도가 따르게 되며,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개인에게는 시상을 통해 참여 의욕을 고취했다.

소통경영대상 수상
노사화합은 서로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는 가운데 실현된다는 판단
아래 한기는 노사 간에 많은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코자 노력했다. 그 중 하나로 한기
는 ‘3통(通)의 장’을 개최, 사업 확대와 기술선도, 효율제고 등 CEO 경영방침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통의 장은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신뢰를 쌓고 열린 마음을 통한 긍정적 마인드 구
축을 목표로 했는데, 말(言)과 뜻(意)과 마음(心)이 통한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실제로 3통

임직원 소
통의

장 행사(2
01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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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를 받고 피드백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의 장은 CEO와 임직원 모두의 컨센서스를 위해 질의응답 및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대화의 장을 통해 위기의 경영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한기의 비전과 사업전략, 특히 EPC 체제 구축 및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을 통한 매출 증대 전략 수립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한기의 비전 실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아이디어가 속출했으며 노사화합 문화도 더욱 성숙해졌다. 이에 한기는
3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고유 브랜드화 했다.
이러한 소통의 기업문화는 2012년 12월 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2 소통경영대상 시상에서 최고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밀알이 됐다. 소통경영 대상
은 한국경제신문의 한국경제 매거진이 주최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
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후원하여 소통경영 우수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기는 그동
안 추진해 온 3통의 장을 비롯하여 소통교육 및 소통 관련 경영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2009.07.29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기는 세계 최고의 발전 플랜트
EPC 회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9년 7월
지속경영활동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담은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
의 여러 활동들을 폭넓게 소개했으며, 성과 측면에서는 당기
순이익, 순이익률 등 경제적 가치의 창출뿐만 아니라 혁신경
영 및 창조경영을 통한 성과창출 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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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9.07.29
서 발간(2
경영보고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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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용 절감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해 글로벌 이슈의 하나인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
스 저감 노력을 담았다. 사회적 측면에는 고객만족,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노력 등에 대
한 정보를 수록했다.
한편 한기는 보고서 발간에 앞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UN 글로벌컴팩트’ 등록을 마쳤
다. 글로벌컴팩트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00년 출범한 UN 산하 전문기구인데, 한기는 2007년 7월 가입했다.
한기의 UN 글로벌컴팩트 등록과 지속성장보고서 발간은 윤리경영을 전제로 지속적인 성
장을 영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추진한 것이었다. 이후 2015년까지 한기는 지속성장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2012.12.04
2012 소통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전개
한기는 해외사업 확대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발전플랜트
및 EPC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임직원들의 의식함
양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해외로 확장했다. 2010년 4월 한기는 임직원들
을 대상으로 빈곤국가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해외아동 1:1 결연캠페
인’을 실시했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www.goodneighbors.kr)과 연계한 캠페
인에는 많은 임직원이 참여했다.
한기는 캠페인을 ‘2: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지원했는데, 회사와 직원의 부담 비율을 2:1로
정해 월정액 후원금 3만 원 중 직원이 1만 원, 회사가 2만 원을 후원하는 방식이었다. 1:1
결연캠페인은 20여 개 빈곤국가의 아동과 직원들이 1:1로 결연을 맺어 결연아동이 건강하
게 성장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후원금은 빈곤국가 아동의 교육 및 보호, 보
건의료, 식수 및 위생 등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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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제효과까지 포함했다. 환경성과 부분에는 친환경 녹색 기술개발 및 서비스 노력, 에너

2014년 11월에는 아프리카 가나의 아크라에서 열린 ‘가
나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의 메인 스폰서로 성공적인 대
회 운영을 지원했다. 본 대회에는 가나의 10여 개 주요 지역
뿐만 아니라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4~16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 약 700명이 참가해 태권도 기
량을 겨뤘다.
한기는 2011년부터 가나와 코트디브아르의 발전플랜트 EPC
1

사업에 진출하여 아프리카 지역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발전소 건설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도로보수, 월드컵
공동 응원 등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펼쳤다. 가
나의 태권도 대회 메인 스폰서 참가도 아프리카 지역친화 협
력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매개로 현지 태권도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은 물
론 가나와의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

2

2015년 1월에는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

2010.04.23
해외아동 1:1 결연캠페인

로 코트디부아르의 벨빌초등학교(Groupe Scolaire MIC-CI)
에 빗물재활용시설을 기증했다. 수도시설이 열악하여 불편
을 겪고 있는 아비장시에 소재한 벨빌초등학교에 빗물과 지
하수를 여과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같은 해 2월에는 코트디부아르 주재 외교단 부인회
가 주최한 ‘암 환자를 위한 외교단 부인회 바자회’에 후원금
을 지원했다. 바자회는 우리나라 등 코트디부아르에 주재하
는 20여개국 외교단의 부인회가 주관한 것으로 코트디부아
르 국립도서관에서 열렸다. 한기는 각국 외교단과의 교류 활
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후원활동을 전
개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3
1 제16회 조선족중학생 윤동주문학상 백일장 및 시상식(2015.05.03)
2 가나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2014.11.28)
3 코트디부아르 초등학교에 빗물재활용시설 기부(2015.01.20)

한편 한기는 2015년 5월 3일 중국 조선족 자치지역인 연길
시 백산호텔에서 연변인민출판사가 발간하는 중학생 잡지
와 ‘윤동주 문학상 백일장’ 지원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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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했다. 용정 출신인 윤동주 시인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중국

309
원해온 백일장의 취지에 공감해 힘을 보탰다. 윤동주문학상은 2000년부터 중국 내 230만
조선족 동포와 중학생들에게 우리말과 글의 우수성을 전수하고,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
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 확대
한기는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특히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특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협력업체와 실질적인 상생의 동반자 관계로 나
아가는 데 힘을 쏟았다.
2005년부터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상생경영을 추진했으며, 전문엔지니어
링 회사의 특성을 살려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사업화지원, 판로지원으로 이어지는 ‘3-Way
성과공유 모델’을 적용한 동반성장 정책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기가

2010.12.17

2015.05.03

제3회 한기-협력회사 간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컨퍼런스 개최

‘윤동주 문학상 백일장’ 지원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증대된 중소기업
매출은 2007~2009년에만 약 57억 원에 이르렀다. 한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망
중소기업과 기술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을 참여
시켰다. 2009년 한기는 정부출연금과 기업분담금의 상호출자(Matching Fund)로 진행되는

제3회 한
기-협력회
사 간 아름
다운 동행
을

위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컨퍼런스
(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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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청소년들의 우리말 글짓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대학, 사회단체, 기업 등이 지

3개의 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에 총 9억여 원을 투자했으며, 대영케미컬 등 5개 중소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
해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했다.
유망 중소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성과를 냈다. 기술협약과 공동 사업개발
노력을 통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공동수주한 사업은 광교신도시 배수지 건설공사 등 7건, 금액으로 559억 원
에 달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신공법과 한기가 보유한 원천기술 및 브랜드 파워를 결합해 해외시장 공
동진출의 물꼬도 텄다. 대영E&C와 손잡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탈질촉매 공장
을 공동으로 건설하여 북미,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 것이 그 시작이다.
2010년 12월에는 ‘KEPCO E&C 동반성장 컨퍼런스’를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 한기는 ‘대중
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갖고 보유기술 이전 사업, 스페셜리스트 자문 서비스, 협력 기술개발
과제 추진, 기술자료 임차제도 시행, 인력양성 프로그램 제공, 우수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마케팅지원, Loan 제
도, 전력벤처펀드, 하도급 협력사 납품대금 전액 현금지급 등 동반성장 9대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한기는 협력사 제안제도인 e-VOS 운영, 웹형 설계정보시스템(WIPIMS) 확대 등을 통해 동반성장의 제도적 기
반을 구축하고 협력업체 지원 협의회를 정례화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운영,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2년 11월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실효성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질서 구축을 다짐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2년 협력사
초청 동반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특히 2012년 컨퍼런스는 한기의 임직원들과 중소협력업체 대표들이 자
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2013년 동반성장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동반성장 전략을 협력사들과 공유했다. 컨퍼런스를 통해 한기는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R&D 지원사
업 강화, 인력양성 지원사업 확대, 구매 및 판로지원 강화, 금융지원 확대,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의 프로그램
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08.23)
크숍(2013.
준 향상 워
수
질
품
위한
동반성장을
협력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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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운영 및 중소기업 협력연구 기술개발과제 시행, 협력사
직원 교육과정 다양화, 국내전시회 참여비용 전액지원 및 중
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초과 달성 등을 추진, 지원내용을
보강했다.

3. 기업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가동
PES(Power Engineering School) 캠프 개설
한기는 공기업
PES 여름캠프 입소식(2014.06.30)

의 사회적 책무 이행의 일환으로 전력기술에 관심 있는 미래
공학도를 육성하기 위해 PES(Power Engineering School) 캠
프를 2011년 7월 개설했다. PES 캠프는 한기가 보유하고 있
는 최고 자산인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인재를 교육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UAE원전 수주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원자력 인력 조기육성정책에도 부합했다. 아울러
김천 신사옥 이전에 대비한 대학교 홍보활동 강화전략의 하
나였다.
캠프는 한기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출신 대학이나 새로 이전
하는 김천 인근의 대학 등 총 25~30개 대학을 중심으로 원
자력이나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운영했다. 이공계 2학년이나 3학년 학
생 중에서 기계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토목이나 건축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관련 학과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조별 과
제를 수
행중인
PES

참가 학
생들(20
1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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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을 통해 2013년부터 성과공유

학생을 대학교당 2명씩 추천 받아 선발했다.
첫 번째 캠프는 2011년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는데, 포항공과대학교, 카이
스트,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25개 대학 이공계 2, 3학년 49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개요 등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전문
강의와 삼천포 화력발전소,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소 현장견학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을 이수했다.
PES 캠프는 국내 유일의 원전설계 노하우와 개량형 화력발전소 표준설계 기술을 확보한
한기의 전문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참가학생들은 물론 공학도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끌
었다. 특히 캠프 참가자들의 경우 전력기술에 대한 관심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쳐,
졸업 후 전력기술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캠프 참가자들은 한기 인재
개발교육원에서 사흘간 이론교육을 받은 후 삼천포, 고리, 경주 등을 오가며 현장교육과 문
화체험을 공유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됐으며 교육평가 결과
상위 10%(약 5명)은 1년 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캠프는 겨울방학과 여름
방학으로 나뉘어 매년 운영하고 있다.

2011.07.18
PES(Power Engineering School) 캠프 개설

직위자 핵심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체인지’ 교육(2009.04.27)

자긍심 고취 위한 조직 활성화교육 시행
한기는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화와
소통의 장을 통한 행복한 조직문화 창달을 위해 조직 활성화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조직 활성화교육 프로그램은 2005년 VIP KOPEC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명칭과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꾸준히 계승해 왔다.
이렇게 임직원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교육방식은
한기로 하여금 공기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이란 평
가를 받게 했으며,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과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내
용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교육전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행정력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업무나 개인 일정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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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했다. 또한 사내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교육명칭을 공모, 시행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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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활성화교육·두드림 사장 강연(2014.03.18)

2014.03.17
제1차 두드림(Do Dream) 교육 실시

한기 합창단 재창단(2014.06.02)

원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체인지(Change/體認智)라는 명칭으로 회사의 핵심가치에 대해 집
중적인 교육을 시행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심포니(Symphony/心抱你)라는 재미있
는 명칭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너지(Synergy/身語智)로, 2014
년부터는 두드림(Do Dream)이란 명칭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팀워크 강화를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 창조적 인재 육성 및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두드림(Do Dream)교육은 신사옥
건설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주거환경과 주변시설을 관람하고, 본사의 김천이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이후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2박 3일간 교육
을 진행했는데, 특히 CEO의 경영방침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교육 요구사항 등을 대폭 반영
하여 보다 심도 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두드림 교육은 직원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자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일류회사 직원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팀워크 강화훈련을 통한 조

직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전 직원이 대상이었으며 혹한기나 혹서기를 피
해 차수별로 진행했다. 교육은 외부 전문교육업체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참
가자에게는 교육학점을 부여했으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 물품을 지원했다.

기업문화 활성화 위한 다양한 시도
한기는 기업문화 정립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추진했
는데, 2014년 1월 들어서는 신개념 강연인 ‘감성디자인 You & ME 특강’을 시작했다. 감성
디자인 You & ME 특강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감성을 디자인한다는 의미
를 담았다.
특강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한기는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며 강사섭외 등 교육관리를 위탁
했고, 회를 거듭할수록 You & ME 특강은 ‘일에 대한 열정과 몰입, 그리고 진정성’, ‘사람에
대한 소통과 동기부여’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직원들의 참여 열기가 높다.
첫 번째 특강을 맡은 강사는 허구연 프로야구 해설위원이었다. 허구연 프로야구 해설위원
은 ‘How to Together’가 아닌 ‘How to Sacrifice’에 대한 특강을 통해 공동체에서 희생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하며, 팀워크
와 함께 에러율을 줄여야 한다는 야구사례로 큰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물꼬를 튼 You & ME 특강은 2월, 대한민국 대표 영화 번역작가 이미도 강사의 특
강으로 이어졌으며 매월 감성커뮤니케이션 인문학 분야 전문가들의 열강으로 열정을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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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는 취지에서 화목 열린마당을 시행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식사를 CEO와 직원들
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해 한기는 기존 간부식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직원
과 점심을 들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용도를 바꾸고 ‘화목정’으로 명명했다. 화목정은 화목
열린마당 외에 직원들의 모임 장소로도 활용했다. 화목 열린마당은 평소에 CEO를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직원들이 별도의 비용과 시간 부담 없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사장과 얼굴을 맞대고 식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2014년 6월 2일 한기는 사내 합창단인 ‘한기 합창단’을 재창단, 월례조회 시 사가 제창
을 통해 첫 선을 보였다. 같은 해 3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30여 명의 직원을 선발, 순수 동
아리 성격의 모임으로 출범한 한기 합창단은 이후 사내 공식행사는 물론,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

CEO와 함
께하는 화
목열린마
당(2014.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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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선 2013년 11월부터 한기는 직원과 CEO 간에 보다 친숙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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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석
1. 기초기술역량 강화 노력 전개
연구소 기능의 개편
한기는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14년 1월 1일 전력기술
개발연구소를 개편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타 기관에 비해 차별성과 기술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조직으로 연구소 기능을 확대·강화한 것이다.
연구소 개편 기본방향은 기존의 원자력본부 산하 전력기술개발연구소를 사장 직속 미래전력기술연구소로 개편
하고 산하에 원자력RG, 플랜트RG, 원자로RG를 편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사 전체의 기술기획 기능을 연구소
로 이관하여 기술전략실과 산하 기술기획팀을 연구소 지원 부서로 편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전력기술개발연구소의 사업관련 기능은 각 기술그룹 및 사업팀으로 이관하고 개편 연구소에서
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형 과제를 집중 연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
구시설을 크게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원자력본부가 수행하던 기술개발과제는 미래 핵심과제, 공통 개발과제, 단위 요소기술로 구분했다. 이중 미
래 핵심과제는 개편된 연구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와 예산과 인력까지 모두 이관시켰다. 공통 개발과제는
연구소 및 기술그룹에서 과제 특성에 맞춰 업무를 주관하되 장기적으로는 연구소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
다. 단위 요소기술은 기존처럼 각 기술그룹이 주관토록 했다. 미래전력기술연구소는 개편 이후 연구개발 확대전
략에 따라 중단기 및 중장기 2단계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했다. 중단기 업무는 2014~2015년 사이에 기존 원자력
본부가 수행해오던 기술개발 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관키로 한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중장기 업무는 2015년
이후 수행할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되 신임 연구소장 주관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별
했다.

주요 기술개발전략
수행업무

중단기

구분
원자력RG
플랜트RG

IGCC, 신재생 등

원자로RG

노형개발, 형상관리, 해상원자력 등

1차 과제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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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노형개발 : SMR, PPP, I-Power, SFR
-요소기술 : 제염/해체, 재료, PSA, 면진, 형상관리 등

2차 과제
평소 과제

수출형 APR1400, APR+, PPP기술, SMR, SMART, 차세대 화력발전, 풍력발전, IGCC & CTL, CCS, 플랜트
EPC기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제염 및 해체, 원자력 O&M
APR1000, AFC, 핵융합로, 황산화물&질소산화물 제거, 스마트그리드, PM/CM, 요소기술, 화력 O&M,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형상관리
GEN Ⅳ, 연구용원자로, 입자가속기, 발전용 연료전지,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태양열 및 지열, 환경평가
및 복원

317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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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략실

기술기획팀

원자력RG

플랜트RG

원자력RG

한기 인재개발교육원 개원
한기는 2010년 7월 5일 원전설계기술인력과 발전플랜트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사업수행 시너지효과 및 발전플랜트 회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
해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인재개발교육원을 개원했다. UAE원전 수주를 계기로 설립된 인
재개발교육원은 이후 한기 임직원과 국내외 발전사업 유관기관 직원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한기는 2010년 초부터 인재개발교육원 설립을 위해 TDR팀을 구성해 개원을 준비했다. 개
원과 함께 진행된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대상자는 한기 임직원을 비롯하여 설계 협력업체
와 전력그룹사, 전력그룹사의 협력업체 직원 등이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사내에서 선발한 사내교수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꾸렸으며, 일부 과
정에 대해 전문기술교육을 강의하는 전문강사와 일반강사를 선임하여 운영했다. 교육부문
은 원자력계통, 기계계통, 배관계통, 구조 및 Yard 분야였으며 전임교수는 14명을 선임했다.

한기인재개발
교육원 개원식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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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력기술연구소 개편 후 조직도

숫자연구회와 디자인연구회 창립
한기는 2013년 12월 17
일 용인사옥 대회의실에서 숫자연구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숫자연구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숫자연구회
는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Global Top Tier
설계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먼저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상의 모든 숫자를 정리하고, 각 숫자에 대한 Know-Why 측
면의 기술배경(Engineering Rationale) 정립을 목표로 했다.
원자력사업처장을 회장으로 각 기술그룹 전문가를 포함하
여 총 32명의 회원으로 창단했으며, 연구회 활동은 각 기술
그룹별로 자발적인 스터디그룹 형식으로 진행했다.
숫자연구회는 첫 번째 연구목표로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FSAR)에 기재된 숫자 등에 대한 기술배경 정
립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12월 말까지 인허가 및 주요 원전

7)
13.12.1
회(20
총
창립
구회
숫자연

안전성 관련 숫자와 기호를 포함하여 본문상의 모든 숫자와
수치를 도출, 확인했다.
이후 2014년 말까지 도출된 숫자와 기호에 대한 기술배경
정립을 위해 Know-Why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어 2015년 4
월 말에는 제3자 검증을 통해 Know-Why 보고서에 대한 완
성도를 높였다.
숫자연구회는 진정한 기술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가운데 설계결과물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했다. 나아가
사업주의 신뢰증진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증
진에 기여하고 한기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데 역
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한기는 숫자연구회 창단 한 달여 만인 2014년 1월 24일
11명의 디자인연구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
자인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디자인연구회는 G/A(General Arrangement) 배치와 관련한
요건 정리, 검증 및 Know-Why 측면의 기술배경(Engineering
Rationale)을 정립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연구회 활동은 각 기
술그룹별로 자발적인 스터디그룹 형식으로 진행했다. 디자인
연구회는 이후 APR1400 G/A에 적용된 배치설계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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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요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용 적절성을 검증했다.

디자인연구회 창립 총회(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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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여부를 검증 후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 할 수 있는 배치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각 Room 및 건물 크기의 적정성 검토와 화력발전소 배치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도 포
함했다. 이후 2014년 말까지 APR1400 기기배치 개선 필요 항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했다. 디자인연구회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발전소의 디자인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연구모임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실히 일하는 연구의 장
으로 역할을 굳건히 했다. 나아가 디자인연구회 활동을 통해 설계 완성도 제고 및 사업주
신뢰증진, 원전 안전성의 대국민 수용성 증진에 기여했다.

2. 품질안전경영체계의 강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6년 연속 수상
2012년 11월 한기는 기술표준원이 주최한 ‘2012년
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 선정증서와 선정패를 받았다. 이로
써 한기는 2007년 이후 6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품
질경쟁력 우수기업 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품질경쟁력 평가지
표에 의거해 산·학·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지기업을 방문, 기업 스스로
자체 평가한 결과를 확인하여 그 성과가 탁월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전략 및 관리시스템, 기업문화 및 인재육성, 정보분석관리, 품질시스템, 고객만족(CS), 경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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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4년 3월말까지 APR1400 G/A 개선방안을 각 기술그룹별로 도출하여 설계요건의 충

영실적, 제안활동, 건설시공 및 환경, 안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한기는 인류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고 ‘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
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 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보건과 환경을 우
선으로 하는 선진 안전·보건·환경의 조직문화 정착에 많은 공을 들였다. 2006년 11월에
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 ‘ISO 14000 시리즈’ 중 ISO
14001:2004 인증을 취득했다.
ISO 14001:2004 인증 취득은 기업에서 이뤄지는 모든 분야의 활동(설계, 생산, 총무, 재무,
공무, 연구 개발 등)에서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경영(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과
시정 조치, 경영자 검토, 지속적 개선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

2006.11.14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한기는 인명을 존중하
고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
한 환경을 보존하며 미래
지향적인 절대 가치를 창
조하는 기업으로서 ISO
14001과 OHSAS 18001
규격에 따라 HSE 경영시
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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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을 획득한 국내 기업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기는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도적으로 인증을
취득했다. 2009년에는 ISO 14001:2004 인증을 갱신했으며
2010년 5월에는 한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위
험성 평가를 통해 국제규격에 맞는 심사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2007 인
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다시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을 비롯하여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및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를 위해 BSI Group
Korea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갱신했다.
해외 EPC사업 HSE 관리 교육(2012.11.21)

한기는 국제 표준인 OHSAS 18001과 ISO 14001의 요구사항
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

2010.05.14

2014.02.14

OHSAS 18001:2007 인증 취득

ISO 27001 인증 획득

고자 했으며 업무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안전보건 및 환경관련 법규와 회사가 동의한 기타 요구사항 및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했다. 또한 전 임직원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위험성과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하는 예방차원의 안전보건환경 활동을 전개했으며 안전보건환경방침 실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
고 성과를 측정하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한기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안전보
건환경경영시스템이 회사 경쟁력 제고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시키고, 선진 안전보건환경 조직문화를 정착시
켜 나갔다. 업무활동과 시공업무 전반에 걸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또
는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특히 시공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환경측면을 식별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적절
한 관리방법 적용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독려했다.
이와 함께 한기는 인명을 존중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환경을 보존하며 미래지향적인 절대 가치를 창조
하는 기업으로서 ISO 14001과 OHSAS 18001 규격에 따라 HSE 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제적인 인증기관인
BSI Group Korea로부터 토목, 건축 및 주택, 플랜트 건설사업의 설계, 구매 및 시공, 사업관리, 건설관리 및 감
리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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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 해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활동 역량 강화
한기는 HSE 경영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와 HSE 관리역량 향
상을 위해 주기적인 의식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건설현장 HSE 경
영시스템을 구축해 HSE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와 예방 차원의 HSE 관리를
수행했다. 또한 HSE 방침과 목표달성을 모니터링 하고 HSE 경영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
토하여 HSE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문제와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속적인 환경경영을 통해 환경경영체
제 구축을 더욱 촉진했으며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탈황/탈질 촉매 개발 등 새
로운 환경시장을 개척하는 데 회사 역량을 집중했다.
나아가 한기는 안전보건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위험성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HSE 경영시스템에 대한 PDCA(Plan,
Do, Check, Action) Cycle의 지속적인 반복 실행을 추진했다. 한기의 최고 자산은 인적 자
원이라는 인식 아래 임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건강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 지침 제정, 전사
적인 캠페인 전개, 각종 교육 및 훈련 제공, 건강 상담, 응급설비 구비 등 다양한 노력을 전
개했다.
또한 안전 및 환경관리 전담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보강과 더불어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각종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인적자원의 역량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였다. 특히 해외 EPC사업의 본격적인 진출에 대비하여 해외 출장자나 파견자의 안전보건
확보 지침,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의료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지침 등을 수립해 적용하는 것
은 물론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공 HSE 관리 전산시스템
을 구축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 운영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우수 현장 벤치마킹을 시
행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HSE 기본교육 및 전문교
육, 안전 영상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상영, 외부인사 특강 등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임직원의 감성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 및 본부 안전문화 슬로건을 제정하여 회사 공문 및 각종 회의 자료에
반영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내 및 현장을 대상으로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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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사업장의 무재해 달성
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최대 요인인 근로자의 불완전
한 행동, 즉 Human Error를 제거하기 위한 IIF(Incident and
Injury Free)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1

가 안전보건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안전활동
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
했다. Global HSE 전문가 양성을 위해 NEBOSH(The National
Examination Board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자격증
취득 및 선진 지식 습득의 기회도 제공했다.
현장 관리감독자의 원활한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작업 안전
수칙, 시설물이나 위험기계기구 설치기준, 표준작업안전지

2
1 가나 타코라디 사업 100만시간 무재해 인증 축하모임(2013.08.22)
2 코트디부아르 Ciprel 사업 100만 시간 무재해 인증서(2014.12.10)

침(총 53종) 등을 수록한 HSE Handbook을 개발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했고 건설공사 참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환경에 대한 이해, 인식제고, 사고예방을 위해 휴대용 소책
자(Safety Booklet)을 제작, 배포했다. 이 책자는 외국인 근로
자를 배려하여 태국어 등 6개 국어로 제작됐다.
업무수행 중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에 효과적인 초기대처 능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사내 응급처치원 양성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응급 의
료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초기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행동
요령을 비롯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등의 교육
을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도록 했으며, 응급처
치 및 의료장비 사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보건을 위해 의무실을 상시 운영했으며, 충분한
양의 응급설비를 현장에 배치했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HISTORY
Ⅳ _ 글로벌 플랜트 엔지니어링기업으로 비상하다

국내외 사업장 무재해 달성

한기의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내 사업장에서는 직업병 발생이나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달성했다. 해외사업장에서도 의미 깊은 기록을 많이 달성했는데, 가나 타
코라디 현장에서는 2014년 2월 무재해 300만 시간 달성에 이어 4월 29일 무재해 400만 시
간을 달성했다. 또 2014년 12월 10일에는 코트디부아르의 Ciprel 프로젝트가 무재해 100
만 시간을 달성했다.

3. 정보보안체계 강화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사례 급증
2010년대 들어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2011년 7월 말에는 여름 폭우 피해 뉴스 속에서 SK커뮤니케
이션즈 산하의 포털 네이트가 중국으로 추정되는 크래커에게 해킹을 당해 고객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속보가 보도됐다.
네이트와 연결된 네이트온, 싸이월드 등의 이용 고객이 거의 전 국민에 해당될 만큼 많았으
며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러온 파장은 매우 컸
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
화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가입 당시 관련정보를 입력한 일부 회원들의 경우 혈액형,
닉네임 등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의 해커는 무료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인 이스트소프트의 서버를 통
해 악성코드를 유포시키고 좀비 PC가 된 SK커뮤니케이션즈 내부망 이용자의 PC를 이용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월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정보유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KB국민, NH농협, 롯
데카드 등 3개 카드사가 무려 1억 580만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당한 것이다. 전 국민을 불
안에 빠뜨린 어이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3개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FDS) 개발 책임자로 일하던 용역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용정보회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인 범인이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이용해 카드사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에는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익명의 해커들이 한수원을 해킹하여 한기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정보유출사례
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3·10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객
정보를 필수·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수집하도록 하고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등의 정책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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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종합대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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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정부 차원의 정보유출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산업통상
자원부는 2014년 에너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강화정책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
했다. 이 정책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사이버보안 인력을 계속 늘려 2017년에는 기존의 4배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같은 기간 정보보안에 투입되는 예산도 총 2,457억 원으로 늘렸
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한기를 포함해 한전 외 5개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
사, 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
전원자력연료 등 17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
다. 먼저 한기 등 공기업들은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에 감찰기능을 부여해 위상을 높이
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리본부장 직속으로 정보보안 담당부서를 신설·보강하고, 지역본
부 정보보안 업무까지 직접 관할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3단계로 운영되는 기관별 정보시
스템 관리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제어시스템-업무망-인터넷망으로 구분돼
있으나, 앞으로는 제어시스템-유사제어시스템-중요정보시스템-업무망-인터넷망으로 강
화하며, 시스템별 중요도에 따라 보안정책 강도도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협력사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안관리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협력사도 매년 2
회 보안관리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2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특약사항을 용역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또 인터넷 차단과 이동저장매체 사용
금지, 네트워크 분리, 접근범위 제한, 전용PC 제공, 클린룸 운영 등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
접적인 통제도 강화했다. 도면을 비롯한 중요 자료에 대해서는 생산·저장·유통·폐기 등
전생애주기 관리책임자 실명제 등을 도입했다.

협력사 기술
보안

강화 대책 마
련을 위한 워
크숍(2013.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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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보보안체계 강화 추진

ISO 27001 인증 획득과 정보보안조직 강화
한기는 정부의 정보보호강화 정책에 부응해
2013년 10월 별도로 태스크 포스(TF)를 가동, 2014년 2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경영체계 국제규격인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27001은 정보보호 경영체
계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서,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경영체계 수립 및 운영, 정보
보호 대책 등 11개 관리영역 133개 통제 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했다.
한기는 특히 국내외 발전소 설계관련 기술정보를 포함한 주요 정보자산과 개인정보에 대
한 체계적인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사 차원에서 준비하여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27001 인증 획득으로 한기는 자체보유 기술정보 자산의 체계적인 보

ISO 27001 인증 정보보안 교육(2013.11.25)

호관리와 함께 사이버 보안 침해에 대한 예방은 물론 해외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정보보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한기는 기존에 획득한 ISO 9001(품
질)과 ISO 14001(환경), OSAS 18001(보건안전)을 포함하여 모든 글로벌 경영체계 인증을
확보했다. ISO 27001 인증을 통해 국제 수준의 안전하고 우수한 정보보호 경영체계를 갖춤
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정보보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한기는 IT,
인력, 시설, 기술자료 전반의 지속적인 보안점검 및 이행 전담조직으로 정보보안전략실을
2015년 3월 30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보보호 경영체계 정착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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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2007년 3월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 국내도입계획을 확정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2009년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
뢰도 제고를 위해 공기업은 2011년까지,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2013년까지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FRS)를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
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EU, 호주, 중국, 홍콩 등이 이미 도입한
상태였으며 2011년 이후에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할 것으
로 전망됐다.
한기는 정부방침에 부응하여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2009
년 6월 남부, 남동, 서부발전과 함께 국제회계기준(IFRS)에 기반한 재무시스템(ERP시스템)
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한기는 2009년부터 기존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2010.01.01

2014.02.11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

원자로계통 기기공급에 관한
ASME 원자력 인증서 취득

의한 결산을 동시에 수행했고, 2010년에는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해 회계결산에 적용
했다.

ASME 원자력인증서 취득
한기는 2014년 2월 11일 원자로계통 기기공급에 관한 ASME 원
자력 인증서를 취득했다. ASME 인증은 원자력발전소 기기공급 품질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
인증으로서,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ASME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운영 등 18개 영역에 대한
검증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기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원자
력발전소 기기공급 품질보증 능력의 국제적 공인을 위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 원자로설
계개발단 소속 기술진 45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ASME 인증 취
득을 위해 ASME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기술능력 입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원자로용기, 펌프, 밸브, 배관계통 및 노심지지 구조물 등 관련 시범사업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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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기준 국제공인기구인 미국기계기술자협회의 ASME 인증서 취득으로
한기는 원자력발전소 기기공급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었으
며, 세계 원전시장에서도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
2013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는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
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부채감축과 자율적인 경영혁신 및 범 정부적인 추진체
계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원전 납품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됐고, 2013년 11월 18일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공공기관의 예
산낭비와 방만경영 근절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
공기관의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에서 관리하며 방만경영의 집중관리를 통해 조기 해소에 전력한다
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채증가를 주도한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전 등 12개 기관을 부채
과다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자구 노력과 함께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
와 협의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방만경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큰 마사회, 인천공항,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을 선정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
라 방만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한기 역시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됨으로써 중고생 및 대학생 자녀 학자
금 지급, 의료비 지원,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단체협약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한 정
상화 개선과제를 추진해야 했다. 이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201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
균 717만원에서 361만원 수준으로 5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써 노조 등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상의 타격이 큰 내용이었다.
한기는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하여 경영쇄신추진반을 구축하고 직원 설명회와 간담회, 사
내 포털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정상화 방안의 모든
사항이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사장을 중심으로 지속
적인 노사 소통 노력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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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후생비의 삭감을 감수해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고
용조건의 약화 우려가 컸던 만큼 노조와 직원의 이해와 동의
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회사와 노동조합 간
의 지속적인 협상은 8월 13일 잠정합의안 도출성과를 거두
기도 했지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내 이견과 이후 협
상 난항 등으로 최종 협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8월 26일 치른 노조위원장 선거는 한기 노조 역사상
초유의 선거결과 불복 및 이의신청이 이어지며 정상화 과제
의 노사합의 체결 주체인 노조대표의 실질적인 부재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노노갈등의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정
부가 정한 시한까지의 해결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했다.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 노사합의(2014.10.29)

8월 30일까지 한기와 철도공사(Korail)만이 미해결 상태에
있었으나, 이미 정상화 과제 이행을 선언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실사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정부는 정
상화 과제의 완료 일정을 당초 8월 30일에서 10월 30일까지
2개월여 연장하면서 각 공공기관에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2개월여의 시간을 확보
한 한기 노사는 9월 18일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정상화 과제에 대한 지속적 의견 접근을 시도했다.
다행히 집행부 출범 이후 노사 간의 끊임없는 대화 노력은
노사합의 의지로 이어져 10월 27일 조합원 대상으로 총회를
실시했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집행부 총사퇴(안)과 노사합의(안)에 대해 총회
부의를 선언했으며, 10월 29일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대
상으로 실시된 방만경영 정상화 26개 이행과제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자의 81%가 찬성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한기는 정부가 정한 시일에 임박해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
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늦게 타결을 이룬
기관이었다. 그러나 타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설
득과 이해를 위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까지 신뢰로서
합의안을 만들어냄으로써 노사합의의 정신을 지켜냈다.
한기 노사는 어렵게 타결을 이룬 만큼 정부의 이행기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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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상화 방안의 이행은 직원의 생활비 성격이 강한 복

김천 신사옥 첫 경영회의(2015.07.13)

춰 정상화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공기업으로서 책
무 이행과 국민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5. 더 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정부는 2003년 12월, 지역의 특성
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방
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
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과 함께 지방분
권 3대 특별법으로 불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
발전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와 사회간
접자본 확충 중심으로 추진해온 지방발전시책을 고용창출
을 유발하는 산업발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지역발
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정책,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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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한 선진화,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재정비,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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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김천으로 이전이 추진됐다.
한기는 김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 6월 신사옥 건립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김천
신사옥은 경북 김천시 남면과 농소면 일원에 조성되는 김천혁신도시 내 12만 1,934㎥의
대지면적에 건설됐으며, 총 사업비 3,314억 원 중 예정설계용역비는 약 105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신사옥 건립 설계공모에는 국내 굴지의 설계업체들로 구성된 1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
며, 희림건축, 삼우건축, 투에이치엠건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당선돼 2010년 12월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87억 5,000만 원이었으며 설계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
터 13개월 뒤인 2012년 1월 26일까지였다. 김천 신사옥은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서의 위
상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저감 및 저탄소 녹색빌딩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극
대화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설계됐다. 또한 쾌적한 업무환경을 갖춘 최첨단 지능형 빌
딩으로 건설하는 동시에 기술분야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고려한 최적의 통합사옥으로
계획됐다.
또한 여러 곳으로 분산된 한기 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대지면적
12만 1,919㎡에 지상 28층, 지하 2층, 시설면적 14만 5,864㎡의 대규모 건축물로 건립이 추

용인 사옥
을

떠나는 이
사차량(2
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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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일환으로 주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한기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의해

김천혁신도시 신사옥 상량식(2014.11.20)

진됐으며, ‘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한기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외관으로 김천혁신도시의 새로운 랜드 마크를 표
방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 중심기업으로
2012년 10월 30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
에 들어간 후 2년 7개월 만인 2015년 5월 31일 김천 신사옥을 준공했다. 같은 해 7월 2일
한기는 용인 본사의 기획처, 감사실, 우리사주조합, ICT지원실 등을 필두로 김천 신사옥으
로 이전을 시작했다. 이전에 앞서 6월 23일에는 1995년부터 20여 년간 한기의 요람으로 괄
목할 발전의 역사를 보낸 용인사옥에서 전통 예법에 따라 ‘퇴거감사제’를 지냈다.
총 37개 부서에 약 2,3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주하는 한기의 본사이전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인력규모였다. 사무용 가구 등 이전대상 물품 총량만 해도 약 2만CBM(가로×세로
×높이가 각 1m인 부피)로, 5톤 차량 1,000여 대 분에 달했다.
김천 신사옥 이전에 즈음해 박구원 사장은 전 직원에게 보내는 CEO 메시지를 통해 “한기
는 성장과 발전의 역사 속에서 공릉동, 여의도, 삼성동, 마북동으로 이어지는 사옥이전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또 한 번의 사옥 이전으로 생활환경이 변하면서 불편한 일들이 많
이 발생하겠지만 임직원 서로가 따뜻한 관심과 격려 속에서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계획 아
래,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무리 짓고 대망의 김천시대를 맞이해 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도 방점을 찍으면서 지방이라는 한계를 넘어 세계의 중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후 한기는 8월 13일까지 임직원 2,300여 명이 김천 신사옥 입주를 마치고 정상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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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입했다. 박구원 사장은 8월 4일 신사옥 입주와 함께 김천시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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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김천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뿌리 내릴 준비를 갖
추었다. 이후에도 주거 안정으로 가족의 동반 이전이 늘어나
게 될 가능성이 커 한기 가족의 김천시 전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한기의 경북김천혁신도시 이전은 경북지역의 역점사
업 중 하나인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밑거름이 되고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석·박사급 엔지니어
730여 명 등 총 2,300여 명의 고급 인재들이 김천으로 이주
하게 됨으로써 김천혁신도시가 혁신과 창조의 첨단 기술 도
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20일 진행된 신사옥 입주 환영행사에서 박구원
전통 예법에 따른 용인사옥 퇴거 감사제(2015.06.23)

사장은 “지역의 연구개발과 산업 혁신은 물론 문화를 창조하
고 융성시킨다는 책임감으로 상생 협력해 나갈 것이며, 새로
운 도전과 성장의 모델을 경북도민 그리고 김천시민 여러분
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며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의 구상은 물론 지역상생에 앞장
서는 기업의 역할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기는 김천 신사옥 입주와 동시에 경비, 미화, 시설관리 직
원 약 100여 명을 현지 주민 대상으로 채용했으며, 협력업체
들도 김천 및 인근지역 대졸청년 약 100여 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김천 자매
결연마을
봉사활동
(2014.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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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자력

Nuclear
Power

한국표준원전
개발로
세계의 문을
열다
원자력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1969년 3월 고리 1호기의 첫 삽을 뜬지 38년 만에 UAE
원전수출에 성공하며 전 세계 전력시장에 대한민국의 뛰어난 원자력기술을 자랑했다.
이러한 쾌거를 거두기까지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으며, 한기는 그 고난의 역사를 뚫어 낸 주역이었다.
원전 국내주도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육성정책에 따라 설립된 한기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종합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 부문의 기술자립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열정과 도전정신을 토대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01
원자력기술 도입 추진 (한기의 설립)

슬러(W. Cisler)와의 인연은 이때 시작됐다. 1897년 미국 오하이
오 주에서 태어나 코넬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워커는 제

1. 미래를 위한 선택, 원자력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미 전쟁물자생산국에서 전력과 관련
된 일을 했고 후에 세계에너지회의(WEC) 의장, 에디슨전기협

워커 시슬러(W. Cisler)와 제3의 불

회(EEL) 회장, 미국 원자력산업회의 의장 등을 맡은 미국 전기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기술 분야의 대가였다.

은 1950년대부터였다. 당시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은 매우 열

우리나라가 심각한 전력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워커는 자

악했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송전을 중

신이 정부에서 일할 때 건조된 발전함을 긴급히 한국에 보낼

단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발전 설비가 전무했다. 미국

것을 건의했고, 미국 정부는 인천항에 엘렉트라(Electra) 발전

이 발전군함을 인천항과 부산항에 정박시켜 각각 6,900㎾와

함, 부산항에 자코나(Jacona) 발전함을 급파해 전기를 공급했

20,000㎾를 공급, 부족한 전력을 충당했을 정도였다.

다. 이후 워커는 1950년대 한국이 북한에 앞서 세계에너지회의

우리나라 원자력기술 자립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워커 시

(WEC)에 가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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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1g이면 석탄 3t의 에너지를 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입니다.

경수로용 소결체

워커는 1956년 한국을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
서 나무로 만든 작은 에너지 박스를 꺼내들었다. 그가 들고 온
에너지 박스 안에는 우라늄과 석탄이 들어있었다. 에너지 박스
를 열어 우라늄과 석탄을 보여주며 워커는 제3의 불인 원자력

Inside Story

제3의 불, 원자력
자연의 불, 전기에 이어 통상 ‘제3의 불’이라 불리는 원자력은

의 밝은 미래에 대해 역설했다.

원자로에서 원전연료의 핵분열에 의해 만들어진 열에너지로부

“우라늄 1g이면 석탄 3t의 에너지를 냅니다. 석탄은 땅에서 캐

터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이 시작
됐다. 가장 먼저 성공시킨 나라는 미국이었다.

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입

1942년 12월 2일 오후 3시 25분, 미국 시카고대학의 오래된 경

니다. 한국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는 사람의 머리에서 캐낼

기장 서쪽 스탠드 밑에 야금연구소라는 위장간판을 내걸고 꾸

수 있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우라늄을 이용
한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인재를 육성해야 하지요. 지금부터
젊은 사람을 키운다면 한국은 20년 후 원자력 발전으로 전깃
불을 켤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워커 박사의 조언에 귀 기울인 우리 정부는 원자력에서 한국의

며 놓은 원자로에서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된 순간,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열은 있
으나 타지 않는 제3의 불이 탄생한 것이었다.
이후 1951년 12월 미국의 연구용 원자로인 EBR-1이 준공됐다.
비록 200㎾에 불과했지만 세계 최초로 원자력발전에 성공한 것
이다. 이어 1954년 6월 세계 최초로 옛 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자
력발전소가 준공되어 500㎿의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미래를 찾아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미 1955년 12월 「원
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이듬해 2월 3일 양국이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원자력에 관한 기술협력이 시작된 상태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

였다.

1950년대 후반 국내외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원자력이 지닌 가능성에 주목해 미국과의 원자력기술 협력에

국내 경제는 열악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 소련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부는 원자력기술 도입에 총력

및 중국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이 동서냉전을 계속하는 중이었

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장 원자력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

으며, 한국전쟁을 통해 동서냉전의 한가운데 위치한 우리나라

했다. 선진국에서 원자력기술을 전수한다 해도 받아들이기 어

는 국민 상당수가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원조 받아 끼니를 때워

려울 정도로 기술도 자본도, 기술인력조차 전무한 상황이었기

야 할 정도로 궁핍을 면치 못했다. 또한 강대국을 중심으로 저

때문이다.

마다 핵폭탄 개발에 열을 올리는 반면 핵 확산을 우려해 기술
이전을 꺼리는 풍토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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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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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 도입을 전제로 정부에서 추진한
인력양성정책은 ‘제1차 원자력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돼,
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립 이전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50여 명이
유학을 떠났다.

이처럼 원자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웠던 춥고 배고
픈 시기에, 원자력이 무시무시한 무기인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
을 지닌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간파한 정부는 본격적인 원자력
개발에 앞서 원자력 관련 인재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Inside Story

“미래를 위한 일엔 돈을 좀 써도 된다.”
1950년대 후반 원자력기술 도입에 많은 공을 들였던 정부는 원

마침 원자력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서도 당시 서

자력 전문 인력 확보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1958년 2월 4

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원자력에 대해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모

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재유 문교부 장관은 “선진국에
서는 원자력 연구를 위한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

임이 존재했다. 서울대 문리대학에서 물리학, 화학 등을 공부

아 관련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재 미국에 유학

하던 학생과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미

중인 학생 중 원자력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을 대사관에서 조

국의 저명한 원자력 공학자가 쓴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책을
복사해 세미나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훗날 정부
에서 국비 유학생을 선발할 때 대거 지원하여 유학을 떠났으
며, 국내 원자력기술 자립에 초석이 됐다.
이후 원자력기술 도입을 전제로 정부에서 추진한 인력양성 정
책은 ‘제1차 원자력개발 5개년계획’ 수립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됐으며, 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립 이전까지 8차례에 걸

사하고 있으며, 특히 학비 부족으로 중도에 그만둘 곤경에 처
한 유학생을 알아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실력 있는 청년학도를 선정해 독일로
보내라. 이런 일에는 돈을 좀 써야 할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면 국무위원이 협력해 국회를 상대로 추진하게 하
라”고 지시했다. 이어 1958년 11월 18일 제105회 국무회의록에
는 ‘원자력기술자가 선결 문제이므로 미국과 영국에 파견하기
로 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2월 2일 제109회 국무회의
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 연구생은 이론만 연구하지
말고 실제 기술을 배워오도록 일러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는 기록도 남아 있다.

쳐 총 150여 명이 유학을 떠났다.

이처럼 원자력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승만 정부가 가장

한편 정부는 1959년 1월 21일 원자력원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

먼저 착수한 사업이 바로 원자력 전문요원 양성이었다. 정부는

로 설립하고 초대 원장에 프랑스 유학생 출신 김법린 씨를 선

력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미국 등지로 해외훈련을 보내기 시

임했다. 이처럼 원자력 관련 기구들이 생겨나고 원자력 인력

작했다. 원자력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의 첫 행정부서인 ‘원자

1956년 3월 원자력과 신설 이전부터 일부 과학기술자를 원자

력과’를 문교부 기술교육국 산하 조직으로 개설한 이유도 이와

이 양성되는 동안 학계의 움직임도 빨라져 1958년 한양대학교

무관하지 않으며, 원자력과의 첫 임무 역시 원자력 연구생의

에 국내 최초로 원자력공학과가 설치됐다. 이듬해에는 서울대

해외훈련으로 원자력과가 개설된 1956년 2명의 연구생을 미국

학교에도 원자핵공학과가 개설되면서 국내에도 원자력 인재를

으로 파견했다. 이후 박정희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원자력기술
을 도입한 이후에는 해외연수가 크게 확대됐다.

양성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 30년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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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A Mark II 건설 장면

2. 연구용원자로 도입

하기로 결정했다.
1959년 7월 14일 열린 역사적인 TRIGA Mark Ⅱ 기공식에는 이

원자력연구소 설립

승만 대통령 등 3부 요인과 외교사절,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

국내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력원은 발족

석하여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했다. 원자로는 GA가 공급했으나

두 달여 만인 1959년 2월 3일 원자력연구소(원자력연구원)를

건설과 감리는 Holmes and Narver(H&N)이, 시공은 중앙산업

설립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국가 경쟁

이 담당했다. 원자로실의 크레인 설치공사나 공기조화계통 설

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원자력연구

계 및 시공은 국내 학자와 건설사가 담당했다.

소는 첫 번째 과제로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추진했다. 원자력

TRIGA Mark Ⅱ는 1962년 3월 19일 오전 10시 50분에 핵연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험용 원자로가 필요했기 때

장전시험을 시작, 같은 날 오후 4시 52분 임계에 도달했다. 이

문이다.

어 제어봉 반응도 측정, 출력 보정 등을 거쳐 3월 23일에 100

원자력원은 미국의 General Atomic(GA)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의 정격 열출력에 도달하면서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가

TRIGA Mark Ⅱ를 도입키로 했다. TRIGA는 훈련, 연구, 동위원

가동에 들어갔다.

소를 뜻하는 ‘Training, Research, Isotope’의 머리글자 ‘TRI’에

이렇게 최대 열출력 100㎾t인 TRIGA Mark Ⅱ가 가동을 시작했

도입 회사명인 ‘GA’를 붙여 만든 이름이었다. 또 Mark Ⅰ, Ⅱ,

으나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과 원자로를 이용한 제반 실험을 위

Ⅲ는 용량에 따라 분류한 명칭이었으며, MarkⅠ의 출력은 10

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고출력 연구로가 절실하

㎾였고 Ⅱ는 100㎾, Ⅲ는 1,000㎾ 순이었다.

게 요구돼 1964년부터 TRIGA Mark Ⅱ의 출력 증강 문제를 검

연구용 원자로 도입 비용은 총 70만 달러였는데, 미국 정부가

토했다.

당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계획’에 따라 35만 달러를 무상으

검토 결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열출력을 2.5배까지 증강시킬

로 원조했고, 정부가 나머지 35만 달러를 충당했다. 연구용 원

수 있다는 판단 하에 1968년 출력 증강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자로 도입 관련 계약이나 절차는 원자력원이 주도했지만 실제

핀란드 헬싱키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Helsinki)에 설

도입과 건설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도했다.

치돼 있던 TRIGA Mark Ⅱ를 250㎾로 출력 증강한 선례가 있

1959년 7월 원자력연구소 내에 TRIGA Mark Ⅱ를 건설하는 공

어 이 자료를 참고하여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당초 TRIGA Mark Ⅱ보다 출력이 낮은
50㎾급 비등수형 원자로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가격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 GA의 100㎾급 원자로인 TRIGA Mark Ⅱ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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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A Mark II 기공식(1959.07.14)

원자력 에너지의 실용성에 관심을 가진
정부는 1967년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수립, 500㎿급 원전 2기를 1976년까지 건설
하기로 확정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GDP가
300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원전 1기
건설비용이 1년 예산의 4배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원자력기술 자립 가능성 모색

실제로 첫 번째 원자로인 TRIGA Mark Ⅱ를 준공한 지 10년째

TRIGA Mark Ⅱ의 출력을 250㎾까지 증강하는 작업

되는 1972년 TRIGA Mark Ⅲ 원자로를 준공했다. 순수 국내 기

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관련 학

술로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건설에 참여해 준공

자나 기술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했고 기술 축적도 전무한 상태

한 TRIGA Mark Ⅲ는 이후 TRIGA Mark Ⅱ와 함께 원자력기술

였다. 그럼에도 모두가 힘을 합쳐 출력증강 사업에 달려들었다.

요원 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등에 이용

원자로 출력증강 사업의 성공이 낙후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

돼 우리나라 원자력 기초 기술 발전에 공헌했다.

는 첩경이라 여긴 까닭이었다. 이런 열정은 결국 성공적인 출력

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 관련 기술연구에 총력

증강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기자재 국산화를 이룬

을 기울이던 1960년대 중반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훗날 우리나라가 원

추진했던 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상업용 원전 도입을

자력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또 하나의 토대가 됐다.

추진했다. 1962년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1965년에
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원자력발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이어
1966년 12월 원자력발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원자력발

Inside Story

전소 건설을 보다 구체화했다.

국내 원자력기술 자립의 상징, TRIGA Mark Ⅱ

원자력 에너지의 실용성에 관심을 가진 정부는 1967년 장기전
원개발계획을 수립, 500㎿급 원전 2기를 1976년까지 건설하기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Ⅱ와 TRIGA Mark Ⅲ는 계통 설비
및 시스템 연구 등과 같은 원자로 특성 연구에 활용됨으로써

로 확정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GDP가 300달러 수준에 불과하

원자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연구로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

고, 원전 1기 건설비용이 1년 예산의 4배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

술 자립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95년 국내 기술진에 의해 완

면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정부는 원자력발전조사

공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의 자력 설계 및 건조는
TRIGA Mark Ⅱ와 TRIGA Mark Ⅲ 원자로 운영을 통해 축적한

위원회를 통해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원자

기술력이 토대가 됐다. 따라서 TRIGA Mark Ⅱ와 TRIGA Mark

력발전의 조기도입을 추진했다.

Ⅲ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끈 초석이자 상징이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2007년 해체가 완료된 TRIGA MARK Ⅱ

조사위원회는 이후 원자력발전이 재래식 화력발전과 충분히 경

를 국내 첫 원자로라는 상징성을 살려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

합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1968년 5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했으나, 지속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
구조물을 제거한 뒤 모형으로 남겨두었다.

미국의 번즈 앤 로우(Burns & Roe : B&R)을 용역기관으로 선정
했다. B&R은 5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제성, 기술성, 안전성 면에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소식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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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0만㎾급 원전을 1974년경에 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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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계 작업 모습

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원자로형은 비등경수형, 가압경

3. 엔지니어링 전담회사 설립

수형, 개량가스형 중에서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 당시 건설부지
는 경남 양산군 고리와 공수리, 서울 인근인 경기도 행주 등 3

	원전건설 국내주도를 위한

개 지역을 우선순위로 추천했으며, 최종적으로 경남 양산군 장

엔지니어링 인력육성

안면 고리가 최적지로 결정됐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공기, 투입물량, 건설비의 세 가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생각

지 측면에서 다른 플랜트 대비 초대형 프로젝트다. 우리나라 원

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술 이전을 꺼리는 풍토 아래서 외

자력시대의 장을 여는 고리 1호기 건설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기

국기업을 통해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자금 소요와 함께 원전 운

술인들은 원자력발전소 자립을 위해 이를 선도할 엔지니어링

영에 있어서도 지나친 기술의존 현상이 빚어질 것이 분명했다.

회사의 설립과 육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체득했다.

아울러 일천한 국내 기술력으로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도 담보

1970년대 이후 원전 건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 문제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초창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전적으로

를 안고 있었다. 첫 번째는 정부 차원의 목표로서 국내 주도에

외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과 경험 등 모든 측

의한 건설 및 안전성의 확보였다. 다른 하나는 전력회사의 목

면에서 그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

표로서 설비의 신뢰성 보장과 계획공기 달성 및 건설비 절감

이에 따라 국내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

이었다.

스(Westinghouse)의 계약자 주도형 방식에 의해 건설됐다. 당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술이나 경제적 측면에

시 원전건설 경험부족과 국내 관련 산업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서 종합적인 기획관리를 담당할 엔지니어링 기능이 필요했다.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전 건설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중심이 되어 설비

부분적으로나마 고리 1호기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업체들

제작회사에 대해서는 사양작성 및 품질보증 업무를, 건설회사

은 관련 기술을 축적할 수 있게 됐고, 이는 훗날 원자력기술자

에 대해서는 건설감리 및 공정관리 업무를 대행하며 전력회사

립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됐다.

의 설계, 사양, 감리의 기획·검수기능을 대행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목표와 전력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술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리 1호기의 경우 설계기술의 미비로 총 건설 중 국산화
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외화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국
내 엔지니어링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원전건설을 분할발주형

1974년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전담회사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결과 원자력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국내 실정에 비추어,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선진국 회사와의 제휴 하에
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식으로 바꾸어 국산화율 제고에 주력했다. 당시 정부는 2000

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한기)의 전신인 ‘주식회사 코

년까지 40여 기의 원전을 건설, 시설용량 4만 8,116㎿의 원전을

리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orea Atomic Burns & Roe, Inc. :

건설할 계획이었으므로 독자적인 엔지니어링 기관의 육성은

KABAR)’의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원

필수적이었다.

자력발전 엔지니어링산업사의 새 장을 열었다. KABAR 설립과

이는 미국회사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자립과 기자재 국산화를

함께 입사한 기술 인력은 박구원(핵공학), 허영석(핵공학), 이정

이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과 외화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관

희(기계), 조병권(기계), 백승간(토목), 장지흡(계측), 문현덕(전

점에서도 국가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이었다. KABAR는 ‘국제수준 엔지니어링 회사로의 성장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담회사를 설립하여

통한 기술입국 실현’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본격적인 업무에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 육성계획을

돌입했다.

수립했다.
1974년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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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결과 원자

원전설계기술의 단일집중육성정책 수립

력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국내 실정에 비

원자력발전 엔지니어링은 운전 중의 안전성과 신뢰

추어,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선진국 회사

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

와의 제휴 하에 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

걸쳐 최고도 수준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과

다. 신설회사의 형태를 ‘합작회사’로 하는 것이 발전기술을 조

경험을 갖추어야만 했다. 또한 국내의 한정된 고급 기술 인력

기에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선진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개량

이후 원자력연구소는 합작선 결정을 위해 1974년 12월 미국의

하며 막대한 자금의 기술개발투자를 수행해야만 기술자립 달

벡텔(Bechtel), 번즈 앤 로우(Burns & Roe), 에바스코(Ebasco)

성이 가능하고 이러한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

3사와 접촉했으며, 1975년 1월 말까지 합작사 설립에 따르는

력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했다.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6일 3사 중

외국에서도 원자력발전 기술분야는 후진도입국은 물론 선진수

합작회사의 설립취지에 가까운 조건을 내세운 번즈 앤 로우 사

출국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단일계열화하는 것이 일

를 합작사로 결정했다.

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기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기

합작설립 절차를 거쳐 10월 1일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뒤, 서

술 국산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A/E사의 단일 집중육성

울 도봉구 공릉동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소 구내 연수원 건물에

이 필요함을 정부 관계부처에 역설했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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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원전시장 개방 관련 원전 설계회
사 단일 집중육성 필요성 건의문(1985.04.16)

이했다.
이에 따라 국산화촉진위원회는 1976년 6월 15일 7차 회의와 같

-	기술습득 및 축적을 위해서는 외국기술용역회사와 기술
제휴를 한다.

은 해 12월 12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한기를 ‘원자력발전소 기
술용역의 주계약자로 육성’하도록 결정했고, 대통령은 1976년

이와 같은 차관회의의 결정은 1977년 4월 21일자 경제기획원에

11월 18일 ‘원자력발전소 건설국산화대책’을 재가하면서 한기를

서 한전에 보낸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과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관련한 정부방침통보’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

같다.

-	원 자력발전소 건설의 설계용역분야에서 외국회사는
국내용역회사와 공동 참여토록 하며
- 국내회사는 KNE(한기)로 단일전문화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한기는 원자력발전소 기술용역에 참여하

02
도입기 : 원자력기술 국산화 추진 (1975~1986)

고 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정책적 기반을 갖게
됐다. 1976년 11월 8일자 대통령지시의 후속조치로 1977년 4월

1. 원전사업 부분참여로 기술자립 기반 마련

19일 경제기획원이 주관한 경제차관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관계
기술은 KNE(한기)에 단일집중토록 하는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

원전기술 개념 파악, 고리 1,2호기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립 초기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했던 한기는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의 기술용역분야 참여를 통해 원전기술

-	원자력발전부문에 대한 기술은 KNE(한기)에 단일 집중하
여 축적·발전시키도록 하고

습득 기회를 마련했다. 고리 1,2호기는 한기 설립 이전에 추진
계획이 확정됐으며, 해외 일괄발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기 때

-	관련 민간기업체를 참여시켜 범 국가적으로 인력과 기술

문에 그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한기는

을 집중, 선진기술의 수용태세를 갖추며, 운영체제 및 자

제한적인 참여를 통해서나마 원전기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

본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축이 되도

고 원전 건설 관련 A/E기술 습득을 통해 후속 원전 설계엔지

록 하며

니어링 분야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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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준공식에서 공로자들에게 표창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1978.07.20)

고리원전 현장 설계용역 장면

고리 1,2호기 건설 중에 KABAR가 수행한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종합진단 중간보고서
(1976.08.12)

리 1,2호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일괄 수주하여 건설한 우

기유출용 증기배관 연결공사, 상용 및 비상용 출입구 누설시험

리나라 최초의 원전이다. 원전 건설을 추진하던 1960년대는 전

용 설비보강용역, 비상 대응설비의 설계 및 설치감리용역도 수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등 추세에 있었고, 의욕적으로 경

행했다.

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우리나라도 에너지 공급확보가 무엇
보다도 중요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경제력이 낮은 국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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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에서 정부는 원자력발전이야 말로 에너지 확충을 위한 최

원전기술 국산화의 첫걸음, 고리 3,4호기

고의 선택이라 판단했다.

한기는 고리 1,2호기 및 월성 1호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에 따라 용량 500㎿급 2기를 건설하는 원전건설계획을 확

기술지원이나 인력지원 등의 소규모 용역으로 부분적인 설계

정, 추진하게 됐으며 1969년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계약대

를 수행했다. 아울러 고리 1,2호기, 월성 1호기, 고리 3,4호기 및

상자로 선정했다.

영광 1,2호기에 대한 인허가 지원사업의 일부인 설계 및 공사

이듬해 3월 역사적인 고리 1호기 건설에 착공하여 1978년 4월

방법 검토용역도 함께 수행했다.

준공했다. 당초에는 1,2호기를 1년 간격으로 건설할 계획이었

원전 용역수행 초기 단계에서는 한기의 기술력이 미흡해 대부

으나 차관도입이 여의치 않아 2호기는 1호기보다 7년가량 늦은

분의 용역을 해외 선진 A/E사의 자문을 받아 수행했고, 전문성

1977년 5월 착공, 1983년 12월 준공했다.

을 요하거나 안전성과 관련된 부문은 외국 기술용역회사와 공

한기는 고리 1,2호기 사업에서 인허가 업무의 일부인 설계 및

동수행했다. 한기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일괄

공사방법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했으며, 준공 후에는 각종 시공

도입 건설방식의 고리 1,2호기 및 월성 1호기의 경우가 그런 경

의 보완 및 개선사업에 참여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공사

우였다.

중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종합진단, 액체폐기물 처리시

정부는 원전기술 확보를 위해 고리 3,4호기부터는 분할발주로

설 설비개선 기술용역, 복수탈염장치 기본설계용역, 전식방지

전환해 국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였다. 이에 1977년 3월 17일 개

기술용역, 방사성폐기물 감용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최된 제129차 외자도입심의위원회에 고리 3,4호기의 사업참여

수행했다.

관련안을 상정했고, 원자력발전소 설계, 건설기술 국산화 추진

이후 고리 1,2호기 준공을 맞아 시험 및 운전절차서 작성용역,

계획을 작성토록 과학기술처에 지시하는 등 원전기술 국산화

가연성 가스 제어계통설치 기술용역, 방진설비 점검 및 대책수

를 추진했다.

립용역, 격납용기 격리밸브 누설률 시험설비 보강용역 등을 수

같은 해 4월 21일에는 경제기획원을 통해 고리 3,4호기의 기술

행했다. 또한 안전설비 보강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복수기 공

도입계약 정부방침을 한전에 통보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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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호기 건설 장면

로 한기는 원전 설계기술 국산화 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Inside Story

기술습득을 위해서라면 갈등도 반갑다
한기에서 고리현장에 인력을 처음 투입한 것은 이미 1호기가

정부의 분할발주 방침에 따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핵증기
공급계통(NSSS) 및 핵연료를, 영국의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 : GEC)가 터빈발전기를 공급했으며, 설계엔지니어

준공된 지 한참 지난 1979년 5월부터였다. 당시 2호기의 품질

링 업무는 미국의 벡텔(Bechtel)이 수행했고 사업주인 한전이

검사와 운전지침작성, 고리 3,4호기 현장설계용역 등을 위해

사업전체를 직접 관할했다. 정부는 한기 등 국내 기업을 이들

200명 가까운 인력이 파견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업무는 고리 3,4호

외국기업의 하도급사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술 습득의 기회

기 현장설계업무 분야였다. 90명이 넘는 인력이 한 방에 모여

를 제공했다.

토건, 전기, 계측, 배관 등 원전 건설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
하느라 북적이고 있었다. 고리 현장에는 외국인도 대거 공사에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한전은 고리 3,4호기의 엔지니어링

참여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프랑스, 독일, 필리

주계약자인 미국 벡텔로 하여금 한기의 하도급 참여를 계약조

핀, 그리스, 쿠바, 온두라스, 헝가리,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 등 각국에서 몰려든 기술자들로 인종전시장을

항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1978년 5월 1일 한전은 벡텔과 고

방불케 했다. 나는 1979년 10월 처음 고리 현장 책임자로 부임

리 3,4호기 건설기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기를 기술이

했는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다. 미국 벡
텔에서 파견되어 온 엔지니어들과의 갈등이 문제였다.
처음에는 우리의 기술력이 모자라 그들이 하는 말을 100% 신
뢰하며 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 엔지니어들이 항상 옳

전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고리 3,4호기 설계엔지니어링 업무의
부분 참여는 한기가 본격적인 설계기술 자립화를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첫걸음이었다.

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지
시할 경우도 있었으며 사양과 다른 부품을 투입하라고 지시하
기도 했다. 설계도면을 들이대며 시정을 요구하는 우리 직원들
을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갈등의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나중에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외국사가 독점하고 있

2. 본격적인 설계참여로 국산화율 제고

던 도면검토업무를 한기가 가져오게 됐고, 이후 거의 모든 분
야에서 1차 검토업무를 한기가 담당하게 됐다. 기술이 부족하
다고 외국 엔지니어에게 무시당하며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이

전 과정 실무 참여로 자신감 고취

를 통해 기술을 익히게 됐으니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한기는 벡텔의 해외설계(Off-Shore) 업무범위 내에

생각도 든다. 원전 기술 국산화와 설계기술 수출을 생각하면

서 각 분야별로 기술훈련과 실무참여를 통하여 A/E 기술을 전

갈등이 있더라도 현장근무는 필수코스라 할 것이다.
최용수·고리현장파견자대표 / ‘KNE 사보’ 1981년 11월호

수받는 기회로 활용했다. 1978년 11월 유자격 기술요원 28명을
미국 LA의 벡텔로 파견하여 실무투입 전에 2개월간의 기본교

고리원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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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후 한기 기술요원들은 각 분야별로 배

쌓게 했다. 당시 상세 업무내용은 벡텔 작성 도면의 변경 및

치되어 벡텔 기술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3년에 걸쳐 기본 및

준공도 작성, 기자재 구매관련 기술사양 작성 및 변경 검토,

상세 설계업무에 참여했다.

Piping/Pipe Support Seismic Reconciliation 및 Verification Test

이는 한기의 강력한 요청으로 단순한 현장훈련(OJT)이 아닌 원

업무, EE-580 전산업무 관련 벡텔 지원업무, 기타 현장시공 및

전 설계엔지니어링 실무에 한기 기술진이 참여하는 공동설계

설계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등이었다.

참여방식(On the Job Participation : OJP)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아울러 발전소 건설이 종료되어 가던 1983년부터는 원전 각 기

당시 역무범위는 엔지니어링 전 분야와 공정, 예산 및 자재관

기 및 계통에 대해 건설공사 완료부터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

리,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등이었다.

수행해야 할 각종 기능 및 시운전시험에 대비했다. 이를 위해

이와 함께 한기는 미국 코어 앤 라다(Corner & Lada : C&L)에

시험 준비사항, 수행순서, 수행방법, 시험결과의 판정기준 등에

도 기술요원 10여 명을 파견하여 배관지지물 설계에 따른 전문

대한 운전절차서를 작성하고 각 기기 및 계통이 고유의 기능을

지식을 약 6주간 이수케 했다. 또한 C&L이 보유하고 있는 배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 확인업무를 수행했다. 발

관응력 및 구조해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한국과학기술원

전소 가동 후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 확보와 시험보고서 작성에

(KAIST) 전산센터에 설치하여 격납건물과 보조건물을 제외한

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각종 배관의 지지대 설계와 지지구조물에 대한 응력해석업무

고리 3,4호기는 국내 최초로 분할발주방식으로 건설했다는 점

를 1980년 11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진행했다.

에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

1981년 7월부터 4호기 준공시점인 1985년 12월까지 벡텔의 미

업이었다. 특히 한기가 담당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국 본사 수행업무 외에 국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설계업무

종전의 고리 1,2호기 건설 시 개념 확립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

인 상세설계도면 작성, 설계계산, 설계수정, 제작자 및 시공자

사업에서는 해외설계분야에 972인/월, 국내설계에 1만 3,663

도면검토 등 제반 부수 설계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한전과 협

인/월 등 총 1만 4,635인/월의 인력을 투입해 37.3%의 참여율

력하여 제반 현장감리, 감독업무 등도 수행했으며 건설현장

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기 기

에서 발생되는 각종업무 처리, 소구경 배관의 실사업무, 자재

술진들이 실무와 접하면서 현장을 이해하고, 설계상의 여러 난

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업무, REO(Resident Engineering

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극복하는 능력을 배양했다는 것이다.

Organization) 업무 등도 수행했다.

또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설완료 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으

한기는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던 REO 업무를 고리현장으로 이

로써 명실상부한 경험을 갖추게 됐고, 우리의 힘으로도 원전

관하여 한기의 유경험자가 참여함으로써 A/E 업무의 경험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고리 3,4호기는 국내 최초로 분할발주방식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상세설계 단독수행, 영광(한빛) 1,2호기

스에 2년씩 파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전수를 받았다.

정부는 원전주도형 장기전원개발 5,6차 계획에 따라

특히 고리 3,4호기 해외설계에 참여치 못했던 기술책임자

1979년 4월 고리 3,4호기를 복제한 영광 1,2호기 건설에 착공했

(Project Engineer)와 기계, 전기, 계측, 토목 및 배관 등 엔지니

다. 영광 1,2호기 건설 역시 고리 3,4호기와 동일하게 사업자 직

어링 5개 분야의 책임자급도 파견, 향후 전체 엔지니어링 역무

영 분할발주에 의한 국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골격도 세웠다. 그리고 고리 3,4호기

핵증기공급설비,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공급은 미국의 웨스팅

와 마찬가지로 벡텔이 제반 건설관련 업무의 주 업무를 수행하

하우스,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비 및 용역비의 절감을 위

고 현장설계 및 기술지원 분야를 한기가 전담했다.

해 고리 3,4호기의 설계엔지니어링 계약자인 벡텔에 맡겼다.

또한 한전의 공사기술업무에도 한기 직원을 인력지원 형식으

벡텔이 영광 1,2호기의 엔지니어링, 구매 및 건설관리를 수행

로 파견하여 각종 절차서 작성을 포함한 기술과 현장 시공업체

함에 따라 한기는 벡텔이 수행할 해외설계 범위 내에서 훈련과

가 시행한 측량의 확인업무, 국산화 기자재 구매업무 등을 지

실무참여를 통한 기술전수를 실시했다. 한기는 1980년부터 약

원했다. 각종 건설 관련 기술업무와 공사감독, 공사완료 후의

5년간에 걸쳐 58명의 기술자를 벡텔 지사가 있는 로스앤젤레

원활한 시운전을 위한 지원업무에도 약 230여 명의 기술진을

영광 1,2호기 설계 해외용역 참여(1982.10)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ECHNOLOGY DEVELOPMENT
Ⅰ _ 한국표준원전 개발로 세계의 문을 열다

으로 건설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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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1,2호기 QA Surveillance

투입, 운영함으로써 설계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했다.

	프랑스식 원전설계 및 건설관행 습득,

원전의 대구경 배관 및 배관지지 구조물 응력해석업무도 고리

울진(한울) 1,2호기

3,4호기와 동일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고리 3,4호기 때는 미국

정부가 세 번째 사업자 주도 분할발주방식을 통해

C&L에서 파견된 기술진의 자문을 받았으나, 영광 1,2호기부터

건설한 울진 1,2호기는 국내 최초로 프랑스 원자력기술에 의

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이로써 ASME Class Ⅱ, Ⅲ 배
관 및 배관지지물 설계에서 기술자립을 이룩하게 됐다.
한편 벡텔에서 수행하던 부속건물의 상세설계를 이관받아 벡
텔에서 수행한 기본설계에 의거해 방사성폐기물건물, 1차계통
공작실, 물처리실, 보조보일러실 및 염소주입실 등 5개 건물에

Inside Story

압박을 해서라도 얻을 것은 얻어야
1978년 무렵 내가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국전력기술이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했다. 한기에서 수행한 결과물은 다시 벡

설계기술(A/E)회사로서 단계적으로 진용을 갖추어 나가자, 당

텔로 보내져 기본설계와의 중첩사항 등이 검토됐다.

시 계약체결 교섭이 진행 중이던 고리 3,4호기의 설계기술 이
전 국내 전수기업으로 지명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기술자

고리 3,4호기의 REO에 해당하는 현장설계 REG(Resident

들이 실제로 원전 설계 작업에 일부나마 참여해 실무 경험을

Engineering Group) 업무도 1984년부터 3호기 준공시점인

축적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1987년 3월까지 수행해 궁극적으로 건설공기를 단축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 및 국내인력 참여율 제고에
공헌했다.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하는 원자력발전
소의 훈련용 모의장치(Simulator) 제작에도 참여했다.
영광 1,2호기 사업은 한기가 원자력사업에 뛰어든 지 10여년
만에 상세설계업무만은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업이었으며, 해외 및 국내설계에 총 1만 5,000인/월의 인력

이후 우리는 영광 1,2호기의 설계 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됐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냈다. 고리 3,4
호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APM, PE, EGS의 훈련까지 포함시키
도록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벡텔은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신재인 본부장을 미국 현지에 보내 교섭을 추진하도록
했다. 떼를 써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얻어 와야 한
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벡텔이 이를 거부한다면 추후 그에 상
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라는 말
도 덧붙였다.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우리가 요구한 모든 부문의 80% 선
정도가 받아들여져 PE까지만 카운터 파트로 임명할 수 있게

을 투입하여 41.3%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업무 내용면에서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이 후일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선행호기인 고리 3,4호기의 설비 개선안을 조기에 반영해 발전

데 있어 조직과 인력 면에 큰 도움이 됐으며 원전설계기술 자

소 설계의 품질을 제고했다.

박도 도움이 된다.

립의 토대가 됐다. 간절히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때론 강한 압

故 신기조·한국전력기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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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한빛) 1,2호기 건설은 원전기술 국산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해외 상세설계업무에 각 분야별 인력을 프랑스 현지에 파견, 업무를 수행했다.
1차 프라마톰에 29명, 2차 알스톰에 19명을 파견해 원전설계의 해외역무 상당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해 건설된 원전이었다. 정부는 주기기 공급과 차관계약에서 매

또한 현장건설 관련부서와의 기술적인 업무협조를 포함하여

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프랑스 프라마톰(Framatome)과 알스

현장설계도면 작성, 설계수정, 각종 설계자료 작성 및 검토 등

톰(Alstom)에 울진 1,2호기 건설을 맡김으로써 미국식 일변도인

모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설계업무를 수행했다. 아울

국내 원전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표준화된 프랑스 원전기술

러 각종 공사시방서 및 현장 기술절차서 작성 등을 포함해 시

도입을 통해 국내 원전의 표준화를 달성코자 했다.

공업체와 현장시공 중 발생한 공사상의 기술업무 등을 조정,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적중해 울진 1,2호기 건설은 원전기술

해결했다. 현장 건설도면과 제반 기술자료 등을 통제했으며,

국산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설계에 참

필요시에는 설계수정업무를 처리하는 현장설계와 기술용역도

여한 한기는 한전과 주계약자 간에 체결된 기술전수협정에 따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한기는 울진 1,2호기 사업의 현장설계를

라 기본 및 해외 상세설계업무에 각 분야별 인력을 프랑스 현

전적으로 수행, 설계 국산화율을 46％까지 끌어올렸다.

지에 파견, 업무를 수행했다. 1차 프라마톰에 29명, 2차 알스톰

울진 1,2호기 주건물(Power Block) 구조설계는 건축모형을 활

에 19명을 파견해 원전설계의 해외역무 상당부분을 공동으로

용해 수행함으로써 자재절감과 공기단축을 실현했다. 또한 고

수행했던 것이다.

리 3,4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 작성, 영광(한빛) 1,2호기

울진 1,2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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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라마톰 파견자 교육(1985.07.09)

중수로용 원전연료

해양조사업무 등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울진 1,2호기 부지환경

이런 배경 하에 정부는 1973년 6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현경

조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분야 용역의 수행능

호 박사를 단장으로 CANDU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단

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을 구성해 캐나다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캐나다의 중수로 개

이렇게 울진 1,2호기 설계사업은 선행호기들과는 달리 프랑스

발경위 및 실적, 가압중수로형 원전의 건설 및 운전경험, 수출

식 설계 및 건설관행을 습득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미국식 일변

실적, 외자조달 가능성과 경제성 등에 관한 현지 방문조사를

도에 보완적 대응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건설한 울진

실시했다. 조사단은 9월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먼저 가

3,4호기에서는 설계엔지니어링 업무 중 ‘P’ Scope 설계업무 72

압중수로가 기술적인 신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60만

개 계통 중 50여 개 계통에 대한 기본 및 상세설계업무를 현장

㎾급 2기를 1980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할 경우 건설비가 경

설계와 별도로 수행했다. 또한 시운전 등 각종 시험에 시스템

수로에 비해 약 14% 상승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엔지니어로 참여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시운전분야에서도 경

아울러 조사단은 가압중수로의 경우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

험을 축적했다.

용하기 때문에 발전원가가 경수로에 비해 다소 저렴하고 연료
비에 대한 외화부담도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농축우라늄
공급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데 반해 천연우라늄은 캐
나다뿐만 아니라 여러 우방국으로부터 공급이 가능해 중수로

3. 원전기술 자립을 위한 또 다른 시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경수로 기술은 설계에서 운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민간

	캐나다 중수로원전기술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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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데 반해 캐나다의 가압중수로 기술은 정

경수로인 고리 1호기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1973

부기관인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정부 간 협

년 4월, 캐나다원자력공사(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정 아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술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

: AECL) 그레이(Dr. L. Gray) 총재가 내한했다. 그레이 총재

조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중수의 생산과정이 아직까지 기술

는 정부와 한전 등을 차례로 방문, 캐나다가 개발한 가압중수

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중수공장 도입은 당

로형 원자로(Canada Deuterium Uranium Reactor : CANDU

분간 보류함이 좋으며, 가압중수로형을 도입할 때에는 중수의

Reactor)에 바탕을 둔 새로운 방식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장점

공급보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을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 원자력개발 분야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후 중수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 전개되던 1973년 8월

뜻을 피력했다.

캐나다원자력공사는 서신을 통해 한전이 1981년 준공목표

농축우라늄 공급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아니라 여러 우방국으로부터 공급이 가능해
중수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로 추진 중인 월성 1호기를 캐나다의 하이드로 퀘벡(HydroQuebec) 전력회사가 건설 중인 용량 60만㎾급 젠틀리 2호기
와 같은 가압중수로로 고려할 것을 건의해왔다. 곧이어 10월
4일에는 월성 1호기를 위한 기술사양 초안을 제출했으며, 11

Inside Story

回想, 월성의 추억
내가 월성 원전과 인연을 맺은 시기는 입사 시기와 동일한 20

월 18일에는 설계·구매·건설 전반에 걸친 역무공급 분담을

여 년 전이다. 엄밀히 따지면 KNE 입사 전에 월성 원전과 먼저

제시해왔다.

인연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경력사원을 수시모집했
는데 소집전보를 받고 공릉동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AECL의

한편 1973년 10월 제1차 석유파동이 발발하자 국내경제는 심각

기계담당과 인터뷰를 했다. 임무는 Mechanical Field Engineer

한 타격을 입었고, 정부는 고리 1호기에 이어 원자력 2,3호기의

이고 근무기간 12개월, 근무지는 월성. 형식적 채용시험을 거쳐

조기도입을 추진했다. 이러한 환경 하에 같은 해 11월 24일 제
29차 한전 이사회에서 원자력 3호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의결되어 11월 27일 캐나다원자력공사에 구매의향서가 발급됨
으로써 국내 첫 중수로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일사천리로 입사했다.
난생 처음 원전 건설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분은 지금 생각해
도 설레인다. 국내 최초의 CANDU형 원전 건설이라는 자부심
과 보람은 일과 후에 계속되는 AECL의 CANDU 교육마저 즐겁
게 만들었다. 당시의 현장 환경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시공사에서는 많은 교육이 있었으나 안전의식이나 작업환경은
열악했다. 용접가스와 분진으로 인해 시야는 흐렸고, 공구와
부품들은 머리 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매달려 있었다. 그
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공사, AECL, 한전, KNE 직원들
의 열성과 노력은 대단했다.
1년 후 본사로 복귀했으나 언제나 마음은 월성 언저리를 맴돌았
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2년 다시 월성으로 발령을 받았고,
2~4호기 건설을 무사히 마쳤다. 그후로도 가동원전 사업 개발
을 위해 아직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한기에
서의 내 존재 이유는 월성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마저 든다.
현장 소장 부임 초기, 주변의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지만 무
사히 건설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지원해 준 많은 분들의 도움
과 나를 믿고 따라준 현장 직원들의 협조 덕분이었다. 이제 신
월성 현장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난 날
의 추억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전상훈·월성원전 현장사무소 소장
/ 사보 ‘KOPEC’ 200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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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터빈

	월성 1호기 건설사업 인력지원

조성됐으나, 후속사업 중단으로 나머지 3기를 수용할 부지는

월성 1호기 건설계약은 한기가 설립되기 이전 체결

그대로 유휴상태로 남았다. 이후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국내

됐을 뿐만 아니라, 일괄발주방식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사업 초

전력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하

기에 한기의 사업참여는 불가능했다. 다만 사업후반기에 계약

였고 건설기간과 건설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량 수요에 부응

자인 캐나다원자력공사에 인력지원형식으로 참여하여 구매,

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으로 월성 1호기를 반복 설계하는 중수

시공, 현장설계 등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했다. 참여 실적

로 후속사업이 재추진했다.

은 총 1,121인/월 정도였는데, 이는 후속기인 월성 2~4호기 사

이에 1989년 5월 한전 제7차 이사회에서 월성 2호기 건설을 위

업에 참여한 인력규모의 10%로 미미했다.

한 기본계획을 확정, 같은 해 12월 제224차 원자력위원회에서

한기는 보다 많은 인력을 사업에 참여시켜 중수로원전기술을

건설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아울러 월성 2호기를 1997년 6월에,

습득케 하고 싶었지만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나마

월성 3,4호기는 1998년 6월과 1999년 6월 각각 준공한다는 계

회사 창립 초기에 소규모 인력이라도 한기 기술자가 처음으로

획도 수립했다. 이듬해 10월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과 함께 사

국내에서 선진 외국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사

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월성 1호기 사업참여를 통해

업 추진을 의결, 월성 3,4호기 건설이 본격화 됐다.

확보한 경험은 이후 진행된 월성 2~4호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후속기인 월성 2~4호기 건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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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 추진됐다. 당초 월성 1호기 사업이 추진되던 1973년 1호기

월성 2~4호기 주계약자는 1호기 때와 마찬가지

외에 월성 2호기와 연구용원자로인 NRX 건설이 순차적으로

로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선정됐으며 설계 및 엔지니어링은

계획됐고, 실제로 이를 위해 당시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와

CANATOM이 지정됐다. 그러나 계약이 추진되던 1980년대 말

필요한 외자 지원을 협의했다. 한창 협의가 진행되던 1970년대

에는 국내 원전 건설기술 자립도가 80%를 상회하는 수준에

말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 세계 금융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방식은 1호기 때와 달리 분할발주 방식

여기에 인도가 캐나다에서 도입한 중수시험로에서 플루토늄을

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종합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추출해 핵실험을 감행하는 사태가 발발, 후속기 사업은 중단되

플랜트종합설계는 한기가, 핵증기 공급계통 설계에는 한국원

고 말았다.

자력연구소, 제작분야는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이 캐나다원

월성 1호기가 위치한 월성부지는 원래 4기가 들어설 계획으로

자력공사 하청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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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_ 한국표준원전 개발로 세계의 문을 열다

월성 4호기 원자로 설치 기념식(1996.05.14)

월성 2~4호기 건설에서 한기가 담당한 역무는 캐나다원자력

	중수로형 원자로계통설계기술 확보

공사의 하청계약자로서 플랜트 종합설계엔지니어링 업무에

국내 원자로 노형의 다변화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참여하는 것과 이와 별도로 한기가 주계약자로서 수행하고 있

초점을 맞춘 월성 1호기는 턴키계약 방식으로 건설이 진행되어

는 현장설계 및 기술지원 등 두 가지였다. 특히 종합설계 엔지

설계업무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월성 2호기는 1990년부터, 월

니어링 분야에서 일부 상세설계 업무는 한기의 책임 아래 독

성 3,4호기는 199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다. 1989년부터 1997년

자적으로 수행했는데, 전체 업무의 약 20%정도였다.

까지 월성의 700㎿급 가압중수로 4기 중 월성 2~4호기 설계

한기가 참여한 종합설계엔지니어링 업무의 경우 사업초기에

에 주계약자인 캐나다원자력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자료 그리고 캐나

기공급계통(NSSS)을 공동설계했다.

다원자력공사 인력 등을 일시에 국내로 대거 동원하는 데는

월성 2호기 사업의 계약 체결과 함께 기술전수 프로그램의 효

어려운 점이 많아 기본설계 업무는 캐나다에서 수행했다. 한

율적 추진을 위해 1991년 1월 캐나다원자력공사 본사에 캐나다

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월성 2호기에 51명, 3,4호기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그해 10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캐나

26명 등 총 77명의 전문 인력을 6개월에서 2년에 걸쳐 국내외

다원자력공사 사무소를 설치해 월성 2호기 NSSS 설계업무를

현장에 파견했다. 또한 해외용역 참여자를 지원하고 사업행정

공동 수행했다. 반복 설계인 월성 3,4호기 설계는 대부분 국내

분야 근무 직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연 4명의 직원을 몬트

에서 수행하거나 캐나다에서 개념설계 후 국내에서 상세설계

리올 사무소에 파견했다.

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립도를 높였다.

해외사업 참여자들은 귀국 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이를 위해 8,000여 종 이상의 중수로 연계 기술자료, 전산코드

부분 월성사업에 투입해 월성 2~4호기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및 설계문서 등을 캐나다원자력공사로부터 제공받아 국내 중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한기는 플랜트종합설계에서 월성 2호기의

수로 설계기술 자립의 초석을 마련했다. 캐나다원자력공사는

경우 약 73%(126만 7,086인/시), 월성 3,4호기 경우 약 81%(138

탠덤(Tandem) 핵연료 주기와 DUPIC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을

만 인/시)를 참여시켰으며 현장설계까지 감안해 전체 사업의

위한 공동연구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함께 80년대 초반부터

약 80% 이상을 담당했다.

수행했고, 1989년에는 개량형 중수로핵연료 CANFLEX 공동연

이렇게 높은 사업 참여를 통해 한기는 중수로 특유의 설계엔

구도 이후 실증실험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니어링 기술을 습득했으며, 추후 원전 설계 부문에서 주계

월성 3,4호기에는 CANDU6 관련 기술전수도입계약을 체결하

약자로 참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확보했다.

고 후속기를 대비한 대용량 중수로 CANDU9를 캐나다원자력
공사와 공동 연구했다. 당시 캐나다원자력공사와 중수로 분

중수로용 원전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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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기 : 설계기술 자립과 한국표준원전 구축

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기술개발은 주로 NSSS계통 설계와

(1987~2000)

Equipment Engineering이 근간이었으며 한기 측 공동설계 참
여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1. 원전 종합설계기술(A/E) 자립

이와 더불어 중수로 기반 설계기술 확보를 위한 R&D 수행전
략도 함께 수립하여 기술개발 공동참여율은 각 분야별로 월성

원전건설 기술자립계획과

2호기는 30~50% 수준이었으나, 월성 3,4호기는 80~90%까

역할분담체계의 구축

지 상향했고,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과 안전기준(Safety Criteria)

한기가 국내 원전사업에서 외국 기업의 하도급업체

도 이전 호기보다 20~30% 이상 높였다.

로 참여하면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습득에 매진하던 1983년

특히 월성 3,4호기 원자로계통 설계는 한기와 캐나다원자력

7월 정부에서는 원전건설기술의 자립을 촉진하여 1990년대 중

공사 간의 통합문서계획에 따라 월성 2호기 자료와 통합해

반까지 원전설계와 기자재 국산화율을 95％ 이상으로 높이고,

월성 2~4호기 단일체제로 운영하여 설계 효율성을 높였다.

한국표준원전의 반복 건설을 통해 건설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월성 2호기 계약 당시에는 중수로 원자로계통설계에 대한 기

원전건설사업 장기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술자립 청사진이 준비되지 않아 별도 기술도입계약은 없었지

이어 1984년 7월 28일에는 기술자립 촉진 항목이 포함된 ‘원자

만 1992년 월성 3,4호기 계약과 동시에 체결한 중수로 기술전

력발전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정부정책으로 확정함으로써 원

수협약에 따라 문서 및 특허 1,300여 종과 전산코드 80여 종

자력발전의 기술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의 도입으로 원자로계통 설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제고 방안’은 당시 동력자원부가 기술자립과 한국표준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한기의 초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었다. 방안에
따르면 ‘건설기술 자립’을 위해 1990년대 초까지 설계용역·
기자 재생산 90%, 건설시공·핵연료생산(성형가공) 100%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건설의 계약방식은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하며 설계는
한기, 기자재공급은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이 맡는 것으로 했
다. 특히 이 방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기술이전을
받는 쪽으로 외자를 도입하고, 표준설계로 최소한 6기의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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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7월 28일에는 기술자립 촉진 항목이
정부정책으로 확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기술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원자력발전 경제성 제고방안’은 당시 동력
자원부가 기술자립과 한국표준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한기의 초안을 토대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제고 방안(1984.07.28)

마련한 것이었다.

을 동일설계, 반복생산으로 기술력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계개발단)을 활용하여 관련 설계기술을 습득하여 동 기술을 자

원전표준화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도 담고 있었다. 기존 원전을

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건설하고 운용한 경험을 집대성해 한국표준원전을 설계하고,

한기와 종합설계용역 주계약을 체결한 한전은 한국중공업과

동일한 원전을 반복해 건설함으로써 경제성과 기술숙련도를

주기기공급계약을, 한국원전연료(한전원자력연료)와는 연료공

향상시킨다는 개념이었다. 아울러 핵증기공급설비, 터빈발전

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같은 날 이들 주계약자들은 한국원자

기를 포함한 발전소 전 계통과 발전설비 건물에 대한 설계 및

력연구소 및 해외기업인 ABB-CE(Combustion Engineering),

배치를 표준화의 범위 안에 둠으로써 원전 전체에 대한 표준화

GE(General Electronic), S&L(Sergent & Lundy) 등과 기술도입

목표도 담았다. 이는 1976년 대만이 통제실·안전설비 등 부분

및 부품공급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표준화 전략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례를 참고했다.

기술자립계획에서는 한국표준원전 개발의 대상이 된 영광 3,4

한편 한전도 정부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1986년 3월 ‘원전건설

호기의 노형을 미국 ABB-CE의 System 80 노형을 기준 모델

기술자립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1987년 4월 9일에는 영광(한

로 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내 기술과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했다.

빛) 3,4호기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

이후 한전의 ‘원전건설 기술자립계획’에 따라 국내 원자력 관

당하는 플랜트종합설계용역의 주계약자로 한기를 선정한 것을

련사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교육훈련을

시작으로 국내사들이 주계약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전수를 통해 기술자립

국내 원전사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을 실현했다.

원전 건설은 초기의 해외 일괄발주방식으로부터 외국사를 주

원전 기술자립을 위한 역할분담에 있어 한전이 종합적인 사업

계약자로 하고 일부 분야에 국내사들이 참여하는 분할발주 방

관리를 담당했으며 설계부문의 경우, 플랜트 종합설계는 한기

식 단계를 거쳐 국내사들을 주계약자로 한 설계 및 건설을 추

가 S&L의 기술을 도입하여 수행하고, 원자로계통설계는 한국

진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원자력연구소가 ABB-CE의 기술을 도입하여 수행했다. 주기

한기 역시 원전 설계기술의 국산화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

기 및 연료공급 부문은 한국중공업이 ABB-CE와 GE의 기술을

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기술교육훈련을 시행하고

도입하여 시행하고, 한국원전연료는 ABB-CE 및 독일 지멘스

원전 설계에 참여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종합설

(Siemens)의 기술을 도입하여 원전연료를 제조하고, 시공부문

계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원전설계기술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

은 국내 업체에게 맡겼다.

섰다. 이 뿐만 아니라 원전의 핵심계통인 NSSS설계 및 노심설
계에 대한 공동설계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고급인력(원자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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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원자력발전 경제성 제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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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엔지니어링 업무는 A/E(Architect
Engineering)의 주계약자인 한기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무였다.
발전소 부지 및 배치 설계, 원자로와 터빈계
통을 제외한 발전소의 모든 계통 설계,
건축구조물이나 배관, 공기조화설비,
전기설비, 발전소 제어계통 등의 상세설계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360

최초의 한기 주계약사업, 영광(한빛) 3,4호기

의 역무였다.

영광 3,4호기 플랜트 종합설계(A/E)의 주계약자로

한기는 다양한 역무를 거의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서 한기의 역무범위는 사업 총괄관리 지원업무, 설계엔지니어

하에서도 설계용역 수행과 기술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

링 업무, 사업주 기술 지원업무 및 역무 지원업무 등이었다. 사

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초의 국내 주도

업 총괄관리 지원은 사업절차서 작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형 발전소인 까닭에 참여사의 설계경험과 기술능력의 차이로

관리 지원(Project Management Service) 업무와 전체 사업운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다. 관련 회사의 설계관행 차이

영을 위한 사업공정 수립, 사업비용 산정 및 사업관리 절차 수

에 따라 업무체계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안전성

립, 문서/도면 관리체계 수립과 이와 관련한 전산화체계 수립,

확보와 공기 준수, 기술자립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나아가 운영 지원업무를 포함하는 사업통제 지원업무(Project

극복해야 했다.

Control Service) 등으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한기는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발전소를

설계엔지니어링 업무는 A/E(Architect Engineering)의 주계약자

설계하는 동시에 기술자립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종료시점에

인 한기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무였다. 발전소 부지 및 배치 설

반드시 기술자립도 95% 수준을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단일

계, 원자로와 터빈계통을 제외한 발전소의 모든 계통 설계, 건

참조발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나 기기 배치, 지지물 설계

축구조물이나 배관, 공기조화설비, 전기설비, 발전소 제어계통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선행호기인 영광 1,2호

등의 상세설계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안전성 분석보

기 및 울진(한울) 1,2호기와 대비해 기술성, 경제성까지 비교

고서 작성 등 각종 인허가 기술지원, 구매기술규격서 작성, 시

분석했다.

공/시운전 과정의 변경 및 문제점 검토 같은 기술지원, 국내 공

영광 3,4호기 사업은 일반기기의 국산화율이 대폭 증가하고 기

급분 주기기 및 보조기기(BOP) 품질검사, 주기기(NSSS, T/G)

술경험이 적은 국내 공급자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술성 평

관련 설계 연계조정 등의 업무도 한기가 담당했다.

가업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다수

이와 함께 사업주인 한전의 책임에 속하는 사업 총괄관리나 품

의 관련사가 처음 국내 원전사업에 참여했기에 관련사 간의 기

질보증, 일반기기 구매, 시공관리, 시운전분야 등에도 한기는

술능력이나 업무관행 차이 등으로 이견을 조정해야 할 경우도

기술인력을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도 지원했다. 아

적지 않았다.

울러 외국 하도급 계약자의 국내 근무에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

한기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로 서울이나 사업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 하도급업체 직원

위해 사업 시작과 더불어 약 100여 명에 달하는 한기 기술진

의 사무실 근무 지원과 사택 제공, 기타 지원시설 운영도 한기

을 미국 시카고의 S&L 본사에 파견, 초기 업무체계 정립과 발

영광(한빛) 3,4호기는 규제기관의 제반규정
최대한 반영하며 신기술을 과감히 적용하여
안전성 및 운전성이 향상되도록 설계했다.

원전 11,12호기(영광 3,4호기) 계약 서명(1987.04.09)

전소의 개념설계(PhaseⅠ) 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S&L 참여자

계(Phase Ⅱ) 업무를 주도했다.

와 함께 서울 본사로 업무장소를 이전해 통합사업팀(Integrated

이어 1993년 초 현장 시공업무가 막바지에 이르고 시운전이 본

Project Team) 조직 체계를 구성, 본격적으로 기본 및 상세설

격적으로 시작될 단계에서는 설계사업 조직을 현장으로 이관
하여 한기 참여자들의 현장 실무경험을 쌓는 기회로 삼고 시공
및 시운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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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3,4호기는 규제기관의 제반규정을 따르고 국내외 원전의

원전후속기 계약서를 인쇄에 넘기고

경험사례를 최대한 반영하며 신기술을 과감히 적용하여 안전

원자력 11,12호기(영광 3,4호기) 계약은 마지막 순간까지 숨가
쁜 여정이 이어졌다. 쉬운 계약이란 게 있을 수 없지만 원전후

성 및 운전성이 향상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발전소 안전관련계

속기 계약처럼 정신없고, 시간에 쫓긴 적도 없었을 것이다. 제

통의 다중설비를 분리배치하고 안전계통 기기와 비안전계통기

의서를 한전에 제출하고 1년이 지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기를 별도 건물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발전소의 안전성을 크게

도 아직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었고 한전과 한기는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었다.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 같다고나 할까, 아니면 간신히 굴려 올린 돌이 정상을 코
앞에 두고서 다시 바닥으로 굴러 내려가는 신화 속의 시지프스
같다고나 할까. 끝없는 수정의 연속, 그것이 당시 우리들이 하
는 일의 전부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격이 정해졌다. 1,600억
원. 향후 10년 동안 포부를 펼쳐 보일 수 있는 무대는 마련된
것이었다.
마침내 계약 서명일도 결정됐다. 1987년 4월 9일. 무슨 일이 있
어도 그 하루 전에는 각 사의 이니셜이 붙여진 계약서가 인쇄
되어야 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갈 길은 멀어

제고했다.
이렇게 한기는 영광 3,4호기 설계에 있어 분리배치개념을 도입
하여 안전관련 계통의 다중설비(Redundancy)를 Train A와 B
양쪽으로 분리, 양 Train 간에 완전 대칭(Symmetry)으로 배치
함으로써 화재나 홍수 같은 단일사고가 공동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대체 비상 디젤발전기를 설치하여 배관파
열로 인한 침수 가능성을 제거했으며 해수로 인한 기기의 손상

만 보였다. 주말이고 밤낮이고 없었다. 검토하고 의논하고 수

가능성도 배제했다.

정하고, 검토하고 합의하고 수정하고….

주요 배관에 파단전 누설(Leak Before Break : LBB) 개념을 적

그리고 드디어 계약서 본문에 이니셜을 붙이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이 검토한 계약서를 다시 일일이 눈이

용하여 배관 휨 구속장치나 제트방벽을 제거했으며, 배관 휨

빠져라 검토하고 또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밤 10시, 인쇄소에

구속장치 검사로 인한 발전소 종사원의 방사선 피폭량을 감소

서 사람이 왔다. 계약서를 넘기는 손끝도 힘겨운지 가볍게 경
련을 일으켰지만 기분만은 날아갈 듯 상쾌했다.

시켰다. 배관지지물 설계 최적화로 배관지지물 수량을 줄이고
발전소 운전 중 보수 유지가 필요한 방진구 사용을 배제하여

장영남·신규원자력사업처 사업기술실장 / 사보 ‘전력기술’
1987년 4월호

경제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인간공학을 접목해 주제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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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고 국내외 원전의 경험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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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한빛) 3,4호기 건설역사는 국내 원전건
설 기술자립의 역사 자체였다. 기술자립에
있어 특히 한기의 역할이 컸다. 선진 기업들
만이 보유하고 있는 플랜트 종합설계 능력을
원자력발전소 표준화설계를 위한 조사용역 최종보고서(1987.08)

영광 3,4호기 건설을 통해 완벽하게
확보했기 때문이다.

을 설계함으로써 운전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영광(한빛)원전 종합설계 기술자립목표 달성

했다.

한기의 첫 번째 종합설계부문 주계약자 사업으로 진
행된 영광 3,4호기 사업은 1989년 6월 1일 착공해 5년 10개월
에 걸친 공사 끝에 1995년 2월 7일 영광 3호기가 100% 출력에
도달했으며 3월 21일부터 시작된 최종 인수성능시험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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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원전 설계에 관한 연구 수행
한기는 1983년 4월부터 1991년 4월까지 8년 동안 3단계로 나
누어 한국표준원전 설계에 관한 연구를 정부 및 한전 특정연구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영광 3호기는 여러 단계의 성능시험과
국내외 규제기관의 엄격한 검사과정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했다. 이로써 건설 초기부터 불거진 노형선정에 따른 안전
성에 대한 각종 의혹과 우려를 해소했다.

개발과제로 수행했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시

영광 3,4호기 가동으로 우리나라는 원전건설을 우리 손으로 할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이용률 향상, 신뢰성 및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원자력발전사에 새 지평을 열

안전성 향상, 운전 보수원의 피폭저감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건
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 개선함으로써 우

었다. 전력수급 측면에서도 단위호기 용량으로는 국내 최대인

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표준 원자력발전소의 최적설계방안을

1,000㎿급인 영광 3,4호기의 상업운전으로 우리나라는 861만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표준 원자력발전소의 개념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전

6,000㎾의 원전설비 보유와 함께 발전설비 3,000만㎾ 시대를

경험을 집대성하여 표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동일한 설

맞이했다. 특히 영광 3호기는 국내 발전량의 5%를 차지함으로

계의 발전소를 다수 반복 건설하는 것으로 원전 13호기부터 표
준설계를 적용해 최소한 6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표준설계에
적용할 기준 및 규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일정기간 동
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기기는 단일 주기기업체에 설계를 도
입하여 제작하며 설계 표준화사업 진척 상황에 맞추어 기자재
제작, 건설시공 및 운전보수의 표준화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키
로 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기는 영광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해 울

써 전력수급에 크게 기여했다.
영광 3,4호기는 최신의 선진국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완벽한 품
질관리시스템으로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성능을 크게 높인
원전이었다. 이는 영광 3,4호기 건설과정에서 시정조치요구서
와 부적합보고서 외에 ‘품질시정요구서’ 제도를 추가해 운영함

진 3,4호기, 영광 5,6호기 등 1,000㎿급 가압경수로의 설계기

으로써 완벽에 가까운 건설 품질관리를 실현한 덕분이었다. 또

술을 일관성 있게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표준원전의

한 모든 공정이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진행할 수 없도록 엄격

반복 설계건설을 통해 건설공기 단축에 의한 간접비와 설계용
역 비용 같은 직접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경제성을 제고했으며

한 시공관리로 부실공사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이러한

안정성 향상에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 운전 및 보수성 관점에

품질관리시스템과 함께 세계 최신의 기술을 설계에 반영함으

서도 엄청난 이득을 기대하게 됐다.

로써 노심손상 빈도도 미국의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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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3,4호기 지질 조사

영광 3,4호기 건설역사는 국내 원전건설 기술자립의 역사 자

역할분담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원자

체였다. 기술자립에 있어 특히 한기의 역할이 컸다. 선진 기업

력연구소는 원자로계통설계 수행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플랜트 종합설계 능력을 영광 3,4호기

핵연료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던 원자력연구소는 동 사업추진을

건설을 통해 완벽하게 확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광 3,4호

위해 필요한 인력(150명)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자로

기 사업은 우리나라 기술자립률을 60%에서 95%로, 국산화율

계통설계 전체를 맡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을 40%에서 79%로 크게 향상시켰다. 이후 한국표준원전인 울

이에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로계통 중 노심설계를 포함한 원자

진(한울) 3,4호기 건설에 그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이 되

로의 설계만 맡겠다고 결정했다. 이 사실이 원전산업 기관들에

었다.

알려지자 한기와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이 원자로계통설계

영광 3,4호기를 통해 실현한 기술자립 95% 달성은 우리나라

분야에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두 기업은 원자력연구소에 지원

가 원전건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요청했고 뒤늦게 원자력연구소도 원자로계통설계를 맡게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쾌거였다. 실제로 정부는 해외 진출을

되면 연구소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해 1997년 6월 미국의 CE와 해외진출 합의각서 체결을 추

당초의 입장을 바꿔 계통설계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진했으며, AECL과도 해외진출 관련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영

이어 1984년 9월 18일 동력자원부 장관실에서 열린 표준원자

광 3,4호기는 1995년 12월 5일, 미국 ‘파워 엔지니어링(Power

력발전소 설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기관별 역할

Engineering)’지로부터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수상했다.

분담 안으로 한기는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의 계통설계를 맡
기로 했다. 원자력연구소는 노심설계를 포함한 원자로설계를,
한국중공업은 원자로계통 기기설계와 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
를, 핵연료는 한국핵연료(한전원자력연료)가 맡는 것으로 결정

2. 원자로계통설계(NSSS)기술 자립

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는 이에 불복해 원자로와 원자로계통을

원전 기술자립을 위한 역할 조정

연구소와 한기가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1983년 7월 정부는 원전 건설기술의 자립을 촉진하

는 주장을 폈다. 이는 결국 1984년 10월 13일 개최된 제211차

기 위해 원전건설사업 장기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이후 1984년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로계통설계를 한기가 담당한다는 1984

4월 동력자원부는 ‘원자력발전기술 자립계획’의 일환으로 한

년 9월 18일의 결정 내용을 반영한 ‘표준 원자력발전소 설계

전, 한기, 원자력연구소 등 원전산업 기관에 기술자립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안’이 위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보류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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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영광(한빛) 3,4호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진의 설계 및 제작으로 건설되었다.
이후 반복 건설을 통해 목표했던
원자로계통설계 자체 설계 능력 95%를
달성했다.

로 이어졌다. 결국 많은 난항을 겪은 후 1985년 6월 25일 열린

처음으로 도입했다. 비상운전 지침서(Emergency Procedure

제4차 전력그룹협력회의에서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로계통과

Guidelines)는 ABB-CE 전문가에 의한 사전훈련 및 기술자문

핵연료의 설계를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는 것으로 번복됐다.

을 통하여 전담반이 구성되어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원자력연구소는 영광(한빛) 3,4호기의 공동설계와 기술전

전체 계통설계 분야 중 핵 설계, 안전해석 등 컴퓨터 코드를 이

수계약을 통해 원자로계통설계의 기술자립을 추진했다. 공동

용한 해석업무는 기술자문을 받아 설계 능력을 확보했고 유체

설계는 국내 원자로 기술자립의 파트너인 미국 ABB-CE와 국

계통 및 제어계통설계는 연관 인터페이스가 많아 향후 중점적

내 기술진이 공동으로 계통설계를 수행하며 한편으로는 기술

으로 기술자립도를 높여나가도록 했다. 그 결과 영광 3,4호기

전수계약을 통해 들여온 설계자료 및 전산코드 등을 사용하여

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의 한국표준원전(OPR1000)이 국내

모의, 반복 설계 및 훈련 등을 통하여 1995년에 95% 기술자립

기술진의 설계 및 제작으로 건설되었다. 이후 반복 건설을 통

을 목표로 추진했다.

해 목표했던 원자로계통설계 자체 설계 능력 95%를 달성했다.

기술 전수계약에 따라 System 80 관련 원자로계통과 핵연료
기술이 대폭 이전됐다. 기술제공자(ABB-CE)와의 계약에서 원
자로계통설계 전반에 대한 공동설계(Joint System Design)는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의 한기 이관

ABB-CE가 선도하고 자체적 계통설계 지원(System Design

원자로계통설계를 맡게 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Support) 업무는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계통설계 조직이 담당

1985년 7월, 33명으로 구성된 발전로계통사업부를 발족하고

했다. 1988년 중반부터 미국의 ABB-CE 현지에서 공동설계했

1986년 4월 기술자립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던 인력이 원자력연구소로 복귀하고 설계업무는 기술전환계획

계획에 따라 1986년 4월부터 원자로계통 공동설계에 대비한

(Transition Plan)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원

국내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했다.

자로계통설계와 관련된 기술축적이 이뤄졌다.

영광(한빛) 3,4호기 건설사업이 시작된 지 3년여가 지난 1990

이 과정에서 원자력연구소는 ‘NSSS 계통설계 기술자립 세부

년 6월부터 중간평가 일환으로 1년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자

실천 계획’을 작성하여 각 설계 분야별로 주요 설계 업무를 구

체평가, 해외전문기관(ABB-CE) 및 국내 전문가에 의한 외부

분하여 이를 연도별로 이행하고 기술자립도를 확인했다. 영광

평가작업을 실시했다. 기술자립 목표달성 연도인 1995년 12월

3,4호기는 파단전누설설계, ATWS를 대비한 DPS 설계, 원자로

개최된 기술자립 전문가 최종평가회에서 ‘1995년 말까지 영광

출력감발계통의 적용, 노심보호연산기계통 및 급수완전상실을

3,4호기와 동일한 1,000㎿급 원자로의 계통설계기술 자립도를

완화하기 위한 SDS(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계통을

9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달성됐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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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25일 개최된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원자력연구
소가 수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업무를 같은
해 12월말까지 한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방안’을
의결했다.
원자로설계개발단 현판식(1997.01.03)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80년대 중반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3. 한국표준원전(OPR1000) 설계 정착

을 수행했고 1990년 초반까지 관련 기술의 자립기반을 구축하
여 한국표준원전을 자력 설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기술

한국표준원전의 시작, 울진(한울) 3,4호기

자립 목표가 달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동력자원부 등 정부 일각

한기는 영광(한빛) 3,4호기 사업으로 구축된 기술자

에서 국내 원자력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립 기반을 바탕으로 후속기인 울진 3,4호기를 한국표준원전의

가 그동안 축적한 사업과 설계기술을 한기 등 다른 관련 산업

설계모델로 건설했다. 한기가 종합설계의 독자적 수행과 주기

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과

기 설계를 맡았으며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기자재와 기기제

학기술처, 동력자원부는 원전산업 추진체제 조정에 관한 조건

작, 시공분야 등에 주계약자로 참여한 울진 3,4호기는 명실공

과 방식을 협의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의는 크게 진척되

히 실질적인 국산 원자력발전소였다. 또한 국내기술의 자립화

지 않았다.

단계를 뛰어넘어 국내 정착화와 고도화를 향하는 이정표 역할

1992년 6월 26일 제230차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연구소의

까지 했다.

원자력발전사업을 한기로 이관한다는 기본 원칙을 의결했고

한국표준원전의 기본개념 설정을 위해 한기는 영광 3,4호기 건

1996년 6월 25일 개최된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는 당초 계획대

설과정에서 미국 CE가 개발한 팔로버디 원전의 System 80을

로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업무를 같은 해

기준 모델로 했다. 여기에 한기가 원전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

12월말까지 한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사업 추

술과 최신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개발한 한국 고유의 원전인

진체제 조정방안’을 의결했다.

1,000㎿급 가압경수로를 장착해 울진 3,4호기를 완성, 한국표

그리고 1996년 12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기 간의 양

준원전 시대를 열었다.

도ㆍ양수협약서 체결이 이뤄지고 12월 31일자로 344명의 한국

한기는 먼저 CE사가 개발한 System 80 원자로를 기준으로 미

원자력연구소 인력과 함께 계통설계사업이 한기로 이관됐다.

국 전력연구소(EPRI)와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량한

이를 기점으로 한기는 영광 5,6호기부터 종합설계용역 외에 원

1,000㎿급 한국표준원전 개발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양인

자로계통설계도 함께 수행했다.

의 체형에 맞도록 설계된 원자로를 우리의 체형에 맞도록 조
정, 서구의 안전성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안전성 테스트를 실
시해 안전성을 제고했으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대거 접목
했다.
한기는 울진 3,4호기의 종합설계에 있어 주요계통 및 기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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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4호기 원자로 설치(1995.11.23)

제14회 전력그룹협력회 워크숍(1987.12.11)

계 특성은 선행호기인 영광 3,4호기의 설계특성을 참조하되 개
선사항은 최대한 반영했다. 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영광
3,4호기와 같이 대체 비상 디젤발전기(AAC D/G)를 설치했다.
또한 배관파열로 인한 침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성을

Inside Story

워크숍 현장을 달군 주제발표와 분임토론
1987년 12월 11일 한기 주관으로 제14회 전력그룹협력회 워크숍

제고하고, 해수로 인한 기기의 손상 가능성도 배제했다.

이 열렸다. 이날 박구원 차장은 국내 원전의 PSA(Probabilistic

여기에 한기는 영광 3,4호기 사업을 통해 파악하고 있던 설계

Safety Assessment) 수행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SA는 확률론적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울진 3,4호기 설계에 반영했다.

안전성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부지특성을 반영했으며 인허가 요건 변동사항, 기존호기 및 향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확률

후 원전설계표준화 결과에 따른 설계개선 내용도 고려해 설계
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발전소 안전성 제고와 이용률 향상,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효과를 거두었다.
설계 개선을 통해 울진 3,4호기의 기기배치는 영광 3,4호기에
비해 50여 항목에서 개선됐으며, 기기 및 계통 부문에서는 영
광 3,4호기 대비 150여 항목 이상을 개선했다. 먼저 기존의 원
자로 냉각제 배기계통(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과

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이다. PSA는 발전소 설계 및 운전의 가
능한 모든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인
력과 재원이 요구되며 특히 계통분석가, 인간신뢰도분석가, 사
고현상분석가, 구조해석가, 전산처리담당자 및 발전소 요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PSA가 이처럼 방대하고 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을 갖
고 있지만 분석결과로부터 얻는 공학적 통찰력이 이들 약점에
비해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PSA 관련 산업계의 일반적인 의
견이다. 따라서 PSA를 수행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통찰력을 원
자력발전소의 설계, 운전, 보수 및 규제과정 등 여러 분야의 의
사결정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별도로 안전감압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을 추가

PSA 수준은 아직 유년이라고 할 수 있다.

로 설치해 설계기준 초과사고인 완전급수상실 사고 시 원자로

PSA 관련 업무의 확대 추세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

계통의 신속한 안전감압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기존설비에 3

이다. 이를 위해 국내 PSA 관련 기술개발 및 이의 활용을 위한

개였던 왕복동 충전펌프를 1개 더 설치하여 신뢰성을 높였으며

전반적인 종합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들이 공

별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PSA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

동 참여하는 국내 협의조직을 만들어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선행호기의 터빈제어계통 설비인 DCM방식을 MARK V로 변

주제발표 이후에는 분과별 토론회가 이어졌는데, 토의 결과 표

경, 소형화 및 다기능화를 실현했다.

준화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표준화세부추진

발전기 여자계통도 변경했는데, 선행호기에서는 발전기 축과
직결된 회전형 여자기를 사용했으나 울진 3,4호기는 여자변압
기를 정지형으로 변경, 신뢰성을 향상했다. 이와 함께 제어계
통 설계 개선을 통해 신호 전송방식의 약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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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내기자재 산업의 육성과 기술
토착화를 위해 한국형 Codes & Standard의 조속한 확립이 필
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사보 ‘전력기술’ 1987년 12월호

369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ECHNOLOGY DEVELOPMENT
Ⅰ _ 한국표준원전 개발로 세계의 문을 열다

울진 3,4호기 예비안전성 검토 회의(1991.09.16)

이밖에 주발전기, 주변압기, 발전소 내 보조변압기 사이에 차

에 기여했다.

단기를 설치하여 고장전류 발생 시 발전기를 안전하게 보호했

이렇게 한기 등 국내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쏟아 부어

다. 발전소 안에 있는 비상전원을 보완하고 발전소 정전 시 필

건설한 첫번째 한국표준원전 울진 3,4호기의 가장 큰 장점은

요한 전기부하에 교류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대의 교체용 교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었다. 한기 역시 종합설계용역을

디젤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NUREG/CR-2300에 정의된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 제고에 가장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

Level Ⅱ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을 반영하여 안전성과 신뢰

결과 울진 3,4호기 설계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

성을 향상시켰다.

가들은 ‘세계에서 건설 중인 1,000㎿급 원전 중에서 가장 안전
한 원전’이라는 찬사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한기는 울진 3,4호기 사업 수행에 앞서 최신의 기술과 강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 원전 모델

기술기준을 적용했으며, 미국 스리마일(TMI) 원전 사고에 따른

울진(한울) 3,4호기는 설계개념 측면에서 미국 전

후속조치요건을 모두 반영하고 기존 인·허가 규제요건 외에

력연구소(EPRI)에서 작성한 신형경수로 사업자요건문서

중대사고 예방 및 사고완화 개념을 적용했다. 또한 심층방어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Utility Requirement Document

개념에 입각한 안전성 관련설비의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시

: EPRI ALWR URD)의 주요 설계요건을 국내실정에 적합하도

험성과 고장 때 안전작동원칙 등을 적용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록 적용한 한국표준원전의 모델인 동시에 선진 기술형 원전이

안전성을 확보했다.

었다. 기술자립 측면에서는 영광(한빛) 3,4호기를 통해 습득한

울진 3,4호기의 우수성은 운영실적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운

기술을 바탕으로 95% 이상의 기술자립도를 갖고 설계했으며

영실적에서 영광 3,4호기는 상업운전 이후 1998년 말까지 평

이를 통해 국내 원전산업의 기술자립과 고도화를 추진했다.

균 이용률이 각각 87.9%와 89.8%를 기록했으나, 울진 3호기

국내업체들의 참여도 측면에서도 종합설계, 기자재 공급 및

는 1999년 가동 이후 1년 간 103.7%를 기록했다. 발전소 운영

시공분야의 수행업무를 국내업체가 모두 일괄수주형태로 계

초기에 이러한 높은 이용률을 달성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약하고, 외국 업체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도급형태로 참여시킴

사례였다. 고장·정지 측면이나 한주기 무고장 운전에서도 우

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내주도형 원전이라 할 수 있었다. 한

수한 운영실적을 기록하며 세계적 수준의 원전이란 인식을 대

기는 이렇게 원전기술 자립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내외적으로 확산했다. 선행호기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후속기

있는 울진 3,4호기 종합설계용역과 원자로계통 설계를 성공적

에 반영해 설계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운전기간 중 설비

으로 수행,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기기 및 계통의 신뢰성 제고

의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 상업운전 초기에 안전운전을 시행

한기 등 국내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쏟아 부어 건설한 첫번째 한국표준원전
울진(한울) 3,4호기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었다.
한기 역시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 제고에 가장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울진 3,4호기 설계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건설 중인 1,000㎿급 원전 중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ʼ이라는 찬사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한 결과였다.
한편 한국표준원전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기가 국제무대
에 진출하는 데 물꼬를 텄다. 1993년 중국 광둥(廣東) 원전의
보수 정비용역을 수주하는 등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으

Inside Story

한국표준원전의 용어 변경
한국표준원전은 한국의 표준형 원자로라는 의미로 개발 당시

며, 1998년에는 중국 친산(秦山)원전 시운전요원에 대한 훈련

KSNP(Korean Standard Nuclear Power)라 명명했으나 2005

계약을 체결해 원전운영기술을 수출하는 밑거름이 됐다. 또한

년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한전, 한기 등 원전사업 관련사
로 구성된 ‘제3차 해외 원전시장 진출추진위원회’를 통해 명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건설될 원전의

을 변경했다.

모델로 한국표준원전을 채택했다. 이러한 성과에 자신감을 얻

새로 명명한 이름은 ‘최적의 경수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영

은 한기는 중국의 신규 원전건설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터
키,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등의 원자력발전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했다.
한국표준원전인 울진 3,4호기 상업운전과 함께 우리나라는 원
전 설비 면에서 세계 9위로 올라서게 됐으며, 세계가 주목하
는 원전 강국으로 부상했다. 한기는 이렇게 우수한 한국표준
원전을 후속기에 반영하는 한편, 보다 우수한 원전으로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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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Optimized Power Reactor’의 머리글자를 따서 OPR1000으
로 정했다. 이후 설계개선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제고된 한국
표준원전 개발을 추진, 각고의 노력 끝에 개선형 한국표준원전
을 개발한 후 Improved OPR1000으로 명명했다. 원전 해외수출
을 위해 범세계 시장용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명명한
Improved OPR1000은 영문 약어로는 KSNP+라 할 수 있다.
한편 1992년부터 10년에 걸친 연구로 2002년 개발된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은 본래 차세대 원
전이란 의미에서 KNGR(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이
라 명명했으나 개발 완료를 앞둔 2001년 2월 열린 ‘제15차 기
술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해 신형경수로1400(APR1400)으로 변
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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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5,6호기 건설 현장

원전설계업무 일원화 실현, 영광(한빛) 5,6호기

한 설계영향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자재정보 설계영향

영광 5,6호기는 설비용량 1,000㎿급 가압경수로인

분석시스템(Vendor Data Impact Analysis System : VDIA)를 개

한국표준원전으로 1995년 3월 9일 한기가 종합설계용역을 수

발하여 설계 시 요구되는 해당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아 설계업

주했다. 당시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은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무 영향을 최소화했다.

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1996년 12월 말에

주요한 설계 개선사항으로는 주제어실의 진동영향을 해소하기

원자로계통설계업무가 한기로 이관됨에 따라 영광 5,6호기는

위해 보조건물 옆 지상에 별도의 비상디젤발전기 건물을 신설

한기가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를 모두 수행했다.

했고, 원자로건물 여과배기계통 추가 설치에 대비하여 3피트

영광 5,6호기는 건설 당시 유효한 국내외 공업규격, 표준 및 규

크기의 격납건물배기관통부 설계 시 중대사고 완화 측면에서

제법규를 적용한 최신형 원전으로서 울진(한울) 3,4호기를 참

TMI(Three Miles Island) 요건을 만족시켰다. 방사성폐기물계통

조발전소로 하여 표준화 개념을 적용해 설계했다. 또한 표준화

도 증발기 방식에서 선택성이온교환기 방식으로 변경하고 여

3단계 사업결과에 따른 설계 개선사항과 한전의 선행호기 건

과기 대신에 원심분리기를 설치하여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저

설 및 운전경험을 반영했으며, 국내 원전 최초로 한국형 개량

감, 운전보수성 향상, 폐기물 발생량 및 방출량이 감소되도록

운영기술지침서를 개발·적용하여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 시

설계 개선했다.

공성, 운전보수성을 확보했다.

1차측 방사선원에 대한 탈기장치 운전모드의 적용기준이 연속

이에 따라 영광 5,6호기는 종합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에서

운전모드에서 미운전모드로 변경됨에 따라 방사선차폐해석 시

선행호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종합설계분야에서는

핵연료손상률을 선행호기 1%에서 0.25%로 낮춰 적용했으며,

설계도서 발행현황 및 기자재 구매추진현황 등을 시공관리

사용 후 연료 저장능력도 저밀도 저장방식에서 100% 고밀도

기준공정표(Integrated Project Schedule : IPS)의 각 Activity와

저장방식으로 개선했다. 방사성폐기물 건물의 출입이 선행 호

연계하고 설계, 구매 및 시공일정을 선행호기 관련 시스템을

기는 출입 통제건물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영광 5,6호기는 청정

보완 개발한 시공정보관리시스템(Construction Information

구역과 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건물 내 별도 출입토록 구조를

Control System : CICS)은 구매상세공정표의 구매일정과 연

변경해 작업자 출입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피폭량 및 폐기물

계하여 기자재 공급자 정보가 사업초기단계부터 설계에 반

발생률을 줄였다.

영됐다.

원자로계통설계분야 측면에서는 2,000여 건의 계통설계

또한 기자재 공급자 정보 제공시점 및 시공 착수일정을 설계도

결과물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결과물 관리시스템

면 발행일정과 연계하여 기자재 공급자 정보 제공 지연으로 인

(Document Management System : DMS)를 개발해 운영했다.

한기는 울진(한울) 5,6호기 참조발전소인
영광(한빛) 5,6호기의 건설 및 운전경험을
반영한 설계개선사항과 원전설계 표준화
2, 3단계 사업결과에 따른 설계개선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
시공성 및 운전보수성을 개선했다.
울진 5,6호기 공급계약 서명식(1996.11.22)

모든 사업문서는 이미지 파일로 전산화하여 관련 직원이 쉽게

실 3초 지연 고려 문제를 해결했다.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취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운영 및 기술

득 과정에서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각종 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

관련 제반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업무효율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허가를 취득하는 데 걸림돌이

을 크게 향상시켰다.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주요한 설계개선사항으로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설계개

시운전 성능시험은 그동안의 설계결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

선, 모터구동밸브 성능개선, 금속파편감시계통 설계개선, 핵증

정으로서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시험요원들의 충분한

기공급계통 제어계통의 이중화 등을 들 수 있다. 화학 및 체적

시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따라서 계통설

제어계통의 충전펌프를 왕복동 펌프에서 원심형 펌프로 교체

계와 관련한 주요 개선사항 및 변경사항을 한수원 시험요원들

했고, 유출계통에서 유량을 세밀하게 조절하던 선행 호기에서

에게 교육하고 시험지침서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필요한

의 설계 개념을 변경하여 충전계통에서 유량을 조절하도록 했

지식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상온수압시험, 고온기

다. 유출계통의 압력을 오리피스(Orifice)를 사용하여 감압하도

능시험, 출력상승시험 및 성능보증시험 기간 동안 현장에서 발

록 함으로써 과도현상에 따른 진동문제 등도 개선했다.

생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

또한 당시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 모터구동밸브의 열적고착과

련 시험을 충족해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

압력잠김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모터구동밸브

울였다.

의 성능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발전소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
원자로계통설계 분야에 대해서 발전소 운영의 편의성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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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량운영기술지침서(Improved Technical

한국표준원전의 개화, 울진(한울) 5,6호기

Specification : ITS)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적용했다.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자리 잡은 울진 5,6호

이에 대한 기술배경서를 작성했으며 안전해석을 수행하며 그

기는 1994년 9월 16일 확정된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운전원들의 비상운

라 건설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된 사업이었다. 기존 울진

전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 비상운전지침서를

1~4호기의 인접 부지에 1,000㎿급 2기 규모에 가압경수로형

작성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영광 5,6호기 비상운전지침서가 작

원자로를 갖춘 한국표준원전으로 건설됐으며, 영광(한빛) 5,6

성됐다.

호기를 참조발전소로 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하고 개선된 설

인허가 관련 분야에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다.

계를 채택하는 등 설계개선을 도모했다.

한국표준원전의 일반현안 사항이었던 안전해석 시 소외전원상

또한 한기는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습득한 신기술 및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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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한울) 5,6호기 원자로계통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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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특성은 디지털화된 발전소 보호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채택이었다.
이는 세계 원전 최초로 기존의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여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선행호기 대비 안전성 및
신뢰성이 한층 향상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기술 적용으로 안전성 및 운전 여유도 증가, 운전신뢰도 향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를 개선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운전의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한기는 울진 5,6호기 참조발

편의성을 확보했다.

전소인 영광 5,6호기의 건설 및 운전경험을 반영한 설계개선사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질을 Inconel 600에서 Inconel 690으

항과 원전설계 표준화 2, 3단계 사업결과에 따른 설계개선사항

로 변경, 1차측 응력부식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을 모두 반영하여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 시공성 및 운전보수

Cracking : PWSCC)에 강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선행호기 대비

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울진 1~4호기를 포함하여 총 6기를 수

전열관 파단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폭 낮춰 원전의 안전성 및

용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 부지 및 공용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건전성을 확보했다. 반복되는 열팽창 및 열수축에 의해 손상되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 쉬운 가압기 밀림관의 재질을 개선하여 원전의 건전성도 확

특히 한기는 울진 5,6호기 종합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기기구매

보했다.

기술규격서 작성 시 국산기술기준으로 개발된 전력산업기술기

원전연료의 운전방식은 18개월 장주기 운전으로 채택함에 따

준(KEPIC)을 최초로 적용했다. 또한 발전소 설계 시 강화된 작

라 이와 관련된 계측기기 및 부품을 장주기 운전에 적합토록

업자선량 제한치(20mSv/yr)를 적용하여 방사선구역 내 차폐

설계했다. 원자로용기헤드 단열재의 경우 원격에 의해 조정되

및 합리적 피폭최소화(ALARA)를 강화했다.

는 로봇이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 및 형상을 변경하여 원자로

선행호기 대비 터빈건물 복수기 전단에 위치한 해수 여과기와

헤드부분의 손상을 용이하면서도 즉각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

취수구조물에 설치된 2차기기 냉각해수펌프 등의 설비를 삭제

록 설계를 변경했다.

했으며, 쉘-튜브형 기기냉각수 열교환기를 판형 열교환기로
교체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설비 효율성과 운전보수성을 증
대시키는데 기여했다.
울진 5,6호기 원자로계통의 가장 큰 설계특성은 디지털화된 발
전소 보호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채택이었다. 이
는 세계 원전 최초로 기존의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 방식을 채
택하여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선행호기 대비 안전성 및
신뢰성이 한층 향상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필
수기능 감시계통의 경우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한층 강화된 타
당성 및 검증성 분석을 통하여 운전원에게 신뢰 높은 다량의

개선형 한국표준원전(Improved OPR1000) 조감도

4. 개선형 한국표준원전(Improved OPR1000) 개발

정립하여 선진화되고 고도화된 새로운 원전모델의 개발이 불
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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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원전의 성능 제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기존에 추진해 오던 부분적인 설계개선을

국내 원자력산업 초기에는 기반기술의 부족으로 대

탈피하여 종합적인 설계 개선으로 한국표준원전의 기술성과

부분의 기술을 외국업체에 의존했으나 이후 기술자립 정책의

경제성을 한층 제고하여 국제 경쟁력이 향상된 원전 설계모델

지속적인 추진으로 한국표준원전(OPR1000)의 효시인 영광(한

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전이 발주한 한국표준원전 설계

빛) 3,4호기 건설을 국내 업체 주도로 해외 업체와 함께 성공리

개선사업을 통해 한기 주도의 개선형 한국표준원전(Improved

에 완수했다. 이어 건설된 울진(한울) 3,4호기는 국내 기술진에

OPR1000)을 개발했다.

의해 명실공히 1,000㎿급 한국표준원전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한기의 한국표준원전 설계개선사업은 OPR1000 설계 대비

또한 울진 3,4호기의 후속 호기인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

전반적인 설계개선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복잡성과

기에 적용함으로써 1,000㎿급 한국표준원전 설계에 대한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했다. 먼저 1단계는

성, 기술성 및 국산화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OPR1000의 설계,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 경험에 근거하여

그러나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가 연속적으로 건설되면서

안전성을 포함한 기술성, 건설성, 운전성 및 경제성을 향상

사업공정의 탄력성 부족과 설계개선 및 건설물량 감소의 한계

시킬 수 있는 개선 항목을 도출·검토하여 모든 설계분야의

성으로 인해 한국표준원전(OPR1000)의 반복 건설에 따른 사

설계개념을 정립하는 단계로 1998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행

업비 절감 효과는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후속원

했다.

전에 대한 더 이상의 사업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됨에 따

개선형 OPR1000에 적용할 설계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기

라 타 전원 발전원가 대비 원전발전원가의 상대적 우위 확보가

존 국내외 가동원전과 OPR1000 선행호기의 설계, 구매, 건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운전 및 유지보수 경험을 통해 설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한편 영광 5,6호기의 후속호기 건설이 논의되던 1990년대 중

는 항목과 한전, 한기, 시공업체 및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에서

반 국제적 경제환경은 WTO체제의 출범과 시장의 완전 개방

요구한 설계개선사항들을 개략 검토 대상으로 했다.

등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으며 원전 건설 또한 국내외적

그러나 상세 검토 대상은 설계 적용 시 개선효과가 확실할 것

으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으로 기대되는 항목, 적용에 따른 설계, 구매 또는 시공 영향이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룩한 기술자립 능력과 건

매우 커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건설사업 착수 이

설 및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한국표준원전 설계개념을 재

전에 적용성이 결정되어야할 항목들로 제한했다. 선정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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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 서명식(2002.08.09)

개선 과제별로 사업 적용 시 예상되는 기술성, 인허가성, 건설

종합설계분야의 설계개선

성 및 경제성 효과와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개선형 OPR1000에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적용한 개선형

적용 여부를 평가했다.

OPR1000의 설계 개발을 위해 채택된 88개 설계개선 과제의

2단계는 1단계에서 정립한 설계개념을 개선형 OPR1000에 적

주요 설계개선 내용은 크게 플랜트 배치 최적화, 계통설계 최

용할 수 있도록 상세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1단계에서 도출한

적화, 구조물 설계 최적화, 건설공기 단축방안으로 구분할 수

개선항목들의 설계 시현성 및 시공성을 검증하며 관련 기본설

있다. 개선형 OPR1000의 플랜트배치 최적화로는 본관건물 배

계 및 일부 상세설계를 개발하는 단계로 1999년 10월에 착수하

치형태 최적화를 위해 2개 호기의 보조건물, 출입통제건물 및

여 약 2년 동안 수행했다. 3단계는 개선형 OPR1000의 상세설

방사성폐기건물을 1개의 복합건물로 통합 배치했다. 방사성 폐

계 및 건설이 진행되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건설

기물을 터널 삭제를 포함하여 지하공동구, 배관, 케이블, 공조

단계로서 1,2단계 개발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개선

덕트 등을 최단거리에 배치하여 건물체적 및 시공물량을 현저

형 OPR1000를 실제 사업에 구현하는 단계였다.

히 감소시켰다.

개선형 한국표준원전(Improved OPR1000) 설계의 건물배치 최적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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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형 OPR1000의 원자로계통에 대해서는
설계최적화 및 일부 계측제어계통의
국산화와 재장전운전기간 단축을 통한
발전소 이용률 향상과 작업자 피폭선량
저감 및 계통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이 추가됐다.

양호기 동시접근 및 주제어실 인접 배치, 보조건물, 원자로건

구조물설계 최적화 측면에서는 철근-철근 콘크리트의 합성구

물, 그리고 핵연료 건물이나 복합건물 운전층의 층고 일치를

조를 적용함으로써 내진 및 하중강도 증가, 부재 단면 감소로

도모했다. 양호기의 출입통제 기능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기능

인한 공간 활용성 증가, 건설물량 감소, Embedded Plate 삭제

의 통합, 승강기 운전구간 확장 및 추가 설치, 1차 시료채취실

가능, 지보공 및 가설지지대 물량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과 방사화학실험실의 근접배치, 터빈건물 운전층의 하역공간

있도록 설계를 개선했다. 나아가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간격 세

및 천정크레인 운전구간 확장 등 운전 보수성을 고려한 건물과

분화, 관통부 밀봉재로 고밀도 실리콘 및 무수축 그라우트 병

기기배치로 설계개선을 추진했다.

용 등의 설계개선을 채택했다. 건설공기 단축을 위해 구역별

또한 방사선 피폭저감을 고려한 건물 및 기기배치를 위해 방사

시공완료 개념을 적용했고 Deck Plate 공법 등 신 건설공법과

성유체계통 필터실과 고준위 폐기물 저장지역을 상하층에 인

Access pit Jetty, Module화 등 시공성 향상 방안을 적용했다.

접 배치했으며, 방사성기기공작실을 복합건물 내부에 배치하
고 ALARA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건물 및 기기배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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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개선을 수행했다. 발전소 종사자나 방문자의 동선을 고려

원자로계통설계분야의 설계개선

하여 주제어실과 원자로건물, 핵연료건물의 동선을 개선했다.

개선형 OPR1000의 원자로계통에 대해서는 설계최

개선형 OPR1000의 계통설계 최적화를 위해 순환수계통의 수

적화 및 일부 계측제어계통의 국산화와 재장전운전기간 단축

로방식을 6열 단독수로에서 4열 공동수로로 변경했으며 1차측

을 통한 발전소 이용률 향상과 작업자 피폭선량 저감 및 계통

기기 냉각수계통에 Common Loop개념을 적용했다. 원자로 건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이 추가됐다. 주요 개선

물 살수계통에서 살수열교환기를 없애고 정지냉각열교환기와

사항으로는 화학체적제어계통 설계최적화 및 안전품질등급 조

공유하도록 했으며 비상 디젤발전기, 1차측기기, 냉각해수펌프,

정 발전소감시경보계통 설계,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 설계,

보조보일러, 복수펌프 및 대기 변압기 등의 용량최적화 등으로

노심보호연산기계통 개선,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개선, 영구

설비용량 최적화를 실현했다.

수조밀봉체 설계,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전원 이중화, 발전소

원자로 건물 수소제어 설비를 능동형 수소재결합기에서 피동형

시각동기화 등 신뢰성 향상과제 등이다.

수소재결합기로 변경했으며 액체 방사성폐기물계통 원심분리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 최적화는 개선형 OPR1000 대

기를 역삼투압 처리설비로, 발전소 제어계통 제어방식을 단일

형탱크의 용량을 1,000㎿급의 표준원전에 적정한 용량으로 재

루프 대신 다중루프로 변경했다. 아울러 현장 다중화기기에 제

설계하고 동 계통의 기기에 대하여 그 기능과 안전상의 중요

어기능 부여 등의 설계개선을 통해 계통 구성을 최적화했다.

도를 고려하여 안전 및 품질등급을 조정하는 등 최적화를 적

377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ECHNOLOGY DEVELOPMENT
Ⅰ _ 한국표준원전 개발로 세계의 문을 열다

개선형 한국표준원전 설계기술이 적용된 신월성 1,2호기 전경(2015.07.24)

용했다.

체하면서 제어봉위치연산기를 이중화하여 계통의 신뢰성을 향

발전소감시경보계통 설계는 발전소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상시키는 것을 요체로 하여 표준원전의 안전성을 한 차원 더

감시하는 발전소 감시계통과 발전소 이상상태 발생 시 운전원
에게 경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

Inside Story

록 하는 발전소경보계통을 발전소감시경보계통(PMAS)으로 통
합하고 국산화를 추진했다.

가슴만은 뜨거웠던 그해 겨울

한기는 설계개선사업을 통하여 다채널설비(Multi Channel

고층 빌딩이 멋진 스카이라인을 그리고 있는, 금융 및 방송 산

Facility)를 제작하여 중요 기능에 대한 통합계통의 시현성 검증

업 1번지로 하루에도 수많은 인파가 북적거리는 여의도. 그러

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3차에 걸친 시연회를 통해 발전소 현

다. 아무데나 차를 세워도 되고 인파도 거의 없어 황량한 벌판

장 실무진들과 인허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도출했

이나 마찬가지였다.

다. 이를 통해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건설 공기
준수와 운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설계개선으로 외국사에 의하여 공급되던 발전소 감시
계통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를 거뒀다.
원자로 제어와 감시를 위해 다양한 케이블을 지지하는 지지구
조물과 비산물차폐체 제어봉냉각기체조절기 및 냉각공조덕트
등 핵연료 교체운전을 위하여 재장전 운전기간 중 해체 및 설
치가 반복되던 복잡한 원자로 상부의 설치구조물을 원자로상
부덮개와 함께 인양이 가능하도록 단일 구조물로 일체화했다.

나 1983년 겨울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연출했었

특히 여의도의 겨울, 그리고 밤풍경은 더욱 삭막했다. 인적이
끊긴 거리에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추위를 더할 뿐이었다.
그러나 한기가 들어선 건물 6층은 한밤중임에도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과학기술처와 특정 연구사업으로 한국표준
원전 설계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약속한 1년 기간이 거의 끝나
가고 있었던 까닭이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미처 한국표준원전의 윤곽을 그려
내지 못한 상태였다. 참가한 연구원들 사이에 의견이 제각각이
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 꺼진 난방기를 옆에 두고 몇날 며칠 토론을 벌이다가 마침
내 그 마지막 날 집대성한 것이 현재의 한국표준원전이었다.
어렵게 작성한 한국표준원전 보고서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했으며 외부에서는 전력이 남아도는데 무슨 원전이냐며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산업

이를 통해 인양 및 설치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재장

화의 발전추세를 감안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전력수급이 원활

전 운전기간을 최소 3일 단축하고 작업자 피폭선량 저감을 이

치 못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이에 한전을 비롯한 관계

루었다.

숍을 개최하는 등 노력한 끝에 마침내 한국표준원전이 빛을 보

노심보호연산기 계통은 발전소의 핵심인 원자로 노심의 상태

게 됐다. 여의도의 겨울 한파를 녹여낸 뜨거운 열정이 건네준

를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
다. 이 계통에 대한 설계개선은 구형의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

기관이나 업체들이 힘을 모아 전력그룹협회를 조직하고 워크

선물이었다.
신재인·전 한국전력기술 기술본부장, 전 원자력연구소장
/ 사보 ‘한기’ 1994년 9월호

지나치게 복잡한 원전 설비와
다양한 보완요건 적용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차세대원자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향상시켰다.

중대사고(Severe Accidents)에 대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고, 원

이 밖에도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개선과 영구수소조밀봉체 설

전사업 추진의 필수요건이 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원전의 안전

계의 적용을 통하여 재장전 운전기간 단축과 작업자 피폭선량

성 향상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부상했다.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저감을 실현했다. 또한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전원 이중화와 발

원전 설비와 다양한 보완요건 적용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전소시각동기화 설계 등 다양한 개선사항을 채택해 안전성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물론 운전원이나 작업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차세대원자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과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적인
건설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04
발전기 : 원자력기술 수출시대 개막 (2001~현재)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설계기술능력을 확보하는 원자력 기
술자립이 시급했다.
이와 같이 범 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된 배경을 갖고 있는 차
세대원자로 개발사업은 1992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9
년간 국가선도 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로 수행됐다. 이

1. 차세대원자로 설계기술 개발

사업에는 한기를 비롯하여 한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
기술원 신형원자로연구센터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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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프로젝트로 추진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각

한전이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사업의

광받던 원자력산업은 스리마일섬(TMI) 원전과 체르노빌

총괄지휘 및 감독과 사업단 운영, 기술개발사업 주관, 원전 기

(Chernobyl) 원전 사고의 충격으로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본요건 및 노형확정, 정보관리체계 개발 등 담당분야 기술개발

1990년대 초반 개최된 리우환경회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석

업무를 수행했다. 한기는 플랜트 종합설계 및 BOP 설계 기술

연료의 사용 증가는 생태계 파괴와 이상기후 등 환경문제의 주

개발과 함께 1996년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원자로계통설계

범으로 지탄을 받는 반면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아 원자로계통설계 기술개발도 함께 수행했다.

의 역할은 더욱 부각됐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원 신형원자로 연구센터에서 노형 평가기

TMI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지금까지 기존 설계에서 간과됐던

술 연구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참여기관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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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축조 기념(2010.12.28)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팀(1996.01)

힘을 쏟았다.
Inside Story

이 사업은 국가적 장기사업으로 3단계로 구분해 추진했으며, 1

원전 선진국을 향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차세대원자로사업은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동참

단계 연구결과에 따라 후속 2, 3단계의 세부계획을 확정해 나
가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유관기

하기 위해 추진 중인 G-7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

관과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했으며,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는

는 선진 7개국 진입을 위해 11개 핵심 분야의 선도 기술을 개발

외국의 신형원자로 개발기관과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개발

하기로 하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9년에 걸쳐 3단계로 사
업을 추진했다. 한기는 한전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기, 한

한다는 기본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국원자력연구소, 한국중공업, 신형로연구센터, 안전기술원 등
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차세대원자로사업을 위해 기술개발사업
단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차세대원전은 기존의 원전에 비해
성능이나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한 단계 앞선 발전소이며
설계수명이 40년에서 60년으로 늘어난 반면 건설공기는 14개
월 단축시켰다. 연료 교체주기도 12~18개월에서 18~24개월로
연장시켰으며 고효율 연료를 사용해 경제성을 제고했다. 차세
대 원자로사업은 한기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기존
에 수행하던 설계용역과는 성격이 많이 달랐다. 이에 따라 기
존에 운영하던 매트릭스 조직 대신 박구원 처장을 책임 PM으
로 100여 명의 임직원을 모아 별도의 조직으로 차세대 팀을 구
성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수행한 1단계 사업을 통해 피

차세대 신형원전 APR1400의 개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는 보다 안전하
며 경제성이 높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상세설계를 2002년까지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
기는 3단계에 걸쳐 차세대원자로 개발을 추진했다. 1992년부
터 1994년까지 이어지는 1단계 사업에서는 차세대 원자력발전

동형원자로와 개량형원자로에 대한 노형평가작업을 마친 차세

소 기본요건 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 차세대원자로 노형 확

대사업팀은 135만㎾급 개량형 경수로를 차세대원전 개발노형

정 및 2단계 연구기획을 주로 수행했다. 이와 함께 노형평가에

으로 확정했다. 이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계속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차세대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 정보관리체계 개념 수립, 안전규제 기

원전 개념 및 기본설계,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 SSAR 작성 등

술개발도 수행했다.

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갈 길은 멀다. 차세대원전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2007년까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야 하

2단계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행했으며 확정된 노형에

기 때문이다. 이에 박구원 PM은 “공기가 아주 긴 사업을 독립

대한 개념과 기본설계,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SSAR) 작성 등

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너와 나가 아닌 모두가 우리라는 인식
하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차세대사업

을 거쳐 차세대원자로 설계를 수행했다. 원자로 개발에 필요

을 추진하는 차세대 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가자고

한 요소기술 개발과 정보관리체계 개발, 국내 안전규제기술

강조했다.

확립을 위한 연구도 수행했다. 이어 3단계 사업으로 한기는
사보 ‘한기’ 199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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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원자로 표준상세설계 개발을 완료했으며 원자로 개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는 보다 안전하며 경제성이 높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를 위해 한기는 3단계에 걸쳐 차세대원자로 개발을 추진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지는 1단계 사업에서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기본요건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
차세대원자로 노형 확정 및 2단계 연구기획을 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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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상세설계를 2002년까지 개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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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은 1,400㎿급 개량형 가압경수로로 OPR1000에 비해 사고 저항성 및
안전설비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비상사고 때나 이상 상태 발생 시에도 원자로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했다. 물론 기존의 원자로도
설계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고유 안전성이나 설계 여유보다는
안전장치에 더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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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1000 안전주입계통

APR1400 안전주입계통

에 필요한 요소기술과 정보관리체계의 지속적 보완작업을 추

다. 한글 명칭은 ‘신형경수로 1400’으로 명명했다.

진했다.

APR1400은 1,400㎿급 개량형 가압경수로로 OPR1000에 비해

2002년 5월 개량형 원전의 표준설계를 개발하여 표준설계 인

사고 저항성 및 안전설비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비상사고

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과

때나 이상 상태 발생 시에도 원자로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

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 순수 개발

게끔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설계했다. 물론 기존의 원자로도

모델의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함으로써 개발 착수 10년 만에 차

설계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고유 안전성이나 설계 여유보다는

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이다. 독자

안전장치에 더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APR1400은 열적

기술로 개발한 1,400㎿급 용량의 신형원전의 명칭은 영문명

관성을 키우고 안전설비의 신뢰성을 높여 사고 발생 확률을 최

‘Advanced Power Reactor 1400’의 약칭 ‘APR1400’으로 정했

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383

신고리 3,4호기 건설현장(2014)

한기는 설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개선 사항으로 노심의

IRWST로부터 지속적 흡입을 취함으로써 재순환 전환이 필요

열적 여유도 증대와 더불어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용량 증

없게 되어 계통 운전의 신뢰성이 향상됐다.

대, 정지냉각계통 및 원자로건물 살수계통 펌프의 기능적 상호

한국표준원전의 원자로상부구조물은 여러 개의 부품들로 구

교환, 독립된 4개 계열의 안전주입계통 및 원자로 직접주입, 안

성되어 있어, 핵연료 재장전 시 원자로 헤드의 해체 및 인양 시

전감압계통 및 원자로건물내 재장전수탱크(IRWST) 설치 등을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핵연료 재장

선정했다. 또한 사고완화 및 방사선 방출도 최소화한 설계개념

전 작업을 장기간 지연시켜야만 했다. 또한 작업자에 대한 방

을 채택했다.

사선 피폭량도 증가시키고, 격납건물 내에 제거 및 분리된 원

이렇게 개발한 APR1400 설계를 근간으로 신고리 3,4호기를 건

자로 상부 구조물 부품들의 보관 장소도 별도로 준비했다.

설했다. APR1400은 한국표준원전을 참조로 해외 신형원전의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한기는 일체형 상부구조

우수한 설계개념을 반영, 시공 및 운전 편의성을 위한 신공법

물(Integrated Head Assembly : IHA)를 APR1400에 적용했다.

이나 신기술을 많이 채택했다. APR1400 원전은 설계 수명 60
년의 노형으로 노심손상 빈도 10-5/RY 이하, 운전원 조치 여
유시간 30분 이상, 불시정지 회수 0.8회/년 이하, 일일 부하추
종 능력 보유, 재장전 주기 18개월의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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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명칭 변경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경우, 4개의 파이로트 구동안전방출밸브
(POSRV)의 채택으로 별도의 급속감압계통의 설치가 불필요했
고, 과압 증기는 원자로건물내 재장전수탱크(IRWST)로 방출하
여 원자로건물의 오염 가능성을 낮췄다.
APR1400 안전주입계통은 비상노심 냉각을 위한 노심 냉각수
원인 원자로건물내재장전수탱크(IRWST)를 원자로건물 내부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5월 8일 영광과 울진에 소재한 원
자력발전소 명칭을 각각 ‘한빛’과 ‘한울’로 변경했다. 지역 상생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원전명칭 변경 요청을 받
아들여 원전 명칭에서 지역이름을 빼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는 ‘한빛 1,2호기’ 등으로 불리게 됐으며 경북 울진 소재 원전은
‘한울 1,2호기’ 등으로 불리게 됐다. 또한 신울진 원전은 ‘신한
울’로 역시 명칭이 변경됐다.

설치하고, 독립된 4계열 원자로용기직접주입(DVI) 방식을 채택

한편 명칭 변경은 지자체가 제시한 후보명에 대해 지역사회의

하고 안전주입탱크(SIT) 내에 유량조절기(FD)를 설치했다. 이로

수용성, 원전의 상징성 등을 고려했다. 인허가 변경이나 국제

인하여 저온관 파단 냉각재 상실사고(LOCA) 시 파손된 저온관

더불어 함께하는 원전이 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을 통한 비상노심냉각수 손실을 저감하도록 설계했고, 탱크 내
냉각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주입펌프는

기구 등록명칭 변경 등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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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용역 및 원자로계통설계용역 계약 체결(2006.08.28)

UAE 원전 1,2호기 건설 현장(2012.11.19)

UAE 원전 2호기 콘크리트 타설(2013.05.28)

IHA 부속품들은 원자로 헤드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핵연료

제적 사업수행 범위·방법 등의 정립에 두었다. 이를 위해 국

재장전시 한 번의 인양으로 원자로헤드를 저장대로 이동시켜

내 최초의 APR1400 노형인 신고리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했다.

삼았으며 신울진(신한울) 1,2호기에 적용된 설계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아울러 해외 수출 첫 사례인 만큼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분야에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뛰어난 기술력을 집약시키고

2009년 12월 27일 우리나라는 오랜 숙원이었던 원

있다.

전 수출에 성공했다. 프랑스(Areva), 미국(GE)·일본(Hitachi)

우선 설계 형상관리와 인허가문서 개정관리 등 선진 설계기술

컨소시엄과 치열한 경합을 거친 끝에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

을 적용시켰다. 무엇보다 항공기충돌 대처설계, 후쿠시마 사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 ENEC)으로부터 UAE
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상 최초로 해외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이정표를 세
우게 된 UAE 원전사업은 총 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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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설계인증 사전심사 통과

로 APR1400을 UAE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70㎞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총 4기를 건설하는 바라카원전(Braka Nuclear
Power Plant : BNPP) 프로젝트이다.
한기는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주관 회사

2015년 3월,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NRC)의 설계인증 사전심사를 통과하
고 본 심사에 들어갔다. APR1400은 사전심사 요건 강화 후 사
전심사를 통과한 첫 노형으로서 2014년 12월 23일 설계인증을
신청했다. 향후 약 3년 6개월(42개월)의 본 심사를 거쳐 2018년

로서 프로젝트의 준비단계부터 참여했다. 이어 2012년 7월 1,2

9월까지 안전성 평가절차를 완료하면 공청회와 위원회 의결

호기 건설허가 취득과 함께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했다.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최종 설계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

2014년 5월, 1호기 원자로 설치를 시작으로 2016년 1호기 수

설계인증은 원전부지 특성에 따른 일부 설계를 제외한 표준설

압시험(CHT), 고온기능시험(HFT) 및 핵연료 장전 등을 거쳐

계에 대해 NRC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받게 된다. 지금까지

로 예상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원전사의 5개 노형이 설계인증을 취득

2017년 5월, 1호기를 준공하고 2020년 5월까지 4개 호기 완공

한 바 있으며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설계인증을 취득한 사례가

을 목표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없다. 따라서 APR1400의 설계인증 취득 시 미국을 포함한 해

한기는 UAE 원전 종합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의 목표를 안
전하고 경제적인 전력생산과 선진화한 발전소 설계개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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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함께 UAE 원전에 이은 후속
호기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APR+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 수출에 걸림돌이 없는 첫 번째 100% 토종 원전이다.
원전설계용 핵심코드 등 마지막 미자립 기술 3개를 국내 기술로 확보했다.
1,500㎿급 원전인 APR+는 현존하는 원전 가운데 발전용량이 가장 큰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다.

고 대처설계, 광역손상(Loss of Large Area) 대처설계 등 여러

이에 따라 APR+는 원자로가 갑자기 정지한 상태에서 원자로

사고에 대응하는 신규 안전설계를 망라하고 있다.

냉각에 필요한 전기가 끊겨도 최대 3일간 냉각수가 공급되도
록 설계했다. 원자로에서 나온 뜨거운 증기가 파이프를 타고
원자로 위에 있는 물탱크를 통과하면서 식어 물로 변한 후 중
력에 의해 다시 아래쪽 원자로에 공급되도록 하는 패시브 냉각

2. 글로벌 원전시장 리더를 향한 원천기술 개발

장치를 장착한 것이다.
또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중대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가

제3세대 신형로 개발 추진

APR1400의 10만 년당 1회 미만에서 APR+는 100만 년당 1회

우리나라는 원전 도입 38년 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미만으로 설계 목표를 세웠다.

쾌거를 거두었지만 사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형

또한 원전 제어시스템의 안전기능을 의도적 사이버 공격으로

경수로 APR1400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토종 원전은 아

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내 규제지침을 기준으로 APR+의 사이

니었다. 일부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버 보안에 대한 설계 기본요건을 설정했다. 미국 원자력규제

해외수출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을 받아야 했다. 정부에서는

위원회의 규제지침에 따라 원자로 및 원자로시설의 디지털 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자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

측제어계통(DICS)에 적용되는 모든 디지털 기반 계측제어계통

대 대형 원전인 ‘APR+’ 개발을 추진했다.

과 기기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도 개

한기는 2007년 8월부터 8년여에 걸쳐 추진하는 정부 주도

발했다.

APR+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APR+ 개발 타당성 평

APR+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 수출에 걸림돌이 없는 첫 번

가, 공통핵심기술 개발, 표준상세설계 개발 등 3개 세부과제에

째 100% 토종 원전이다. APR1400에서는 해외에 의존했던 원

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했다. APR+ 원전 기술개발사업

자로냉각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설비(MMIS), 원전설계용

은 3단계로 추진됐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1단계에서

핵심코드 등 마지막 미자립 기술 3개를 국내 기술로 확보했다.

는 타당성분석 표준상세설계를 수행했다.

1,500㎿급 원전인 APR+는 현존하는 원전 가운데 발전용량이

이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진행된 2단계에서는 공통핵심기

가장 큰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이 미국 원자

술 개발과 표준상세설계를 수행했다. 이후 3단계 기술개발을

력규제위원회(NRC)에 1,600㎿급 원전의 설계인가를 요청했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한기

만 NRC가 이를 거부했다. APR+에는 핵연료봉이 16개 추가로

는 원전 안전성을 한층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들어가고 원자로 지름은 30㎝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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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에서는 해외에 의존했던 원자로냉각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설비(M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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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APR+ 원전의 표준설계를 인가했다.
이로써 한기는 원전설계의 자주성을 확립했으며 APR+ 표준상세설계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APR+ 후속 원전인
혁신형 원전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28년과 2029년 APR+ 원전을 1기씩 건설할 계획이다.

제3세대 신형로 APR+ 설계특성
구분

APR1400

APR+

개선사항

설비용량

1,400㎿급

1,500㎿급

설계수명

60년

60년

-

10만 년에 1회

100만 년에 1회

안전성 10배 증가

노심손상빈도
비상디젤발전기
보조급수계통
대체교류발전기

설비용량 7% 증가

호기당 2대

호기당 4대

다중성 강화

능동형 펌프

피동형 설비

원전정전 대처능력 향상

디젤발전기 1대

가스터빈발전기 1대

다양성 강화

APR+는 발전 규모가 커졌지만 효율성은 더 높다. 한기가 제

중소형원자로 SMART 개발

한된 기술수준에 머물고 있던, 공기단축의 핵심기술인 SC구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용량의 발전용 원전 수요시

조 및 복합모듈에 대한 기술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였기 때문

장이 침체되면서 원전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

이다. 이로 인해 건설 공기가 APR1400보다 1년 줄어든 36개

할 수 있는 중소형 용량의 원자로 개발에 역량이 집중됐다. 이

월로 단축돼 건설 기간 장기화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 등 건설

에 정부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일체형 원자로

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화력발전소처럼 전기 생산량을

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사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전력 수요에 탄력

업을 선정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정책사업으로 추진

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했다.

2014년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APR+ 원전의 표준설계를 인

SMART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펌프가 하나의

가했다. 이로써 한기는 원전설계의 자주성을 확립했으며 APR+

용기에 집약된 일체형 원자로로 열 출력은 330㎿t이다. SMART

표준상세설계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했

1기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에 전기 90㎿를 공급하고 해수

다. 이에 따라 향후 APR+ 후속 원전인 혁신형 원전개발도 가능

를 담수화해 하루에 4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 한기는 SMART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연구로 개발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SMART를 이용한

2028년과 2029년 APR+ 원전을 1기씩 건설할 계획이다.

플랜트설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한기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SMART 기술 실증용
파일럿 플랜트(SMART-P)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했으며, 이 프
로젝트는 SMART 열출력 규모의 1/5 정도 되는 실증 플랜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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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원전기기 구조물 복합모듈화 워크샵(2009.04.15)

우리나라 원전 모델별 기술적 특징
구분

OPR1000

APR1400

APR+

명품원전

시대

1990년대

2000~2010년대

2020년대

2030년 이후

용량
특징

700~1,000㎿e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1,400㎿e급
- 3세대 신형 원자로

1,500㎿e급
- 혼합형 안전설계

1,000~1,500㎿e
- 안전계통 완전 피동화

기술전수로 기술자립

- 안전계통 다중화

- 피동안전성 강화

-중대사고 대처설비 획기적

95% 달성

- 핵심기술 자립

- 중대사고 대처설비

- 시장맞춤형 설계 추진

- 복합 모듈화

- 한국표준원전 건설

- 자동부하추종운전

개선
-지
 능형 디지털 계측기술장주기
고연소의 핵연료

- 경제성 강화(건설 36개월)

설계했다. 한기는 SMART-P 플랜트 연구를 위한 종합설계용역

아, UAE, 칠레 등과의 국제협력사업은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

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SMART-P의 건설운영허가 취득을 목

이 한층 높아졌다.

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수행한 역무는 부지 및 일반기기 배치,

이후 한기는 SMART 중소형 원자로의 표준설계 개발 및 표준

주요 계통 설계기준 수립, 주요 계통 구성 및 최적화, 주요 기기

설계인가 획득을 위해서 2009년 9월부터 28개월간 종합설계

사양 도출, 내진범주 1급 구조물 기본설계 및 내진해석, 인허가

용역 및 원자로계통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했다. 플랜트 표준

자료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설계인가 획득을 위해 BOP계통설계 및 안전해석, 방사선방호,

한기가 수행한 SMART-P 플랜트 연구를 위한 종합설계용역은

전기 및 계측제어설계, 건축설계, 내진 및 구조해석, 일반기기

대형원전 종합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형원자로 종합설계

배치 및 배관응력해석, 설계기준도 작성 등의 BOP 전반에 대

로 영역을 확장한 사업이었다. 기획 단계부터 한국원자력연구

한 설계를 수행했다. SMART 원자로의 유체계통분야에서는 화

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형원자로 사업 확장

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 안전주입계통(SIS), 정지냉각계통

의 기틀을 마련했다.

(SCS)을 지원했고, 기계 및 주기기 분야에서는 원자로상부 구

한기가 수행한 설계용역은 일체형원자로의 운전, 유지 보수개

조물 집합체 설계와 원자로 용기 건전성 평가, 그리고 재장전

념을 반영한 설계개념 개발과 일련의 SMART 개발사업의 중요

기기 및 운전 개념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SMART원자로의 표

한 기초 자료가 됐다. 이후 후속사업인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

준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과 표준설계에 관한 인허가 기관의

용화사업을 통해 SMART 플랜트의 검증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

질의와 답변에도 참여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7

면서 산업적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

월 SMART에 대해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SMART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향후 해외시장에서 수출기반을
확보하고 국내의 잠재적 산업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유의 새로운 원자로 기술과 활용기술 확보는 국내 관련 산업계의 저변 확대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세계 산업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SMART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향후
해외시장에서 수출기반을 확보하고 국내의 잠재적 산업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유의 새로운 원자로 기술과
활용기술 확보는 국내 관련 산업계의 저변 확대와 산업 활성화
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세계 산업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
추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Inside Story

각국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동향
세계적으로 중소형 원자로 개발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 IRIS :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주축으로 한 국제 컨소시엄
에서 개발하는 일체형 원자로
- CAREM : 아르헨티나 CNEA/INVAP에서 개발하는 열출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 3월 소형원자로 SMART를 사우디
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2015년 9월 2
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원(K. A. CARE)이 SMART 원전 건설 전 상세설계(PPE)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총 1억 3,000만 달러를 공
동 투자해 사우디 내 SMART건설을 위한 상세설계, 사우디 연
구인력 교육훈련, 1,2호기 건설 준비 등을 진행한다. 사우디아
라비아와 체결한 SMART 원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
면 한기는 세계 최초의 상용 일체형원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

력 100㎿t의 일체형 원자로
- NuScale 원자로 : 미국 NuScale Power가 개발 중인 터
빈계통이 연결된 열출력 150㎿t의 일체형 원자로 시스템
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하여 소규모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듈형 원자력 발전시스템
- mPower 원자로 : 모듈당 125㎿e의 소규모 전력 생산, 해
수담수화 및 지역난방용으로 미국의 유일한 원자로 종합
Vendor인 Babcock & Wilcox(B&W)가 개발을 선언
- MASLWR :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오레곤 주립대,
벡텔 등 원자력기관들의 협력으로 개발 중인 85㎿e급 모
듈화된 다목적 소형경수로
- GTMHR-300 : 일본원자력연구소, 동경전력, 원자연료
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전기와 미국

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한기는 세계 중소형원자로 시장

MIT가 협동하여 개발 중인 고온가스로 가스터빈 발전시

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과 함께 우리나라가 전력생산,

스템
- 일본원자력연구소와 도시바의 300㎿e급 모듈형 비등수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등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하

로, 그 외에 중국은 190㎿e급 HTR-PM 고온가스 원자로

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를 개발 중에 있고, 인도는 토륨을 원료로 하는 300㎿e급
가압중수로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의 일체형 원자로 SMART는 안전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술과는 다른 기술, 즉 고유안전성 확보기술, 피동안전
기술, 모듈화 기술, 신개념 제작 및 설치 등 새로운 기술의 도
입을 추진했다. 이러한 신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원자로 및 플랜트에 완전하게 접목되
지 않은 걸음마 단계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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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원전연료 장전

Ⅱ
화력

thermal
power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청정 화력시대를
열다

1970년대에 불어 닥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정부는 발전연료 다변화정책을
수립,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했다.
한기는 최적의 예산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며, 기술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확보 노력으로 기술자립을 실현했다.
이어 한국형 표준석탄화력 설계기술 개발과 상용화 노력을 통해 초임계압 500㎿급
설계기술에서부터 국내 최초의 800㎿급 석탄화력, 차세대 대용량 1,000㎿급 초초임계압
설계기술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기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
설계기술 개발 등 미래형 고효율·청정 석탄화력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멈춤’ 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01

에디슨 발전기

도입기 : 화력발전사업 참여로 기술 축적

양문물의 도입을 통한 국력 회복의 일환으로 1887년 미국의 에

(1975~1986)

디슨전등회사로부터 도입한 전력시설이 바로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화력발전기 2대였던 것이다. 비록 1대당 3㎾의 작은

1. 화력발전기술의 도입과 발전

용량이었지만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화력발전이었다.

전력산업의 효시, 화력발전

1898년 고종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사업체인 한성전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을 보일러에서 연소시켜

기는 75㎾ 용량의 화력발전설비를 갖춘 동대문발전소를 1900

발생한 고온·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

년 완공하며 발전소 시대를 열었다. 이후 설립된 전기사업체들

는 화력발전은 전력 생산시설의 효시였다. 1833년 영국의 파슨

도 사정은 비슷해 고만한 규모의 발전소를 세웠고, 당시를 소

스와 스웨덴의 드라발이 비슷한 시기에 증기터빈을 발명한 것

규모 화력발전설비에 의한 도시배전시대라 불러도 과언이 아

을 계기로 화력발전이 빠르게 발전했다.

닐 정도로 전국 각지에 전기회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됐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효시도 화력발전이었다. 고종이 선진 서

화력발전을 위주로 하는 전기회사가 많이 설립된 이유는 내연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사업체, 한성전기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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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으로 남한의 전력시설은
전력생산량이 같은 해 8월 1만 1,333㎾로
급감했다.
정부는 계속 이어지는 전쟁기간 중에도
전력시설 복구와 신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엔
영월화력발전소 준공식(1965.09.15)

어림도 없었다.

기관의 발달에 있었다. 증기기관에 비해 크기와 연료소모는 적

무연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전력난 해소에 기여

으면서 효율이 높은 내연기관의 발달로 전기사업체 설립이 매

정부는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휴전협정이

우 쉬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전기사업체가 난립

지루하게 이어지던 1953년 제1차 전원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

했지만, 업체당 평균 발전용량은 1,000㎾가 채 안되어 1930년

했다. 기존 전력시설의 보수를 통해 출력을 증강하는 한편 신

기준 사업자수 53개에 발전용량이 4만 8,759㎾ 정도였다. 일부

규 전력시설을 건설하여 연평균 36만 7,000㎾의 전력공급을

수력발전이 포함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당시 작은 규모의 화력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발전이 주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54년 5월에는 미국 벡텔과 무연탄을 주연료로 하는 2만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수풍수력발전소를 비롯한 대용량

5,000㎾급 발전기 4기를 건설하여 10만㎾를 생산하는 석탄화

수력발전소가 잇따라 건설되면서 우리나라는 수력 절대우위시

력발전소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OA가 원조하는

대에 접어들게 됐다. 이로 인해 소화력 발전설비에 의한 도시

3,000만 달러 기금으로 서울화력 3호기, 마산화력 1,2호기, 삼

배전시대는 막을 내렸고, 조선총독부의 대용량 발전소 건설계

척화력 1호기를 1957년 9월에 준공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전

획에 따라 화력발전소로서는 유일하게 10만㎾ 용량의 영월화

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력이 건설된 후 해방을 맞았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지역의 전력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 해방 당시 전국의 발전설비는 172만 2,695㎾였는데,
92%가 수력발전이었으며 설비의 대부분은 북한에 있었다. 해
방 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정오,

Inside Story

미국의 원조기관, 대외활동본부(FOA)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북한은 5.14 단전을 강행했다.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 원조가 이뤄졌는

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남한의 전력시설은 대부분 파괴되

데, 이중 대외활동본부(FOA)를 통해서는 1953년부터 1955년
사이에 경제안정 및 산업재건을 위한 지원이 추진됐다. 이 기

어 1950년 5월 7만 3,557㎾였던 전력생산량이 같은 해 8월 1만

간 중 원조액은 총 2억 610만 달러에 달했다. 대외활동본부는

1,333㎾로 급감했다. 정부는 계속 이어지는 전쟁기간 중에도

이후 국제협력처(ICA)로 명칭을 바꿔 활동을 계속하다가 1961

전력시설 복구와 신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갔지만 급증하는 수
요를 충당하기엔 어림도 없었다.

년 11월 아메리카 합중국 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USAID)으로 확대 개편됐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ECHNOLOGY DEVELOPMENT
Ⅱ _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청정 화력시대를 열다

대부분 파괴되어 1950년 5월 7만 3,557㎾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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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조 기금으로 건설된 마산화력 전경

영월화력 전경

1961년 전기 3사 통합 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인

1964년 4월에는 부산화력 1,2호기(6만 6,000㎾×2기)를 건설하

1963년 10월 무연탄 화력발전소인 삼척화력 2호기(3만㎾)를,

여 해방 후 계속돼 오던 제한송전을 해제하는데 직접적으로 기
여했다.

Inside Story

함백지구의 저질 무연탄 소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영월화
력 1,2호기(5만㎾×2기)가 1965년 9월 준공되고 설비용량 7만

에리트리아 발전소 기공식 이야기

5,000㎾인 군산화력이 1968년 10월에 준공됨으로써 무연탄 화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다. 에디오피아에 합병

력은 총 설비용량이 55만 9,500㎾에 달했다. 당시 국내 총 발

되어 있다가 30년 내전 끝에 1993년 독립한 신생국가다. 남한

전설비 용량의 약 44%에 달하는 발전량이었다.

보다 조금 넓은 국토를 가졌으며 인구가 340만에 불과한 에리
트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1인당 국민소득
이 150달러에 불과하다. 1996년 11월 에리트리아 제2의 도시인
마사와에 다녀왔다. 한기가 설계를 맡고 한국중공업이 주기기
를 제작, 공급하며 경남기업이 시공하는 HIRGIGO발전소 기공
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였다.
HIRGIGO발전소는 22㎿급 디젤발전기 4기로 건설되는 작은 발
전소에 불과하지만, 에리트리아 최대설비로 기공식에는 대통
령도 참석했다. 내전 당시 게릴라 출신이었다는 이시야스 아페
월키 대통령은 평소 경호원도 없이 손수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고 한다. 기공식 날에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수수한 차림으로

1973년 1월에 준공된 영동화력 1호기(12만 5,000㎾)까지 계속
되던 국내 무연탄발전소의 건설은 당시 값싸고 사용이 편리
한 석유를 주연료로 하는 중유발전소의 건설로 잠시 중단됐
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정부는 발전연
료 다변화 정책을 수립, 이를 근거로 다시 무연탄발전소 건설
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영동화력 2호기(20만㎾)와 서천화력 1,2호기(20만㎾

맨발에 샌들을 신고 참석할 정도였다.

×2기)를 각각 1979년 10월과 1983년 11월에 준공함으로써 저

기공식은 정성을 들여 준비한 것에 비하면 너무도 싱겁게 끝났

열량의 국내 무연탄 소비에 크게 기여했다.

다. 대통령이 격식을 싫어해서 그런지 테이프커팅도 생략하고
축사나 격려사도 없이 15분 만에 종료. 이어진 리셉션에서도
건배를 한 번 외치고는 바로 헬기를 타고 떠나버렸다. 알고 보
니 허리통증 때문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6·25 직후 폐허 속에 미국 원조로 25㎿ 석탄화력
4기를 당인리에 하나, 부산에 하나, 마산에 둘을 건설했는데 이
름하여 ‘신규 10만 발전소’라 하여 큰 뉴스거리였다. 이제는 다

2. 발전연료 다변화정책과 화력발전사업 참여

철거되어 흔적도 없지만, 이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뽑힌 젊
은 엘리트들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고 훗날 우리나라 전력산
업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호림, 전 한국전력기술 사장 / 사보 ‘한기’ 199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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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파동과 발전연료 다변화정책
1960년대 이후 견지해오던 정부의 화력발전소 건설
을 통한 전력공급확대정책은 1970년대 들어 발생한 두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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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폭등하는 원유가격

의도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바꾸어 탈석

실질적인 국내 업체 주도 화력발전소 건설은 서천화력 1,2호기

유 전원개발에 주력했다.

부터 시작됐다. 잇따른 발전소 건설 참여 경험을 통해 사업관

제3차 전원개발계획이 끝나가던 1976년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리능력을 키워온 한전의 주도 아래 점진적으로 기술력을 향상

발전량 구성비는 유류발전이 무려 92.3%에 달했다. 수력과 무

시켜온 한기 등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천화력 1,2

연탄은 7.7%에 불과했으며 원자력발전은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호기 사업에 참여했다.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하에 석유파동으로 유

물론 여전히 기술이 부족한 부문은 외국기업에게 맡겨야 했다.

류비가 급증하자 정부는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발전연료 다변화

그럼에도 사업주인 한전이 직접 사업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전원개발계획에 반영했다.

국기업의 업무자세가 예전과 달리 크게 개선됐고, 이는 국내업

정부는 제4차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연료 다변화정

체의 기술자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책을 반영하여 석유연료를 가급적 배제하고 수력자원의 적극
적인 개발과 원자력발전의 건설 촉진을 강조했다. 화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도 석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추진했으
며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확대 등을 통해 발전원가를 낮추
고자 했다.
원전설계 기술자립을 목표로 1975년 설립한 한기는 이러한 정
부정책에 부응해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화력발전소 기술개발
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방식
을 외국기업에 의존하는 일괄발주방식에서 국내 기업이 주도
하는 국내 일괄발주방식으로 전환하여 한기 등 국내 기업·기
관의 화력발전소 기술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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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 사용하는 화석연료, 석탄
화석연료(Fossil Fuel)란 약 2억 년 전후, 지각 및 기후의 대변화
에 의해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물과 흙 속에 매립되어 오랜 기
간 동안에 걸친 풍화·탈수·탄화작용을 거쳐 생성된 천연가
스, 석유, 석탄을 말한다. 전 세계 에너지의 85%를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와 석유는 중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나 석탄은 비교적 세계 각지에 매장되어 있다.
화력발전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생성연대에

정부는 평택화력 1,2호기, 울산화력 4~6호기 건설부터 국내업

따라 무연탄(Anthracite), 역청탄(Bituminous), 갈탄(Lignite) 등으

체가 주도하는 국내 일괄발주로 추진했다. 이어 삼천포화력 1,2

로 분류되며, 이들의 발열량 등 성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발

호기 역시 국내업체 일괄발주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국내업체

역청탄과 갈탄의 일부도 사용하지만 수분이나 휘발분 등이 많

들의 기술수준이 미흡하여 당초 취지와는 달리 외국 공급자의

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석탄은 역청탄과 무연탄이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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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력 1, 2호기 준공식(1980.10.17)

서천화력 1,2호기는 계약 방법을
과거의 외국기업 일괄발주 방식에서
분할발주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설계,
시공, 감리, 주기기 및 보조기기 구매 등
37종을 경쟁계약으로 체결하여
공사비 절감은 물론 국산화율을
약 55%로 제고했다.
서천화력 1,2호기 전경(2015)

석탄의 종류 및 특성
종류

발열량(kcal/kg)

휘발분(wt%)

고정탄소(wt%)

무연탄
역청탄

7,600~8,900

2~14

86~98

5,800~7,700

14~31

69~86

아역청탄

4,600~6,400

15~42

50~60

갈탄

3,400~4,600

20~60

40~50

30~70

~25

이탄

	사업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 서천화력 1,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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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분류기준 :
ASTM D388
Dry-Mineral
Matter Free Base

부품을 국산화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육성에 기여했다.

서천화력은 정부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한기는 서천화력 1,2호기 사업에서 화력발전소의 시공 및 시운

1978년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석유파동 이후 정부에서 강력하

전 감리용역을 수행, 건설공사가 성공적으로 적기에 준공될 수

게 추진한 탈 석유정책에 따라 충남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무연

있도록 공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언함으로써 공사에

탄을 주연료로 국내 부존자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한 무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주요 기자재와 공사용 자재의 적합

연탄·중유 혼소 발전소였다.

성 여부, 설계 및 시공도면에 대한 검토, 운반 및 저장 관리와

1983년 3월 31일, 1호기에 이어 같은 해 11월 30일, 2호기 준공

시험검사에 대한 품질관리지침서 제출 등을 통해 자재관리가

으로 연간 24억㎾h의 전력을 생산하여 중부권 산업시설에 안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특히 주요자재 검사 시에는 현

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부존자원인 무

장에 입회하여 자재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연탄을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여 1983년 기준으로 연간 약 600

더불어 시공관리 지침서를 공사 전에 작성, 기기 조립 및 설치

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절약과 함께 충남지역 탄광 종사원의 생

공사가 능률적으로 시행되도록 했으며,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계안정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현장 시공 시 입회하여 기술자문에 응했다. 기기별 최초 운전

특히 서천화력 1,2호기는 계약 방법을 과거의 외국기업 일괄발

및 보일러 화학세정, Turbine Lube Oil Flushing 등 시운전 주요

주 방식에서 분할발주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설계, 시공, 감

과정에 대해서는 시운전 절차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

리, 주기기 및 보조기기 구매 등 37종을 경쟁계약으로 체결하

을 통한 안전운전을 도모했으며, 성능시험 절차서를 제출하여

여 공사비 절감은 물론 국산화율을 약 55%로 제고했다. 특히

발전소 성능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무수행을

주기기 제작을 국내 주도형으로 계약함으로써 터빈을 국내 최

통해 가장 취약한 기술부문이었던 시공 및 시운전 분야의 기술

초로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에서 가공했고, 보일러의 상당한

과 경험을 축적했다.

397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ECHNOLOGY DEVELOPMENT
Ⅱ _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청정 화력시대를 열다

한국형 석탄화력표준화 기술이 최초 적용된 보령화력발전소 전경(2015)

	화력발전기술 축적, 보령화력 1,2호기

연하게 정리했다. 보령화력 1,2호기 사업은 한기의 설계기술을

한기는 1979년 초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처음

펼쳐 보인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하지만 본래 원전 분야 엔지

도입한 분할발주 방식의 보령화력 1,2호기 사업에 기술 인력

니어링 전문기업으로 설립됐던 한기에게 향후 수행할 석탄화

을 지원했다. 미국 벡텔과 대한제당이 공동으로 설립한 암대

력발전소의 기술개발과 복합화력발전소 설계용역 등을 수행하

(AMTAI)용역이 수행하는 기본 및 상세설계 부문에 기술인력을

기 위한 기술축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분 참여한 것이다. 인력지원 분야는 토
목, 기계, 전기, 계측, 배관 등 세부설계의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업무를 포함했다.
그런데 암대용역이 발전소 준공 후 해체되어, 한기가 한전으로
부터 전시관 시청각 설비용역과 보수용 자재목록 편수용역을
직접 수주, 수행했다. 아울러 해체된 암대용역의 많은 기술자
들을 입사시켜,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참여시켰다.
당시 한기가 수주한 전시관 시청각 설비의 설계제작 용역은 한
기의 핵심 역무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전력생산의 과정과 전기
와 문화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소개하는 발전소 모형과 계통도
를 제작하여 직원교육은 물론 방문객에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의미있는 일이었다.
보수용 자재목록 편수용역은 발전소 내 기계, 전기 및 계측제
어분야의 각 기기에 대한 발전보수용 예비부품을 선별하여 분
류하는 것으로, 효율적 자재관리, 경제적 재고관리, 신속한 비
상보수와 예방보수체계를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이었다.
한편 한기는 제작회사의 설계자료, 표준규격, 부품명세서, 기
술편람, 관련 카탈로그, 도면, 자재부록 등을 분석 검토하여 보
수용 부품명세서 작성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제작자가 발행한
보수지침서, 카탈로그 등 여러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일목요
보령화력 1,2호기 건설현장

한기가 주계약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대표적인 기술집약산업의
한 부문으로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다.
고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였다.
호남화력 초창기 전경

	주계약자로 사업 수행, 호남·여수화력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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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였다. 법적 제도도 정비해 1982년 8월 18일 과학기술처 주관

전환

으로 「기술용역육성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국내 사업은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발전연료의 과중한 석유

국내 기술용역업자가 주계약자 또는 사업관리 대상자가 되어

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에서 한전은 가동 중인 중유전소발전소인

수행함을 원칙으로 했다.

호남화력 1,2호기와 여수화력 1,2호기에 대한 연료전환공사 가능

예외적으로 국내 용역업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수행할 수

성을 검토했다. 이에 한기는 미국 번즈 앤 로우의 기술자문을 받

없는 용역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 기술용역업

아 이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했다.

자에게 수행시키되, 이 경우에도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용역

타당성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민간 전력회사였던 호남전력이

에 대해서는 산업설비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1973년 프랑스 차관을 받아 건설한 중유전용발전소인 호남화력

이러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5차 경제개발계획기

발전소를 유연탄·중유 겸용 연소방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착

간 중 국내 플랜트 용역수요 약 2조 8,000억 원의 상당부분을

수했다.

국내 산업설비 용역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수행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기존과 같이 외국 기술회사가 엔지니어링 업무를 주

한기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도하는 방식이 아닌 한기가 주계약자로 선정되어 국내 기술진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최초로 새로운 기술패키지 분야 사업인

의 주도 아래 사업을 수행한 최초의 프로젝트였다. 한기는 주계

연료전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력기

약자로서 발전소 연료전환공사를 위한 기본설계, 사양서 작성,

술의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주기기 및 보조기기의 구매 평가 지원업무, 세부설계, 건설 및

연료전환사업에서 처음에 유연탄발전소로 건설된 설비를 중유

시운전 감리 등과 같은 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했다.

발전소로 개조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호남화력의 경우처럼 중유

이밖에 보일러 관련설비는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과 일본의 바

발전소에서 유연탄·중유 겸용발전소로 대폭 개조하는 일은 매

브콕히다찌(BHK)가, 회처리설비와 석탄 취급설비는 삼성중공업

우 드물었다. 여기에 중유전소에 적합하도록 계획된 협소한 발

이 각각 공급했고, 기타 보조기기와 전기설비의 공급 및 종합건

전소를 유연탄·중유 겸용발전소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

설과 시공은 한국중공업이 일괄도급 형식으로 수행했다.

비와 신규설비와의 연계성을 기초로 최적설계가 동반되는 어려

한기가 주계약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대표적인

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한기는 기술력과 창의력을 집결하여 사

기술집약산업의 한 부문으로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을 적극

업을 성공리에 완료했다.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다. 고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

이 사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전력그룹의 각 사가 사업의 핵심기

는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

능인 사업관리, 기술용역, 기자재 공급, 건설시공 및 시운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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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화력발전소 전경(2015)

를 분담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한 최초의 대형 전원개발사업이었

전소 건설 기술자립화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면서부터 수화력

다. 따라서 사업 성공은 기술용역을 수행한 한기를 포함하여 보

발전소 건설 기술자립화를 시작했다. 1985년 2월 15일에는 한

일러 관련설비 공급과 시공 등을 담당한 한국중공업 등 전력그

전 품질관리처와 후속기 국산화 계획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고,

룹 내 분업 협조 체제의 조기정착을 불러왔다. 더불어 이러한 경

2월 23일 후속발전소 A/E 국산화 계획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험과 기술 축적은 1980년대 중반 의욕적으로 500㎿급 석탄화력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추진했다. 이어 1986년 7월 12일

설계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동안의 업무협의 결과와 축적한 자료 등을 토대로 화력발전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자립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화력발전소 설계 기술자립 기본계획의 목표는 국가 기간산업
육성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있었다. 최적의 예산으로 국내 실정

02

에 적합하며 기술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화력발
전소를 독자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기는 이를 통해 발전설비 국산화율 제고 및 한국형 표준화력

성숙기 : 화력발전기술의 표준화 주도

발전소 건설에 매진했다.

(1987~2004)

기술자립의 범위는 화력발전소 건설의 안정성 확보, 설비의 신
뢰성 보장, 계획공정의 달성과 사업비 절감을 목표로 한 설계

1. 500㎿급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과 표준화

엔지니어링 업무의 개념 정립, 그리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공정관리, 품질관리, 사업행정 같은 사업관리업무를 모두 포함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계획 추진

했다. 또한 발전소의 일일기동정지계통, 주요설계계산, 탈황설

197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업

비, 사업관리 등과 같은 미자립분야는 외국 기술진의 자문을

무는 해외의존형의 일괄발주방식이었다. 보령화력 1,2호기, 서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기술개발과 교육을

천화력 1,2호기 등 일부 설계업무에 한기 기술진이 참여했으나,

통해 기술능력을 제고해 나갔다.

기술자립 기반은 1980년대 초 호남화력 및 인천화력의 연료전

1988년 11월 16일에는 보령화력 3,4호기 사업완료 시점인

환 설계용역과 신풍제지 열병합 설계용역 등을 외국 기업과 함

1995년에 맞추어 화력발전소 기술자립 목표를 조정했고,

께 수행하면서였다.

1992년 1월에는 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며 탈

이후 한기는 1984년 3월 27일 한전 건설사업단에서 수화력발

황설비를 추가했다. 이듬해 1월에는 태안화력 1,2호기 설계용

500㎿급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에 대한 표준화 기틀을 마련한 이후부터는
보령화력 3,4호기, 태안화력 1,2호기 등 대형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한기 기술진 주도 하에 수행하면서 화력발전소 기술자립을 꾸준히 진척시켰다.

400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401

석탄화력발전소 기술자립 방안

용역사업수행을 통한
경험기술 축적

자체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기술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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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급 화력발전 A/E 기술자립

전문기술인력의
개발 양성

발전소 설계표준화 지속 추진

설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품질 제고

격상용량 화력발전 A/E 기술자립토대 마련

연도별 기술자립실적(500㎿급 석탄화력발전소)
연도
자립률(%)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85

88

90

91

92

93

94

96

96

98

(출처 : 한국전력기술 20년사)

역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술자립 세부추진계획을 수정 보
완했다.

	한국형 표준석탄화력 설계기술 자립
정부와 한전은 화력발전소 건설 기술자립화와 함께

기술자립 방안으로는 먼저 실제 용역사업 수행을 통한 경험기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의 편리성 제고, 설비 신뢰성의 향상, 건설

술 축적에 주력했다. 보령화력 3,4호기 및 태안화력 1,2호기 등

비 절감,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자립, 독자적 설계모델 보유를

설계기술용역을 통한 경험기술을 체계화하고 외국기업의 기술

목표로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개발을 1984년 9월부터 추

자문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나아가 대형 주계약 사업의 발전

진했다. 이미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계획을 수립해 추진하

소설계 경험자료 유지로 후속사업 독자적 수행기반을 구축해

던 한기도 개발단계부터 참여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

나갔다. 이와 함께 자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에 동참했다.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했다.

화력발전소의 설계표준화 사업은 참조발전소의 개념을 적용해

실제로 한기는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자립 기본계획에 수록된

기존 발전소의 설계, 시공, 운전 등에 대한 제반 기술사항을 비

자립방안과 세부 실천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한국형 석탄화

교, 검토, 개선하여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은 물론, 기

력 표준화사업 1,2단계 용역수행을 통해 기술자립을 단계적으

술적으로 우수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설계기준이나 공정을

로 추진했다. 특히 500㎿급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설계 및 기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본설계에 대한 표준화 기틀을 마련한 이후부터는 보령화력 3,4

표준석탄화력 설계기술 자립을 추진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

호기, 태안화력 1,2호기 등 대형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한기

내 화력발전소의 설계와 기자재 공급은 외국 용역회사의 기술

기술진 주도 하에 수행하면서 화력발전소 기술자립을 꾸준히

주도 아래 이뤄져 발전소마다 서로 다른 설계 및 기자재를 선

진척시켰다.

택함으로써 각기 다른 형태의 발전소가 건설됐으며, 이에 따른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런 상태에서 향후 원자력발전소는 기저부하를, 화력발전소
는 부하 조절을 위한 중간부하를 담당해야 하므로 주기운전 및

한전은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최적의 화력발전소를 개발하고
이를 반복 건설하여 전력수급을 이루는 화력발전소 표준화사업을 추진했다.
화력발전소 표준화사업에 참여한 한기의 역무는 참조발전소 선정, 설계시공 및 운전방식
연구, 최적설계 연구, 국산화 검토 표준 기본설계, 구매규격 표준화, 표준건설공정 등이었다.

한국형 표준화력 개발을 위한 기술사항 조사
용량(㎿)

보일러 제작사

터빈 제작사

A/E

삼천포화력발전소(#1&2)

명칭

560

CE

GE

Hyundai(Ebasco)

보령화력발전소(#1&2)

500

B&W

Toshiba

AMTAI(Bechtel)

Cross 발전소(#2)

500

CE

GE

Burns & Roe

Petersburg 발전소(#4)

526

CE

GE

Stone & Webster

Indian River 발전소(#4)

400

Riley Stoker

Allis-Chamlmers

Gilbert Commonwealth

500㎿급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주요 계통도

L.P Bypass
H.P Bypass
H.P TBN

Boiler

ⓐ

ⓒ

ⓑ

ⓓ
ⓑ

ⓒ

8

7

6

HP Heaters

402

Deaerator

L.P TBN

ⓖ ⓔ ⓖⓗ

ⓖ ⓔ ⓖⓗ

Condenser
Hotwell

Boiler Feed
Pump Turbine

ⓐ

L.P TBN

I.P TBN

5

Boiler Feed Pump

ⓓ

Generator

Condenser
Hotwell

Condensate Pump
ⓔ

ⓕ

ⓖ

ⓗ

4

3

2

1

LP Heaters

Gland Steam
Condenser
CBP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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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개발용역
보고서 제1단계(1985.03.14)

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개발용역
보고서 제2단계(1986.08.05)

해외 주요 A/E사, 주기기 제작회사 및 발전소 내역
구분
A/E사

터빈제작회사
보일러제작회사
발전소

미국

유럽

일본

Bechtel
G/C
B&R
S&W

-

-

GE

B.B.C

Mitsubishi
Hitachi

CE
B&W
Cross #2

Stein Muller
Deutch Babcock
EVT
Weither #3
Bexbach

Mitsubishi
Hitachi
Matsushita

1일 기동정지운전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즉 신뢰성이 높고 기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개발은 1,2단계로 나누어 추진

동시간이 짧으며 중간부하에서도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했다. 1단계는 1984년 9월부터 1985년 3월까지로 국내 실정에

발전소의 건설이 시급했다. 이에 한전은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

가장 적합한 참조발전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 집중했다. 표

실정에 맞는 최적의 화력발전소를 개발하고 이를 반복 건설하

준발전소 계통 설정, 주요 계통과 기기에 대한 최적설계 연구,

여 전력수급을 이루는 화력발전소 표준화사업을 추진했다.

1일 기동정지와 주기운전방식 연구 및 사용연료 변화에 따른

화력발전소 표준화사업에 참여한 한기의 역무는 참조발전소

계통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의 역무를 수행했다.

선정, 설계시공 및 운전방식 연구, 최적설계 연구, 국산화 검토

이어 1985년 8월부터 1986년 8월말까지 진행된 2단계에서는

표준 기본설계, 구매규격 표준화, 표준건설공정 등이었다. 한기

1단계 용역에서 정립된 개념설계를 기초로 기술적, 경제적으

는 그동안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국내 여건

로 우수한 표준화 기본설계 및 세부설계를 포함한 최적 발전소

을 설계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의 최신 설계 자료를 참조하여

의 주기기 입찰안내서를 작성했다. 이후 건설하는 500㎿급 석

최적의 표준설계를 완성하여 이후 건설되는 발전소 설계의 기

탄화력발전소의 설계 모체로 활용함으로써 발전소의 기술성,

준으로 활용, 반복 적용함으로써 설계나 건설비용의 절감을 꾀

안전성,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설계 및 건설경비를 점진

했다. 또한 발전설비용 기자재의 표준화를 유도함으로써 설계

적으로 절감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의 규격화를 통한 원가절감은 물론 국제경쟁력 제고도 목표로

한기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에 착수한

했다.

이후 500㎿급 국내 기존 석탄발전소의 기술사항 비교, 검토,

하동화력발전소 비산탄방지설비 건설(2009.06.16)

분석과 설계개선, 최적화 연구 등을 수행하여 기술적, 경제적
Inside Story

으로 우수한 표준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설정했다. 이로써

싸우면서 정들고 기술자립 기반도 구축하고
한기가 발전소 종합설계 주계약자로서 일하게 된 것은 보령화력

이후 건설될 석탄화력발전소는 초임계압, 중간부하, 변압운전,
1일 기동정지 등의 특성을 감안한 부분부하에서도 고효율 유지

3,4호기가 처음이었다. 물론 호남화력 1,2호기 연료를 중유에서

를 위한 주요계통의 최적화 및 주요기기의 용량 검토 등 사전

유연탄으로 전환하는 공사의 설계를 수행했으나 미국의 번즈 앤

기술사항 연구검토를 통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의 설계

로우가 주도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이 하도급 업체로 상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령화력 3,4호기 설계가 한기 주도로

를 진행했다.

수행하는 첫 종합설계 용역 사업이었다.

특히 한기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부족한 경험과 기술은 외국

사업 시작 당시 참조 발전소(Reference Plant)로 미국의 Seminole
발전소를 선정하고, 기술 자문사로 역시 미국의 번즈 앤 로우를

사의 기술지원을 받음으로써 분야별 기술축적과 기술향상을

선택했다. 미국에는 보령화력 3,4호기와 같거나 유사한 형태의

실현했다. 이를 통해 향후 계속 수행돼야 할 석탄화력 후속기

발전소가 없었으나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발전소가 있는 일본이
나 독일에는 A/E사가 없어 표준화 작업 시 기술 자문사였던 번

설계업무의 주계약자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구축했다.

즈 앤 로우를 선택했다. 주기기 계약 후 설계가 본궤도에 오르자
주동력계통의 일일기동정지 운전방식 설계기술에 한계를 느끼
게 됐다. 궁여지책으로 주동력계통을 담당하는 한기 기술자 2명
을 스위스의 Corenco(Motor Columbus)에 2개월간 단기 연수를
시키고, 계통설계는 독일인 전문가를 기술자문역으로 초빙하여
활용했다. 처음 수행하는 일이라 인력을 대거 투입했는데, 여러

	한국표준형 석탄화력발전소 상용화 주도
한기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임계 500㎿급 표

부서에서 인력을 선발해 팀을 구성하다 보니 업무협조가 원활하

준석탄화력 설계기술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를 상용화하는데

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기술자 특유의 개성을 저마다 내세우

힘을 기울였다. 가장 먼저 500㎿급 표준석탄화력을 적용한 발

는 탓에 회의가 잦았는데, 그때마다 기술회의가 종국엔 싸움판으
로 변하곤 했다. 회의를 통하여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기는 커녕

전소는 보령화력 3,4호기였다. 한전의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

모두들 자기가 속한 분야의 의견만 고집해 다툼이 잦아드는 날이

라 보령화력 3,4호기에 이어 5,6호기 건설이 확정됐는데, 한기

없었다. 여기엔 원인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회사의 역사가 짧은
데다가 이전에 내세울만한 화력사업을 수행한 적도 없었기 때문

는 1987년 7월 보령화력 건설사업의 설계기술용역을 수주했다.

에 사사건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업에 참여한 모두

또한 1992년 2월, 3호기를 준공한 이후 1994년 9월, 6호기 준

는 그런 상태에서 4~5년을 보냈다. 그런데 싸우면서 정이 든다
고, 실제로 열심히 싸우고 일한 덕택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공까지 차례로 건설된 보령화력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화력

가 화합하게 됐으며,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의 기틀도 마

발전소 건설공사 전 과정 설계 및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한국

련하게 됐다.
박해조·전 플랜트사업단 처장
/ 사보 ‘KOPEC Family’ 200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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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로 건설됐던 만큼 4기 모두 같은 규모
였으며 보일러는 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으로 기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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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 건설현장 일출

태안화력 전경(2000.01.13)

하동화력 발전소 1~8호기 종합준공식(2009.07.02)

중간 부하담당이 가능하고 주파수 조정능력이 있어 일일기동

한 삼천포화력 3,4호기에 대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실시하

정지운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제어실 전자동운전이 가

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도 수행했다.

능하도록 자체 기술주도로 설계했다. 터빈발전기는 직류 4류

아울러 기자재 구매 지원,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시공 및 시운

형을 채택했다.

전 감리업무도 한전과 일괄도급으로 계약해 수행했다. 이는 한

보령화력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0년대 들어 환경규제를

기 자체 기술로 아임계압 드럼형 발전설비 설계기술을 국산화

강화함에 따라 한기는 전기집진기, 고연돌, 오폐수처리, 비산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방지설비, 소음방지설비 설계에서 규제허용치를 준수하는 설

이어 1993년부터는 5,6호기 종합설계용역도 수행했는데, 초임

계를 완성했다. 또한 향후 규제를 대비해 탈황설비 및 질소산

계압 보일러를 채택해 주기운전 및 주말 기동정지운전이 가능

화물 저감대책설비를 추가로 설계에 적용했다.

토록 했다. 각종 설계기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설계도서

이어 한기는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충남 태안 원북면에 건

및 도면의 전산화도 실현했다.

설하는 태안화력 1~4호기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기 최

또한 남해안 일대의 주요 공업단지와 확장되는 도시의 전력수요

초로 현장조사부터 대비공사의 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에 대비하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해안부지 일대에 유연탄

기자재 구매지원, 사업관리 지원, 시공감리 및 시운전 지원, 각

화력발전소 500㎿급 4기를 건설하는 하동화력 1~4호기 설계

종 지침서 및 목록 작성, 준공자료 작성, 대관 인허가업무 지

역시 선행호기 설계자료 및 건설개선자료를 설계에 반영했다.

원, 발주처직원 훈련 등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모든 설계를 독
자 기술로 수행했다.
또한 한기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성조사에서 준공까지

406

	초초임계압 석탄화력 설계기술 개발

전 공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설계 능력의 발전과 사업

석탄화력발전소의 종류에는 아임계압, 초임계압, 초

관리 능력의 제고를 이뤄냈다. 태안화력은 미국 전력기술전문

초임계압, 극초임계압 등이 있는데, 차례대로 압력과 온도가

지인 ‘파워 엔지니어링 매거진’이 수여하는 ‘1996 올해의 프로

높은 발전소이다. 초임계압 발전은 높은 압력으로 물이 끓지

젝트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않고 바로 증기로 변하는 임계압(증기압력 225.65㎏/㎠, 증기

보령화력 3~6호기, 태안화력 1~4호기 종합설계용역 수행을

온도 374℃)을 넘어선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방식인데,

통해 500㎿급 표준석탄화력 설계기술을 완성한 한기는 이를

높은 압력과 고온의 증기를 사용함으로써 아임계압 석탄화력

토대로 다수의 500㎿급 표준석탄화력 사업을 수행했다. 1988

발전방식보다 효율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다.

년에는 경남 고성군 하미면에 아임계압 드럼형 보일러를 채택

초임계압 발전기의 증기 압력과 온도를 높이면 초초임계압

초임계압 발전기의 증기 압력과 온도를 높이면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 USC)이 되며
75% 이상이 효율이 낮은 아임계압으로 건설돼 있다.
이 때문에 EU·일본·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초임계압에 이어 초초임계압
발전소 개발에 힘을 기울여왔다.

보령화력발전소 야경(2015)

(Ultra Super Critical : USC)이 되며 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효

한기 역시 보령화력 3,4호기부터 시작해 22기가 건설된 국내

율은 더 좋아진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의

500㎿급 석탄화력 표준화 1단계의 성공적 수행을 기반으로 고

75% 이상이 효율이 낮은 아임계압으로 건설돼 있다. 더욱이

효율·저비용·환경친화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더하여

300㎿ 이하의 용량에 25년 이상 노후된 발전소가 절반 이상을

국내 500㎿급 석탄화력 2단계의 최초 수행사업으로 당진 5,6

차지한다. 이 때문에 EU·일본·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호기 종합설계용역을 2002년 수주하면서 초초임계압 화력발

일찍부터 초임계압에 이어 초초임계압 발전소 개발에 힘을 기

전소 설계기술을 개발했다.

울여왔다.

한기는 당진화력 5,6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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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효율은 더 좋아진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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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국내 최초의 초초임계압 발전소인
당진화력 5,6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주증기 및 재열증기 온도의
상향을 유도하여 2% 이상의 효율 향상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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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재열증기 온도의 상향을 유도하여 2% 이상의 효율 향상

최첨단 발전소로 설계했다. 아울러 태안화력 7,8호기는 기존

을 실현했다. 또한 고효율 환경설비를 채택하여 환경친화적 발

500㎿급 초임계압 발전소보다 출력을 10% 상향해 550㎿로 운

전소 건설에 기여했다. 이때 사업주의 공기단축 목표에 부합

전이 가능토록 설계함으로써 국내 최고 효율과 성능으로 건설

하는 설계기술업무를 추진하여 3개월의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된 최첨단의 화력발전소였다.

2005년 9월 30일, 5호기의 상업운전에 이어 2006년 3월 31일,

환경보전 대책은 2005년부터 강화되는 규정에 맞도록 수행했

6호기 역시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으며 2005년 이후 매 4년마다 규제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정책

이후 한기는 다양한 500㎿급 초초임계 화력발전소의 종합설

을 고려하여 설계했다. 여기에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고연돌,

계용역을 수행했다. 먼저 발전회사의 민영화계획으로 경쟁력

비산탄방지설비, 저 NOx 버너, 2단 연소, SCR설비 등과 같은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자 기존설비의 활용 극대화에 의

질소산화물 절감설비에 의한 대기환경 보전설비와 수질보전을

한 투자비 최소화 설계개념을 도입, 당진화력 7,8호기와 태안

위한 종합폐수처리 설비,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진동

화력 7,8호기의 종합설계용역에 적용했다.

방지 설비를 갖췄다. 태안화력 7,8호기는 2007년 8월 13일 종

거의 같은 시기에 건설에 들어간 당진화력 7,8호기와 태안화

합준공식을 거행했고 당진화력 7,8호기는 2008년 7월 3일 준

력 7,8호기는 기존설비의 설계개념을 재검토하여 신규 설비의

공됐다.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 개선은 물론 향후 CO₂ 등의 환

이와 함께 한기는 국내 최대 화력발전단지로 발돋움한 보령에

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기본 틀을 유

500㎿급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보령화력 7,8

지하되 증기조건을 한 단계 더 높인 초초임계압으로 설계했다.

호기 사업을 수행했다. 2002년 9월 종합설계용역을 수주한 보

이에 따라 증기조건은 주증기 압력 246kg/cm², 주증기 온도

령화력 7,8호기는 설계단계에서 효율 극대화를 위해 중유를 원

566℃로 함으로써 기존 표준화력에 비해 효율이 정격 부하 기

료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증기온도를 기존의 538℃에서 주증기

준으로 약 2.36% 향상됐다.

566℃, 재열증기 593℃의 초고온으로 설계했다. 또 고효율 전

특히 당진 7,8호기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최초로 발전소 자

기집진기, 탈황, 탈질 설비 등 환경 친화설비와 첨단의 제어설

동 기동·정지 시스템(Automatic Plant Start & Stop System :

비를 구비하고, 특히 굴뚝을 한 개로 일원화하는 첨단 공법을

APS)을 개발하여 실용화함으로써 기동에서부터 정상운전 및

도입해 시공 원가절감과 함께 공해 물질을 40% 수준으로 감소

정지까지 전자동 운전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약 60분의 기동

시켰다. 보령화력 7,8호기는 터빈 건물 외벽 창 확대 및 지붕에

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며, 운전·조작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인

채광창을 설치해 자연채광을 유도했으며 홍보관에 공급되는

적 실수를 최소화하는 등 설비 신뢰성과 운전 편의성을 겸비한

전력을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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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 전경

한기는 2000년대 초 전력수요 및
전원구성 전망, 부하율 등을 감안해
차기 대용량 석탄화력 운용방식은
부하추종이 가능한 기저부하용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급했다. 특히 순환 배출되는 냉각수를 이용해 1~6호기 방

우가 잦았다. 이에 정부는 부지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계통운용

류구역에 1,250㎾ 4기, 7,8호기 방류구역에 1,250㎾ 2기 등 총

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고효율화, 대용량화

7,500㎾의 소수력 발전설비를 건설해 녹색에너지를 생산하도

를 모색했다.

록 했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했으

단위기 용량규모 증대는 규모의 경제성 제고, 발전소 건설공사

며 온배수 영향 및 거품 발생을 최소화하는 심층배수기술을 적

비 및 발전원가 절감, 설비효율 개선 및 발전소 입지확보난의

용해 밀폐형 하역기와 저탄장 내에 방진펜스를 설치해 비산탄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대

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용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투자규모, 설비형식, 운전특성 등

한편, 2003년 9월 종합설계용역과 기술지원을 수주한 하동화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향후 국내 산업발전에 직접적인 영향

력 7,8호기는 국내 대용량 석탄화력 건설사업으로서 각 용량

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었다.

을 500㎿급으로, 증기압력 246㎏/㎠ 이상이면서 온도 593℃이

이에 따라 한기는 1993년 2월 9일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건

상인 초초임계압 방식으로 설계했다. 또한 고효율 전기집진기,

설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전으로부터 수주하여 같은 해 12월 8

배연탈황설비, 탈질설비 등 최첨단 환경설비를 적용, 배기가스

일까지 10개월간 수행했다. 이 용역을 통해서 한기는 기술성과

를 배출허용 기준치의 약 50% 이하로 운전되도록 설계했다.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새로운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건

또한 국내 최초로 석탄회를 투기하는 회처리장이 없는 발전소

설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을 도출했다.

로 건설하여 최고의 친환경 발전소를 구현했다.

한기는 2000년대 초 전력수요 및 전원구성 전망, 부하율 등을
감안해 차기 대용량 석탄화력 운용방식은 부하추종이 가능한
기저부하용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외국의
대용량 석탄화력 건설실적을 조사, 검토한 결과 기술개발과 더

2. 대용량 석탄화력 설계기술 개발

불어 경제성 제고를 위해 대용량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격상
하면서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500~1,300

	대용량 석탄화력 건설 타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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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까지 다양한 용량의 석탄화력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800㎿급이 38기로 주류를 이루고 900㎿급이 2기, 1,000㎿급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석탄화력 건설이 난관에 부딪혔

이 2기, 1,300㎿급이 9기가 건설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한기

다. 발전소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부지를 확

는 향후 건설하는 국내 대용량 석탄화력으로 참조발전소 선정,

보한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

경쟁 유도를 위한 주기기 제작자의 분포, 운전경험 및 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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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 조사보고서 및 부록(1993.12.08)

의 문제점 해결 측면을 고려하여 800㎿급을 선택하는 것이 유

화력발전 건설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

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며 국내 기술자립 측면, 국산화율, 향후 수출경쟁력 강화 측면

용량별 기술성 검토결과 미국 NERC 자료에 의하면 800㎿급

등 타용량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 가장 신뢰성 있게 운전되고 있었고, 모든 제작자 설계기술

800~1,300㎿급의 각 용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을 고려할 때 800㎿급까지는 보일러의 단일로(Single Furnace)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고, 전원구성모형(WASP)을 이용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A/E 능력, 발전설비 설

경제성 평가에서 800㎿급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제작 능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800㎿급이 기존 500㎿급

에 한기는 격상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조사 결과 2000년

800㎿급 석탄화력발전소 구성도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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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or

Reheater

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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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Heater

TR
Raw WTR

Tank

GEN

Water
TREAT

B.R.P

LP TBN LP T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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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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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HP
TBN

FGD

Condenser

F.D FAN

Ash Silo

Heater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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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P

Ash Pond

BOP

Coal Silo

Unloader
Reclaimer

Discharge

Stacker

LO Tank
Shifting
Pump

Pump

ABSO

PULV

Coal Yard

800㎿급 석탄화력 설계표준화 종합보고서와 별책

대 초 준공이 필요한 대용량 석탄화력의 적정 단위기 용량으로

비 절감과 건설공기 단축을 꾀했다. 또한 해외 신기술 적용 및

800㎿급을 추천했다.

국내 신기술 개발능력 배양, 표준화된 건설공정 및 예산수립으
로 원활한 사업수행, 기자재 국산화의 조기 달성 등도 목표로
했다.

	800㎿급 석탄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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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800㎿급 석탄화력 설계표준화 목표 및 기본설계요건을

대용량 석탄화력 건설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해외의 800㎿급 석탄화력발전소 기술사

와 한전은 2000년대 초 전력계통에 편입 예정인 영흥화력 1,2

항을 비교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했으며 설계개선과 주요 계통

호기에 800㎿급 초임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보통

및 기기의 최적 설계를 검토했다. 또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

발전소의 용량은 장기전원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계통운영이나

준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준과 계통선정 및 기본설계 확정, 기

경제성 측면, 그리고 정책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선진

자재 국산화 제고 및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주요기기 표준기술

외국의 경우 여기에 설계와 제작기술의 향상, 전력수요의 증가

규격서 및 분야별 표준시방서 작성 등의 역무도 수행했다.

에 따른 경제성 제고까지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을 단

한편 한기는 800㎿급 석탄화력 설계표준화에 앞서 해외 800

계적으로 격상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진국의 발전소 용

㎿급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기술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제반

량 결정을 받아들여 1980년대 초 500㎿급인 보령화력 1,2호기

기술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체계화했으며 설계개선 및 최적설

및 삼천포화력 1,2호기를 전력계통에 투입했고, 1987년 이후에

계 검토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800㎿급 석탄화력발전소

는 보령화력 3,4호기를 필두로 500㎿급 표준석탄화력 설계 개

의 설계표준화를 위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행했다. 그리

념을 도입해 수십 기의 표준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이어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건설될 대용량 석탄화력의 설계모체로

건설된 영흥화력 1,2호기는 한기가 수행한 대용량 석탄화력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800㎿급 한국표준형

한기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계측제어분야 및 토건분야의 최적

석탄화력발전소로 건설을 추진했다.

설계검토를 거쳐 설계기준서, 계통설명서, 열평형도, 계통흐름

한기는 500㎿급 표준석탄화력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1995년 5

도, P&ID, 단선도, 논리도, 기기배치도, 제어계통 구성도, 발전

월 4일 800㎿급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표준화용역에 착수했

소 일반 배치도, 구조도 및 설계계산 등의 역무수행으로 기본

다. 1998년 7월 31일까지 수행된 800㎿급 석탄화력 설계표준

설계를 확립했다. 표준화 상세설계 업무인 주요 기기의 표준

화를 통해 한기는 미자립 기술분야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비로

기술규격서와 분야별 표준시방서 작성으로 기자재의 표준화와

발전소 설계 기술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설계, 제작, 건설 공사

국산화율 제고 및 건설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800㎿급 표준 석

한기는 국내 최초의 800㎿급 고효율 석탄화력인 영흥화력 1,2호기 설계에 있어
약 2% 제고했다. 또한 세계 최첨단 환경설비채용 및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 배출을 극소화함으로써 엄격한 수도권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800㎿급 석탄화력 표준화 기본설계조건
구분

내용

발전용량

800㎿급

사용연료

수입탄(100% Bituminous)

냉각수

해수

운전방식

기저부하운전(단, 설비는 원활한 계통운영을 위하여 부하추종기능 구비)

주기기형식

보일러

초임계압, 관류형, 옥내형, 평형통풍, 석탄전소

터빈

직열, 재생, 재열, 복수식

발전기

원통, 회전계자형, 동기발전기

탄화력은 수입탄 전소로서 부하추종기능을 겸비한 기저부하

장 까다로운 일본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저렴한 발전연료인 석

운전방식으로 설계했다.

탄을 수도권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영흥화력은 당시 천연가스의 1/3가격인 석탄연료를 사용하여
2개 호기에서 연간 6,300억 원의 외화를 절감했다.

	국내 최초 800㎿급

한기는 영흥화력 1,2호기 사업에 기존의 플라스틱 모델 대신 3

영흥화력 1~4호기 종합설계

차원 설계모델을 최초로 적용하여 시공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이

우리나라 최초의 800㎿급 초임계압 관류형 발전소

는 동시에 IT기반의 설계기술을 고도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인 영흥화력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인지역 전원

한편 저회처리설비에 Drag Chain Conveyor와 비회정제설비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전력불균형 해소를 위해 1994년 3월 18

를 적용하여 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를 전량 재

일 1,2호기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건설에 들어갔다.

활용토록 했다. 탈황설비에서 발생하는 반응부산물인 석고는

한기는 국내 최초의 800㎿급 고효율 석탄화력인 영흥화력 1,2

수분 10% 이하로 탈수하여 시멘트 첨가제 또는 석고 보드 원

호기 설계에 있어 증기온도를 500㎿급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료로 전량 판매했다. 발전 폐수는 물리 화학적으로 처리한 뒤

541℃보다 높은 569℃로 격상하여 열효율을 약 2% 제고했다.

중수도 설비인 전기 투석법을 이용하여 탈황설비 용수로 재활

또한 세계 최첨단 환경설비채용 및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 배

용함으로써 발전소 외부로 방출되는 폐수가 없도록 했다.

출을 극소화함으로써 엄격한 수도권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1999년 9월 본관 기초 굴착공사를 시작으로 건설에 착수한 영

했다. 특히 황산화물, 질산화물 및 먼지배출량을 세계에서 가

흥화력은 2003년 12월 24일 계통병입에 성공하고 200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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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온도를 500㎿급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541℃보다 높은 569℃로 격상하여 열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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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전경(2015)

기는 특히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건설되어 다른 화력발

03

전소에 비해 송전 손실이 적고 전력계통 신뢰도 역시 크게 향

기술고도화 : 미래형 화력기술 선도

상됐다.

(2005~2015)

21일 480시간 신뢰도 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당초
목표보다 10일을 앞당겨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영흥화력 1,2호

한기는 영흥화력 1,2호기에 이어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도
2003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수행했다. 영흥화력 1,2호기

1. 차세대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

의 건설 및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신기술, 설비개선사항, 운전
및 보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및 설비의 최적화를

	차세대 화력발전 설계기술 구축기반 조성

이루도록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기술지

2000년대 들어 경제발전 및 국민 생활편익 욕구 증

원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발주, 도서

가로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

검토 및 승인, 사업관리, 현장기술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했다.

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영흥화력 3,4호기는 국내 최초의 격상용량 발전소로 건설하였

으로 전망했다. 이렇다 할 대체연료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 여기에 한기는 설계 및 설비의 최적화 요소를 표준화 설계

기저부하용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개발에

에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준공과 더불어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성공한 석탄화력 기술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로

로 업그레이드된 설계 표준화를 완성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부상했다.

세계 최첨단 고효율의 환경설비인 고효율 탈황 및 탈질설비의

특히 자원빈국으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

전기집진기 적용 설계 경험기술과 석탄회 재활용, 발전폐수 무

라로서는 발전단가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능가하는 차세대

방류 설계 기술을 습득했다. 아울러 최첨단 환경친화 기술을 겸

화력발전 기술개발 및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했다. 그런

비함으로써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설계분야에서 선진국과 어

데 발전연료 중 석탄은 향후 200~300년 수요를 감당할 수 있

깨를 나란히 했다.

을 만큼 매장량이 풍부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
기 때문에, 발전연료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석탄의 역할은 계
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은 2020년까지 전력공급을 위하여 세계 최대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발전연료로서의 기여도는 과거 3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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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향후 20년 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위한 1단계 1차년도 용역을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기술개

모든 석탄 사용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발용역을 진행했다.

분진 등에 관한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를 한층 강화

이어 한기는 차세대 석탄화력발전소 기본 검토를 거쳐 운전 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환경보호 규정

뢰성을 갖는 조건 하에서 계통단순화, 공용화, 배치 효율성 등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의 최적설계와 국내의 기술자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의 기술수준에서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화력발전

모색했다. 그 결과 영흥화력 1,2호기의 설계 기준 기본안을 고

시스템의 주종은 석탄화력발전과 복합화력발전(CCPP)이 있는

려하고 일본의 1,000㎿급 초초임계압 모델 도입을 제시했다.

데, 복합화력발전은 저렴한 초기투자비, 고효율, 짧은 건설공

한편 한기에서 차세대 석탄화력 설계기술용역을 시작했던

기, 환경친화 측면에서 석탄화력발전보다 매력적인 장점을 갖

2002년 우리나라의 초임계압 화력발전 기술수준은 설계 및

고 있다. 반면 실증플랜트의 용량제한, 천연가스(LNG) 매장량

제작분야에서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 한계, 고가의 연료비 등의 관점에서 중간부하(Intermediate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기술수준은 발전소 종합설계기술

Load) 혹은 첨두부하(Peak Raod)용 발전소로서 그 역할이 제

(A/E) 분야 80% 수준, 제작분야는 선진국 대비 90%, 기자재

한되는 단점도 있다.

설계분야는 78% 수준이었다. 발전소 단위 용량이나 가동률

또한 석탄이용 차세대 화력발전방식 중에서 가압유동층복합

등은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발전 효율과 연관된

발전(PFBC) 및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석탄청정화기술

주증기 및 재열증기 조건(압력, 온도)은 일본, 유럽의 발전소에

(CCT)로서는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용량제한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해 약 10여년 이상 뒤떨어진 상태였다.

투자비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주력기종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한기는 국내 초임계압 500㎿급 표준석탄화력발전소 34기와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재래식 석탄화력발전시스템의 증기온

800㎿급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설계, 제작, 시공 및 운영하는

도와 압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초초임계압(USC) 발전시스템이

과정에서 개발, 적용한 기술을 토대로 기술개발을 시작, 2007년

대안으로 부상했다.

8월 1,000㎿급 차세대 석탄화력 기술기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기는 2002년 12월 대용량, 고효율, 환경친화적인

한기가 개발한 1,000㎿급 석탄화력은 주증기 온도 600℃ 이

차세대 화력발전의 기반기술 구축을 위한 설계기술용역을 한

상, 재열증기 온도 610℃ 이상의 발전소를 실현함으로써 기존

전으로부터 수주하여 2007년까지 수행했다. 2002년 12월 18

초임계압 화력발전 대비 효율을 2% 이상 향상시켰다. 아울러

일부터 이듬해 10월 18일까지 10개월 동안 차세대 대용량 고

저열량탄인 아역청탄을 50%까지 혼소 가능한 다탄종 보일러

효율 화력발전의 설계기술 구축기반 설정과 최적모델 선정을

를 채택함으로써 석탄수급여건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했고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ECHNOLOGY DEVELOPMENT
Ⅱ _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청정 화력시대를 열다

당진화력 9호기 계통연결(2015.08.04)

한기는 국내 초임계압 500㎿급
표준석탄화력발전소 34기와 800㎿급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설계, 제작, 시공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발, 적용한 기술을
토대로 기술개발을 시작, 2007년 8월
1,000㎿급 차세대 석탄화력 기술기반을
확보했다.
신보령화력 1,2호기 조감도

차세대 석탄화력 설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
단계

개발목표

1단계
(2002. 12. 18~2003. 10. 18)

· 중장기 목표설정 및 고효율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구축 기반 설정
· 차세대 화력발전소 모델 선정
· 차세대 화력발전소 건설추진 여건 수립 및 기술 특성 검토
· 기본 개념설계

2단계
(2004. 09. 01~2005. 08. 31)

· 차세대 화력발전소 기본 상세설계기술 적용
· 설계개선 및 개량화를 통한 경제적 향상 설계기술 구축
· 3차원 설계모델 구축

3단계
(2006. 09. 01~2007. 08. 31)

·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총공사비 산정
· 각 분야 개발 결과 설계 반영
· 설계검증 및 최적화
· 종합검토 결론 및 추진방향 설정

차세대 화력발전 모델 선정 수행흐름도

차세대 화력발전소 자료조사
·최적용량 및 증기조건 조사
·차세대 석탄화력 건설추진 현황조사

발전소 용량 결정 및 조건 설정
발전소 기술성 검토
·설계 영향 검토
·환경규제 요건
·재질선정
·형식에 따른 배치
주요설비 최적설계 검토
·운전방식
·보일러 형식 및 설계조건
·급수 및 복수계통
·배치 구성

차세대 화력발전 모델 선정
·초초임계 발전소 건설여건
·기준사이클 구성 및 열평형도 확정
·열평형도 구성기기 선정 검토

차세대 발전소 계통 구성
·주요설비 기술 검토서 작성
·주요설비 기술규격 작성

출처 : 차세대 화력발전소 최적 모델 설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보고서(2003년)

경제성 검토
·적용기준 선정
·투자비 산정 및 에너지경비산출
·민감도 분석

설계규격 검토
·보일러 및 부속설비
·터빈발전기
·주요 보조기기

종합검토결론
중간보고서 작성
모델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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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건설공정 검토
종합보고서 작성

한기가 개발한 1,000㎿급 석탄화력은
재열증기 온도 610℃ 이상의 발전소를
실현함으로써 기존 초임계압 화력발전 대비
효율을 2% 이상 향상시켰다.

차세대 화력발전소 최적 모델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보고서
(2003.08)

1,000㎿급 발전소로는 세계 최초로 50inch급 최종익(LSB)을

감시켰다. 또한 탈황설비를 통해 황산화물(SOx)를 95%까지 저

적용해 터빈 발전기의 기술성과 경제성을 제고했다. 오염물질

감시켰다.

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탈황, 탈질설비, 전기집진 설
비, 폐수처리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했으며 탈질·전기집진 설
비를 통해 질소산화물(NOx)과 먼지의 배출량을 70% 이상 저

국내 최초의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 당진화력 전경(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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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증기 온도 6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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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에서 차세대 석탄화력 설계기술용역을
시작했던 2002년 우리나라의 초임계압
화력발전 기술수준은 설계 및 제작분야에서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기술수준
은 발전소 종합설계기술(AE) 분야 80% 수준,
제작분야는 선진국 대비 90%,
기자재 설계분야는 78% 수준이었다.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조감도

차세대 usc 화력발전소 증기 조건
예상 개발목표

1000㎿
264 kg / ㎠
610℃ / 621
당진화력 7,8호기

영흥화력 1,2호기

45% 이상

하동화력 1~6호기 등
표준화력

500㎿급
246Kg / ㎠
566℃ / 593℃

800㎿급
246Kg / ㎠
566℃ / 566

43% 이상

43.5%
500㎿급
246Kg / ㎠
538℃ / 538

<차세대 석탄화력 모델>

발전효율 40.94%
<기존 석탄화력 모델>

*출처 : 차세대 화력발전소 최적모델 설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보고서(2003년)

차세대 1,000㎿급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 특징
항목
1,000㎿급

진공도

38mmHga

운전방식
보일러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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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설계출력
증기조건
(주증기압력/온도/재열증기온도)
발전효율

265Kg/㎠ / 610℃급 / 620℃급
45% 목표
기저부하운전

형식

초초임계압, 관류형, 1단재열식, 평형통풍

사용연료

유연탄/등유(기동시)

형식

직렬배열형, 단류고압, 복류중압터빈 및 복류저압터빈1단재열, 재생 및 복수식

회전수

36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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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의 르네상스를 열다

력, 강릉안인화력, 고성그린파워 등에 대한 종합설계용역을 수

한기는 2007년 10월 국내 최초의 1,000㎿급 초초임

행했다.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일원에 건설 중인 신보령화력 1,2

계 발전소로 건설되는 당진화력 9,10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수

호기는 2011년 11월 착공해 68개월간의 공정으로 진행되는 대

주했다. 한기는 당진화력 9,10호기 사업 수행에 기존 800㎿급

규모 국책연구개발 실증사업으로 1호기는 2016년 6월, 2호기

보유기술과 1,000㎿급 기술개발 과제를 기반으로 설계를 추진

는 2017년 6월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했으며, 발전소의 최적 설계와 취약기술 자립을 위해 용역수행

신보령화력 1,2호기에 투입되는 주기기는 국내 최초 국산화 기

기간 동안 해외 선진 1,000㎿급 설계경험사로부터 기술자문을

술인 ‘1,000㎿급 초초임계압 화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실증사

구했다.

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컸다. 당진화력

화력발전소 최초로 주제어 건물을 분리 시공해 원격제어가 가

9,10호기와 태안화력 9,10호기는 신보령화력 1,2호기와 동일한

능하도록 설계했으며 증기터빈에 대형 회전날개를 채택해 터

1,000㎿급 석탄화력으로 건설됐지만 주기기는 외국 업체가 납

빈 효율을 0.6% 향상시켰다. 또한 보일러 튜브에 대형모듈

품한 반면 신보령화력 1,2호기는 최초 국산화 기술로 제작된 주

과 신공법을 적용해 설비신뢰도를 제고했으며 주증기 온도가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기술 향상에 기여했다.

600℃ 이상이며 재열증기 온도는 610℃ 이상으로, 기존 초임

한기는 2016년 6월, 9호기, 12월, 10호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계압 화력발전소에 대비하여 2% 이상 효율을 향상시켰다. 이

진행된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로써 연료 사용량의 감소와 함께 CO₂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온

및 사업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발

실가스 저감효과 등을 실현했다.

주, 공급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사업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국내 최초, 최대용량의 석탄화력인 당진화력 9호기는 2015년

수행했다. 태안화력 9,10호기는 기존 초초임계압 발전소보다

4월 15일 종합 시운전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말 준공되고, 이

증기압력과 온도를 높여 국내 화력발전소 기술력을 한 단계 높

어 10호기는 2016년 6월말에 준공 예정이다. 한기는 당진화력

인 고효율발전소로 다양한 탄종을 양호하게 연소할 수 있도록

9,10호기 종합설계에 있어 용량 상향과 연계한 초고온 발전기

설계했다.

술을 적용함으로써 최고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

2009년 10월 14일에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건설되

후속 대용량 및 민자 석탄화력 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는 세계 최대의 저열량탄 발전소이며 차세대 1,000㎿급 석탄

한편 한기는 당진화력 9,10호기 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한 기술

화력발전소인 삼척화력 1,2호기 건설 종합설계용역을 수주했

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1,000㎿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신보

다. 한기가 기본설계, 상세설계, 현장기술지원 등을 수행한 삼

령화력 1,2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신서천화

척화력 1,2호기는 모든 연료를 4,000kcal대의 저열량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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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9호기 최초 점화 및 10호기 수압시험 기념식(2015.04.15)

삼척화력 1,2호기 건설현장(2013.11.06)

해 발전 원가를 절감하고 300㎿급 건식 CCS(Carbon Capture

년 폐지가 예정된 기존 서천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건설

＆ Storage) 상용화 실증설비를 도입하는 등 국내 최초의 설계

하는 신서천화력 건설에 필요한 부지조성과 제반 발전설비 및

공법을 적용했다. 저탄설비를 옥내에 보관하며 발전 후 남는

부대시설물의 전 과정에 대한 기본설계, 상세설계도 수행하고

재를 전량 자원화하고 발생폐수 재활용과 폐열을 통한 난방 등

있다. 또한 사업주 지원사업인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발주,

녹색에너지의 대표적 발전소로 설계했다.

공급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사업관리지원, 현장감리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서천화력 1,2호기 인근 부지에

등의 업무를 병행해 수행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신서천화력은 1,000㎿급의 초초임계압 석탄화

한편 2014년 9월 19일에는 삼성물산에서 발주한 강릉안인화력

력발전소로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기는 2017

1,2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을 수주했다. 국내 최초 1,000㎿급

Inside Story

한물간 화력발전? 1,000㎿ 석탄화력이 뜬다
석탄화력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강원 동해에서 석

공할 예정인 신보령화력 1,2호기는 국내 기술로는 처음 짓는

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STX에너지(현 GS R&R) 인수를 두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다. 한국전력기술이 설계를 맡고 두

고 SK, LG, 포스코, GS 등 대기업들이 각축을 벌인 데 이어 올

산중공업이 보일러 등 주요 기기의 제작을 맡았다.

해 들어서는 동양파워 매각에 7개 기업이 뛰어들었다. STX에

1980년대 국내에서 개발해 전국에서 20여 기가 가동 중인 500

너지와 마찬가지로 동양파워도 강원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

㎿급 석탄화력발전소의 2배 규모인데, 이는 초초임계압기술 덕

화력발전소의 가치가 부각됐다.

분이다. 500㎿급인 보령화력 7,8호기와 비교했을 때 신보령화

싼 운영비와 큰 발전규모로 각광받던 원전의 인기가 2011년 일

력 1,2호기는 증기 온도는 566~593℃에서 610~621℃로 올라

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추락하면서 석탄화력발전

갔고, 압력은 246kg/㎤에서 256kg/㎤으로 높아졌다. 일반적으

이 재조명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발발한 9.15 대정

로 증기 온도가 10℃ 오르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전(블랙아웃)으로 전기 부족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것도 가스복

발전 효율은 0.5%가 높아지고, 압력이 10kg/㎤ 높아지면 효율

합화력발전보다 값싸고 발전 규모가 큰 석탄화력발전의 인기

은 0.2%가 오른다. 생산 단가도 ㎾h(킬로와트시)당 2.3원 정도

에 한몫했다.

가 내려가 한 해에 1기당 191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해 ‘이젠

효율이 높아지면서 환경적 측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한물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각종 친환경 설비를 갖추면

배출량은 기존 780g/㎾h에서 10%정도 개선된 710g/㎾h으로 감

서 그런 오명을 많이 불식했다. 원전과 비교해 약점으로 꼽히

소한다. 이산화황도 기존보다 0.2g/㎾h이 덜 나오게 된다.

던 발전 규모도 개선했다.
한국중부발전이 2010년부터 시작해 2016년과 2017년 각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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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2014년 5월 20일자 기사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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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유동층 연소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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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석탄 발전기술의 일종으로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기술이다. 이는 국내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대용량 순환유동층 보일러로서
석회석을 보일러 내로 직접 주입,
황산화물을 제거함으로써 별도의
탈황설비가 필요치 않은 최신설비다.

민간 IPP 사업으로 한기가 수행 중인 1,000㎿급 4개 프로젝트

2. 고효율 석탄화력기술 개발

설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같은 해 2월 발주처로부터 사전업
무지시서를 접수하고 사업주의 특수목적회사인 강릉에코파워

	무연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

설립과 함께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강릉안인화력 1,2

국내 전력수급 측면에서 화력은 원자력보다 공급량

호기는 1,000㎿급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 발전소로 강릉

이 많은 국내 최대 기저전원이다. 원가는 낮지만 반핵여론이

시 강동면 일대에 건설하고 있으며 신기술 적용 및 설비배치

높은 원자력이나 가격 상승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LNG에 비

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환경친화 시스템을 채택하여 세계 최고

해 석탄화력은 저렴한 발전원가를 앞세워 최대 전원으로 위상

의 민간 석탄화력 모델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

을 확고히 했다.

년 12월과 2020년 6월에 1,2호기가 각각 준공 예정이며, 한기

그러나 21세기를 앞두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및 화력발

는 약 6년 동안 종합설계기술 용역사로서 대비공사 기본 및 상

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움직임과 함께 배출권거래제라는 환경

세설계,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와 현장기술지원 등의

규제까지 거론되면서 석탄화력은 원가 측면은 물론 사회, 환경

역무를 담당한다.

적 차원에서도 입지가 흔들렸다.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전원가

이어 한기는 2014년 10월 10일 SK건설과 고성그린파워 프로

에 반영하는 정책 추세가 석탄화력의 장점을 상쇄시켰기 때문

젝트 종합설계용역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제6차 전력수급기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은 석탄화력의 기술혁신

본계획의 민간 IPP사업으로 사업비가 2013년도 한기 매출액

을 독려하는 한편 저렴한 발전용 무연탄 소비 확대를 위해 1995

7,555억 원의 12.4%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경상남도

년 2월과 1996년 1월 200㎿급 2기의 국내 무연탄 사용 화력발전

고성군 하이면 일대에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

소를 동해시에 건설하면서 국내 부존자원인 무연탄 사용이 가

하는 고성그린파워 프로젝트는 1,000㎿급 초초임계압 관류형

능한 순환유동층 보일러(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를 채택

변압운전 형식으로서 2020년 10월과 2021년 4월에 각각 준공

했다.

될 예정이다. 한기는 발전소 기본 및 상세설계, 사업주 기술지

순환유동층 연소방식은 청정 석탄 발전기술의 일종으로 공해

원, 공사 및 기자재 구매지원, 현장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기술이다. 이는

한다.

국내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대용량 순환유동층 보일러로서 석
회석을 보일러 내로 직접 주입, 황산화물을 제거함으로써 별도
의 탈황설비가 필요치 않은 최신설비다.
유동층 연소보일러는 보일러 내에 6mm 이하 굵기의 무연탄과

200㎿급 동해화력 1,2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은 한기가 수행했다.
용역 수행에 앞서 한기는 국산 무연탄의 특
성인 낮은 발열량, 과량의 회분,
과다 Slagging 및 Fouling 등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순환유동층
보일러 적용기술을 개선했다.

석회석을 함께 장입하고 그 하부로 공기를 주입, 초기에는 모

맞춰 국내 최초로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채택하여 별도의 탈

래, 그 이후에는 회(灰, Ash)를 부유(浮遊)시켜 연소하는 형식

황·탈질 설비 없이도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이다. 연소온도가 920℃ 정도로 미분탄 보일러보다 약 400℃

규제치 이내로 낮추었고, 전기집진기, 고연돌, 종합 폐수처리설

정도 낮게 운전돼 유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발생이 저감됨

비, 옥내 저탄설비,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는 등 환경친화적

으로써 탈황과 탈질설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최신기술이 접

인 설계에 역점을 두었다.

목된 환경친화형 보일러이다.

또한 석탄하역과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먼지를 원천적으로

한편 200㎿급 동해화력 1,2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은 한기가 수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역설비와 저탄장을 완전 옥내화했으며, 석

행했다. 용역 수행에 앞서 한기는 국산 무연탄의 특성인 낮은

탄 자동하역설비 설치를 통해 하역시간 단축과 석탄가루의 비

발열량, 과량의 회분, 과다 Slagging 및 Fouling 등의 문제점을

산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에 따라 동해화력은 발전공해는 물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순환유동층 보일러 적용기술

석탄으로 인한 비산 먼지까지 최소화했다.

을 개선했다.

아울러 한기는 발전소 주위에 해수욕장과 어장이 형성되어 있
는 점을 고려하여 냉각 순환수 배수관을 심층배수화하고 배수
관의 출구가 방파제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수심 9m 지점에서

순환유동층 보일러 최초 적용, 동해화력 1,2호기

온수가 배출되도록 하여 온배수의 영향을 감소시켰다.

동해화력은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북평공단에 시설

한기는 축적된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기술 주도로

용량 200㎿급 2기 400㎿급 규모로 건설됐는데, 한기는 1993년

역무를 수행했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기술자의 자문을 구함으

2월 11일 국내 최초의 200㎿급 무연탄화력발전소 종합설계 기

로써 계획 공기 내에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경제적인 발전소를

술용역을 수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지조성과 제반 발전설비

건설했다. 소용량의 발전소건설 시 순환유동층 보일러 사용이

및 부대 시설물에 대한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998년 9월 30일 동해화력 1,2

재 구매지원, 사업관리지원,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시공 및 시

호기 설계기술용역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국내 유일의 순

운전 관련 사업주 기술지원, 각종 지침서 및 목록 작성, 준공도

환유동층보일러 채택 발전소 종합설계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서 작성 등의 역무를 수행했다.

위상을 굳혔다.

한기는 설계를 통해 아임계압, 드럼형, 순환유동층 보일러와
재생재열 복수터빈으로 기저 및 중간부하를 담당하도록 했고,
중앙제어식 자동운전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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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축적된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기술 주도로 역무를 수행했고,
경제적인 발전소를 건설했다. 소용량의 발전소건설 시 순환유동층 보일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998년 9월 30일 동해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국내 유일의 순환유동층보일러 채택 발전소 종합설계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위상을 굳혔다.

동해화력 전경(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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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국내외 기술자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계획 공기 내에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한기는 동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울산석유화학지원공단 열병합발전소
설계용역, 금호 열병합 순환유동층 보일러
증설사업 설계용역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여수화력 2호기 설비개선 건설공사 착공식(2009.05.20)

동해화력 1,2호기 특징
항목

주요 특성

정격출력(NR)

200㎿

사용연료

국내무연탄(Anthracite)

운전방식

기저부하 운전

보일러

순환유동층 아임계압, 옥내형, 석탄 전소식, 평형통풍방식

터빈

직열, 재생, 1단재열, 복수식

발전기

횡축, 밀폐형, 수소 및 수냉각, 3상 동기형

증기조건

176kg/㎠g, 541℃(보일러 출구기준)

Plant 효율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37.89%
황산화물

85ppm (6% O₂ Base)

질소산화물

35ppm (6% O₂ Base)

먼지

3.6㎎/s㎥ (6% O₂ Base)

한편 한기는 동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친환경 설비개선사업은 원가절감과 이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에

바탕으로 울산석유화학지원공단 열병합발전소 설계용역, 금호

사용하던 중유를 유연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

열병합 순환유동층 보일러 증설사업 설계용역 등을 성공적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설계변경작업에 착수

로 수행했다. 또한 몽골(Mongolia) 바안텍(Bayanteeg) 순환유

했다.

동층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필리핀(Philippine)

여수화력 2호기는 호남지방 및 지역 산업단지 전력수급을 위

파나이(Panay) 순환운동층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 조사용

해 영구 상업차관으로 1973년 6월에 착공하여 1977년 7월 준

역 등 해외사업도 수행했다.

공된 발전설비로서, 고가의 중유 사용으로 이용률 저하와 설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됐다. 이에 따
라 저원가 석탄유동층 보일러로의 연료전환을 통해 발전원가

	경제성과 환경성 갖춘

424

절감과 이용률 향상을 도모했다.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

아울러 저유황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순환유동층 보일

한기는 동해화력 1,2호기 설계경험을 기반으로 340㎿

러 교체를 통해 대기환경물질의 획기적인 저감으로 환경오염

급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채택한 여수화력 2호기 사업에서 설계

문제에도 대처했다. 특히 한기는 아역청탄 연소에 적합한 순환

기술용역을 수행했다.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여수화력 2호기

유동층보일러를 채택하여 환경부 권고 대기환경배출기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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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력발전소 전경(2014)

계에 반영했다.

	700℃급 초초임계압 석탄화력기술과

보일러 형식은 석탄전소·아임계압·드럼형·정압운전방식을

청정설계기술의 대두

채택했으며 석탄저장설비도 새롭게 갖춰 10일가량 사용 가능

석탄화력발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CO₂를 다

한 3만 톤급 2기 분량의 석탄 저장소를 발전소 내에 설치했다.

량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석탄 공급안정성과 저렴한 가격 때

환경설비도 대폭 강화해 집진설비는 고효율 마이크로펄스 하

문에 향후에도 상당기간 중요한 전력공급원 역할을 담당할 것

전방식을 채택하고, 탈황설비는 노내 탈황설비와 기존의 탈황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설비를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또 탈질설비는 선택적 촉매환원

CO₂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CO₂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

법(SCR)을 적용했으며, 폐수설비는 탈황폐수처리설비를 신설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했다.

세계 각국은 CO₂ 저감을 위해 다양한 CO₂ 포집 및 저장기술

이어 한기는 2009년 9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화력 1,2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 CCST)를 개발 및

호기 발전소 건설 종합설계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척

운전 중에 있으나, CO₂ 포집 및 저장설비 설치 시 발전 효율 저

화력 1,2호기는 국내 화력발전소 최초로 순환유동층 보일러가

하 및 경제성 측면에서 CO₂ 포집 및 저장설비를 적용하는 데

설치되는 순환유동층 변압운전 발전소로서 저열량탄 연소설계

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를 통한 발전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한기는 신기술 적용 및 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발전소 효율을 증가시키려는 방안으로

비배치 최적화를 통한 환경친화 시스템을 채택하고, 지역사회

700℃급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연구가 각국 정

의 환경을 위해 분진이 없는 옥내형 저탄장을 설계했다.

부 주도 하에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 활발히 진행

삼척화력은 최대용량 유동층 보일러를 채택했고 초초임계

중이다. 발전소 효율이 높아질 경우 석탄소모량 감소에 따른

1,000㎿급 초대용량 증기터빈을 채택했다. 한기는 전사적 지원

연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량 감소에 따라 환경설비와

을 바탕으로 세계적 모델발전소를 구현함으로써 대용량, 고효

CO₂ 포집 및 저장설비 투자비를 낮출 수 있다.

율, 환경친화적 녹색발전소 설계기술을 한 단계 높이고, 이를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력발전소의 증기 온도와 압력은

초대형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수출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증가, 발전소 효율이 44% 수준까지 꾸준히 향상됐
다. 1960년대부터 30여년 동안 초임계압 증기 조건의 발전시
기를 거쳐 1990년대부터 초초임계압 화력발전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2020년에는 초초임계압 화력발전기술
이 화력발전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조감도

유럽의 초초임계압 화력발전기술 연구는 1983년에서 1997년

을 바탕으로 고효율 미래형 석탄화력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

까지 COST 501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화력발전소의 효

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발전설비 용량과 증기조건이 지속적으

율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됐다. COST 501의 도달

로 발전하는 추세 속에서 효율 증대에 따른 연료비 절감과 배

목표는 350bar·600·600℃로 설정됐다. 이후 증기조건

출가스의 감소가 가능한 환경친화적 석탄화력기술 개발을 위

300bar·700·720℃, 발전소 효율 50%, 설비용량 500㎿로

해 전사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P700 프로그램을 완료했고, COM Test 프로그램이 진행 중
이다.
고효율, 친환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700℃급 초초임계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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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력발전소의 연구개발 활동은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활

한기는 차세대 친환경 고효율 발전기술로 각광을 받

기를 띠고 있다. 2008년부터 일본의 중공업 및 재료 연구소 등

고 있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이 연합하여 증기 온도 700°C급의 개량형 초초임계압 석탄화

Cycle : IGCC) 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착

력발전소의 실용화를 향한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공해 2016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태안화력발전소

미국의 경우는 유럽, 일본보다 높은 365bar·730·760℃ 증

내 IGCC 실증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국내 최초로

기조건을 목표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

300㎿급 플랜트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태안 IGCC는 총 공

한 추세에 부응해 국내에서도 고효율 발전을 통해 같은 전

사비 약 1조 3,000억 원, 연인원 29만 명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기량을 생산하면서도 적은 석탄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제로서, 2015년 4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 92%를 달성했

700℃급 초초임계압 기술을 필두로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다. 2014년 7월 수전을 시작으로 시운전에 착수했으며, 2015년

Technology : CCT)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CO₂를

4월 14일에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가스터빈의 최초 발전개시에

분리 포집해 별도 장소에 저장하는 CO₂ 포집 및 저장(CCS) 기

성공했다. 6월에는 가스화기가 최초로 점화됐으며 9월에는 합

술도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CO₂ 포집, 이송, 저장 등의 기

성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한국형 IGCC 실증플랜트 기술개발’

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술은 이

은 CO₂대응 청정석탄 활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

미 완성 단계에 있다.

에 추진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한기는 국내 원자력 및 석탄화력 기술을 선도해 온 플랜트엔지

한기,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

니어링 기업으로서 국내 최초로 초초임계압(USC) 방식을 채택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 사업이었다. 특히 IGCC는 발

한 500㎿급 석탄화력인 당진 5,6호기를 설계한 경험과 기술력

전효율이 약 42%로 기존 석탄화력 발전효율 38~40% 대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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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IGCC 실증플랜트 착공(2011.11.16)

은 수준이며, 향후 설비 대용량화와 고성능 가스터빈 개발 시
효율 48~5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성가스
를 생산한 후 연소하기 전에 공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석탄화력 오염물질의 주범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

Inside Story

올드보이, 석탄의 귀향
“석탄 소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린에너지 열풍으로

출을 천연가스 수준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IGCC는 CO₂

청정 연료의 인기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

포집설비와 연계 시 기존 석탄화력에 비해 저비용으로 CO₂를

금은 석탄 전성시대예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에너
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과 지난 23일 나눈 대화다. 이 연

포집할 수 있어 각국 정부가 IGCC 투자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구원의 말처럼 석탄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최근 10

CO₂ 포집설비(CCS)를 채택할 경우 IGCC의 성장 잠재력이 매

년 간 에너지별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우 높다.
IGCC 기술의 핵심인 석탄가스화 기술은 발전시스템 적용뿐
만 아니라 합성가스를 이용한 대체천연가스(SNG), 석탄액화
(CTL), 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기
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전기생산과 다양한 연료 및 원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병산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비용절감과 에너
지 전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합성가스와 연료전지

2001년 에너지원 가운데 석유 비중은 50.6%로 절반을 넘었다
가 2011년엔 38.1%로 떨어졌다. 이 기간 석탄 비중은 23.0%에
서 30.6%까지 올랐다. ‘한물 간 연료’로 여겼던 석탄이 석유에
별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2016년이면 비중 차
이는 약 4%포인트까지 좁혀질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
다보고 있다. 올드보이 석탄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다. 친환경 에너지를 장려해야 할 판에 석탄
사용이 되레 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도 많다. 하지만 매
장량이 많아 값이 싸고 열효율도 좋은 석탄의 경제적 장점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근 들어 국
내 일부 기업들이 석탄을 가스로 바꿔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는

를 융합한 발전효율 55% 이상의 획기적인 발전시스템으로 평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올드보

가받는 석탄가스화연료전지(IGFC) 개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이 석탄의 귀향은 귀성객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저장기술(CCS) 적용 등 다양한 연계기술 접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형 IGCC 기술개발은 고부가가치 플랜트 시장의 핵
심 기술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 300㎿급 한국형 IGCC 설
계·제작·운영기술이 확보되면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세계 에너지시
장에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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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화력발전기술과 EPC사업 추진

행복도시 열병합발전소 조감도

최단기간 설계 수행, 서인천복합화력
한기는 1989년 3월 31일 전력수요 팽창과 경인지역

1. 복합화력 및 열병합발전소 사업 수행

전력계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LNG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건설된 서인천복합화

복합화력 및 열병합발전소 설계 수행

력의 1단계 설계기술용역을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가스터빈

석유를 주원료로 했던 화력발전은 1970년대 들어 발

과 증기터빈이 조합된 복합화력발전소로 건설됐는데, 1단계 총

생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그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용량은 94만㎾로 23만 5,000㎾ 용량을 가진 4기의 복합사이

폭등하는 원유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

클로 구성되고, 각 복합사이클은 15만 5,000㎾ 가스터빈 1기와

기조를 선회하여 탈석유 전원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HRSG 및 8만㎾ 용량 1기의 증기 터빈으로 구성됐다.

이후 1980년 초 수립한 제5차 전원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정

건설 당시 세계 최고의 고효율(49.9%) 복합발전소로 질소산화

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석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연료전

물(NOx) 배출량은 50ppm이고 가스터빈은 1,260°C 연소온도를

환을 추진했으며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확대 등을 통해 발

가진 고온 신형 가스터빈을 설치했으며 주원료로 LNG, 비상용

전원가를 낮추는데 주력했다.

으로 경유를 사용한다.

한기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를

배열회수 보일러는 비조연, 자연순환식, 삼압형, 옥내형이고

시작으로 수십 기의 복합화력 및 열병합발전소 설계용역사업

증기터빈은 Single Flow, Straight Condensing, 재열방식으로

을 수행했다. 한기가 수행한 복합화력발전소 가운데 19개 발전

기동정지가 용이하고 기동정지 시간이 짧아 주기운전 및 일

소는 종합설계 주계약자로서, 기본계획부터 시운전까지 전 과

일기동 정지운전에 적합하다. 또한 발전소 제어계통은 중앙

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집중, 분산제어 계통을 사용하여 완전 자동운전이 가능하도

복합화력발전소는 국내외 화력 발전시장에서 주종을 차지할 만

록 설계했다.

큼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기존의 화력발전소보다 열효

한기는 부지조사,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기본

율이 높고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므로 환경오염이 적고,

설계 및 상세설계, 건설감리까지 외국 A/E사의 기술자문 없

신속한 부하추종능력과 기동, 정지로 전력 계통 안정에 의한 전

이 축적된 기술만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서인천복합화력은

력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건설기간 및 투자비 측면

1992년 7월 1호기를 시작으로 1992년 10월 4호기까지 전 호기

에서도 유리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의 시운전을 마치고 1992년 11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시설
용량 188만㎾로 미국, 일본보다 건설공기가 4개월 단축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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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합화력발전소 및 송전망

5개월 만에 준공함으로써 대용량 복합화력 중 세계 최단 공

환경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기로 준공했으며, 이후 2, 3단계 사업을 연속으로 수행했다.

한기는 이 프로젝트에서 현장조사, 주기기 입찰안내서 작성 및
응찰서 평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사업관리 지원, 시공 및 시
운전 감리역무 등을 포함한 전 분야의 설계용역을 수행했다.

대규모 사업수행 기반구축, 평택복합화력

특히 기존 평택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면서 기존 발전소

평택복합화력은 1991년 수립된 단기 전력수급계획에

의 일부 계통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조설비를 공용함으로써 건

따라 긴급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한기는 4월 25일 설계기술용역

설비 절감에 기여했다.

의 사전착수 지시서를 접수하고 기본 및 상세설계업무에 착수

한기는 선행 복합화력 및 석탄화력발전소 설계역무를 수행하

했다. 이후 가스터빈을 9월에 착공하여 9개월만인 1992년 6월

면서 축적된 기술로 종합설계용역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준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최단기간 건설 신기록을 세웠다.

완수함으로써 자력으로 고효율, 고성능 대형발전소 건설사업

그리고 증기터빈 건설은 1992년 11월에 착공하여 1994년 6월에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완료하여 33개월 만에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뤄졌다. 평택
복합화력발전소는 첨두부하 및 중간부하 담당발전소로서 환경
공해가 적은 복합발전소로 건설됐다.

	설계자립 초석 마련, 일산·분당·안양·

미국 GE사가 공급하는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사용하여 효율

부천복합화력

이 약 44%에 이르며 천연가스(LNG)를 주연료로 하고 연료공

일산·분당·안양·부천복합화력은 1990년대 초반

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경유를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연계하여 한전이 집단에너지 공급

설계했다.

사업의 열병합 발전부문에 참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긴급히 추

복합발전소에서는 연료(천연가스)와 공기를 가스터빈에서 연

진된 사업이었다. 한기는 1990년 8월 14일 설계기술용역에 대

소시켜 발전기를 회전하여 1차로 전기를 만들고, 가스터빈에서

한 사전착수 지시서를 접수하고 기본설계업무에 착수했다.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배열회수보일러로 보내 생산된

이 발전소들은 전력과 난방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발전

증기로 증기터빈을 회전시켜 2차로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따

소로 건설됐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

라서 열효율이 타 발전방식에 비해 높고 환경측면에서도 질소

을 도모하고 경제적 시설투자로 저렴한 양질의 열에너지와 전

산화물 배출량(NOx)이 50ppm 이하이며 청정연료 사용으로 유

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열원의 집중관리로 방제효과

황산화물(SOx) 및 분진 배출량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를 높이고 환경공해를 감소시키며, 열에너지의 중단 없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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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구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소, 부산복합화력

한기는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발전소의 형식 및 용량을

부산시 사하구 감천 1동에 있는 기존 부산화력 1,2호

선정했으며, 설계는 촉박한 공기를 감안하여 설계 기준, 계통

기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설한 부산복합화력은 복합사이클

흐름도, 기기 배치계획, 주요설계 계산, 최적설계 검토, 환경계

LNG 발전소로 부산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획, 시공 및 기자재 구매사양 작성 등의 역무를 동시에 수행했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긴급

다. 실시설계는 시공과 일괄 공동도급으로 시행했는데, 일산복

히 추진됐다.

합의 경우 동일부지 내에 건설 중인 300㎿급 증설설비는 기본

한기는 부산복합화력 사업에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건설감

설계에서 실시설계, 감리까지 모든 역무를 한기가 수행했다.

리까지 외국 기업의 기술자문 없이 독자적으로 역무를 수행했

일산, 분당, 부천, 안양 복합화력은 특히 열효율 향상 및 설비규

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스터빈발전(Simple Cycle) 운전이 없

모 최적화를 위해 열부하가 큰 동절기에는 저압복수터빈을 고

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운전방식이 달라 기술적 접근이 쉽

압터빈 측에서 분리하여 정지하고 고압터빈 배기는 전량 지역

지 않았다. 따라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 및 시운전 경험을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손실 감소와 열공급능

쌓음으로써 향후 유사 복합화력 방식의 발전소 설계에서 주도

력 증대를 고려했다. 난방열 부하가 적은 하절기에는 저압복수

적인 역할을 했다. 지반이 연약한 부산화력 회사장 부지를 전

터빈을 고압터빈에 연결하여, 하계 수도권 첨두전력부하를 담

환하여 그 위에 발전소를 건설, 화력발전소 부지활용의 좋은

당할 수 있도록 하여 설비의 이용률을 대폭 증대시키는 등 특

사례로 꼽혔다.

수설계기법을 도입했다.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의 복합 운전으로 기존 발전소에 비해 열

한기가 기본계획단계부터 참여하여 발전설비의 규모와 형식을

효율을 개선했으며, 가스터빈에 저NOx버너를 도입해 환경오

검토, 선정했으며, 특히 한기의 취약 부분인 기본설계에 해당

염을 줄였다. 또한 발전소기동 및 정지의 전자동화로 주제어실

하는 모든 역무를 외국사의 도움 없이 한기 독자적으로 수행함

운전가능 인원을 최소화했다. 준공 후 효율과 성능면에서 세계

으로써 복합화력 설계기술 자립의 초석을 다졌다.

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소로 평가받아 미국 ‘Power Magazine’
이 선정하는 ‘2004년도 Top12 Plant’로 선정됐다.
부산복합화력은 환경 친화적인 발전소로 도시지역이나 인구밀
집지역에 위치했음에도 환경 관련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
다. 가스터빈 150㎿급 8기와 증기터빈 150㎿급 4기를 한 세트
로 하여 모두 4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1,800㎿

부산복합화력 2단계 준공식(2004.03.30)

복합화력발전소 개요도

Inside Story

환경친화적이고 건설기간 짧은 복합화력발전
복합화력은 천연가스나 경유 등의 연료가 연소실 내에서 연소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42%~54%로서 증기터빈 화

할 때 발생한 고온, 고압(약 1,400℃/17bar)의 가스를 사용하여

력(기력)의 열효율 35~40%보다 7~14%P 높아 연료비를 절감

가스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한편,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

할 수 있고, 냉각수량도 기력발전에 비해 15~20% 적게 필요하

온의 배가스(550℃~650℃)를 재열회수보일러(HRSG)에 통과

게 되어 온배수에 의한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동일 용량

시켜 증기를 생산하여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발전하는 방식이

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면적도 석탄화력발전소

다. 이 발전 방식은 고온구역과 저온구역에서 작동하는 서로

의 1/2 정도이다. 따라서 복합화력이 일반화력에 비해 첨두부

다른 사이클을 조합한 것으로 연료의 연소열을 열원으로 하는

하 담당, 환경문제 해결 및 부지확보면에서 유리한 발전방식이

가스터빈을 이용하는 고온측 사이클과 연소가스 배기의 여열

다. 열효율 연소온도 1,300℃의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복합화력

을 열원으로 하는 저온측 사이클인 증기터빈을 조합함으로써

의 열효율은 약 50%(고위 발열량 기준) 이상으로서 일반화력

종합 열효율을 높이는 발전방식이다. 복합화력 발전방식과 대

발전 방식에 비해 10%P 이상 효율이 높다. 또한 복합화력발전

비하여 천연가스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가스터빈만을

소는 비교적 소용량 단위기를 조합하여 대용량 발전소로 구성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을 가스터빈발전(Simple Cycle)방식이라

한다. 따라서 단위기의 운전대수를 조정하여 출력을 증감하므

고 한다. 복합화력은 부하추종성과 기동특성 등이 뛰어나 계통

로 넓은 출력범위에서 정격 출력시와 동등한 높은 열효율을 유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발

지할 수 있다. 특히 복합화력은 중유나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전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LNG는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이

설비가 간단하여 건설기간이 짧아 전력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비싸므로 고효율의 발전방식 채택이 필요하다.

가능하고 건설비용이 적다.

복합화력은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함으로써 공해물질 배출이

에 달했다. 배열회수 보일러는 비조연, 강제순환식, 삼압형, 옥

기동 정지운전에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발전소 제어계통은 중

내형이고 증기터빈은 Single Flow, Straight Condensing, 재열

앙 집중, 분산제어계통을 사용하여 완전 자동운전이 가능하

방식으로 기동정지가 용이하고 시간이 짧아 주기운전 및 일일

도록 설계했다. 이밖에도 한기는 세계 최초로 지하에 건설하

석탄화력과 복합화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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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설기간(착공-준공)

비고

석탄화력

48~52개월

800㎿ 기준

복합화력

28~30개월

900㎿ 기준

1992년 제2차 장기경영계획 수정계획에서는
턴키사업에 대비해
발전소 종합설계, 구매 및 사업관리 수행 등
사업다각화 기반을 확충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적인 종합 설계엔지니어링사로
성장을 모색했다.
서울화력 전경(2015)

는 서울복합화력 1,2호기를 비롯해 수도권 최대 규모인 동두천

능력이 부족한 한기는 건설서비스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따

LNG복합화력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라 세계 시장의 관행과 기준인 일괄발주가 보편화될 경우 경쟁

한기는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에 필요한 제반 발전설비와

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기는 이와 같은 경영환경

부대 시설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실시하고 건설공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기존의 발전소 설계 위주의 사업수행체

사 지원업무를 수행했으며 동두천복합화력 사업에서는 국내

제에서 설계·구매·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C(Engineering

최초로 J-class 가스터빈을 적용했다.

Contractor) 기업으로의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1986년 처음 수립된 장기경영계획에서 발전소 전 역무(Full
Scope)의 독자적 수행능력 구비를 한기의 2000년대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국

2. EPC 수행체계 구축

제 수준의 엔지니어링사로 성장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설정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EPC기업으로의 중장기 발전전략 설정

1992년 제2차 장기경영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국내외 기술용역

1970년대 초반 정부의 발전소 건설기술 자립 추진전

개방화에 따른 턴키사업에 대비해 발전소 종합설계, 구매 및

략은 설계·시공·기자재 제작 등을 각각 전문기업(기관)이 분

사업관리 수행 등 사업다각화 기반을 확충하는 단계적 전략을

담된 형태로 추진하여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기술자립을 달

수립하여 국제적인 종합 설계엔지니어링사로 성장을 모색했

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전략에 따라 한기는 ‘발전소

다. 이때부터 한기의 EC화 추진이 구체화됐다고 할 수 있다.

설계엔지니어링 단일집중육성 회사’로 선정됐으며, 발전소 설

1994년 11월 제3차 수정 장기경영계획에서는 EC화 추진이 본

계기술의 국산화는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

격화되고 그 목표를 세계적인 EC회사로 도약하는 것으로 설정

할 수 있었다.

했다. 이에 따라 원전 AE시장에 대한 국내외 개방 및 대형사업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소 건설기술의 역할분담 전문화는 기술

의 턴키 발주 추세 등 앞으로 다가올 자유경쟁체제에 대응할

자립 조기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지만,

수 있도록 EPCM 및 건설역무를 일괄 수주하여 수행하는 EC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사업수행체계가 아니라는

체제를 강화했다. 이듬해인 1995년에는 이를 위한 중기 세부실

한계도 갖고 있었다. 선진국들은 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형 프

천계획을 수립하여 턴키사업 수주에 대비한 조직개편과 관련

로젝트는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수행하는 턴키 사업체제

제도를 확립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로 운영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소 건설의 일괄수행체계

이후 2002년도 제4차 수정 장기경영계획에서는 장기발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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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용역 개방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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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5월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 자문용역을 수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 분야 진출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1994년 12월 인천국제공항건설 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며
본격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진출했다.
이는 최초의 국제입찰 성공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표를 세계적인 일류 EC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또한 1993년 5월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 자문용역을 수주하면

단기적으로는 2005년까지 발전소 운영·유지보수 사업 참여

서 건설사업관리 분야 진출의 서막을 열었다.

확대, 턴키사업 수행체제 기반조성과 확립을 추진했다. 2006

이어 1994년 12월 인천국제공항건설 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

년 이후 장기적인 목표로는 발전 및 환경사업 등 플랜트 턴키

며 본격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진출했다. 이는 최초의 국

사업을 수주하여 사업다각화 및 국제화를 통한 해외진출을 추

제입찰 성공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인천국제공항건설은

진했다.

21세기 수도권지역 항공 수요와 24시간 운영체제의 동북아시
아 지역 중추공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건설됐는
데, 1999년 말 제1단계 준공 이후에도 단계별 확장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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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PM) 최고 기업 도약

2020년에 제4단계가 완료되는 초대형 복합건설사업이었다.

한기는 1990년대 초부터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토목,

당시 신공항건설사업을 주관한 신공항건설공단(인천국제공항

건축, 산업설비 등 일반건설업과 전기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

공사)은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공항시설단지, 국제업무지역, 배

설업,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의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건설

후지원단지 등의 건설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관

관련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다양한 사업수주를 통해 괄목할

리기법의 도입을 검토했으며, 한기의 자문을 받아 사업관리의

만한 실적을 쌓았으며 이를 토대로 건설사업관리(CM/PM) 사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업에 참여하며 명실공히 종합건설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국제경

국제입찰이 진행됐고, 미국의 Parsons, Turners, ICT와 한기가

쟁력을 제고했다.

결성한 한기 컨소시엄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한기는 건설사업 부문에서 1993년 최초의 턴키사업인 최적 중

인천국제공항 건설 1차 사업관리용역은 2단계로 추진됐는데,

유회 소각로 설계·설치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994년에는 인

1단계는 용역 착수 후 2년 동안 용역단의 독자적 조직운영으

하공업전문대 11호관 증축공사 등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해운

로 공단의 사업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대 신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시설 책임감리사업 등 새로운 분야

수행했으며, 2단계는 공단과 통합운영 조직을 구성하여 종합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했다.

1993년에는 종합감리회사로서 발전소가 아닌 대규모 아파트단

한기는 인천공항건설 사업관리를 수행하면서 주력 사업이었던

지 건설감리용역도 수주했다. 아울러 고급인력이 요구되는 품

발전소 건설 관련사업 외에 일반 건설업에도 진출하여 사업영

질인증 및 자문용역, 발전소 및 공사설비 진단용역, 감리용역

역 다각화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공항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을 수주하는 등 비한전 사업개발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이후 추진된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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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경

한기가 CM을 수행한 영주 신제조창 전경(2003)

Inside Story

엔지니어링 기업의 형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업의 형태는 고객에 제공하는 대가

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기업전략적 개념으

의 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일본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구분에 따

로 사용된다.

르면 플랜트, 시설, 시스템 설비 등의 공급을 주력으로 하는 기
업을 Engineering Contractor. 기술, 컨설팅 등 지적 전문서비

· Engineers & Constructors

스의 제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을 Consultant Engineer라 한

엔지니어링과 건설업을 함께 수행하는 미국 엔지니어링

다. 미국의 경우 엔지니어링 업무를 일괄하여 수행하는 형태

기업의 한 형태이나 일반적으로 상호 뒤에 표시하여 회사

로 엔지니어링 산업과 건설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의 사업범위를 표시하는 경우에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

ENR지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기업을 EC(Engineer Contractor),

는 일반적으로 Engineering & Construction으로 표기한다.

AE(Architect Engineer), EA(Engineer Architect), E(Engineer),
A(Architect)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 GENECON
General Contractor의 일본식 표기의 약자로 일본의 대형

· Engineering Contractor

건설기업을 지칭하나 대체로 종합건설업을 수행하는 기

플랜트 설비, 시스템 설비 등의 공급을 주력으로 하는 기

업을 말한다. GENECON의 대칭되는 말로서 전문건설기

업형태(설계, 시공업자)로 엔지니어링 또는 설계를 바탕

업을 SUBCON으로 부른다.

으로 시공업무를 제공하는 외에 기술 및 컨설팅 서비스
의 제공을 겸하는 기업형태로 Engineering Contractor,
Engineering Constructor, Plant Engineering 회사라고도
하며 미국의 벡텔이 대표적인 EC기업이다.

· EPCM(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Management)
타당성 조사, 설계, 시운전, 교육훈련 등 협의의 엔지니어
링 업무와 구매 및 건설관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엔지니

· Engineering Construction

어링 전 역무를 말한다.

토목, 건축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컨설팅, 설계, 유지보수
등 엔지니어링 기능을 확충하여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수
주를 목표로 하는 일본 제네콘의 사업전략으로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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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DO(Consulting, Engineering & Design,
Organization)

에서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변신한 미국의 Fluor

연구 개발 및 설계 제조의 과정에서 중간 교량 역할을 하

Daniel사의 발전형태를 지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는 개발 및 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업의 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항철도 건설공사와 부산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건

이후 영주 연초신제조창 건설공사의 CM사업을 수행했고, 신

설공사, 국내 최초의 외국인 민간자본에 의한 IPP사업인 율촌

한기는 1999년 3월 15일 필리핀 최대 규모인 1,200㎿급 일리한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한기 최초로 수행한 해외 EPC사업으로 설계, 기자재 구매 공급, 시공, 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 턴키사업으로 수행했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문경레저타운의 골프장 조성사업의

- Project Financing : 미국 수출입은행, 일본 국제협력
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사업관리 등을 수행했다.

- 발전사업자 : KEPCO Ilijan Corporation(KEILCO)
- EPC 주계약자 : 미국 Washington Group,

최초의 해외 EPC사업 추진
한기는 1999년 3월 15일 필리핀 최대 규모인 1,200㎿
급 일리한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500kV 변전
소 건설공사에 들어갔다. 2000년대를 앞두고 사업다각화의 일

일본 Mitsubishi Corp
- 발전소 건설기간 : 1993.03~2002.06
- 발전소 운영기간 : 2002.06~2022.06
- 건설 사업비 : 약 7억 1,000만 달러

환으로 해외시장 진출전략 차원에서 미국 Raytheon Engineers
& Constructors(Washington Group)로부터 수주한 사업이었다.

한기는 2002년 10월 30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 프

한기 최초로 수행한 해외 EPC사업으로 설계, 기자재 구매 공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급, 시공, 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 턴키사업으로 수행했다.

10만 달러의 인센티브까지 받았다. 2001년 10월 IEEE Atlanta
Meeting에 한기의 프로젝트 수행 우수성이 보도되어 한기의
기술력을 널리 홍보할 수 있었다. 당시 세계적으로 500kV 변

필리핀 1,200㎿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 사업 개요
- 사업장 위치 : 바랑가이 일리한, 바탄가스시,
Region Ⅳ(부지면적 : 약 75,000평)
- 발전소 설비용량 : 1,200㎿[(2G/T+1S/T) /
Block X 2Block]
- 사용연료 : 주
 연료(천연가스-LNG),
보조연료(경유-Distilled Oil No2)
- 사업성격 : 건설(3년) 및 운영(20년) 후 무상인계
(Build, Operate & Transfer)
- 투자자 : 한전, 미쯔비시, 미란타, 관서전력
- 발주처 : 필리핀 전력공사(National Power
Corporation)

전소 턴키사업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향후 해외 송변전사업의 진출에
큰 전기가 됐다.
한편 한기는 일리한복합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인 경유를 공급
하기 위한 부두공사도 수주했다. 5,000톤의 연료 수송선이 접
안하고, 저장탱크까지 연료를 이송하는 시설까지 포함된 연료
하역부두공사 역시 턴키사업으로 종합설계, 구매, 시공 및 시
험 등 전 역무를 한기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사 경험의 부
족, 현지 장비의 노후화, 짧은 용역수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적
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발주처를 만족시킴으로써 한기는 종합
설계뿐 아니라 시공분야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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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중에서 500kV 변전소 건설공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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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 준공식에서 참석하여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박용택 전 사장(2002.11.15)

이어 사업주기술지원 용역도 수행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

로써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공정상의 문제점에

해 한기는 사업 초기에 주요시설 계획, 기본설계 검토, 공정 및

대해서는 국내발전소 사례를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했

자료관리 절차를 수립했으며,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기본설

고, 시운전에 대비해 사전 현장점검을 치밀하게 실시함으로써

계 성과물을 사업주를 대신해 검토, 승인했다. 발전소의 건설,

문제점을 최소화시켰다.

유지보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배치가 되도록 설계하여

시운전기간 중에는 각종 시험절차서를 검토하고 시운전 관

발전소의 경제성과 성능을 극대화했다.

련 자료를 확인했으며, 주요 배관의 Hammering 현상에 의

건설기간 중에는 기기공급사와 시공사가 제출하는 각종 기술

한 배관 및 밸브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기술진을 수차례 파

도서를 검토, 승인하는 한편 현지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적

견해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발전소가 적기에 성공적으로

인 업무 Coordination과 조언으로 건설 및 설계사를 지원함으

준공되도록 했다. 한편 2002년 11월 14일 열린 준공식에는

필리핀 일리한발전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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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열병합발전소 EPC사업 현장(2015.06)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해 이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한 오산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 연료 사용과 시설 옥내화를

보여줬다.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높은 열효율을 구현해 저탄소 녹색성
장 정책에 부응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신개념 열병합발전소 모
델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최초의 국내 발전소 건설 EPC사업 수행

한기는 사업주관사인 대성산업으로부터 지난 2012년 10월 사

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EPC사업은 오산지역의

전착수지시서(ATP)를 발급 받고 이를 토대로 사업개발추진반

안정적 열공급 및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오산

을 신설하여 EPC 수행역무, 계약조건, 주기기 모델 선정 및 공

시 누읍동에 가스터빈 복합 발전형식의 열병합발전설비(436

사비 산정 등을 긴밀하게 추진했다. 2013년 4월 2일 최초 계약

㎿+280.6Gcal/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신 기종의 가스터빈

(LNTP)을 체결했으며 이후 공기 준수를 위해 주기기 계약협상

1기, 폐열회수보일러(HRSG) 1기, 증기터빈 1기로 구성되는 주

및 사전설계역무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기기와 하이브리드(Hybrid) 냉각탑, SCR 설비 등과 함께 지역

한화건설과 함께 계약조건 및 공사범위 조정 등의 추가협상을

난방열교환기 및 축열조 등으로 구성되며 2016년 3월말 준공

추진, 2013년 11월 1일 이 계약체결과 함께 NTP 발급이 완료됐

된다.

다. 또한 2013년 11월 14일 한기는 사업 관련사와 함께 그동안

오산열병합발전소는 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한기와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점검과 효율적

대성산업,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관련 금융사가 공동 출자하여

수행을 위한 사업착수회의 및 워크숍을 대천 한화콘도에서 관

설립된 SPC사인 디에스파워를 사업주로 하여 금융주관사인

련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KDB 대우증권의 금융주선으로 Project Financing이 완료됐다.

종합설계 업무는 한국지역난방기술과 2013년 5월 24일 하도

한기와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EPC를 담당하며, 한기는 종합설

급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했으며, 주기기 공급계약은 미쓰비시

계와 주기기 및 보조기기 등의 기자재 공급을 수행하고, 한화

(MHI)와 2013년 11월 1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최신 고효율 가

건설은 설비 및 수용가로의 열공급을 위한 열공급 배관 등에

스터빈 기종인 320㎿급 M501J 모델과 함께 증기터빈 및 발전

대한 설치 및 시공업무를 수행한다.

기 등을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공급했다. 촉박한 일정

오산열병합발전소는 전력수요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건설됨으

을 감안하여 본 계약체결 전 현장사무소를 2013년 10월 10일

로써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운암, 오산 및 세교지구에

조기에 개설하여 운영했다.

지역난방열을 공급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

오산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는 협소한 발전소 부지로 인하여

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

자재공급 및 설치일정의 효율적 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

440
가나 타코라디 T2 EPC사업 현장(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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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CIPREL EPC사업 현장 전경(2015.07.31)

업이다. 이에 한화건설과의 분담역무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

번째 대형 구매사업이었다.

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산

한기는 발전분야 EPC 분야로도 눈을 돌려 국내외 기업들과 컨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은 한기 최초의 대형 국내 EPC사

소시엄을 이뤄 국제 입찰에 참여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업으로서 효율적 공정관리와 자재관리 및 사업관리에도 주안

맺어 2011년 12월 한기-미쓰이물산 컨소시엄이 ‘가나 Takoradi

점을 둔 사업이다. 이를 토대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한기가

T2 발전소의 증설 EPC 공사’를 수주했다.

민간 발전사업의 EPC 업무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전체 발전용량이 340㎿로 증대되는 가나 Takoradi발전소 증설

있어 필수적인 사업경험을 확보할 수 있고 종래에는 국내외

공사 수주를 계기로 한기는 글로벌 EPC 기업으로 변신, 전력

EPC 사업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발전사
업 공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기는 2013년 7월 23일 가나 Takoradi 프로젝트에 이

글로벌 EPC기업으로 비상

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CIPREL발전소 증설 EPC 사업 수

한기는 해외 EPC사업 수주를 계기로 EPC 분야에서

주에 성공했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남측 해안 브리디(Vridi)

해외 진출 확대 노력을 전개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2010

석유화학공단 내에 위치한 기존 발전소의 111㎿ 가스터빈에 열

년 2월에는 세네갈과 상호 정보 교환 및 기술교류, 에너지 분

회수증기발생기(HRSG) 2대, 119㎿급 스팀터빈 1대과 보조기기

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

를 설치하는 복합발전소 전환 사업이었다.

호 정보교환을 필두로 화력 및 수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원

이 사업은 한기를 비롯한 국내 협력업체는 물론 코트디부아

자력, 지열, 송·변전 개발 협력, 전문 인력들의 상호 방문을 통

르 현지인력 등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약

한 기술교류, 기타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700여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안전관리

2011년 9월에는 SK건설과 ‘터키 Tufanbeyli 석탄화력발전소

의 중요성이 높은 현장이었다. 그럼에도 한기는 철저한 안전교

패키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터키 Tufanbeyli 석탄화력발전

육, 특별안전점검, 작업허가제, 작업자 간 소통문화 조성 등 충

소 건설사업은 수도 앙카라로부터 남동쪽으로 350㎞ 떨어진

실한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관리를 통해 안전

Tufanbeyli 지역 광산지대에 150㎿급 석탄화력발전소 3기를 건

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냈으며 100만 시간 무재해뿐만 아니라

설하는 프로젝트였다. 한기는 설계용역과 함께 해당 발전소 건

사업장 무재해 기록 역시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다.

설에 필요한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석탄취급설비 등 기자재를
구매·공급했다. 한기가 EPC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이후 첫

방사성폐기물관리 / 원전 해체
환경 / 신재생

Ⅲ

발전기술을 넘어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DECOMMISSIONING
새로운 지평을
ENVIRONMENTAL
열다
& RENEWABLE

한기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며 관련 기술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원전 해체기술이나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과 같은 새로운 핵심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았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및 탈질설비와 같은 첨단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신산업 추진 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친환경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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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수행, 25개 임해지역 후보지를 추천한 후 7개 지역으로

원전특수사업 관련 기술 개발

압축했다. 이어 1988년 최종적으로 울진, 영덕, 영일 등 3개 후
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이들 3개 지역주민들의 거센

1.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

경주 방폐장 건설 배경

설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정부는 저준위폐기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사용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물 처리장은 무인도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은 연구시설과 함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우리나라 역시 경주 방폐장이 건설되고

께 안면도 남단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

있지만, 2008년 7월 31일 경주 방폐장 건설이 확정되기까지 숱

시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전면 백지화됐다. 이후 서울대

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연구팀과 정부 합동으로 부지공모 결과 강원도 고성, 양양, 경

1986년 한기는 정부 용역으로 핵폐기물에 대한 처분방식이나

북 울진, 전남 장흥, 충남 태안 등이 추천됐지만 이 또한 주민

부지용도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반대로 무산됐다.

경주 방폐장 사일로(Silo Body) 콘크리트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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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사일로(Silo Dome) 굴착공사

오랜 표류 끝에 경기도 옹진군 굴업도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폐기물 처분시설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05년 11월

으로 최종 선정됐지만 지반이 활성단층인 것이 밝혀지면서 이

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로 확정된 경주시 양북면

마저도 백지화됐다. 2003년에는 부안지역이 방폐장 후보지로

봉길리에 10만 드럼 처분 용량의 동굴처분방식의 처리시설을

선정된 후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시위사태가 이어졌다. 그러나

설계하는 1단계 프로젝트였다. 한기는 경주 방폐장 설계에 다

이번에는 반대만을 위한 시위가 아니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

중방벽 개념을 도입해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

대하는 쪽 주민들의 다툼이었다. 수습에 나선 정부는 반핵단체

했다. 엄격한 국내 법규 및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안전성 평가

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했으며, 모든 업무의 표준

그리고 2004년 2월 1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91.8%의 주민이

화를 통한 절차준수 및 이행상태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규제

반대의사를 밝히자 정부는 부안군 위도의 방폐장 부지 선정을

기관의 주기적인 법정검사와 상시근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

취소했다.

을 높였다. 운영이 끝난 처분시설은 폐쇄 후에도 제도적 관리

2005년 정부는 방폐장을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누고, 중·

기간을 두어 시설과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

저준위 방폐장만 따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3,000억

하도록 했다.

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약속하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 포항,

한기는 세계적으로 원자력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단순화,

경주, 군산, 영덕 4개 지역이 신청했고, 정부는 주민투표를 실

Human Factor, 안전성, 입증된 기술, 보수성 등을 고려해 경주

시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지역을 부지로 선정하기로 했

방폐장을 설계했다. 1단계 처분장은 6개의 사일로와 처분편의

다. 그 결과 경주가 방폐장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성을 위한 운영동굴, 건설동굴, 수직사프트 등으로 구성돼 있
다. 지상설비는 방사성물질을 다루기 위한 인수검사건물과 폐
기물처리건물을 포함해 총 8개의 건물로 구성되었다. 처분 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설계

일로는 안전성 요건을 고려하여 지하 80m에서 130m에 걸쳐

세계적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표층처분과

위치해 있고, 두께 1~1.6m, 높이 50m, 지름 25m의 철근콘크리

동굴처분 두 가지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처분시

트 구조물이다. 사일로 1개의 처분용량은 1만 6,000드럼, 사일

설 건설부지의 지형, 지질특성 등 자연조건과 인문·사회적 측

로 6개에서 총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다. 수직사프트는 운

면을 고려하여 1단계는 동굴처분 방식으로 건설했고, 2단계는

전원의 지하시설물 출입설비로 수직사프트를 통해 지하로 공

표층처분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다.

급되는 유틸리티인 전기, 배기, 압축공기 등을 공급한다.

한기는 2006년 11월 3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중·저준위방사성

지하시설 설계는 구조물의 안전성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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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업도 폐기물 처분 관련설명회(199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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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조감도

아시아 최초로 건설된
10만 드럼을 처분한 후에 사일로를
폐쇄하고 이후 100년간의 제도적 관리를
시행한다. 2019년에는 표층 처분방식으로
12만 5,000드럼을 처분하는 2단계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가능 최대지진 등 극심한 환경조건에 대응한 설계를 시행했다.

분하는 2단계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부지

구조물의 내구 연한 보장을 위해 지하 암반환경에서 화학적으

내에 동굴처분장과 표층처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최초

로 안정적인 구조물 재료 선정, 충분한 구조물 강도 유지, 철

의 복합 방폐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근부식 억지 및 열화 진행률을 고려한 구조물 단면 두께를 설

한기는 경주 방폐장의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중·저준위처분장

정했다. 또한 동굴의 장기 구조적 안전성 유지를 위해 그라우

설계기술의 해외수출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미자립 기술을

팅, 락볼트 설치, 숏크리트 및 라이닝을 이용한 보강설계를 수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건설에서도 주도

행했다.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었다.

이와 같이 1단계 동굴처분장은 공학적 방벽으로 폐기물용기/
처분용기가 있으며, 콘크리트 라이닝이 설치되어 있다. 콘크리
트 라이닝은 핵종이동을 지연시키는 기능과 더불어 암반의 안
전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처분사일로에 처분용기를 정

2.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치한 후 그 처분용기들 사이에는 쇄석으로 채워, 동굴의 변위,
압력,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적 완충역할을 하도록 했다.

새로운 블루오션 폐로시장

지상 지원시설은 각 건물들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건물 지역과

2015년 6월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

부대건물 지역으로 구분하고 주건물 지역에는 방사성폐기물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폐로) 권고 방침을 결정했

인수검사건물, 방사성폐기물 처리건물 및 서비스 건물을 배치

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연장 신청 최종시한인 6월 18일 연장신

했으며 부대건물 지역에는 그 이외의 건물을 배치했다. 지상건

청을 철회함으로써 고리 1호기의 폐로가 확정됐다.

물 배치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 수송차량의 부지 내 동

이를 계기로 원전 폐로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며 국내외

선을 최소화했다.

엔지니어링기업과 건설기업은 앞다투어 고리 1호기 폐로사업

경주 방폐장은 2014년 6월 완공했으며 같은 해 12월 원자력안

을 기회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힘을

전위원회가 사용을 승인했다. 2015년 7월 13일 경주 방폐장은

쏟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건설 추진 30년 만에 첫 가동을 시작했다. 아시아 최초로 건설

원전폐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다.

된 지하 80~130ｍ 깊이의 동굴 처분장에는 10만 드럼을 처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43개 원전 중

한 후에 사일로를 폐쇄하고 이후 100년간의 제도적 관리를 시

가동 연수가 30년 이상 된 원전은 전체의 약 58%(256기)에 달

행한다. 2019년에는 표층 처분방식으로 12만 5,000드럼을 처

한다고 발표했다. 또 본격적인 노후화 단계에 진입한 원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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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80~130ｍ 깊이의 동굴 처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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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ON사 원전해체기술 워크숍(2015.08.31)

ITER CESS 주계약 체결 서명(2012.04.30)

증가함에 따라 2050년까지 약 1,054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시

한기는 TRIGA 연구로 해체사업과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용과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업 등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에 참여하면서 축적한 기술력

주기까지 포함한 규모이지만 천문학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수명이 종료되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상업용 원전만으로도 22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

의 해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내 원전 해체시장 역시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기의 폐로사업 진출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

특히 고리 1호기의 해체작업이 완료되는 2030년 즈음에는 전

로 원전해체에 필요한 핵심기반기술은 38개 정도로 분류되고

세계 노후 원전들의 폐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17개 기술만 확보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해체 관련 종합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 수준이지만, 미확보
기술 대부분이 고급기술로서 방사선구역에서 작동이 가능한

미자립 핵심기술 확보 통해 원전해체시장 진출

원격조정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제염기술 등이다. 그러나

원전 해체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한기도

상업용 원전 해체경험을 보유한 미국, 독일, 일본과 연구용원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연구용원자로 해체사업에 참여

자로를 해체한 영국과 프랑스에서 관련 기술을 철저하게 보호

하며 쌓은 경험이 큰 자산이다.

하고 있어 기술습득이 쉽지 않다.

한기는 국내 원전연구 초기에 건설한 연구용원자로 TRIGA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나머지 21개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한

MARK Ⅱ와 TRIGA MARK Ⅲ 원자로의 가동 중단으로 1997년

다는 목표 아래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와 투자를 실시 중

1월 해체 공사에 들어간 ‘TRIGA 연구로 해체 사업’에 참여해 전

이다. 연구용원자로 해체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기는

문기술이 요구되는 전문가 기술지원, 품질관리, 방사성폐기물

정부 방침에 부응해 원전해체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관리 부문에 대한 전문기술인력 지원용역을 수행했다. TRIGA

고 있으며, 독일 최대 에너지회사인 E.ON테크놀로지와 원전

MARK Ⅲ는 2005년 원자로 본체까지 완전 해체됐으며 TRIGA

해체전문가 양성, 해체 기술자료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기술전

MARK Ⅱ는 2007년 부속시설 및 주변시설 해체를 완료했다.

수 사업을 2015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기는 TRIGA 폐로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하는 원자력
시설 해체 사업인 것을 감안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제염
관련 기술 실증 및 데이터 축적의 기회로 삼았다.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폐로 세계 시장 진출의 밑거름으로 만들
기 위해서 였다.

448

2014년 1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인력·학술 교류 등을 추진키
로 하고, 6월에는 ITER 국제기구 연락사무소
를 개설하는 등 핵융합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ITER 국제기구 연락사무소 개소식(2014.06.06)

3. 핵융합에너지 개발 참여

처리 및 저장시스템 최적화, 설계 및 기술지원용역(ETS), ITER
상세수행절차 개발 등 총 8개 51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

국제 핵융합실험로 건설

했다.

ITER는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2014년 1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은 한기는

Reactor’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로 국제핵융합실험로를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인

지칭한다. 이 사업의 목표는 핵융합 반응으로 형성된 플라즈마

력·학술 교류 등을 추진키로 하고, 6월에는 ITER 국제기구 연

속에 발생하는 하전 입자인 고속 알파입자(헬륨)에 의한 플라

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핵융합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박차

즈마 가열만으로 실용적인 핵융합로에 필요한 수준에서 핵융

를 가했다.

합 연소가 지속되는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틴어로 ‘길(The

연락사무소 설립은 ITER 사업과 핵융합 분야에 대한 한기의 참

Way)’라는 뜻을 지녔다.

여의지 및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를 통해

ITER 공동개발사업은 국제공동 핵융합실험로 건설사업을 말하

한기는 ITER 사업의 현지 밀착 지원 강화와 향후 사업참여 확

며, 석유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는 물론, 프랑스를 거점으로 하여 EU지역의 발전플랜트 시

최적의 선택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7개국이 힘을 모은

장 진출을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이다. ITER

한기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ITER

사업은 미국, 러시아, 일본 및 유럽연합 등 4개국이 주도하여

핵심장치인 토카막냉각계통 최종설계 사업 수주를 단기 목표

1988년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의 참여 결정 이후

로 세웠다. 이후 단계적으로 ITER 사업의 설계, 조립 및 설치,

원자력 관련 기술 및 설비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 참여했다.

시운전, 사업관리 등 전 분야의 역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한
기의 계획이다. 나아가 세계 최대 핵융합실험로 참여를 바탕으
로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함께 한국형 핵융합실증로(K-Demo)

ITER사업 현장지원체계 강화

의 종합설계 기술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기는 ITER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부터

2015년 3월 한기는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열린 ITER

끊임없이 핵융합 분야 진출을 추진했다. 2008년 10월 ITER 국

Business Forum 2015에서 Invest in Provence Award를 수상

제기구에서 발주한 ‘전기기기 설치 설계지원’ 용역의 국제 공

했다. Invest in Provence Award는 프랑스의 프로방스 외국투

개경쟁 입찰에서 처음 수주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ITER 프

자유치청과 마르세이유 상공회의소가 프랑스 지역경제 발전에

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잇따라 타입 B 방사성폐기물

기여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인데, 한기는 국제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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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ll) CRT 교육(2005.03.21)

융합실험로(ITER) 사업의 현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ITER 국

날 전망이다.

제기구 연락사무소를 개설, ITER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

출력증강(Power Upgrades)은 운영허가 시 인가받은 정격출력

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

용량을 큰 설계변경 없이 자체 보유 가용 설계 여유도를 활용

았다.

하거나 또는 설계방법론 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허용 범

한기는 수상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전 설계 전

위 내에서 운전이력 및 발전소 상태를 고려하여 증가시키는 기

문회사로서 ITER 발주 사업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ITER

술이다. 기존 설계내용의 재해석·평가를 통해 안전성 증가와

관련 신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핵융합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의

진보된 해석기술활용을 통한 기술성 향상 및 전기출력의 증강

선구자적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출력증강은 미국 등 외국에서 1970년대에 등장한 발전소 성능
개선이나 설비보강과는 또 다른 측면의 설계기술로 1980년대
부터 활발하게 적용하여 해외 규제기관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4. 가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

상용화된 기술로 세계 14위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에는 유
용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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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뛰어난 출력증강 기술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효과가 큰 원전의 지속

한기는 2002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기반 사업의 하

적인 건설이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반대 등으로 난관에 봉

나로 가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2007년 6월까

착한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단가 대비 적은 비용으로 단

지 개발을 완료하여 운영허가 취득을 했고 현장 적용을 위한

기간 내에 출력증가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했다.

준비를 거쳐 2009년 2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고리 4호기에 적

2002년 당시 원전 건설비용(1,000㎿e급)을 약 1,800$/kWe, 화

용하여 성공적으로 출력을 증강(열출력 4.5%, 전기출력 34.73

력 건설비용(500㎿급)을 약 1000$/kWe으로 볼 때 출력증강

㎿e 증가)시켰다.

소요비용(평가비용+일부 기기교체비용)은 약 300$/kWe 정도

고리 4호기 출력증강으로 연간발전량은 약 2.7억kWh 증가했

로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으며, 가동원전 경제성과 기저부하 수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리 3,4호기 및 영광(한빛) 1,2호기에 대

선했다. 아울러 CO₂ 발생 저감효과는 석탄 약 25만 9,000톤,

해 4.5%(SPU)의 정격출력으로 원전운영허가 획득을 위한 ‘가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는 석탄 약 7만 5,000톤에 달했다.

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과 향후 타 원전 출력증강 설계기술

이를 국내 가동원전 20기에 적용할 경우 그 효과는 실로 엄청

의 자립을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출력증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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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FORTE 판매 및 Maintenance(2002.06)

진했다. 한기를 비롯해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전력연구원, 미국

171종), 설계계산서 작성 및 개정(격납건물 압력-온도 분석 등

의 웨스팅하우스, 벡텔이 공동으로 2002년 9월부터 2007년 6

355종), 전산코드 적용(55종), 대외 발표논문(출력증강 계통평

월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운영허가를 취득했다. 이후 현장

가/2005년 ICAPP 등 45건)이 있다.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의 기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및 일부 기기교체를 통해 2009년 2월,

술자립을 위한 해외사 설계문서 도입(가압경수로원전 출력증

고리 4호기에 첫 적용하여 출력증강에 성공했다.

강 검토지침 등 743종)도 이뤄졌다.

한기는 한국표준원전의 종합설계회사로서 축적된 풍부한 설계
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출력증강 기술의 핵심인 NSSS분야 및
BOP분야 설계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전체 기술개발을 종
합함으로써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5. PSA 정량화엔진 개발

한편 고리 3,4호기의 출력증강 상세분석 결과에 따른 인허가기
관 제출 문서인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과 함께 최종안전성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위험도 정량화엔진

석보고서(FSAR) 개정(641항목) 및 기술지침서의 개정(72항목)

1997년 한기가 개발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도 진행해 규제기관의 심사에 따른 503항목의 질의를 만족시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정량화 엔진인 FORTE(Fully

켰다.

Optimized Risk & Reliability quanTification Engine)은 원전계통

현장적용을 위한 운전 및 시험절차서(46종), 관련도면의 개정

의 신뢰도 및 사고로 인한 위험도 발생빈도를 계산하는 필수

(93건)과 전산설비 검토 및 시뮬레이터 반영과 같은 과정도 수

전산프로그램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해

행했으며, 특히 주증기유량 증가에 따라 고압터빈 다이아프램

안전한 설계, 운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전산프로그램으로 미

1~4단 교체 등 7건의 설비개선도 추진했다. 주요 설정치 변경

국 및 스웨덴의 타 정량화 엔진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빠르

사항으로는 Tavg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가압기 수위, 주급수

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유량 증가에 따른 주급수 펌프 1대 상실시 90% 감발, 주증기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유량 증가에 따른 복수기/대기 덤프밸브의 설정치 변경 등이

NRC)은 원자력발전소의 정부 규정에 따라 기기 정비로 인한

었다.

원전의 위험도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강제했다. 안전관련기기

가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을

의 정비 이전에 위험도 증가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기기 정

통해 생산된 주요 결과물로는 각종 기술검토서(출력증강사업

비 계획을 최적화하고 이를 정비했다. 이러한 위험도에 근거한

에서의 LBB적용영향 검토, BOP분야 취약기기 평가보고서 등

원전의 운전 및 유지보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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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SAREX 사용자 교육(2009.06.29)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원전 보유국들도 이와 유사한 정비규

한기가 1999년 사내 기술개발과제로 개발한 SAREX는 1단계

정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도 정보 규제를 만족하

및 2단계 PSA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내부사건분석과 외부사건

기 위해 각 원전 당 1년에 3,000번 정도의 위험도 정보 정량화

(화재, 침수, 지진 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초고속 정량화 엔진에 대한 수

이다. 세부 기능으로 대형 사건수목과 대형 고장수목의 작성이

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용이하고, 빠르게 대형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의 해인 최소단절

세계적으로 신뢰도 평가 시장은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수행능

집합(Minimal Cut sets : MCS)을 얻을 수 있다. 최소단절집합에

력이 아닌 PSA S/W의 핵심기술인 고속의 정량화 엔진으로 평

대한 처리기능이 용이하고, 민감도 분석과 불확실성 분석을 용

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기는 1997년 성공적으로 FORTE를

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상품화했다. 다른 정량화 엔진과 비교하여 속도가 100배나 빠

SAREX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PSA 분석에 활용되고 있으

르지만 이후에도 FORTE의 가속을 위한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며,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도감시전산시스템(Risk Information

있다. 1997년 상용화 이후 미항공우주국(NASA)를 포함하여 미

Management System : RIMS)에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국 9개, 캐나다 1개, 멕시코 1개, 스페인 1개 등 세계 유수기업에

모든 원자력발전소, 한수원, 한수원 환경기술원, 원자력안전기

판매했다.

술원, 한전 전력연구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SAREX 미국 상표등록 출원
한기는 2004년 7월 자체 개발한 SAREX의 미국 상
표등록 출원을 완료했다. SAREX는 2001년 5월에 국내 상표
출원을, 2001년 6월에는 일본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 이어 미
국 상표권 출원까지 완료함으로써 PSA의 본고장인 미국에
SAREX의 해외 판매기반을 공고히 했다.
SAREX는 최고의 정량화 엔진인 FORTE를 내재하여 최적의
신뢰도 분석 및 PSA수행을 지원한다. 또한 편리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 다양한 기능, 사용자의 쉬운 접근성을 갖춰 국내 및
PSA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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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00% 국산화했다.
KEPAR는 독창적인 가스층 다공판형 탈황흡수탑 적용을 통해

1. 대기오염방지기술

부산물인 석고 순도가 높아 재활용이 가능하고, 아황산가스 제
거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건설 공기가 짧아 경제적이다. 한기

한국형배연탈황설비(KEPAR) 개발

는 KEPAR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국내는 물론 미국, 일

고도의 산업화로 에너지 사용량 증대와 함께 저질

본에서의 특허를 취득했고 독일과 중국에서도 특허를 출원했다.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
다. 화석연료에 의한 배연은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산성
비 등의 주범으로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

탈황·탈질설비 기술시장 주도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G-7 선도환경공학 기술개발의 일환

한기는 보령화력 1,2호기를 대상으로 한국형배연탈

으로 배연탈황설비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황설비 격상실증연구사업을 추진, 2005년 1단계 350㎿급 탈황

대기오염관리 전산화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용 탈황 관련 기

설비 연구개발과 설치(평택화력 1호기)에 이어 2단계로 500㎿

술을 축적해온 한기는 1984년 4월 정부의 G-7 과제를 수주

급으로 격상된 설비를 개발, 보령화력 1,2호기에 적용함으로써

해 1996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배연탈황설비인 가스층 다공

성공적인 실증 적용을 마쳤다.

판형 습식 석회석·석고법(Korea Electric Power Absorption

특히 보령화력 1,2호기의 한국형배연탈황설비는 다양한 성과

Reactor : KEPAR)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후 본 설비를 적용하

를 거두었는데, 준공에 앞서 실시한 성능시험 결과 석탄화력의

여 영동화력 1,2호기와 서천화력 1,2호기 탈황설비의 설계, 구

환경저해요소인 황산화물(SOx)을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의 4분

매, 시공 및 건설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의 1 수준으로, 먼지는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 탁월한

한기는 KEPAR 공정 개발단계 설계에 참여하고 실증설비를 턴

대기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보였다. 아울러 뛰어난 성능의 배연

키방식으로 계약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이 인정

탈황설비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돼 한전 전력연구원으로부터 특허사용 허가를 받았다.

수입에 의존해왔던 배연탈황설비를 국산기술로 대체하고 해외

한기는 이를 바탕으로 평택화력 1호기의 종합설계용역 및 기술

시장 진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 역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200㎿급 한국형 배연탈

한편 한기는 1994년 영흥 1,2호기의 배연탈질설비 설계용역을

황설비를 기본으로 이를 보완한 350㎿급 중유발전소에 격상실

수행한 이후 1999년 국내 최초로 남제주화력 내연 3,4호기의

증설비를 최초로 적용, 성공함으로써 배연탈황설비 설계기술

턴키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한기는 국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ECHNOLOGY DEVELOPMENT
Ⅲ _ 발전기술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다

02

보령화력 1,2호기 한국형배연탈황공정 격상실증연구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2007.08.28)

CO₂ 분리회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제 진도회의(2009.06.23)

보령화력 CCS 포집설비 설치(2010.12.07)

내 거의 모든 화력발전소 배연탈질설비의 타당성 검토, 설계

는 CO₂를 약 90% 포집하는 기술이었다. 특히 CCS 기술 분야

및 시운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기존의 상업용

에서 주종을 이루는 기존 기술보다 CO₂포집 비용을 현격하게

SCR촉매의 반응 온도범위가 300℃ 이상의 고온 영역인데 반

줄이는 혁신 기술이었으며, 고체 CO₂흡수제는 친환경 소재로

해, 높은 공간 속도 및 배출가스 온도가 170~450℃인 광범위

3무(無)·3고(高)·3저(低)의 특징을 가진 최고의 기술이었다.

한 온도 영역에서도 80% 이상의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을 나타

휘발물, 오염폐수, 재료 부식이 없으며 강도, 내열성, CO₂ 흡수

내는 저온탈질시스템인 KoNOx를 자체 개발했다.

성이 높고 저가 소재, 낮은 투자비, 적은 소유용지를 갖는 친환
경 저비용 혁신 소재였다. 사실 이 기술은 교육과학부의 21세
기 프런티어 사업 일환으로 2002년 10월 개발에 착수해 2010

454

이산화탄소분리회수(CCS) 기술 개발

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승

정부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 7월 제8차 녹색

계된 사업이었다. 이후 총 158개월 동안 한전을 필두로 한 발

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전 5사로부터 50%의 연구비 지원을 포함해 약 497억 원의 연

CCS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현

구개발비가 투자된 중장기 대형 전략과제로 고체 흡수제는 전

실적 대응책으로 논의된 CCS(Carbon Capture & Storage) 플

력연구원이, 공정개발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을 진행

랜트 시장이 2020년 100기에서 2030년 850기로 늘어날 전망

했으며 설비 설계기술 부문은 한기가 담당했다. 이후 이 기술

이며, 2050년에는 3,400기로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예측되는

을 적용한 0.5㎿ 건식 CO₂포집 시험설비 운영을 통해 실증에

가운데 내놓은 대응책이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발전소나 철

성공했다. 하동화력 3호기에 연계하여 시험한 결과 30일 연속

강, 시멘트 등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운전을 포함해 총 160일 동안 CO₂ 제거율이 85%를 기록했다.

포집, 압축한 후 저장하는 CCS기술 및 이와 관련된 플랜트 상

이에 고무된 정부는 세계 최초이며 최대 규모인 10㎿ 연소 후

용화와 국제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100만 톤급 포집·수

건식 CO₂포집플랜트를 하동화력 8호기에 건설토록 했다. 10

송·저장 통합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한기를 비롯한 전력 관계

㎿급 소규모의 플랜트는 제철 및 제강, 시멘트, 정유 산업, 선

사에 의뢰했다.

박 등에 유사 규모로 직접 활용할 수 있어 기술이 개발될 경우

이에 한기는 이미 2008년부터 한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또한 향후 발

는 CCS기술 개발에 참여했고 2012년 한전과 함께 CCS기술개

전과 산업부문에서 청정 화력발전을 가능하게 해 국가 에너지

발에 성공했다. 고체 CO₂ 흡수제를 두 개의 유동층 반응기 사

안보와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서 순환시키면서 CO₂를 흡수하고 분리해 대기에 배출되

500㎿급 석탄화력 발전소 1기에 적용하면 연간 약 270만 톤

한기는 1994년 영흥화력 1~4호기의 수처리, 오·폐수처리, 중수도설비 사업을 시작으로
폐수처리설비 기술 축적을 추진했다.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수처리 공정을 제공했으며,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의 처리 및
중수도 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시운전 경험을 통해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비를 공급하고 있다.

의 CO₂를 저감할 수 있으며, 3,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통해 확보하는 등 청정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출이 가능하다. 또 2035년 약 64조 원의 CCS 세계 시장의

한기는 폐기물관리법 제정 이후 폐기물처리설비, 환경오염방

5~1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설비, 폐기물재활용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 구매, 시
공, 시운전, 감리 등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
탕으로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설비, 자원
화설비 및 매립지의 설계·시공과 관련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

2. 다양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

했다.
또한 배출원별 폐기물 특성에 기초한 효율적인 처리시스템 도

수질오염방지기술

입,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의 처

1990년대 들어 정부는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

리방법연구 및 폐기물 자원화·감량화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기

고 있다. 또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체에너지로

존의 오물청소법 대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발하는 자원화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국내 최초로 수행했고

법률 등을 제정했다.

50㎿급 매립가스 발전소 건설공사에도 참여했다.

한기는 1994년 영흥화력 1~4호기의 수처리, 오·폐수처리, 중

이밖에 한기는 2008년부터 ‘습식 알칸올 아민을 이용한 석탄화

수도설비 사업을 시작으로 발전설비 및 산업체의 생산공정에

력발전소 연소후 CO₂ 분리회수 공정설계 및 실증화 기술개발’

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 및 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설비 기

과제를 수행 중이며, UN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한 축인 청정개

술 축적을 추진했다.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사업도 수행하

수처리 공정을 제공했으며,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로서 발전소 건설, 수자

오·폐수의 처리 및 중수도 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시운전 경

원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험을 통해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비를 공급하고 있다.

수행해 왔으며, 이외에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안전성분석 등 국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하수, 분뇨, 축산폐수 등의

내 최고의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했다.

처리시설, 수자원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설비를 대상으로 설계
에서부터 구매, 시공, 시운전, 감리 등 건설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했다. 아울러 전기투석(EDR), 역삼투압(R/O) 및 전기탈이
온(EDI) 등 최신 수질환경기술을 선진 외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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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및 산업체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 및 폐수 처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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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 자원화사업 협약체결(2006.01.19)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개발

톤이며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연간 8만 톤으로 CDM 수입이

신재생 에너지사업 분야에서 태양광, 풍력 등으로

연간 최대 14억 원에 달한다.

꾸준히 사업영역을 넓혀온 한기는 또 다른 사업영역인 폐기
물 에너지화 사업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원주
RD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을 수주했다.

은 쓰레기를 모아 땅속에 매립하던 폐기물에서 가연성물질을

03

회수하여 만들어진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고형연료(Refuse Derived Fuel : RDF)는 쓰레기에서 추출한 연
료로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후 최종적으로 남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도시폐기물을 연료화하고 자원화하는
사업을 본격화하여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RDF

1.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전용 보일러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앞선 2006년 원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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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RDF 생산공장을 준공했는데, 2단계 공사를 한기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대두

가 수주해 2010년 시작했다. 이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일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가 주요 현안이 되면서 전

일 80톤의 RDF 생산능력을 갖췄다.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온

이에 앞서 원주 RDF 열병합발전소의 전용보일러 국산화를 위해

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한국중부발전이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과제가 2007년 시

국제적인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대응, 녹색성장 등 국

작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전용보일러를 개발하고, 한

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 기존의 「대체

국기계연구원에서 연료저장시설 및 공급설비 관련 개발을 맡아

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대체한 「신에너지 및 재생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실제 발전소를 건설하여 최종 완성하는

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시행한 데 이어 2010년 저

실증사업의 설계업무는 한기가 수행했다.

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

원주 RDF 열병합발전소는 원주시 혁신도시 부지에 위치해 있

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으며 10㎿급 유동성 보일러 1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열공급량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

은 시간당 12톤으로 설계했다. 2012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진법」 제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

원주 RDF 열병합발전소의 석탄대체효과는 연간 약 5만 5,000

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

457

성산풍력

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재생에

해안 오지 및 방조제 등의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국토 이용 효

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수

율도 높일 수 있다. 풍력발전은 무한정의 청정에너지인 바람을

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등 3종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 연료나 우라늄 등을

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종을 포

이용한 발전 방식과 달리 발열에 의한 열 공해나 대기오염 그

함 총 11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리고 방사능 누출 등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장점 때문에 풍력발전은 가장 유력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를 시행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풍력발전 시스템이 설치,

업에 지정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에 우선적

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

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홍보와 정책지

환경의 변화와 유가 상승,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 이후 관련 서류를 구비

풍력발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태양

하여 신고한 결과 2008년 1월 9일 11종의 신재생에너지 전 분

광, 연료전지와 함께 풍력발전을 3대 중점 신재생에너지 분야

야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지정을 받았다. 이후 한기는

로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집중 투자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풍력발전사업과 매립가스자원화사업 등 다

한기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풍력발전 핵심기술 확보

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했다.

에 공을 들였다. 또한 풍력사업 다각화 및 해외진출에 대비하
여 설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국소배치(Micro-Siting) 기술력 강화에 노력을 기

풍력발전 핵심기술 확보 추진

울였다. 특히 한기는 풍력자원 해석결과에 대한 정확도 및 신

정부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

뢰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축적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풍력발전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저

많은 공을 들였다.

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덴마크나 독일 등 선진국을

한기는 2006년 3~4월 ‘제주 실험용 풍력발전기 기초설계용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된 풍력발전은 자연 상태의 무공해 에너

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4~5월 ‘서천 실험용 풍력발전기 기초

지원으로 현존하는 대체 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이 높다. 바

설계용역’과 9월 한국남부발전과 제주한경풍력 2단계 건설공

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전력을 전력 계통이

사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 풍력발전사업에 본격 참여했다.

나 수요자에 직접 공급하는 풍력발전을 이용한다면 산간이나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 동안 한기는 ‘제주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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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풍력

해상풍력발전 엔지니어링 기술의 발전방향


미래 기술

현재 기술

풍력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했으며, 2008년 7월에는

인 Wind PRO 및 WAsP 등을 이용하여 풍력자원과 에너지 생

‘평창풍력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했다. 같은 해 11월에

산량의 관계 등을 고려해 풍력발전기의 배치와 최종기종을 선

는 ‘정선풍력 발전설비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을 한국동서발

정하는 기술이다.

전에서 수주했다.

한기는 이어 2012년까지 ‘해상풍력 및 풍력발전 Tower기술’ 개

한경풍력은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일대에 위치한 국내 최대

발을 수행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주한 ‘베트남 Quang

규모의 풍력단지로서 NEG-Micon사에서 공급한 1.5㎿ 4기의

Binh 풍력발전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주했다. 이를 토대로

풍력발전기가 1단계로 건설됐다. 한기가 수주한 2단계 사업은

한기는 국내 발전자회사 및 건설기업과 중국, 몽골 등 해외사

200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급 용량의 풍력발전기 7기를 설

업 진출도 타진하고 있다.

치하는 사업이었다.
한기는 용역 수주 이후 풍력발전기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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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계, 그리고 발주자 기술지원 역무를 수행했다. 또한 이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참여

사업 참여를 계기로 풍력발전기 구매, 평가, 성능시험 등 핵심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에 거

역무의 수행절차를 정립하는 동시에 국내 풍력발전기에 공통

주하는 약 2,000만 인구의 생활폐기물이 매립, 처분되는 곳이

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설계기준 제정도 추진했다.

다. 총 5개 공구 630만㎡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풍력발전사업은 이미 개발된 상용 모델을 구매하는 사업 특

규모인데, 메탄가스와 같은 인화성 가스가 자연 발생하는데서

성상 풍력발전기 제작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오는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고, 쓰레기 분해과정에서 발생하

한기는 풍력사업 참여를 통해 표준화된 설계, 구매, 성능시험

는 악취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외 발전기 공급자 우위의 경향을 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지 곳곳에 가스 포집설비와 간이 소각

이고 있는 국내 시장을 발전사업자 우위로 전환하는 데 기여

기를 설치하여 매립가스 자체가 갖는 가연성을 이용하여 악취

했다.

원인 물질을 연소처리하고, 화재를 예방했다.

한기는 특히 풍력기술의 최적기법인 Micro Siting 및 종합평가

매립가스 중에는 쓰레기의 혐기성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

기술 개발을 위해 내부적으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

가스(CH₄)가 40~60% 정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가스에 비해

지 3년 동안 ‘풍력발전 기본설계 및 종합평가’ 기술개발을 수행

메탄가스 함량이 절반 밖에 되지 않지만 이를 소각하는 대신

했다. 이 기술은 풍력발전단지 입지가 선정된 후 1년 이상에 걸

난방이나 발전용 연료로 활용한다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쳐 풍력자원을 조사하고 풍력발전단지 해석용 전산 프로그램

물질 중 하나인 메탄가스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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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50㎿ 발전시설) 준공(2006.12.12)

출할 수 있다.

으며, 이후 2006년 12월 12일 세계 최대 규모인 50㎿ 매립가스

정부는 매립가스 자원화를 위해 1999년 환경부 산하에 수도권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사업화 추진방
안 수립 및 자원화 설비의 개념설계를 수행할 용역사업을 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참여

했다.

스마트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

이 용역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참가자격은 폐기물 매립장, 화

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첨단전력기술이다. 또한 기존

력발전소, 소각로, 매립가스 발전소에 대한 설계, 시공 실적과

공급자 위주의 단방향 전력운용시스템에서 소비자도 참여하

자본유치 중개 실적을 보유한 4개사 이내의 국내·외 컨소시

는 양방향 운용시스템으로 융·복합화하여 전력시스템과 중전

엄으로 되어 있었고, 주간사는 폐기물 매립장 설계·시공 실적

기기를 디지털화, 지능화하고 전력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을 가진 국내업체로 제한했다. 한기는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

똑똑한 전력기술망(Smart Grid)를 총칭한다.

에 적극 참여한다는 공익적 역할과 이 사업의 시행단계에 설계

우리나라는 1997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6개 회사로 분할

엔지니어링 부분의 주도적 수행을 위하여 주간사로 참여한다

된 각 발전소의 전력거래용 양방향 디지털 전력량계 도입을 시

는 내부 방침을 설정하고, 사업수행능력(PQ)이 우수한 국내외

작했다. 초창기에는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전력IT가 접목됐고,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

발전소 부하관리 및 전력품질 측정에만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입찰에는 국내 유수업체들과 외국의 대기업들로 구성된 6개의

맞추었다. 당시까지는 부하관리 주관사가 한전과 에너지관리

컨소시엄이 참가했는데, 사업수행능력에서 탁월한 점수를 획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고, 스마

득한 한기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기는 타당성

트그리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배전부문과 소비자까지 전력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매립가스 50㎿급 스팀터

IT가 보급되지는 않았다.

빈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하고, 발전소 건설은 BTO방식의 민자

이후 전력IT의 10대 요소기술 개발과 제주도가 세계 최초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단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됐

환경부는 한기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가스 자원

다. 또한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청정에너지

화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한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

및 스마트그리드가 채택됨에 따라 공동기술개발 상호협력약정

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 주간

서(SOU)를 체결했다. 이어 7월 9일 G8 확대 정상회의(MEF)에

사인 에코에너지와 지분 참여를 골자로 한 실시협약을 체결했

서는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 기술 선도국’으로 지정돼 국제

2009년 한기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가입했고, 제주도 실증단지 사업에서 한국
전력공사 컨소시엄 Smart Renewable분야에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풍력단지
발전량 예측용역’을 수행했다.

한기가 HRSG 폐열회수 ESCO사업을 수행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표준화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그리

야에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풍력단지 발전량 예측용역’을 수

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향후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행했다. 또한 플랜트본부 신재생에너지추진반을 통해 김천 혁

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도시와 원주 혁신도시, 강릉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마트그

한기는 국내외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에서 축적된 기술력

리드 연계 녹색도시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을 활발히

을 바탕으로 2005년도 기술고도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펼치고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력IT 인프라 구축에 대비한 설계지
침을 개발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력IT의 송변전계통
표준설계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2008년 10월 기술고도화 종

ESCO사업 추진

합계획을 변경하여 미래기술로서 전력IT 기술개발을 2010년부

ESCO사업은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

터 2014년까지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한기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

주요 분야의 기술역량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게 되었다.

는 사업이다. ESCO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사용자는 경제적, 기
술적 위험부담 없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한기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역량

정부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

전력+통신, 전력+전기자동차산업 계통연계관련 설계 및

는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

KEPCO 지원

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

●

11개 신·재생에너지원의 국가 전력계통망 구성

을 주었다.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전

●

전력계통 안정적 운전을 위한 전력계통 해석 및 전력계통

문기업에서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의 에너

연계 역무

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

●

IEC 61850을 적용한 지능형변전소 설계

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했다.

●

전력IT 기술 응용 시스템간 Interface 설계

한기는 1990년대 말 ESCO사업 전문업체 등록을 마치고 전문

●

스마트그리드 계통운영 및 보호설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분당복합화력 열교

●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의 요소기술간 Integration

환기 냉각기 및 NG 가열기에 대한 ESCO사업을 시작했다. 이

●

어 삼천포화력 1,2호기 제매기 매체변경, 분당 2블록 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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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기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가입했고, 제주도 실

냉각기 설치, 포스코파워 복합 3,4호기 성능개선 ESCO사업 등

증단지 사업에서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Smart Renewable 분

다양한 ESCO사업을 수행했다.

461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ECHNOLOGY DEVELOPMENT
Ⅲ _ 발전기술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다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HRSG 폐열회수 설비 ESCO 사업 준공식(2008.04.02)

2. 에너지 신산업 참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으로 충당했다. 장기가동 석
탄화력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

제7차 전력수급계획

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5년 7월 27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원구성 결과 2029년 피크기여도 기준 전원구성비는 석탄

발표했다. 7차 계획은 설비계획에 있어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

(32.3%), 원전(28.2%), LNG(24.8%) 순으로 예상되며, 6차 계획

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

대비 원전비중은 0.8%P 증가하는 반면 석탄화력비중은 비교

우선 과제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29년 기준 22%의 설비예비

적 큰 폭인 2.4%P 감소할 계획이다.

율을 목표로 설정했다. 2013년 수립한 6차 계획에서는 22%의

7차 계획은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송전건설 최소화 정

설비예비율 외에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대응 물량 3,900㎿를

책방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을 제시

반영했으나 7차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했다.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40㎿ 이하) 및 수요

22% 설비예비율 하에서 산출된 적정설비 규모에서 기존 발전

지 발전설비(500㎿ 이하)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 전력시장제

허가 취득설비·폐지 계획설비 등 확정설비 규모를 제외해 총

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3,456㎿ 규모의 신규 설비 물량이 도출됐다. 신규 물량에 대한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9년의 신재생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은

전원구성은 전원별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종합 고려한 결과

12.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원전 2기(총 3,000㎿)를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설비가 증가할 전망인데, 신규설비로

2017년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2015년

총 9,233㎿의 건설의향이 접수됐고 세부적으로 풍력은 한국해

6월 12일 에너지위원회의 영구정지 권고와 6월 16일 한국수력

상풍력 등 총 67건·4,756㎿, IGCC는 남해 IGCC 1건·400㎿

원자력 이사회의 계속운전 미신청 결정에 따라 2017년 6월부

등이 접수됐다.

터 폐지하는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의 영구정지계획을 담은 첫 번
째 전력수급계획이 됐다.

에너지 신산업 추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구성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

2014년 4월 2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

을 고려, 저탄소 전원 비중을 늘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연

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

료, 송전설비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석탄설비(영흥화력 7,8, 동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

부하슬러 1,2)를 철회해 석탄비중을 최소화하고, 신규 물량은

합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

한기가 컨설팅을 수행한 고리풍력 CDM 사업 조감도(2010.12.20)

한기가 컨설팅을 수행한 영광 태양광 CDM 사업(2010.12.22)

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안

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

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

다. 기후변화 위기에 규제 중심의 수동적인 대응을 추진하던

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너지 자립섬, 수요

정부는 2014년 7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산업통상자원부)’

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

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에 이어 6개 신사

이 대표적이다.

업 모델을 추가 발굴했으며, 에너지 신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에너지 신산업은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능동적

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전략(미래창조과학부)’도 마련했다. 이

으로 대응하고, 저유가, 저금리로 축적된 민간 투자 여력을 미

어 같은 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 신산업 대토

Inside Story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울릉도가 오는 2020년까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ESS 설비 추가로 디젤발전을 '제로'(Zero)화하고 전기차와 전기어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난다.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경북

선 등을 보급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100% 탄소 ZERO' 친환경 에

도가 2008년 '그린아일랜드' 사업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너지자립섬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소수

해 2011년 울릉도 녹색섬 종합계획으로 구체화됐다.

력, 풍력, 태양광 등은 1단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ESS전력공급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탄소배출 'Zero'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

이 36.5MWh로 획기적으로 늘고 지열 4MW와 연료전지 23MW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3,9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가 추가된다. 경북도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이 완료되면 울릉

다. 총사업비 가운데 802억원은 자체 수입을 재투자하는 재원이

군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등을 활용한 에너지

다. 이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1단계와 2020년까지 2단계로 나

자립섬의 성공모델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눠 추진된다. 1단계 사업은 2017년까지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

경북도는 지난 1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울릉도 친환경에너

대를 위해 디젤발전을 축소하고 수력, 풍력, 태양광 ESS(전력저

지자립섬(주)'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 및 공급장치) 설치를 통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현재

시설(태양광, 소수력, 지열 및 연료전지)을 건설해 전력을 생산·

울릉도는 디젤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에서 18.5MW, 수력으로

판매 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법인 설립에는 경북도, 울릉군,

0.7MW의 전력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출자자본금 930억원의

되면 디젤화력발전은 15.2MW로 줄어들고 소수력 0.66MW, 풍

30%를 출자하고 금융조달(PF)로 70%를 출자해 설립됐다.

력 8MW, 태양광 1MW, ESS 21MWh 등으로 전력공급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 2단계 사업(2018~2020년)은 지열발전,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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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_ 발전기술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다

에너지 신산업 개념이 적극 도입된 한기 신사옥의 태양광 설비

론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에

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초기 시

너지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장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고, 새로운 기

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기술 개발,

술을 확보하여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금융 지원, 해외 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기존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하는

이를 위해 2015년 정부 5,670억 원, 공공기관 4,640억 원, 민간

등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에 공을 들였다.

8,020억 원 등 총 1조 8,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했다. 이

절약한 전기를 전력 시장에 되팔 수 있도록 수요 자원 거래 시

를 토대로 2017년까지 총 4조 6,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

장을 개설하여, 발전소 3기에 해당되는 수요자원(152만kW)을

하고, 일자리 1만 4,000개를 만들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

확보하여, 218억 원(1만 6,912㎿h 절약)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

이다.

했다.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농·어업 등 다른 분

한편 녹색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야로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에 참여했던 한기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

의 건축기준(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신산업 추진에 부응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한 사업

수익성을 제고했다.

참여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신산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혹은 전

업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기자동차의 저장된 전력을 한전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등 전

포착, 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활성

력시장 참여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화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친환경에너지

특히 설립 40년에 즈음하여 수립되는 중장기 경영전략에서도

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 수요를 통해 초기 시장이

원자력과 화력 설계기술을 전통적인 핵심 성장동력으로 설정

형성되도록 지원했다.

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 비중의 확대 추세에 대응한 마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사업들을 본격적으

켓리더(Market Leader)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로

로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2017년에는

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에

PROJECTS
1975-2015
원자력 프로젝트 50
화력 프로젝트 30
EPC & OVERSEAS 12
신재생 및 환경 프로젝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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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프로젝트 50

PROJECTS

Nuclear
Power50
원자력 프로젝트 (A/E·NSSS SD)
A/E

NSSS SD

01. 원전 기자재 국산화방안연구 조사용역

31. 울진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02. 영광 1,2호기 인력참여용역

32. 월성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03. 원전 5,6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33. APR1400 개발사업

04. 다목적연구로(KMRR) 건조사업 설계용역

34. 원전분석기 개발 및 적용사업

05. 영광 3,4호기 플랜트 종합설계용역

35. 고리 1호기 공정제어, 보호 및 감시설비 개선공사

06. 월성 2호기 및 3,4호기 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36. 한국표준원전(OPR1000) 설계개선사업

07. 울진 3,4호기 종합설계용역

37. 울진 3,4호기 및 영광 5,6호기 장주기운전 적용사업

08.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II(플랜트 종합설계)

38. 영광 3,4호기 원자로냉각제 온도 감소운전(ORT) 연구개발

09. 영광 5,6호기 종합설계용역

39. 연료취급설비 성능개선사업

10. 울진 5,6호기 종합설계용역

40. 신고리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11. 대만 Lungmen 기술인력지원 용역

41. 신고리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12. KEDO 원전 종합설계용역

42. 신울진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13. 신고리 1,2호기 종합설계용역

43. APR+ 기술개발

14. SMART-P 플랜트 연구를 위한 종합설계용역

44. NuTech 2012(안전해석코드, RCP, MMIS 국산화)

15. 양성자가속기 부대시설 1차 실시 설계용역

45. 월성 1호기 대규모 설비개선사업

16. NuStart AP1000 종합설계용역

46. 수출형 노형개발사업(APR1000+)

17. 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용역

47. UAE 원전 원자로계통설계(SD) 용역

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종합설계용역

48. 고리 2호기 원자로 영구수조밀봉체 교체사업

19. APR+ 종합설계분야 공통핵심기술 개발용역

49. 중국 진산원전 재순환집수조 성능평가사업

20.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용역

50. 원자로 헤드교체 용역

21. APR+ 원전기기/구조물 복합모듈화 기술개발용역
22. APR+ 표준상세설계 개발(BOP 및 플랜트종합설계) 용역
23. 울진 1,2호기 출력증강 안전성분석 용역(BOP 분야)
24. UAE 원전 종합설계용역
25. APR1400 NRC DC 보완설계 및 사전 인허가 용역(종합설계분야)
26. ITER Cable Engineering Support Services
27. APR1400 시장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EU 수출노형)
28. 수출용 신형연구로 및 부대시설 종합설계용역
29. 수출용 중형노형 APR1000 예비개념설계 개발용역
30. Site Evaluation and Site Characterization Work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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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자재 국산화방안연구 조사용역
1976년 7월 29일 ~ 1977년 2월 14일

NUCLEAR POWER
(A/E)

최초의 사업, 기술개발의 신호탄
프로젝트 개요
정부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탈 석유정책을 세우고 원자력 발전계획을 장기에너지정책에 반영
했다. 장기적인 원자력 발전계획을 진행하면서 세부 추진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발전소 A/E 회사 육성과 기
자재 국산화 지원을 포함시켰다.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국산화연구 용역은 정부의 국산화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동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국산화방안을 통해 중화학공업의 기반구축과 공업개발 전략수립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원전 건설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획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가압경수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됐다. 이 결과
를 토대로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전체 기자재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을 선
정한 후, 이에 대한 국산화 참여 적격업체를 선정해 재정적·기술적·정책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의미와 성과
한기가 수행한 최초의 사업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프로젝트였다. 본격적인 원전 기술개발의 신호탄이었으
며, 원자력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출발점이었다. 이후 다양하게 추진한 사업에 주춧돌이 되었다.
또한 기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환경보호, 방사능 사고방지, 유체누설방지 등의 면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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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1,2호기 전경

영광 1,2호기 인력참여용역
1978년 9월 22일 ~ 1982년 9월 30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한국전력기술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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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습득과 경제적 보상의 쌍방계약 효시
프로젝트 개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기술과 인력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광 1,2호기의 인력참여 프로젝트는 한기가 원전설
계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기는 영광 1,2호기 종합설계 계약사인 벡텔(Bechtel)에 엔지니어를 파견해 교
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병행했다. 화력발전소에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 설계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다. 해외 발
주사에게 우리나라 원전사업 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술 전수의 형태로 환원토록 한 것으로, 국내 엔지니어의 실무 참여를 통해 경험 습득
과 함께 경제적 보상이 가능한 쌍방계약(Counter-Trade Agreement)의 효시였다.

의미와 성과
기술 축적과 인력 양성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의 해외 파견은 이런 의미에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해외 선진기업과의 인적 교류는 원자력발전소의 종합설계 기술분야 자립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초의 해외 엔지니어 파견으
로 기록된 이 프로젝트는 원자력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링 지식 습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자립 기반 조성에 확실한 발자국을 남겼다.

03

원전 5,6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1979년 5월 10일 ~ 1980년 4월 30일

NUCLEAR POWER
(A/E)

기술과 설계, 전문 인력 현장성 강화
프로젝트 개요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상세설계와 기술 이전이 프
로젝트의 핵심 내용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인 문제를 사
양서와 규정, 표준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설계와 공사방법 변경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콘크리트에 관한 일체의 시험을 수행하는 품질검사 업무를 진행
했다.
1년여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독자적인 사업 수행으로 적재적소에 기술 인력
이 투입됐다. 시험실에는 4,214M/H, 기술 분야는 기간 7,002M/H가 각각 투
입됐다. 이들 인력이 현장 설계와 기술 부문에 맞춰 역할을 분담해 프로젝트
를 수행했다.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각 분야별로 세분화, 체계화해 수행업무를
진행하며 설계기술을 축적했다.

의미와 성과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나 설계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
물이 될 수밖에 없다. 원전 5,6호기에 적용되는 현장설계와 기술용역 수행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도 현장 적용성 여부였다.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인력
을 다수 투입해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했다. 많은 기술 인력이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사업을 수행한 결과 향후 사업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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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연구로(KMRR) 건조사업 설계용역
1985년 12월 7일 ~ 1992년 12월 30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한국전력기술 40년사
원자력 프로젝트 50

04

471

국내 유수의 A/E사로 도약 발판 마련
프로젝트 개요
다목적연구로 건조사업 설계는 국내 주도로 한기와 한국원자력연구소, 캐나다 AECL
이 기본설계를 공동 수행했다. 당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원자력 관련법이 미비했
고, 유사한 사업의 안전등급, 설계기준, 내진범주 분류 및 품질 등급이 정해지지 않아
연구용 원자로 시설에 적합한 안전등급 및 설계기준 분류체계를 해외에서 도입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설계사, 기자재 공급사, 건설업체 및 외국기술 제휴선 등 모든 참
여업체가 하나가 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PWBS(Project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모든 사업관리역무를 구분, 실행하여 경제성과 효
율성을 높였다.
원자로설비 중 핵연료, 원자로 본체, 제어봉 및 제어장치 등과 같이 국산화가 불가능
한 부분은 외국에서 구매했다. 그 밖의 설비는 국내 회사가 공급했고, 모든 건설 및
기기설치 공사는 국내 건설업체가 수행했다. 국내의 원전관련 기기 제작기술이 미비
한 가운데서도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설계과정에서 국내 제작사와 기술교류 및 기술
능력평가를 실시했다. 한기는 사업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기술 업무, 기본설계 및 상
세설계 기술업무, 공사감리, 기자재품질검사, 인허가 지원, 시운전 지원, 전경 및 엔지
니어링 모델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다목적연구로 설계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남다른 의미와 굵직한 성과를 얻었
다. 종합적인 설계관리 업무절차를 구축해 설계업무의 정확성과 품질을 제고하며, 국
내 유수의 A/E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관리 분야에서 공정, 예산 및 비용 관리, 자료관리, 인허가, 품질보증, 시운
전계획 수립 및 시운전절차서 작성업무 등을 수행해 A/E 회사로서 종합사업 관리능
력을 확보해 후속 사업에 적극 활용했다. 동남아와 호주 등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높
인 동시에 향후 다목적연구로의 이용시설 설계 및 용도변경을 위한 성능 향상 등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하나로 원자로 건설 모습

05

영광 3,4호기 플랜트 종합설계용역
1987년 5월 1일 ~1996년 3월 31일

NUCLEAR POWER
(A/E)

최초의 종합설계 용역 능력 검증
프로젝트 개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한 영광 3,4호기 플랜트 종합설계는 원자력기술 자립정책에 따라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특히 외국회사를
하도급 계약자로 선정해 사업수행과 기술자립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사업이다.
한기는 1985년 기준 국내외 각종 인허가 요건과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업주 요건, 한국의 표준화연구사업 결과, 한국전력의 선행호기 건설 운전경험을 적
극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확고한 신뢰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단일 참조
발전소의 부재로 건물·기기배치 설계 등의 최적화 검토에 많은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선행호기가 부실하여 비교분석업무가 증가하는 등 최초 설
계 후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을 수행해야만 했다.
더욱이 일반기기의 국산화율이 높아져 기술성 평가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국내 최초의 CE형 원자로 채택과 최신의 규제요건 적용 등으로 인허
가지원 업무가 증가했다. 사업의 주계약자로서 한기가 수행한 업무는 사업총괄 관리지원, 설계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 관리, 사업주 기술지원, 역무지
원 등이다. 사업총괄 관리지원업무는 다시 사업관리 지원업무(Project Management Services)와 역무지원업무로 나누어 진행했다.
사업주 기술지원 업무는 사업주인 한국전력이 수행하는 사업총괄관리, 품질보증, 일반기기 구매, 시공관리, 시운전 분야 등의 업무에 기술 인력을 제공
하거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역무지원업무는 서울에 근무하는 S&L 직원에게 사무실, 비서 등의 지원업무와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
하도급업체 직원의 사무실 근무지원 및 사택제공과 사택지역의 제반 시설운영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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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성과
영광 3,4호기 플랜트 종합설계 프로젝트는 한기를 비롯한 기기 공급사 등의 설계경험과 기술능력 차이로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다. 또한 관련사
와의 설계관행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 보조기기의 국산화율 증대로 인한 국내 공급자의 기술과 경험 미숙, 다수 관련 회사의 참여로 인한 조율 업무의 증
대, 한국전력의 주도적 사업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의 증가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업무체계를 재정립해 안전성 확보와 공기 준수, 기
술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현장의 시공업무가 막바지에 이르고 시운전업무에
착수할 시점에는 설계수행조직을 현장으로 이관해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했다.
많은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 발전소의 공기단축 및 성공적인 준공에 크게 기여하는 등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했다. 영광
3,4호기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NSSS 분야는 향후 한기 조직으로 통합된 원자로설계개발단
이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영광 3,4호기 건설현장

06

월성 2호기 및 3,4호기 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1990년 12월 28일 ~ 1999년 12월 28일

NUCLEAR POWER
(A/E)

중수로형 설계기술 확보
프로젝트 개요
사업의 핵심 목적을 중수로형 원전의 확대를 바탕으로 원자로 노형의 다변화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맞추었다. 월성 2호기는 1990년 12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월성 3,4호기는 1992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각각 사업이 진행됐다. 월성 1호기는 턴키로 건설이 진행돼 설계업무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반
면 월성 2~4호기는 이와 달리 우리나라와 캐나다 통합 조직(Integrated Project Team)으로 운영해 설계와 건설에 관한 A/E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A/E의 기술축적 사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각종 기술적용 요건과 변경 사례 등을 정리·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설계
기술의 국산화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의미와 성과
경수로 위주의 국내 원전시장에서 중수로형 원전 설계를 추진·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노형의 설계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겨냥
해 중수로 원전 설계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설계기술의 향상, 설계 표준화, 국내 설비 및 인력 운용 등을 통한 원전 건설의 경제
성 제고는 이 프로젝트의 남다른 성과였다.

474
월성 2호기 전경

울진 3,4호기 종합설계용역
1991년 7월 22일 ~ 1999년 6월 30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한국전력기술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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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립 성과의 효시, 최초의 한국표준원전
프로젝트 개요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자리 잡은 울진 3,4호기는 기존 1,2호기의 인접 부지에 1,000㎿급 규모 2기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건설했다. 울진 3,4호기 종합설
계는 한기가 주계약자로 용역을 수행하고 기술 미자립 일부 설계업무에 대해서는 S&L, 벡텔 등 외국 전문기술회사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수행했다. 한
기가 설계부문 전 업무를 수행했으나 현장 시공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각 설계분야별로 현장에 인력을 상주시켜 현장업무도 병행했다. 현장 파견인력
들은 한국전력의 시공 및 시운전팀과 협조해 긴급하고 중요한 현장설계업무를 진행했다.
1989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외 최신 각종 인허가 요건을 반영하고,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업주 요건사항, 한국표준화 연구사업 결과 선행호기 건설 및 운
전경험 등을 반영해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이 확보된 설계를 수행했다. 동시에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술자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목표를 달성했다.

의미와 성과
영광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한 울진 3,4호기 종합설계는 최적화 된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이 단연 돋보였다. 또한 일반기기의 국산화율 제고와 함께 다
수의 관련사가 국내 원전사업에 처음 참여하면서 각 관련사의 기술능력 차이, 업무관행 차이 등으로 인한 이견을 한기가 효과적으로 조율해 연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했다.
우리나라 원전기술 자립의 효시이자 최초의 한국표준원전(OPR1000)인 울진 3,4호기 원전건설은 원자력 기술자립 달성과 전력생산 국산화를 통한 국가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원전기술 선진국이 독점해온 원전 핵심기술인 원자로계통설계를 한기가 독자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
한 기술자립을 달성했다. 이는 참조발전소인 영광 3,4호기 당시 해외원전기술사인 CE(Combustion Engineering)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능력
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울진 3,4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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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II(플랜트 종합설계)
1995년 3월 22일 ~ 1998년 2월 28일

NUCLEAR POWER
(A/E)

경제성·안전성 확보한 차세대 원전개발
프로젝트 개요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에너지 수급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Ⅱ는 이런 시대적 상
황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했다. 기존 원전에 비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한국형 차세대 원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
공했다.
1995년 3월 첫발을 뗀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
다. 말 그대로 원자로 기술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야심찬 시도’였다.

의미와 성과
어떤 기술개발이나 3~4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이전 기술개발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야 하고, 관련 인프라도 폭넓게 구축돼 있어야 한
다. 그다음 기술개발에 투자된 노력과 비용에 따라 결과물이 나타난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Ⅱ는 우리나라 원전기술 자립의 기폭제로 기술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시킨 모태가 됐다. 앞선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형 신형경수로인 APR1400의 밀알 역할을 했던 것이다. 더욱이 당초 목표였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켰고, 전원개발계획에 의한 원전건설 수요도 충족시켰다. 원자력 기술자립과 관련 산업 육성이란 성과도 달성했다.

476

영광 5,6호기 종합설계용역
1995년 3월 29일 ~ 2003년 7월 21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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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한국표준원전 반석 위에 올려놓다
프로젝트 개요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영광 5,6호기는 1~4호기의 인접 부지에 건설된 설비용량 1,000㎿급의 가압경수로형(PWR)
한국표준원전이다. 1991년 10월 25일 동력자원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과 1993년 7월 16일 한국전력의 건설기본계획이 확정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종합사업관리를, 종합설계 및 계통설계는 한기가, 원자로설
비 및 터빈발전기 제작·공급은 두산중공업이, 원전연료 공급은 한전원전연료가 국내 주계약자로 각각 참여했다. 그리고 원자로
설비공급에는 웨스팅하우스, 터빈발전기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이 공급하는 등 외국 전문 업체의 조력을 받았다. 원자로설비 및
터빈발전기를 제외한 보조기기 구매는 발전소 설계 및 건설공정에 맞춰 발주처인 한수원이 국내외 업체로부터 구매했고, 시공
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맡았다.
영광 5,6호기는 1993년 말 당시의 국내외 공업규격, 표준 및 규제법규를 적용한 안전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환경친화형 원전으로
울진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해 표준화 개념을 적용했다. 이어 표준화 3단계사업 결과에 따른 설계개선사항 및 한수원의 선행
호기 건설, 운전경험을 반영했으며, 국내 원전 최초로 한국형 개량운영기술지침서를 개발, 적용해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 시공성
및 운전보수성을 확보했다.
또한 주제어실의 진동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건물 옆 지상에 별도의 비상디젤 발전기 건물을 신설했다. 격납건물 여과배기
계통 추가설치에 대비해 3피트 크기의 격납건물 배기 관통부를 설치함으로써 중대사고 완화 측면에서 TMI 요건을 만족시켰다.
방사성폐기물계통도 증발기 방식에서 선택성 이온교환기방식으로 변경하고, 여과기 대신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방사선 종사자
의 피폭 저감, 운전보수성의 향상, 폐기물 발생량 및 방출량의 감소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영광 5,6호기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내부설비나 운전현황을 일반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관람시설물도 설치했다.

의미와 성과
당시까지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건설한 최신형 발전소인 영광 5,6호기는 한국표준원전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사업기
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원자로계통설계업무와 인력을 한기로 이관 통합하는 변화 속에서 원자력분야 전 설계업
무의 일원화가 적용된 첫 번째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은 한층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 책임진 업무에 정통한 숙
련된 인력, 효율적인 인력관리, 슬기롭게 대처하는 위기관리능력, 우수한 설계공정관리 및 행정지원체계가 일체감을 가지고 조
화를 이룬 결과물이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 먼저 계측분야에서는 재장전 수조의 정확한 수위측정을 제공할 수 있는 레이더 탐
지기 형식의 신호 전송기를 적용했고, Y2K 문제를 해소해 발전소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핵분야에서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CVCS) 설계개선,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LRS) 설계개선, 최적 수소제어설비 설계기술, 방사선방호설계 시 유효선량 개념을 적
용했다.

영광 1~6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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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5,6호기 종합설계용역
1996년 11월 22일 ~ 2004년 2월 28일

NUCLEAR POWER
(A/E)

명실상부 한국표준원전의 개화기 장식
프로젝트 개요
1994년 9월 16일 확정된 정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건설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된 사업이다. 경
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자리 잡은 울진 5,6호기는 기존 1~4호기의 인접 부지에 1,000㎿급 2기 규모로 가
압경수로형 한국표준원전(OPR1000)으로 건설했다. 한기가 주계약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필요로 하는 사업
관리 지원업무를 포함한 종합설계업무를 수행했다. 사업주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회사 인력과 기술을 제
공하는 사업주 기술지원업무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필요한 한수원 직원 교육훈련업무도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울진 3,4호기 이후 축적된 기술과 해외의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표준원전 설계
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 제작 및 시공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국산
기술기준으로 개발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어 선행호기 설계 개선사항과 원전설
계 표준화 3단계 사업 결과에 따른 설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및 미국의 공업규격, 표준, 법규 및 규제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최신의 발전소로 설계했다. ICRP-60의 권고안을 적용해 원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극소화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향상시키고, 운전보수성 및 경제성을 높였다.
영광 5,6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해서 설계된 울진 5,6호기의 기본설계 개념은 진보된 기술의 적용 및 개선된
설계 채택, 선행호기의 운전 및 정비과정에서 취득한 경험의 반영, 변경된 법규, 기술기준 및 규격의 요건 반
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습득한 신기술의 적용, 실증기술을 적용한 단순화, 안
전성 및 운전 여유도 증가, 개선된 인간-기계 연계 및 운전신뢰도 향상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의미와 성과
울진 5,6호기의 건설은 우리나라 원전건설 기술자립계획의 산물인 한국표준원전 건설이 완결됨과 동시에
국가적 염원인 원자력기술 자립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이정표였다. 특히 설계결과물의 작성 및 관리
에 있어 IPIMS를 기반으로 한 DDMS를 전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설계업무의 능률 향상은 물론 설계 오류를
대폭 감소시켜 설계품질을 제고했고 후속 설계업무 절차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한기가 선행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축적한 설계 Know-how, Know-why 기술, 그리고
IPIMS의 적용 등과 같은 설계전산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설계 결과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원전 설계기술의 확보는 물론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형사업의 공정개발·관리 및 자료
관리 등 사업관리 능력을 갖춤으로써 대형 프로젝트의 위험관리 능력을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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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Lungmen 기술인력지원 용역
1999년 7월 27일 ~ 2007년 7월 26일

NUCLEAR POWER
(A/E)

아시아 원전설계시장 공략의 신호탄
프로젝트 개요
한기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대만 진출이다. 대만 룽멘
(Lungmen) 기술인력지원은 대만전력청(TPC)이 대만 북동쪽에 건설
한 1,359㎿ ABWR 2기의 종합설계용역 사업의 일환이다. 한기는 원
자력, 기계, 배관, 토목 분야에 인력을 파견해 상세설계업무를 수행
했다. 사업 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선진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설계인력의 우수성을 아시아 원전건설시장에
서 인정받고, 직원들의 원전설계 경험을 다양화함으로써 회사의 기
술적 지평 확대와 함께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
추었다.

의미와 성과
우리나라의 원전 상세설계 경험이 PWR 노형과 CANDU 노형에 국
한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형의 BOP 분야 상세설계도를 수
행할 수 있음을 입증한 점이 돋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업무 수행범위를 확대해 해외 원전건설 설계사업 수행의 기반을 공
고히 했다.
대만 기술인력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2000년대 동아
시아 최대 원전설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원전건설 설계사
업에 회사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게 됐다. 이는 파견직
원의 현지화 교육과 파견된 직원들이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을 쏟
은 결과였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통해 아시아 원전설계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게 됐다.

KEDO 원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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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원전 종합설계용역
2000년 2월 3일 ~ 2006년 6월 19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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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프로젝트 및 원전수출의 원형
프로젝트 개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원전 건설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북한 간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1994년 10
월) 및 KEDO·북한 간 경수로 공급협정(1995년 12월)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
는 한국·미국·일본 및 EU로 구성된 KEDO 집행이사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사업은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이 국내외 여러 참여 업체와 함께 시행했다. KEDO 원전은 한국표준원전
(OPR1000)인 울진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삼아 1,000㎿급 가압경수로 2기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종합설계 및 계통설계 업무를 담당한 한기는 울진 3,4호기의 설계 개념을 준용하여 KEDO
원전 1,2호기의 주요 계통 및 기기를 설계했다. 또한 부지특성, 인허가요건 변경사항, 공업규
격 및 표준 변경사항,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 및 KEDO 원전 1,2호기 설계개선 사항 등
을 반영해 설계했다. 한기는 주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사업 전 용역(1995.12~1999.10)에
참여해 부지조사, 사업공정지원 및 초기 기반시설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주계약이 체
결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종합설계업무를 진행했다.
역무범위는 설계기술업무, 사업관리 지원업무, 사업주 지원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
계기술업무의 내용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업무, 인허가 지원업무, 보조기기 구매기술업
무, 주기기 계약 기술관리업무, 시공 및 시운전 기술업무, 설계관리업무 등이다. 사업관리
지원업무로는 사업관리지침서 작성, 설계변경관리절차서 작성, 건설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고, 사업주 지원업무로는 사업관리 지원업무, 시운전지원업무, 국내 기자재 제
작공장 품질검사역무(주기기 및 보조기기), 북한 운영자 기술지원 등이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이 대두돼 2003년 12월부터
사업이 일시 중지된 채 보존 및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했다. 2005년 12월에는 사업이 중도
에 해지돼 미완성 프로젝트로 남았다.

의미와 성과
비록 국제 정치적 해법의 소산으로 추진돼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KEDO
원전사업은 우리의 인력과 물자가 북한에 대거 투입되고, 현장에서는 남북한의 근로자
가 함께 일하며 남북 협력의 장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더욱이
KEDO를 주축으로 국내외 원자력 관련 기관이 참여한 국제적인 프로젝트로서 우리나라 최
초의 원전수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형 표준원전 설계기술의 국제적 위상 제
고 및 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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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1,2호기 종합설계용역
2002년 8월 9일 ~ 2012년 12월 31일

NUCLEAR POWER
(A/E)

개선형 한국표준원전 국내 최초로 적용
프로젝트 개요
신고리 1,2호기 사업은 정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및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비학 일원(현 고리원자력본부 인접 부지)에 가압경수로(PWR)
1,000㎿급으로 진행됐다. 한기의 역무범위는 설계기술, 사업관리 지원, 패지지형 사업주 기술지
원, 한수원 직원 훈련 등이다.
사업의 특성을 보면, 최초 콘크리트 타설 시점에서 준공까지 건설기간을 53개월로 설정함으로
써 울진 5,6호기보다 3개월 단축했다. 또한 사전 설계개선사업을 통해 채택된 88개 항목의 설
계개선사항을 적용했다. 신고리 1,2호기 및 후속원전이 배출하게 될 온배수가 가동 중인 고리원
전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저 수
심 15m 심층에서 온배수를 방류하는 심층배수방식을 채택했다.
지속적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을 고려할 때 신고리 1,2호기에 국내 원전 최초로 도입
한 심층배수 방식은 장기적으로 해수의 재순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40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전 운전 수명기간 동안 냉각해수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발전소의 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2개 호기의 2차 보조건물, 출입통제건물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을 1개의 복합건물로 통합 배치해 본관건물 배치형태를 최적화했다.
건설공기 단축을 위해 구역별 시공완료 개념을 도입하고 3D CAD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간섭사
항을 배제시키는 등 설계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중수도 설비 적용으로 수자원 활용의 극
대화, 발전소 단지의 정면 출입구 인근에 쾌적한 야외공간과 발전소 이미지 구현을 위한 테마
파크 조성, 발전소 건물의 자연채광 및 외관설계 등 환경·인간 친화적 설계개념도 적용했다.

의미와 성과
신고리 1,2호기 사업은 전력사업 구조개편 이후 새로 발족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첫 번째 원전 사
업이다. WTO 체제의 출범과 시장의 완전개방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자립 능력과 건설 및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표준원전(OPR1000)의
설계개념을 재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추진한 부분적인 설계개선 대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계개선을 수행해 한국표준원
전의 기술성과 경제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선진화·고도화
된 우리나라 고유의 개선형 한국표준원전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이 사업을 통해 Improved
OPR1000의 신뢰성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원전 설계기술 확보 및 설계기술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원전기술의 해외 수출기반을 확충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원전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계약대비 39개월 계약기간이 최초로 연장됐다. 하지만 어려
움을 극복하고 기술개발 부문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원자로 냉각재배관 자동
용접, 합성 구조물공법 최초 적용, 전원공급 없이도 동작이 가능한 수소제거설비(PAR) 설치 등
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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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건설현장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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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 플랜트 연구를 위한 종합설계용역
2002년 12월 23일 ~ 2005년 6월 30일

NUCLEAR POWER
(A/E)

중소형원자로 사업 확장의 기틀 구축
프로젝트 개요
2000년 초 대규모 용량의 발전용 원자로 수요시장이 침체되자 세계 각국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형 용량의 원자로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
다. 이에 정부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일체형 원자로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사업을 선정해 국가경쟁
력 확보를 위한 중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
SMART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펌프가 하나의 용기에 집약된 일체형 원자로로 열 출력은 330㎿th이다. SMART 1기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에 전기 90㎿를 공급하고 해수를 담수화해 하루에 4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 한기는 이미 OPR1000, APR1400 개발사업을 통해 기술을 축적했고, 이
를 기반으로 SMART 연구로 개발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SMART를 이용한 플랜트설계의 원천기술 확보를 목전에 두게 됐다.
SMART 기술 실증용 파일럿 플랜트(SMART-P)는 개발된 SMART 대비 열출력규모 1/5 정도의 실증 플랜트로 계획했다. 한기는 SMART-P 플랜트 연구
를 위한 종합설계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SMART-P의 건설운영허가 취득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수행한 역무는 부지 및 일반기기 배치, 주요
계통 설계기준 수립, 주요 계통 구성 및 최적화, 주요 기기 사양 도출, 내진범주 1급 구조물 기본설계 및 내진해석, 인허가 자료 생산 등이었다.

의의와 성과
대형원전 종합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형원자로 종합설계로 영역을 확장한 사업이다. 기획 단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축, 중소형원자로 사업 확장의 기틀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증용 파일럿 플랜트 건설운영허가 획득을 위해 1단계로 주요 계통 및 기기를 대상으
로 종합설계 업무를 수행했다. 일체형원자로의 운전, 유지 보수개념을 반영한 설계개념 개발과 이어지는 일련의 SMART 개발사업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됐다. SMART-P사업과 후속사업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용화사업을 통해 SMART 플랜트의 검증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서 산업적 활용범위가 크
게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UAE, 칠레 등과의 국제협력사업이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담수설비 SMART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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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가속기 부대시설 1차 실시 설계용역
2005년 7월 15일 ~ 2010년 10월 31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한국전력기술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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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100Mev 연구센터 설계사업
프로젝트 개요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부 주관 21세기 뉴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다. 국내 최초로 건
설하는 100Mev 양성자가속기 연구설비는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인 양성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킨 후 다른 물질과 충돌시켜 물질의 근본구조
의 변화를 유도해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응용하는 장치다.
양성자가속기 장치 개발과 가속기 설치 및 연구센터 건설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사업을 주도하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설계업무를 분리해 추진했고, 한기가 기본설계사업, 1차 실시설계사업, 2차 실시설계사업 등 3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가속기, 빔이용연구동, 이온빔 이용연구동 등 구조물 설계를 통한 빔이용시설의 설계수행 경험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연구설비 및 일반 산업설비 건설사업을 수행할 토대가 됐으며, 한기의 사업 참여범위도 넓어졌다.
특히 연구센터 건설사업 참여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편중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업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과
연계해 추진되면서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며 부가적으로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 사업에 참여한 한기의 기술력과 인지도도 높였
다. 또한 양성자가속장치를 이용하는 수많은 대학이나 연구소, 산업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알려 관련산업 참여 가능성도 높아졌다.

양성자가속기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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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tart AP1000 종합설계용역
2005년 10월 31일 ~ 2007년 1월 31일

NUCLEAR POWER
(A/E)

원전설계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성장
프로젝트 개요
미국의 원자력산업체가 설립한 NuStart Energy 컨소시엄과 미국 정부는 2005년 6월 미 상
원을 통과한 새로운 에너지법에 따라 2009년 원전건설 착수를 위한 통합인허가(COL) 획득
을 목표로 각각 50%씩 출연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GE의 ESBWR 원전 설계를 완성
하는 NuStart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AP1000은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1,000㎿급 개량형 원
전으로 기본설계는 완성단계에 있었다. NuStart 프로젝트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미쓰비시, 이탈리아의 안살도가 공동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설계인증을 추진했으며, 상세설
계에 한기가 참여했다.
한기는 30여 년간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관련사 및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설계사와의 협
력을 통해 한국표준원전 설계를 완성한 이후 해외에서도 설계기술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
탕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참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담
당 분야의 설계를 완료해 뛰어난 설계기술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의미와 성과
원전설계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변신하는 전환점이 됐다. 정부의 장기
적인 원전설계기술 자립정책의 추진과 지원 아래 한기가 축적한 설계기술을 원전의 본고장
인 미국에 역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이후 원전건설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미
국이나 원전 신규 도입 예정국에 우리나라 원자력업체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WEC의 AP1000 설계개념과 기술습득, 그리고 PDS
모델링 등 3차원 설계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486

신고리 3,4호기 전경

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용역
2006년 8월 28일 ~ 2016년 5월 31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한국전력기술 40년사
원자력 프로젝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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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의 최초 건설 원전
프로젝트 개요

의미와 성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는

계약 사전업무 수행단계에서 국내외 전력사업의 환경 변화로 사업의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의 최초 건설 원전이다. 1,400㎿급 원자력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2년 정도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로 인

발전소 2기 건설에 필요한 종합설계 용역을 제공했다.

해 최초 노형 및 설비설계에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 없어 많은 시행

한기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의 신형원자로 개발사업을 수행

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숱한 난관을 기술력과 열정으로 극복하면서

했다. 국내 건설 및 운영 중인 OPR1000 원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용량

APR1400 노형 최초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격상, 내진성능 향상, IRWST 도입, 중대사고 대처설비 적용과 풀 디지

신고리 3,4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호기당 연간 약 80억㎾h의 전

털 개념의 주제어실 설계적용 등 다수의 신개념 설계를 국내 최초로

기를 생산해 국가의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용시켰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표준원전 및 신형경수로 APR1400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에너지 자

노형개발을 통해 축적된 설계와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된 내진요

립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건 적용, 원자로용기를 포함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의 설계수

원전설계 고도화 개념을 반영해 국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명 증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연계개통 도입 등으로 주목을 받

실제로 신고리 3,4호기는 APR1400 노형으로서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았다.

이 사업이 UAE BNPP 사업 등 1,400㎿급 후속사업의 참조발전소로 선
정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수출에 일익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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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종합설계용역
2006년 11월 ~ 2014년 6월

NUCLEAR POWER
(A/E)

땀과 열정이 담긴 국내 최초의 핵 처분시설
프로젝트 개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 프로젝트는 해외 동굴처분방식을 참조해 국내 최초의 처분시설에 대한 종합
설계용역을 수행했다. 처분시설은 방사성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되고 각각의 시설이 수명기간 동안 안전
성이 보증되도록 설계했다.
1986년 부지선정에 착수한 이후 무려 20여 년 동안 국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마침내 2005년 11월 약 210만m² 부지에 2070년까지
8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경주시 봉길리 일원에 방폐장 부지를 확보했다. 초기 계획은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규제요건 반영과 지반암 등의 문제로 2014년 6월말 준공했고, 2014년 1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1단계 건설은 10만 드럼(200l 기준) 처분 규모에 동굴처분방식을 적용했다. 지상시설은 총 연면적 16,074m²의 장방형 부지에 인수저장건물을 포함해 총 9
개 건물이 배치되는 형태로 설계해 2008년 8월 기초굴착에 착수했다. 2010년 8월에 9개 건물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경주시로부터 사용
승인(준공) 인허가를 취득했다. 지하시설은 건설동굴, 운영동굴, 하역동굴, 수직출입구, 그리고 방폐물이 궁극적으로 처분되는 사일로 등으로 구성된다.
1단계 총 6개가 건설된 사일로는 건전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라이닝을 적용했고, 지반가속도 0.2g를 갖는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기준지진 조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했다.
대규모 지하공동의 지반굴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및 국외 S&R(핀란드), 3G(오스트리아)사의 자문을 받았다. 사업 초기에
는 사일로 지역 지반의 다양한 등급과 거동특성의 암반이 혼재해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사일로 인근 지역의 맵핑 자
료 및 선진시추자료 등 기존에 수행된 지질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처분동굴 사일로별 지반거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설계를 수행해 경제적이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사일로별 상세설계를 완료했다.

의미와 성과
경주 방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시민 89.5%가 찬성
해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 최초의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으로 공사에 1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기념비적인 시설이다.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인 동
시에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이라는 국가적 숙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종합설계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난한 여
정의 연속이었다. 2006년 1월 2일 정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한기는 2010년 1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추
가시추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같은 해 5월 14일에는 추가시추조사 결과와 감리사의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사일로 부지적합설계 추진방안과 자문을 병행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안
해 이 제안이 수용되었다.
한기는 후행핵주기 과정 중 하나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종합설계용
역을 국내 최초로 수행함으로써 방폐장 건설을 위한 처분설계의 기술적 체계를 확립했다.
이를 통해 후속단계로 천층처분시설 2단계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건설
될 극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설계기술에 대한 기
초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488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조감도

APR+ 종합설계분야 공통핵심기술 개발용역
2007년 10월 22일 ~ 2010년 7월 31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한국전력기술 40년사
원자력 프로젝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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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국내 고유 원전의 해외진출 첨병
프로젝트 개요
2016년 이후 국내 원전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주도로 수립된 원전기술 발전방안에 기초해 선정된 APR+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
행됐다. 피동안전설비 및 다중 중대사고 적용기술을 개발해 APR+의 안전성과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해외 유사 노형에 대한 경쟁력 확
보로 국산 원전의 해외진출 전략에 활용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PR+ 기술개발은 2007년 8월부터 9년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한수원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기를 비롯해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
발목표는 한국형 고유 수출 노형개발 및 설계기술 고유화, 표준설계인가 획득 등에 두고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한기는 APR+ 개발 타당성 평가, 공동 핵
심기술, 표준상세설계 개발 등 3개 세부과제의 공동연구와 용역 등에 참여했다.

의미와 성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한때 APR+ 기술개발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한기는 APR+ 노형선정과 평가, 표준상세설계 기획단에서 주요 설계인자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우수 설계인자 적용 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설계전문가협의체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기술개발을 이끌었다.
APR+ 종합설계분야 공통 핵심기술 개발은 원전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APR+ 후속 원전 개발의 원천이다.
수출 제약이 없는 원천설계기술과 고유설계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로써 원전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안
전성을 향상시켰다.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GEN Ⅲ+ 원자로설계 고유기술을 확보하고, 설계특성과 공통 핵심기술을 혁
신형 원전개발에 활용하게 됐고, 표준설계 인가(Standard Design Approval)를 2014년 8월에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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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용역
2007년 2월 14일 ~ 2009년 3월 31일

NUCLEAR POWER
(A/E)

기술자립과 해외시장 공략 시공경험 확보
프로젝트 개요
원자력발전소건설 및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다. 울진 1,2호기의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려는 목적도 안정성이 강화된 신형 증기발생기로 교체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신
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사업 추진 일정과 방법도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먼저 대형기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관리(통합 공정관리)와 방사선 차폐 및 폐기물 처리/
관리(ALARA) 절차를 수립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교체와 관련해 인허가를 위한 안전해석과
평가 과정을 수립했고, 격납 건물 내 유해가스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대형 폐기물 저장과
설계기술, 후속 호기 용역 수행을 위한 경험도 이 과정에서 확보하거나 축적했다. 용역 수행
중 설계에 일부 미흡한 점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수원과 원만한 의견 조율로 무리 없이 사
업을 진행시켰다.

의미와 성과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용역은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원자력 대형기기의 교체와 관련해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기술자립에 공헌했
다. 특히 한기는 성공적 사업수행으로 울진 3,4호기를 비롯해 영광 3,4호기의 후속사업도
수주했으며, 후속사업의 참조발전소 역할을 훌륭히 했다.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도 유용한 자산이었다. 해외 36개국
전체 434개 발전소 중 약 80%가 노후화돼 있는데, 이 중 가동 후 20년 이상 돼 대형기기 교
체가 필요한 노후 발전소 356개 중 약 180여 개는 잠재적 진입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발전소 유지·보수 분야에서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시공경험을 확보한
것이다.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관련 기술자문 교육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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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원전기기/구조물 복합모듈화 기술개발용역
2008년 10월 24일 ~ 2010년 9월 23일

NUCLEAR POWER
(A/E)

작업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
프로젝트 개요
APR+ 공통 핵심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로, 모듈화공법 적용에 필요한 설계기술 확보와 대상 모듈의 개념
과 기본설계를 통해 모듈화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복합모듈화는 국내 신규 원전과 APR+에 적용해 관
련 분야에서 기술을 선점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APR+ 복합모듈화 기술개발은 원자로와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간극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원격정밀측정시스템의 개
발이 핵심 목표였다. 기존 3개 구성품으로 된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2개의 구성품으로 모듈화하는 기술로서 원자로 내부
구조물 조립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킨다. 이런 기술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역무 범위를 세분화시켜 사업을 진행했다.
모듈화 적용 선별기준 수립과 모듈 유형별 적용범위 검토를 시작으로 APR+ 표준상세설계 연계방안 검토와 반영 지원까
지, 효율적이면서 세부적으로 역무범위를 설정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 고도화를 위해 해외 기술자문을 받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해외 모듈화 선진업체는 풍부
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화 대상 선정과 유효성 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 원전
의 경우 당시만 해도 모듈화 적용 경험이 거의 없고, 모듈화를 통해 품질 향상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 결과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해외 원전에 모듈화 적용 경험이 많고 관련 기술과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업체의 기술자문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을 제고했다.
국내 원전에 적합한 모듈화 적용 선별기준 수립과 대상모듈 시공논리 분석, 경제성 평가 기법 등 체계적인 모듈화 공법 기
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에 대해 해외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의미와 성과
기존 원자로 내부구조물 조립 시 간극 측정은 매우 좁은 공간에서 불과 한두 명의 측정기술자에 의해 수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확성과 품질확인이 어려웠고, 작업환경도 열악했다. APR+ 복합모듈화 기술개발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원격정밀
측정시스템을 이용해 자료의 정확성은 물론 시공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그 사례가 없는 최
초의 기술로 작업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여했다.
이 기술을 원전 건설사업에 적용할 경우 원자로 내부구조물 조립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돼 이로 인한 건설비용 절
감효과는 2개호기 건설 시 약 2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성과는 건설 공기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APR+가 세계 원전시장 진출 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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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표준상세설계 개발(BOP 및 플랜트종합설계) 용역
2009년 5월 8일 ~ 2010년 7월 31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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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의 기술 강화와 수출경쟁력 확대
프로젝트 개요
APR+ 기술개발은 150만㎾급 국산 신형 노형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원전설계 핵심코드와 원자
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설비 등 일부 미자립 기술분야까지 100% 국산화해 설계에 적용한다는 목적으로, 경제적인 측
면에서는 원전 플랜트 수출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
2022년 APR+ 첫 호기의 국내 상업운전을 위해 국내 설계인가 획득이 가능한 수준 또는 구매가 가능한 설계를 개발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기술의 조기 검증과 설계 최적화를 추진했다. APR+ 기술개발 1단계 과정 중 수행한 해외
표준설계인가(DC) 획득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과 기간 측면에서 해외 DC 획득 추진은 원전 수출 방안과 함께 별도로 전략
을 수립했다. 우선 해외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2단계 초반부터 중간 설계결과물을 대상으로 국내 규
제기관과 사전안전성심사를 진행해 인허가 시현성을 조기에 확보했다.
APR+ 설계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설계 참여기관 간 원활한 정보 교환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설계 등을 반영
했다. 또한 참여기관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원자력계 전체의 기술개발 능력향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APR+ 기술개발
참여자들이 특정 장소에서 공동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설계실을 운영했다.

의미와 성과
신형 원자로의 대용량화와 안전성 향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해외 제3세대 노형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고유 노
형을 개발하기 위해 2007년부터 APR+ 기술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순수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경쟁력 확대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한 프로젝트다. 국내에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신형 원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
공했다. 해외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더욱 높은 수출경쟁력을 갖추었다. 더욱이 한국표준원전(OPR1000)과 UAE
수출 노형인 차세대원전(APR1400)의 구조적 안전성을 격상시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 중인 모든 국내 원전에 추가 설치 중인 피동형 수소제어계통 및 방수문을 표준설계에
반영했다. 전기가 없이도 발전소의 안전한 정지와 냉각이 가능하도록 냉각설비를 갖추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성도
대폭 높였다. 특히 APR1400에 비해 전력생산 능력이 10%가량 증가하는 획기적인 기술 발전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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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1,2호기 출력증강 안전성분석 용역(BOP 분야)
2009년 9월 28일 ~ 2013년 11월 27일

NUCLEAR POWER
(A/E)

안전 분야의 체계적 노하우 구축
프로젝트 개요
울진 1,2호기는 증기발생기 교체 이후 약 4.5%의 출력증강 조건에서 BOP분야의 계통, 구조
물, 기기에 대한 성능과 건전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 인허가 취득 지원과
발전소 출력증강 운전에 대한 기술지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이다. 향후 원자로 열출
력 정밀측정운영 추진에 대비해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울진 1,2호기 출력증가 성능평가, 인허가 기술지원 및 현장적용 기술지원 업무를 위해 다양
한 업무를 수행했다. 설계자료 확보와 BOP 계통, 구조물, 기기에 대한 상세한 평가에 따른
기술문서 작성, 현장적용 입력자료 제공, 시험 및 운전절차서 개정,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작성과 이에 따른 기술 등 광범위했다.
출력증강 설계 전반에 적용돼야 할 규제요건과 기술기준은 건설 당시나 운영 중 설비개선
시 적용됐던 법규나 규격, 기술기준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후 법규나 규격 및 기술기준 적용
이 보다 엄격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성이나 운전성, 경제성이 향상된 설계기준을 적용했다.
BOP분야에서는 출력증강 성능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입력변수를 제공했다. 상세평가 과정
에서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NSSS/BOP 간의 간섭사항을 확인했고, 꼭 필요한 연계자료를
제반 일정에 따라 제공했다.

의미와 성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가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울진 1,2호기는 출력증강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한기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원전의 안전성분석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앞선 기술력을 선보였다. 또한 원전의 안전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노
하우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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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종합설계용역
2010년 3월 25일 ~ 2020년 5월 1일

NUCLEAR POWER
(A/E)

원전 사상 최초로 해외 수출
프로젝트 개요
우리나라 원전건설 사상 최초로 해외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UAE 원
전사업은 국내 최초 APR1400 노형인 신고리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삼았고, 신울진 1,2호
기에 적용된 설계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UAE 설계특성(부지, 기후, 50Hz 등)을 감안해
원전 4기를 2020년까지 건설하는 초대형 건설사업이다. 2012년 7월 1,2호기 건설허가 취득
과 함께 처음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2014년 5월 1호기 원자로 설치를 시작으로 2015년 1호기
CHT와 2016년 1호기 HFT 및 핵연료 장전 등을 거쳐 202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UAE 원전 종합설계의 목적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생산과 발전소 설계개념, 사업수행 범
위·방법 등의 정립에 두었다. 한기는 해외 수출 첫 사례인 만큼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
계 분야에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뛰어난 기술력을 집약했다. 우선 설계 형상관리와 인허
가문서 개정관리 등 선진 설계기술을 적용시켰다. 무엇보다 항공기 충돌 영향 대처설계, 후
쿠시마 원전사고 대처설계, 광범위한 기능상실(Loss of Large Area) 대처설계 등 여러 사고
에 대응하는 신규 안전설계를 망라했다.

의미와 성과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추가적인
해외진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특히 우리에게 원전기술을 전해준 선진국들과의 경쟁에
서 당당히 수주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깊다. 이로써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이 됐다.
원전 사업수행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앞두고 중동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특별강의를 실시하며 사
업수행 준비에 돌입했다. 이어 UAE의 엄격한 규제요건에 따라 설계문서와 인허가 신청문서
의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정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부지조
사를 비롯한 사전 준비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본 설계업무와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초기 설계업무와 건설허가 신청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한기의 다양한
원전 설계경험을 토대로 UAE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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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한국전력기술 40년사
원자력 프로젝트 50

HISTORY

25

APR1400 NRC DC 보완설계 및 사전 인허가 용역
(종합설계분야)
2011년 3월 8일 ~ 2013년 9월 30일

NUCLEAR POWER
(A/E)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개요
이명박 정부는 신성장과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원
전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해외 원자력 플랜트 수
출이 국가성장을 위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형경수
로(APR1400)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과 추가적인 시장개척을
위해 원자력 선도 국가인 미국의 엄격한 NRC 설계인증(DC)
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켜 대외 원자
력 시장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원자력 기술과 인허가 수준
을 한층 더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다.
설계인증은 특정 원전의 표준설계에 대해 미국 규제기관
인 NRC가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통상 신청에서 인증
까지 4~5년 정도 소요된다. 현재 미국 GE-일본 히타치의
ESBWR(개량형 비등경수로), 프랑스 아레바의 US-EPR(개량
형 경수로), 일본 미쓰비시의 US-APWR(개량형 경수로) 등
경쟁 노형 대부분이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한기는 NRC DC 취득을 위해 경험이 없는 신규 인허가 분야
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이전까지 적용되지 않는 신규
방법론을 적용하면서도 NRC의 최신 규제 요건을 반영했다.
또한 국내 인허가 관행과 상이한 부문의 NRC 요구내용을 충
족시켜 APWR 및 EPR 등 경쟁 원전의 신청 문서보다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였다.

의미와 성과
2013년 9월 초기 접수를 했으나, NRC로부터 추가 보완을 통
보 받았고, 이에 따라 보완항목과 기술적인 부문에서 내용
을 추가해 다시 접수시킨 후 취득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
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자력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원자
력플랜트의 해외수출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UAE
원전 수주 성공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시장 진출의 필수조건인 DC 취득을 통
해 UAE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APR1400의 우수
성 및 안전성을 널리 알린다는 복안이다. DC 취득은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고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려 해외 진출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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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돔 3D 절개도

ITER Cable Engineering Support Services
2012년 4월 30일 ~ 2017년 4월 30일

NUCLEAR POWER

PROJECT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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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선진국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프로젝트 개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은 핵융합에너지 실용화 가능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이다. ITER 사업
은 1988년 미국, EU, 일본, 러시아 4개국이 처음 출범시켰다. 이후 2006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3개 회원국이 추가로 참여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공동이행협정’ 서명식을 거행했다. 이어 2007년 10월 ITER 국제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ITER 사업에 참여할 당시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영향력이 미미했지만, 많은 원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주도적 역할을 하며 관련 사업을 잇따라 수행했다. 2012년 4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ITER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등을 설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기는 사업 수행을 위해 프랑스 현지에 인력을 파견했으
며 이 과정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에 원전기술 수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미와 성과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ITER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위상 제고는 물론 기술력 검증에도 적
지 않은 시너지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ITER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수주하고 사업개
발에도 참여하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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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APR1400
시장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EU 수출노형)
2012년 1월 30일 ~

(A/E)

28
NUCLEAR POWER
(A/E)

수출용
신형연구로 및
부대시설
종합설계용역
2013년 4월 15일 ~ 2017년 4월 14일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

EPC 참여와 설계비 절감 목표 달성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개요

APR1400 설계에 유럽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핵심기술을 개발, 반영해

연구로 사업의 수익 창출과 함께 EPC 참여 확대를 위해 대우건설과

해외시장 수출노형(EU-APR1400) 확보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MOU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기가

을 취득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1단계는 유럽요건 충족을

구매권리 일부를 확보하는 대가로 종합설계 일정 부분을 대우건설이

위한 계통, 구조물, 기기 단위의 기본설계 및 안전성 평가요소 기술개

수행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을 해 사업수행 방식의 변화를 꾀했다. 이

발 등을 수행했다. 현재 EUR Rev. D 충족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에 따라 한기는 부지 적합성 평가 및 현황 조사, 차폐 설계, 주요 설계

EUR 인증 취득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UR은 유럽사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종합설계 업무분장 수용을 전제로 EPC

업자협회의 주요 인허가 이슈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권 공통의

사업금액의 25%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당초 EPC는 일괄 발

안전·성능 요구사항으로써 유럽 내 건설될 신형경수로의 설계, 개발

주 예정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종합설계만 먼저 발주됐다. 발주

표준요건, 신규원전 구매 관련 기술적 배경을 제공하는 설계요건이다.

처의 낮은 예정가격으로 컨소시엄에 종합설계 금액의 30% 보장과 최

미국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개발된 APR1400을 EUR에도 부합되도록

소화된 수행업무 범위를 제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를 보완함으로써 해외 선진 원전공급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강화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해 유

의미와 성과

럽원전사업 입찰에 활용하고 입찰에 성공하여 계약자로 선정되면 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수출용 신형연구

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구비하게 된다.

로와 부대시설의 종합설계라는 목적을 무난하게 달성했다. 이번 프로
젝트는 하나로 이후 두 번째 연구용 원자로 종합설계사업이었다. 따

의미와 성과

라서 연구로 관련 최신 설계능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노하우를 축적하

핀란드 내 원전 건설 타당성과 관련해 TVO-한수원 공동으로 조사를

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 종합설계업무와 구매권의 교환을 통해 EPC

수행하던 중 국내와 상이한 유럽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필

참여와 설계비 절감을 달성했다.

요성이 제기돼 이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해외 경쟁국들은 EUR 요건
에 따른 설계 변경과 인증 취득 등 유럽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노력
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사업자요건과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원자로를 개발해 EUR 인증
을 취득해야 선진 원전공급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 미국 요건에 따
라 개발된 현 APR1400 설계를 유럽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량해 EUAPR1400을 개발한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 수주 활동이 가능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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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경제성 갖춘 국가 노형개발
프로젝트 개요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원전수출 경쟁국들은 잠재적인 원전도입국
이 필요로 하는 노형을 용량별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400㎿급
APR1400이 유일한 상품이다. 해외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000㎿급 노형을 선
호하는 잠재시장이 있지만,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3세대 이상의 1,000㎿급 노형을 확
보하지 못했다.
OPR1000은 오랜 기간 건설과 운전을 통해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최신 안전성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원전 수출
을 주관하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으로 APR1400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1,000㎿급 3
세대+ 중형노형 개발을 추진했다. 먼저 해외 수주와 홍보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 상위
설계개념을 정립해 마케팅 브로슈어 제작에 들어갔다. 보다 상세한 개발계획은 시장 수요
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자로 설계는 미국의 규제요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나 국제 경
쟁력을 갖춘 노형을 개발하려면 유럽 요건에 부합하는 최신 국제 원자력시장의 추세도 무
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 요건이 상충될 경우, 설계가 불균형적으로 되거나
과도한 보수성으로 인해 경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설계 최적화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
하다. 수출용 중형노형 APR1000 예비개념설계 개발사업은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행했다.

의미와 성과
잠재적인 원전도입국의 다양한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1,000㎿급 수출 노형이 확보
되면,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사업개발 활동과 해외시장 개척을 타진할 수 있다. 국내 중
형원전 운전 및 설계경험과 APR1400의 진보된 설계 특성을 반영한 3세대+급의 국제 경쟁
력을 갖춘 중형원전의 상위 설계 요건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상세 설계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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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Evaluation and Site Characterization Work
Contract
2014년 11월 30일 ~ 2017년 11월 30일

NUCLEAR POWER
(A/E)

중동지역에 확고한 수출 교두보 마련
프로젝트 개요
요르단 최초의 원전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부지평가와 특성조사, 인허가 등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다. 국내 원전 부지
조사와 UAE 원전사업 등에서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관리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
시해 사업수행 기간 최적화, 부지적합성(Acceptance Criteria) 확인방안과 포괄 부지(Plant Parameter Envelope) 접근법 등
을 적용시켰다.
한기는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9월 열린 제57차 IAEA 총회에서 발주처
를 대상으로 부지조사 경험을 소개했고 관련 사업개발을 논의했다. 사전에 요르단 최초의 원전부지와 데이터 룸을 방문해
현지자료와 정보를 수집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 5개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며 최종적으
로 설계분야 중동권역 ENR 2위 업체인 Dar Al Handasah를 파트너로 선정했다. 또한 사업 수행방안 사전 설명회와 세 차
례에 걸친 계약협상을 진행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여기에 맞춰 부지 특성, 환경영향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냉각수
및 저준위방폐장 등 4개 분야를 인식시키는 동시에 판매세 면제조항 삽입, 하자이행보증 축소, 지급조건 개선, 의무보험
가입범위 축소 등 독소조항을 해소했다.
사업을 수주하는 데 있어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PSHA) 등의 지속적인 부지평가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
다. 추가로 PFDHA(Probabilistic Fault Displacement Hazard Analysis, 계약옵션) 수행방안을 제시했다. 항공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법을 이용한 정량적인 지형분석 수행방안과 사고 선량기준 조사 및 연구 실적 활용을 통한 제
한구역 설정방안을 제시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미와 성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대표적 해외 원전 프로젝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세계 유수 기업과 경쟁에서 기술적,
경제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 눈에 띤다. 영국(AMEC), 미국(Rizzo), 네덜란드(Fugro), 벨기에(Tractebel), 호주(Worley
Parsons), 캐나다(SNC-Lavalin)을 제치고 종합평가 1위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최종계약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
또한 UAE 원전 수출에 이은 쾌거로 신규 원전 수출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동권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는 점도 큰 의
미가 있다.
한기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다수의 원전 도입 희망국에서 신규로 발주할 부지평가와 특성조사 시장에서 한발 앞서나가
는 계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상세부지조사 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우디아리비아와 중동아프리카(MENA) 권역의 후속사
업 수주기반을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 요르단 최초 원전 건설사업의 사업관리(CM)와 사업주지원(OSS) 사업 진출의 교두
보를 확보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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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1991년 7월 22일 ~ 1999년 6월 30일

NUCLEAR POWER

PROJECTS

(NSSS SD)

원자로 설계의 전환점
프로젝트 개요
울진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는 영광 3,4호기 설계 및 운전경험과 국내외 원전 신기술을 접목했으며,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
해 안전감압계통을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대체교류전원 추가, 수소점화기 설치, 부분충수운전 적용 등 노심손상빈도를 2.78E5/RY로 증진했다. 또한 이용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간공학설계 적용, 충전펌프 추가, 계측제어장비 개선 및 디지털화, 원자
로용기 노즐의 재질 개선(인코넬 690 적용) 등을 실현하고, 파단전누설(LBB)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성과 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
였다. 이에 대해서는 1995년 IAEA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울진 3,4호기 설계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됐다.
울진 3,4호기는 1998년 6월 및 1999년 6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며, 이 사업 수행부터 후속 한국표준원전(OPR1000)의 설계, 제
작, 시공 및 운전에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의미와 성과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립의 효시이자 최초의 한국표준원전인 울진 3,4호기의 건설은 원자력 기술자립과 전력생산의 국산화를 통
한 국가 에너지자립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원전의 핵심기술인 원자로계통설계는 그동안 선진
국이 독점해 왔으나, 울진 3,4호기 건설부터 한기가 독자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술자립을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원전 기술사와의 공동설계’라는 기술의존 틀에서도 벗어났다.
울진 3,4호기는 사업수행과 기술자립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사업으로, 한국표준원전인 울진 3,4호기의 성공적 수행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울진 1~4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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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1992년 9월 18일 ~ 1999년 9월 30일

NUCLEAR POWER
(NSSS SD)

원자로 기술자립의 발판을 놓다
프로젝트 개요
월성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은 월성 2호기와 마찬가지로 AECL(캐나
다원자력공사)을 주계약자로 한기가 국내 하청계약자로 참여했다. 월성 3,4
호기사업에서는 월성 2호기와 비교해 설계 수행 범위가 넓어졌다. 월성 3,4
호기는 월성 2호기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했기 때문에 월성 2호기의
84개 설계변경 항목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규제기관(KINS)의 요청
에 따라 고온감속재 온도에 따른 제2정지계통 트립사항이 추가됐으며, 월
성 2호기 설계와 관련하여 인허가 요건 및 설계경험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
한 총 42건의 설계 변경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월성 3호기는 1997년 12월 30일 핵연료를 장전한 데 이어 1998년 7월 1일 상
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월성 4호기는 1999년 10월 1일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의미와 성과
월성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은 한기와 AECL 간의 통합문서계획에 따
라 설계 및 사업 업무의 많은 부분을 월성 2호기사업과 통합하여 월성 2~4
호기 단일체제로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을 가지고 원자로계통설계업무를 수행했다.
월성 2호기 계약 당시에는 중수로 원자로계통설계에 대한 기술자립 청사
진이 마련되지 않아 별도 기술도입계약은 없었으나, 1992년 9월 18일 월성
3,4호기 계약과 동시에 체결한 중수로기술전수협약에 따라 문서 및 특허
1,300여종과 전산코드 80여 종의 도입으로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자립의 발
판을 마련했다.
한기는 월성 1~4호기 가동원전 설계지원 및 개선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함
으로써 향후 중수로 원전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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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개발사업
1992년 12월 ~ 2001년 12월

NUCLEAR POWER
(NSSS SD)

세계 원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 개요
차세대원자로 APR1400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표준형원전 개발 이후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신형 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1992년 6월 국가 G-7 사업으
로 선정되어 추진했다. 처음 기술개발에 착수할 당시 명칭은 KNGR(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이었지만,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원자로 명칭을
APR1400으로 변경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전체 개발 일정은 1단계(1992년 12월~1994년 12월)에는 원자로형 및 설계개념을 결정하고, 2단계(1995년 3월~1999년 2월)에는 기본설계 수행 및 표준안
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했으며, 3단계(1999년 3월~2001년 12월)에는 설계 최적화 및 인허가 지원을 수행했다. 그 결과 2002년 5월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의미와 성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 향상과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신형원자로(ALWR) 개발을 추진했으며, 우리나라도 차세대원자로 기술
개발을 착수했다. 한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합심하고 노력한 끝에 9년 만에 결실을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하는 교두
보를 확보했다.
APR1400 노형은 2007년에 착공된 신고리 3,4호기를 시작으로 후속호기들에 적용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 UAE에 수출한 원자로도 APR1400 노형이
채택됐다. 또한 미국규제기관인 USNRC의 표준설계 인증이 APR1400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 사업자요건(EUR) 인증도 APR1400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해외수출이 확대할 전망이다.

APR1400 3D 절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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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분석기 개발 및 적용사업
1997년 ~

NUCLEAR POWER

PROJECTS

(NSSS SD)

설계코드 국산화를 위한 초석
프로젝트 개요
원전분석기는 계통 모델링, 설계 검증, 교육 및 훈련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로서 1990년대 후반부터 현
재까지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한기는 OPR1000, CANDU9 및 APR1400용 원전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다.
원전분석기 기술을 기반으로 NSSS 제어계통의 성능을 검증하는 제어계통 성능검증장비를 개발하여 사업화 했으며, 완전한 그
래픽 환경 공정계통 및 제어계통 모델링 도구인 Visual System Builder(VSB)를 개발하여 여러 코드에 적용하고 있다.
OPR1000 및 CANDU9용 원전분석기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최초로 공급한 이후 영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의 주
급수제어계통 교체사업에 OPR1000용 원전분석기를 이용한 제어계통 성능검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새로 제작한 제어계통의 품
질을 높이고 원전의 안정적 운전에 기여했다.
또한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에 교육훈련용 원전분석기를 공급하여 인력양성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APR1400용 원전분석기를 신고리 3,4호기에 공급하여 주요 제어계통의 성능검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체계적 원전분석기 개발을 통하여 설계코드 국산화를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했으며, APR1400용 원전분석기를 다목적 패
키지로 완성하여 설계, 검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 주급수제어계통 교체사
업과 신고리 3,4호기 건설사업에서 NSSS 제어계통 성능검증장비의 적용을 통해 운전 투입 이전에 해당 제어계통 기능의 결정적
인 오류 검출 실적을 보임으로써 검증장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따라서 향후 신울진 1,2호기 및 후속호기 NSSS 제어계통의 사
전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장비로 활용될 것이다.

APR1400 원전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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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공정제어, 보호 및 감시설비 개선공사
1997년 7월 ~ 1998년 12월

NUCLEAR POWER
(NSSS SD)

기술 우수성 입증한 고난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요
고리 1호기 공정제어, 보호, 감시설비, 현장 계기 및 지시계를 교체하고 개선하여 발전소의
신뢰성과 안전성 및 운전성을 높이고 유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한 사업으로 한기가 EPC 턴
키사업으로 수주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사업은 원전 신경망인 계측제어계통을 전면 개선하는 역무로, 당시 해외 전문가들도 시
운전 또는 운전 중 원전 불시정지 상황 발생을 우려했다. 그러나 철저한 품질관리 및 반복
적 현장시험을 통하여 시운전 중은 물론 발전소 운전 시에도 본설비로 인한 불시정지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기기의 경년열화 및 예비품 확보가 어려워
지고, 아울러 유지보수 비용도 상승하고 설비교체도 잦아졌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계측기, 발전소감시계통, 제어봉제어계통, 다양성보호계통, 노외중성
자속감시계통, 모터-발전기세트 등의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20년이 경과한 아날로그 계측제어설비가 노후화되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설비로 전면 개선한 공사로 원전의 디지털 계통을 전면 설비 개선한 첫 사례였다.
당시 해외에서는 경제성에서는 뒤지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계측제어설비 교체를 단계적으
로 시행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본 공사는 계약부터 설계, 제작, 인허가, 시공 및 시운전을 17
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전면 교체하여 경제성을 높였으며, 한기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본 설
비개선 공사를 순수 국내기술로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이후 고리 2호기 및 울진 1,2호
기 주전산기 교체공사를 비롯한 노후화된 계측제어계통 설비개선 사업을 연속 수행했다.
특히 아날로그 설비를 디지털 설비로 교체함에 따른 인허가 기술 및 기준을 재정립하고 관
련 기술을 자립하는 계기가 됐다.
한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 가동원전의 대규모 계측제어설비 교체를 염두에 두고 기존
아날로그 설비를 대체할 디지털기술을 개발하여 가동원전 설비 교체에 적용하고 있다(예를
들면, 발전소경보감시계통을 기술개발과제로 개발하여 실제 발전소에 적용). 또한 계속될
안전 관련 계측제어계통 설비 교체를 위한 기기 기술개발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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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원전(OPR1000) 설계개선사업
1992년 12월 ~ 2001년 12월

NUCLEAR POWER
(NSSS SD)

독자기술 개발로 수출의 토대를 닦다
프로젝트 개요
한국표준원전(1,000㎿) 설계개선용역은 1997년 11월 기본계
획 수립을 토대로 2단계에 걸쳐 수행했으며 한국표준원전
(OPR1000) 8개 호기에 대한 건설 및 운전경험과 최신 기술
을 반영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원전 설계기술을 확보한 사
업이다.
이 사업은 종전과 달리 설계변경을 대폭 수행하여 경쟁력있
는 원전 건설을 목표로 했다. 우선 설계개선으로 기술성, 인
허가 시현성, 건설 및 제작가능성 및 운전보수성을 확인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및 확
인 업무를 수행했다.
한기가 수행한 주요 업무로는 설계개선 검토과제 선정, 과제
별 사업 적용성 검토, 개선 표준원전의 설계개념 정립, 설계
개선 효과 및 경제성 평가 등을 수행하여 후속 한국표준원전
에 바로 적용할 체계를 갖추었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 설계기술의 고도화 달성,
한국표준원전의 국제경쟁력 확보, 국내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설계개선 수행능력 확보,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사와의 체계
적 업무협조 모델 구축 등을 실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축적
한 기술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그리고 후속원전
에 적용해 원전수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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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3, 4호기 조감도(K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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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3,4호기 및 영광 5,6호기 장주기운전 적용사업
1999년 6월 ~ 2001년 12월

NUCLEAR POWER
(NSSS SD)

이용률 향상과 경제성 제고 효과
프로젝트 개요
한국표준원전은 표준주기인 12개월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원전 적용 주기의 변화 추이와 국
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울진 3,4호기와 영광 5,6호기에 대해 18개월 장주기 운전 적용 설계변
경 사업을 수행했다. 장주기 운전으로 전환할 경우 원전 이용률이 향상되어 경제성 및 안전
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한기는 사업주인 한전이 차질 없이 운영허가
를 취득하도록 기술 및 인허가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초기에 울진 3,4호기에 대해서만 과제가 한정되었으나 그 효용성이 부각되어 사업 중간에
영광 5,6호기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다. 사업기간은 울진 3,4호기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영광 5,6호기는 1년 후인 2001년 12월까지였다.

의미와 성과
발전소 이용률을 높여 전력계통의 안전관리와 경제성을 향상 효과를 거두었으며, 표준주기
12개월에 비하여 장주기 운전은 원전 종사자들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유지보수 인력이 감소함은 물론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도 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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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3,4호기 원자로냉각제 온도 감소운전(ORT)
연구개발
2000년 9월 ~ 2002년 11월

NUCLEAR POWER
(NSSS SD)

온도를 내려 안전을 높이다
프로젝트 개요
한기는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인코넬 600 재질)의 응력부식균열(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eaking) 원인 중 하나인 원자로냉각
재 온도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온도조건과 동 조건에서 계통 및 기기의 성능과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용역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를 취
득하고 실제 국내 원전에 적용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을 증진했다.
이에 따라 OPR1000 원전 원자로냉각재 온도를 621F에서 615F로 감소 적용해 감소한 온도조건에서 원자로 계통 및 기기 건전성 확인 및 안전성을 입증
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인코넬 600 재질을 채택한 국내 원전에서 응력부식균열 발생 및 성장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영광 3,4호기부
터 이를 적용했다.

의미와 성과
한기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OPR1000 원전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및 APR1400 원전인 신고리 3~6호기 신울진 1,2호기에 저감된 원자로냉
각재 온도 615F를 적용했다. 그 결과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응력부식균열 발생 및 성장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원전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고리 1,2호기, 영광 1~4호기, 울진 1~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 시 개발한 기술을 적용했으며, 기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다.
아쉬운 것은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응력부식균열의 원인인 원자로냉각재 온도 감소운전 연구개발의 결과를 적용해야 할 울진 3,4호기와 영광 5,6호기
가동원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점이다.

영광 3,4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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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취급설비 성능개선사업
2002년 3월 ~ 2014년 3월

NUCLEAR POWER

PROJECTS

(NSSS SD)

가동원전의 연료 취급 효율성을 높이다
프로젝트 개요
국내 가동원전 (고리 1호기~울진 6호기)의 핵연료취급계통의 기기 및 제어설비는 1970년도 중반에 설계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교체부품 구
매가 매우 어려웠다. 이 뿐만 아니라 주요 설비 사이에 연동기능이 미흡하고, 운전·제어 계통이 자동화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원전 이용률 측면에서 설
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의 연료취급설비는 해외 원전에 비하여 연료취급 속도가 느려 연료를 인출 및 장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계획예방
정비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핵연료취급설비 성능개선 사업이 시작됐다. 2002년 3월 고리 2호기를 필두로 국내 가동원전 16곳의 연
료취급설비 성능개선 사업이 2014년 3월 30일 고리 1호기를 끝으로 완료했다. 단일 계통 성능개선 사업을 10년 이상 수행하면서 사업의 모든 역무가 표
준절차를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했다.
한기는 국내 모든 가동원전의 관련 설비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위상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습득한 경험은 신고리 1,2호기 이
후의 원전 사업에 활용했다. 특히 한수원의 기술지원 용역 이외에 별도로 핵연료취급설비 전문제작업체인 PaR Nuclear로부터 DCP(Design Change
Package Supports) 지원 역무를 수행하여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의미와 성과
가동원전의 핵연료취급설비에 대한 일련의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본 설비에 대한 계통설계자로써 최신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었고, 이 기술은 신고리
1,2호기 이후의 모든 사업인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BNPP 1~4호기 및 신울진 1,2호기의 설계 업무에 적용했다.
운전원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재장전 작업을 자동운전으로 전환하여 운전원의 조작실수를 크게 줄였으며, 체계적 관리와 이중 제어로 설비운전 안정성을
높였다. 성능개선 이전에는 시간 당 3.0 다발 이하의 연료를 인출/장전했던 것을 성능개선 이후에는 시간 당 6.0 다발 이상의 연료를 취급하여 재장전 작
업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발전소의 운전 효율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선된 설비의 호환성을 극대화하여 가동원전 간에 관련 설비 및 예비품의
운영이 용이해졌다.

연료취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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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2002년 8월 9일 ~ 2009년 9월 30일

NUCLEAR POWER
(NSSS SD)

수중배수 최초 적용한 안전 설계
프로젝트 개요
한전은 2000년 8월 신고리 1,2호기의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2002년 8
월 한기와 원자로계통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그 직후 전원특례법에 의거하여 실
시계획을 신청했으나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당초 준공일정 대비 27개월가량
순연돼, 2005년 6월에야 건설허가를 받았다. 당초 완공 일정이 지연되어 1호기
가 2011년 11월, 2호기가 2012년 7월 시운전을 시작해 2012년 12월 완공했다.
신고리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은 울진 5,6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하여 한국표
준원전 설계개선 1,2단계용역 수행 결과에서 도출한 설계개선 사항들을 반영했으
며, 설비 완전성 측면에서 기기공급자문서 검토 역무를 기본업무로 추가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한국표준원전 설계개선 1,2단계를 통해 도출한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의 최적화,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 설계, 영구수조밀봉체 설
계, 노외중성자속 감시계통설계 및 발전소감시 경보계통 등이 있으며, 기기 노
후화에 대비한 노심보호연산기 설계, 선행호기 운전경험을 반영한 계측장비의
전원공급기 이중화를 포함했다. 또한 David Besse 원전 경험을 반영한 원자로
상부구조물 절연체의 변경 및 핵연료 취급설비의 개선을 추진했다.

의미와 성과
연간 158억㎾h 발전능력을 갖춘 개선형 한국표준원전 신고리 1,2호기는 신기술
과 신공법 적용으로 경제성 및 정비 편의성을 높인 원전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
전사고 이후 후속 조치로 강화된 12건의 설계 변경을 반영해 기존 원전대비 안
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외부 전원이 차단되어도 수소를 제거하고 전력 및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무전원 수소제거설비와 이동형 발전차량, 냉각수 외부주입로 등이 설치됐고 온
배수 영향 저감을 위한 수중배수로를 국내 원전 중 최초로 설치하는 등 신기술
과 신공법 적용으로 경제성이 높은 환경 친화적 원전으로 건설했다.
한편 같은 시기 계약한 신월성 1,2호기는 2007년 6월 건설허가를 받아 기초굴
착에 착수해 2012년 7월 1호기를 준공했고, 2015년 7월 2호기 준공을 앞두고 시
운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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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2006년 8월 28일~

NUCLEAR POWER

PROJECTS

(NSSS SD)

수출원전의 모델, 60년 수명 연장의 꿈
프로젝트 개요
신고리 3,4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건설 중이며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을 최초로 적용한 원
전이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표준원전 및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 개발을 통하여 축적한 설계 및 운전 경험을 토대로
강화된 내진요건 적용, 원자로용기를 포함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의 설계수명 증가 및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인간-기계 연계계통 도입 등 많은 설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일정은 각각 2013년 9월과 2014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건설원전의 안전성 확보 요구 및 2013년 5월 안전등급 케이블 내 환경검증보고서 위조확인에 따른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결정으로 준공 일정이 지연됐다.

의미와 성과
신고리 3,4호기는 100만㎾급 한국표준원전(OPR1000)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발전용량을 140만㎾로 40% 높이고 설계수
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려 건설 중에 있다.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의 최초 원전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호기당
연간 약 80억㎾h의 전기를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 개발 시 설정한 주요 설계특성을 기반으로 신고리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는 원전설계 고도화 개
념을 반영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 모델로서 앞서 안전성을 증명하는 역할도 맡는다.

신고리 3,4호기 제어계통 성능검증장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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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울진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2007년 5월 31일 ~ 2018년 2월 1일(예정)

NUCLEAR POWER
(NSSS SD)

핵심기자재의 국산화 쾌거
프로젝트 개요
신울진 1,2호기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고목2리에 건설되며 1호기
는 2017년 4월, 2호기는 2018년 2월에 각각 준공 예정이다.
신울진 1,2호기는 APR1400 노형 신고리 3,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하여 기존 해
외 기업에 의존하던 원전 핵심기자재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
스템(MMIS)을 국산화해 건설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증진하고 운전편
의성을 향상한 설계개선사항을 반영했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안전점검결과 도출한 개선사항을 적용했다.
신울진 1,2호기 사업은 선행호기와는 달리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2007년 5월
31일 체결한 초기분 계약과 2009년 7월 31일 체결한 후속분 계약(본 계약)으로
분리하여 추진했다. 이는 당시 우리 기술로 안전해석제한코드를 개발 중에 있
었지만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WEC와 기술협약계약에 의해 2007년 6월 이전
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제한코드를 신울진 1,2호기 설계에 적용하려는 절묘한
해법이었다.

의미와 성과
신울진 1,2호기는 핵심기자재인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과 원자로냉각재펌
프(RCP)를 국내 기술로 개발·적용한 국내 최초 원전으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면 명실상부한 원전의 설계 및 제작 국산화를 완성하게 된다.
핵심기자재의 국산화 외에 신울진 1,2호기의 원자로계통설계 주요 설계개선사
항으로 12발 제어봉(12 finger CEA)이 낙하했을 때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RPCS)
의 기능을 개선, 확장시켜 원자로정지를 방지함으로써 발전소의 이용률을 제고
했으며, 주급수제어계통(FWCS)의 일부 부품설계를 이중화함으로써 동 계통의
운전신뢰성을 높였다. 이러한 탄탄한 국내 기술력과 신울진 1,2호기 사업 착수를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UAE 원전수출 성공의 기술적 토대가 쌓였다.

518
신울진 1,2호기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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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기술개발
2007년 8월 1일 ~ 2015년 11월 30일

NUCLEAR POWER
(NSSS SD)

원전 기술자립의 꼭짓점을 찍다
프로젝트 개요
2009년 APR1400 원전의 UAE 수출 달성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었다. 이
에 앞서 우리나라는 APR1400 대비 안전성, 경제성 및 운전성을 향상시켜 보
다 더 발전된 형태의 한국형 고유 노형을 개발하고 있었다.
APR+ 기술개발 사업은 한기를 중심으로 한수원중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
료,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기술 고유화를 통해 완전
한 기술자립 및 최적설계로 국내 원자력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APR+ 기술
개발 사업은 한국형 고유 수출 노형 개발 및 설계기술 고유화,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했고, 한기는 1단계에 APR+ 개발 타당성 평가/공동연구 참
여, 2단계에 APR+ 공통핵심기술(6건) 개발 및 표준상세설계 개발, 3단계에
서는 APR+ 설계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용역을 수행했다.
한기는 APR+ 노형선정/평가와 표준상세설계 기획단계에서 주요 설계인자
결정, 우수 설계인자 적용 시 각종 연계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설계전문가협
의체(Working Group) 운영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한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기술개발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2011년 12월
표준설계인가(SDA : Standard Design Approval)를 신청하고, 2012년 12월까
지 KINS 인허가 심사에 대비해 현안을 해결했고, 2014년 8월에는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했다.

의미와 성과
원전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APR1400 후속 원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쳐 우리나라는 원전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 도입기술에
의한 수출제약 요인 없는 원천설계기술인 GEN III+ 원자로설계 고유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 수준의 안전성을 충족함으로써 상용원전의 안전성 향상
을 이루고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 또한
APR+ 기술개발은 해외원전 및 기술수출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기술적 장애
를 극복하여 해외수출의 기반을 확보했다. 피동 안전설비, 다중 중대사고 대
처설비, 자동부하추종 운전, 제어봉구동장치, 원전 기기/구조물 복합 모듈화
개발 등의 공통핵심기술은 미래의 원전개발에 유용한 자산이다.

520

NuTech 2012(안전해석코드, RCP, MMIS 국산화)
2006년 10월 1일 ~

NUCLEAR POWER

PROJECTS

(NSSS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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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의 국산화 성공 퍼레이드
프로젝트 개요
정부가 추진한 원자력발전기술 개발사업(NuTech 2012)에서도 한기는 다수
의 용역에 참여했다. 특히 RCP, MMIS, 안전해석코드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
루었다.
APR1400급 원자로냉각재펌프(RCP) 개발은 해외 Andritz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산화에 성공했고, 신울진 1,2호기에 최초 적용했다. 한기는 세부 1과제에
RCP 적용기술 개발 및 NSSS 적합성 평가와 세부 2과제에 RCP 시험설비 구
축 및 시험 방법론 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RCP 및 시험설비의 설계 및 시험
요건, 시험지침서 개발, 계통설계 영향 평가, 상세/실시 설계 검토, 기기공급
사 문서 검토 역무를 수행했다.
MMIS 개발 과정에서 계통적합성 평가, 계통 개발사양의 적합성, 계통 개발
성능의 적합성 및 PLC 적합성 평가 수행을 통하여 국산화 MMIS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신울진 1,2호기에 적용 기반을 제공했다.
안전해석코드 국산화 과제는 각종 가상사고에 대한 원전안정성 평가용 전
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목적으로 해당 기술범위가 방대한 만큼 국내
원자력 관련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
됐다. 한기는 안전해석코드의 골격에 해당하는 지배 방정식 수립 및 이상유
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개발 책임을 맡아 고유의 다차원 계통열수력코드 개
발에 성공했으며, 타 기관 협조 하에 보조 방정식, 기기모델, 입출력 등 개별
모델을 통합하여 1단계(2006.10 ~ 2010.03)에 국산 안전해석코드(코드명 :
SPACE) 데모 버전을 출시하고, 2단계(2010.04 ~ 2012.12)에 코드검증 및 이
를 적용한 원전 안전해석 방법론 개발을 완료했다.

의미와 성과
우리나라 원전설계 관련 3대 미자립기술로 남아 있던 RCP, MMIS 원전안전
해석코드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비로소 원전 기술자립국으로
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한기는 이러한 핵심기술들개발에 직접 참여함으로
써, 신규 개발 노형에 이 기술들을 활용했다.

MMIS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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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대규모 설비개선사업
2007년 12월 ~ 2013년 1월

NUCLEAR POWER
(NSSS SD)

원천기술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다
프로젝트 개요
월성 1호기 설비개선사업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추
진한 사업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증진에 필요한 20개 계통 설
계를 개선하고 기기를 교체하는 작업이었다. 한기의 역무는
계통 설계 개선, 기자재 구매/공급 지원, 시운전 지원과 인허
가 취득을 위한 기술지원 등이었다.
당초 월성 1~4호기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의 중수로
(CANDU)형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독점공급이 가능하다고 판
단한 AECL은 높은 용역 입찰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기가
한수원에 Pre-Project를 제안하였고 한기의 기술력 입증을
위한 노력 끝에 AECL을 제치고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후
AECL은 한기가 요청하는 제한된 기술자문에만 참여했다. 이
를 계기로 한수원은 사업비 절감과 동시에 설비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한기는 중수로원전 설비개선사업 수행
을 위한 기술력을 축적했다.

의미와 성과
당초 발주처인 한수원은 CANDU 원천 설계기술 보유자인
AECL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을 세웠으나, 설계기술
자립현황을 한수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기가 주계약을 체
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AECL이 제시한 사업비의 절반 비
용으로 한기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기술력 입증은 물론 외
화유출을 막는 데도 기여했다.
전체 20개 계통의 설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AECL의 자문을 활용하여 부족한 기술
을 보완했으며 자문 과정에서 원천기술을 재습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CANDU 원전의 설계기술 자립에도 자
신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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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 노형개발사업(APR1000+)
2014년 11월 20일 ~

NUCLEAR POWER
(NSSS SD)

다양한 수요 개발을 위한 준비
프로젝트 개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원전수출국은 잠재적 원
전도입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로를 용량별로 다양하게 보유하
고 있으나, 현재 한국이 해외 시장에 내놓은 상품은 1400㎿급
APR1400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력 그리드 규모가 적어 대형원자로를 부담스러
워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1000㎿급 APR1000+ 개발사
업에 착수했다. 이미 국내에서 오랜 운전 경험을 통해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 운영 실적을 보여주는 1000㎿급 OPR1000이
있지만, 점점 강화되고 있는 최신 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충분
히 부합하는 설계로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APR1400의 후속 노형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대폭 강
화하여 2014년 8월 14일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1500㎿급
APR+ 설계를 기반으로 1000㎿급 중형 원자로 APR1000+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때 미국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유럽의 설
계 요건과 기준도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 신규원전 홍보 및 수주 활동을 위해, 주요 상위 설
계요건을 정립하고 기본 설계 특성을 결정하여 마케팅 안내
서와 계통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먼저 수행했고, 시장 수
요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상세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미와 성과
현재 유일한 수출 원전인 1400㎿급 APR1400 노형만으로는
유럽, 중동, 동남아, 남미 등 해외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1000㎿급 APR1000+를 개발
하여 앞으로 해외 원전 시장에서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 사
업개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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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원자로계통설계(SD)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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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기록되다
프로젝트 개요
한전을 중심으로 KEPCO 컨소시엄이 UAE 원자력공사(ENEC)로부터 수주한
UAE BNPP 1~4호기 원전사업 중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은 2010년 6월 두산중
공업으로부터 수주했다. 2012년 7월에 1,2호기 건설허가 취득 및 최초 콘크
리트를 타설했고, 2014년 5월에 1호기 원자로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2015
년 1호기 CHT와 2016년 1호기 HFT 및 핵연료 장전을 거쳐 2020년 5월까지
4개 호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로계통설계는 ①축적된 표준원전 및 APR1400의 설계기술과 개선된 설
계 채택, ②선행호기의 운전 및 정비과정에서 취득한 경험의 반영, ③최신
적용법규, 기술기준 및 규격의 요건 반영, ④기술개발과제 수행, 진보한 기술
적용을 통하여 습득한 신기술 적용, ⑤실증기술을 적용한 단순화 및 운전 여
유도 증가, 개선된 인간-기계 연계 및 운전신뢰도 향상 등의 설계개념을 채
택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강화했다.

의미와 성과
대한민국 최대 수출품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우리나라에 원자로 설계기술
을 전수해준 미국, 프랑스 회사들과 당당히 겨뤄 따낸 결과라 그 의미가 더
욱 크다.
UAE 원전사업은 한국 최초 APR1400 노형을 적용한 신고리 3,4호기를 참조
발전소로 하고 신울진 1,2호기에 적용한 설계개선사항을 UAE 설계특성(부
지, 기후, 50㎐ 등)에 맞춰 반영하여 4개 호기 원전을 2020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원자로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이다.
향후 원전 도입계획이 유망한 터키, 요르단 등 원전 신규 시장과 미국, 중국,
인도 등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한국형 원전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 것이다.

UAE 원전 건설현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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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원자로 영구수조밀봉체 교체사업
2011년 1월 ~ 2013년 10월

NUCLEAR POWER
(NSSS SD)

EPC 역량을 확인한 사업
프로젝트 개요
국내 가동원전 원자로 영구수조밀봉체 교체사업은 기존 탈부착식 수조밀봉
체를 고정식 영구수조밀봉체로 교체하는 역무였다. 영구수조밀봉체로 교체
를 통해 밀봉판의 탈부착 공정, 밀봉제 도포 및 응고 기간의 공정을 없애 계
획예방정비 공기를 단축하게 된다. 교체사업 대상 발전소는 고리 1~4호기
및 영광 1,2호기였다.
고리 1,3,4호기와 영광 1,2호기에서는 설계, 기기제작, 설치관련 기술지원 및
인허가 지원 등 사업주 기술지원 형식으로 수행했으나, 고리 2호기 영구수조
밀봉체 교체사업은 기본설계, 구조해석, 구매시방서 작성, 계통영향평가, 기
기제작, 설치, 사업주 지원 및 인허가 기술지원 등 전체 사업 및 공정관리 지
원 역무를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사업으로 수행했
다. 한기는 교체사업 용역 수행에 앞서 영구수조밀봉체관련 기술개발을 선
행하여 고유 기술을 확보해 왔으며, 기본 역무 이외에 기기제작, 설치 및 사
업주 지원 등 제반 역무를 함께 준비해 왔다. 그 결과 고리 2호기 영구수조
밀봉체 교체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끝까지 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형태로 진
행했다.

의미와 성과
영구수조밀봉체로 설비개선으로 수조 내 잠재적 재장전수의 대형 누출사고
를 근본적으로 제거했고,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기간마다 수조밀봉체 설치 및
해체 공정이 사라져 호기당 재장전 임계공정을 최소 22시간 단축했으며, 작
업자 피폭선량을 약 90% 감소시켰다. 작업 소요인력도 약 59MH 감소해 비
용절감도 이뤘다.
본 교체사업은 설계뿐만 아니라 제작, 설치 및 인허가 등 용역 착수부터 종
결 시까지 사업 전체를 주관하고 책임을 갖는 계약형태로 수행하여 EPC 용
역 관리에 대한 경험을 습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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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산원전 재순환집수조 성능평가사업
2012년 1월 ~2012년 12월

NUCLEAR POWER
(NSSS SD)

해외 사업 다각화의 가능성을 열다
프로젝트 개요
중국 진산원전 사업자인 TQNPC(Third Qinshan Nuclear Power Co.)는 비상노심냉각계통에
대한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수원에 재순환집수조 여과기 성능평가 및 설비개선설계
를 요청했다. 한기는 과거 국내 중수로원전(월성 1~4호기)에 대한 성능평가 경험을 보유하
고 있어 한수원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비상노심냉각사고(LOCA) 발생 시 냉각재가 흘러 원자로건물집수조에
수집되고 다시 노심으로 주입되어 안전하게 노심을 냉각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 여과기의
적정 여과면적을 계산하고, 예상되는 이물질의 발생량과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었다.
사업 수행을 앞두고 2011년 말 경, 현장 실사를 위하여 진산원전을 방문한 한기 기술진은 한
기가 보유한 기술 능력,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소개하여 향후 두 회사 간 기술협력 가능
성을 열어놓았다.

의미와 성과
국내 중수로 원전 대상 사업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동일 노형의 해외 원전에도 적용함으로
써 중수로 해외원전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쌓았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경수로 원전에 적용하는 규제요건인 Reg. Guide 1.82 Rev.3 기준을 만
족하는 설계 변경을 중수로 원전에도 적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28

고리 1호기 전경

원자로 헤드교체 용역

NUCLEAR POWER

PROJECTS

(NSSS SD)

한국전력기술 40년사
원자력 프로젝트 50

50

529

원전 안정성 향상과 사업 영역 확대
프로젝트 개요
1991년 프랑스 Bugey 3호기에 이어 2002년 미국 Davis Besse 등 해외 다수
원전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에서 일차냉각재응력부식균열(PWSCC)이 발생
함에 따라 해외 원전에서는 재질을 개선한 관통관이 장착된 원자로 헤드로
교체작업이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2010년과 2012년에 영광 3호기 원자로 헤
드 배기관 및 관통관에서 결함이 발견돼 원자로 헤드로 교체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광 3,4호기와 고리 2호기를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교체할 예
정이다. 아울러 알로이(Alloy) 600 재질로 만든 국내 원전의 원자로 헤드도
이후 순차적으로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한기는 한수원의 기술지원 용역과
새로운 원자로헤드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의 설계 및 인허가 지원용역을 수
행했으며, 교체 예정사업에서도 발주자와 공급예정자에 대해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앞서 국내 원전 중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고리 1호기 원자로 헤
드를 2013년 7월 교체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일괄발주 방식으로 건설한
원전으로 주요 부품에 대한 발전소 현장 자료가 부족해 원설계자인 웨스팅
하우스와 함께 새로운 원자로 헤드 설계 및 제작 공급 입찰에 단독으로 두산
중공업만이 참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고리 1호기는 원자로 헤드
교체를 위한 반입과 반출을 하기 위해 격납건물에 임시관통구 공사를 현대
건설에 맡겼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가동원전의 원자로 냉각재계통 주요 기기의 교체 용역 참여로 유사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텄다. 향후 국내의 Alloy 600 재질의 관통
관을 갖는 원자로 헤드 중 한수원에서 취약하다고 분류한 원자로 헤드는 계
획대로 교체할 예정이어서 발전소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한기 사업
영역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울진 3,4호기 및 영광 5,6호기의 경우 용접부의 덧씌움 용접(On-lay)
에 의한 예방정비 타당성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어 전
체적으로 후속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Thermal
Power 30
화력 프로젝트

01. 표준석탄화력 개발 2단계 용역
02. 보령화력 3,4호기 설계기술용역
03. 태안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04. 삼천포화력 3,4호기 설계기술용역
05. 서인천복합화력 1단계 설계기술용역
06. 남제주화력 내연 3,4호기 설계기술용역
07. 하동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08. 평택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09. 동해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10. 울산 제2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11. 영흥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12. 중유화력발전소 배연탈황 설비공사 설계기술용역
13. 부산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14. 인천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15. 여수화력 2호기 설비개선사업 설계기술용역
16.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17. 당진화력 9,10호기 설계기술용역
18.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 5,6호기 종합설계용역
19. 삼척화력 1,2호기 종합설계용역
20. 신보령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21. 태안화력 9,10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22. 동두천복합화력 1,2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23. 세종열병합 종합설계용역
24. 북평화력 1,2호기 파워 블록 설계기술용역
25. 울산복합화력 4호기 종합설계용역
26. 포스파워 1,2호기 석탄화력 사업주 기술지원용역
27. 영남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설계기술용역
28. 신서천화력 설계기술용역
29.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30. 고성그린파워 종합설계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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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석탄화력 개발 2단계 용역
1985년 8월 6일~1986년 8월 5일

Thermal Power

한국형 화력발전의 토대를 닦다
프로젝트 개요
1980년대 들어 국내 화력발전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정부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의 편리성 제고, 설비 신뢰성의 향상, 건설비 절감, 국내 관련 산
업의 기술자립, 독자적 설계모델의 보유를 목표로 1984년 9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개발에 착수했고, 한기도 개발단계 용역에 참여했다.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개발은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했다. 1단계는 1984년 9월부터 1985년 3월까지로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참조발전소의 개
념을 정립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1단계 용역에서 정립된 개념설계를 기초로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표준화 기본설계 및 세부설계를 수행하는 2단계
에서는 최적 발전소의 주기기 입찰안내서를 작성했다. 이는 건설되는 500㎿급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모체로 활용함으로써 발전소의 기술성, 안전성, 이
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설계 및 건설경비를 점진적으로 절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의미와 성과
500㎿급 국내 기존 석탄발전소의 기술사항을 비교, 검토, 분석함으로써 설계개선, 최적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우수한 표준석탄화력발
전소의 개념설정과 향후 건설될 석탄화력발전소의 고효율 유지를 위한 주요 계통의 최적화 및 주요기기의 용량검토가 이뤄졌다.
또한 한기는 향후 기술적 성장을 위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경험과 기술은 선진외국회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한기의 분야별 기술축적
및 향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수행할 석탄화력 후속기 설계업무의 주계약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개발된 500㎿급 석탄화력 표준설계는 보령화력 3,4호기에 처음 적용했고, 1993년 4월, 1993년 6월 각각 준공되어 상업운전을 개시함으로써 한국
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가 탄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초임계압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됐다.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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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 3,4호기 설계기술용역
1987년 7월 15일~1993년 9월 30일

Therm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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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의 새로운 표준
프로젝트 개요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1993년 2월 3호기를, 1993년 6월에 4호기를 각
각 준공한 보령화력 발전소 3,4호기(500㎿x2)는 건설공사 전 과정 설계
및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유연탄 및 중유를 연료로 연소가 가능하도록 설
계했으며, 증기발생설비는 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으로 기저 및
중간 부하담당이 가능하고 주파수 조정능력이 있어 일일기동 정지운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제어실 전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자체 기술로 설
계했다. 터빈발전기는 직렬4류형을 채택했다.
환경규제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집진기, 고연돌, 오폐수처리, 비산탄방지설
비, 소음방지설비의 규제허용치를 준수했으며, 향후 규제를 대비해 탈황
설비 및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설비를 추가 설계했다. 또한 공기 준수와 품
질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화력발전소 건설관리체계 개발 및 운영을 시
도해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조직 구성, 업무 지휘 감독 및 업무실적을 평
가 조정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용 소프트웨어 ARTEMIS를 이용해 설
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전 단계를 포함하는 공정관리, 공사비 산정, 공사
비관리, 자재관리 종합보고 체계를 전산화 했다.

의미와 성과
표준 500㎿ 석탄화력발전소의 모태로서 발전설비 설계품질과 발전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또한 이 사업의 성공으로 동종 후속 발전설비
설계기술의 국산화율은 90.2%까지 치솟았으며, 조직적이며 과학적인 건
설관리 및 설계관리체계로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품질보증 강화가 이뤄
졌다. 그 결과 발전소건설의 효율성 제고 및 발전설비 운영의 신뢰성도 높
아졌고, 한기의 기술력이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사업적 성과가 컸던 만큼 어려움도 뒤따랐다. 특히 사업초기 참조발전소
가 없어 최적화 설계검토 과정이 길어졌고, 건설 및 시운전 중에 설계개선
사항으로 현장변경요구서, 설계변경요구서, 공급자 설계변경요구서가 많
이 접수됐다. 그럼에도 공기 내 준공을 완료함으로써 한기의 사업 역량을
높였으며, 후속설비의 기준 발전소로 활용돼 한기 화력발전소 설계의 르
네상스를 열었다.

보령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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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1989년 2월 1일 ~ 1999년 3월 31일

Thermal Power

‘올해의 프로젝트상’ 수상한
표준석탄화력의 표본
프로젝트 개요
충남 태안 원북면에 소재한 태안화력 1,2호기는 부지 정지단계
부터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모든 설계를 한기 기술로 수행한
최초의 화력발전소 종합설계사업이다. 한기의 주요 역무는 현
장조사, 대비공사의 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
지원, 사업관리 지원, 시공감리 및 시운전 지원, 각종 지침서 및
목록 작성, 준공자료 작성, 대관 인허가업무 지원, 발주처직원
훈련 등이었다.
태안화력 1,2호기는 발주처인 한전의 500㎿급 표준석탄화력발
전소 설계개념에 따라 부하추종성이 우수하고 부분부하에서도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다탄종에 대한 운전 유연
성을 높인 초임계압 관류형으로 변압운전방식의 증기발생설
비, 중간부하담당 및 중앙 집중제어식 전자동 운전설비를 갖춘
최신식 설비를 도입했다. 또한 발전연료인 수입 석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내 발전소 중 최대 규모의 접안시설인 15만톤급
하역부두를 건설했다. 서해안의 조수 간만 차로 인한 발전용
냉각수 공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냉각수 계통을 2단 취수
방식으로 설계한 것도 새로운 시도였다.

의미와 성과
태안화력 1,2호기는 한기의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구현했다.
일부 업무는 외국사 자문을 얻어 역무를 수행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타당성조사에서 준공까지 전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설
계 능력의 발전뿐 아니라 사업관리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를 기반으로 8호기까지 후속사업도 원활히 진
행했다.
본 프로젝트 수행으로 한기는 발전설비 설계기술의 국산화율
을 높였고, 기술자립도 향상과 취약기술 분야의 효과적인 기술
이전,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사업관리체계 구축, 수화력분야 설
계 품질보증 강화, 품질 및 가격에서 대외경쟁력을 구축했다.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미국 전력기술전문지인 ‘파워
엔지니어링’이 수여하는 ‘1996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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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 3,4호기 설계기술용역
1989년 3월 31일 ~ 1994년 9월 30일

Thermal Power

아임계압 드럼형 발전소의 효시
프로젝트 개요
1988년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경남 고성군 하미면에 1993년 3월과 1994년 6월에 각각
준공됐다. 발전소가 위치한 덕호리 해안은 총 설비용량 3,240㎿ 규모의 발전단지로 남해안
지역 개발과 지역 간 전력수급 균형유지를 위해 조성됐다. 삼천포화력 3,4호기(560㎿x2)를
기존 삼천포 1,2호기와 동일형식으로 건설하기 위한 발전소 전 과정에 대한 기본설계와 상
세설계를 실시하고 공사가 예정 공정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
했다. 한기는 한전으로부터 기자재 구매 지원,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시공 및 시운전 감리
업무를 일괄도급으로 계약해 사업을 수행했다.
태안화력발전소와 같은 규모인 15만 톤 규모의 하역부두도 함께 준공함으로써 수입유연탄
공급이 용이하게 했으며, 간만의 차가 완만한 해안이라 냉각수 계통은 1단 취수방식으로 설계
했다.

의미와 성과
기초굴삭 단계에서부터 건설 및 준공까지 한기 주도로 이뤄진 삼천포화력 3,4호기 건설사
업은 기존 부지에 2호기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기본 및 상세설계 역무를 2개 호기 공용으
로 수행했으며, 필요시 상호보완 함으로써 동시에 준공하는 성과를 낳았다. 3,4호기 준공을
앞둔 1993년에는 5,6호기 설계기술용역도 시행해 1998년 5월 31일 완공됐다.
기술개발 성과도 컸다. 아임계압 드럼형 보일러를 채택한 정압운전방식에 중간부하를 담당
하는 설비를 채택해 주기운전 및 주말 기동 정지운전이 가능토록 했고 중앙집중식 자동 및
수동 방식으로 운전이 되도록 자체 기술주도로 설계함으로써 아임계압 드럼형 화력발전 설
비 설계기술의 국산화에 기여했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각종 설계기준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 설계도서 및 도면의 전산화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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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복합화력 1단계 설계기술용역
1989년 3월 31일 ~ 1993년 3월 31일

Thermal Power

세계 최단공기 내 완공된 고효율 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서인천복합화력은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조합한 복합화력 발전소로서 경인지역 전력계통
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LNG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첨두부하 및 중간부하 조절
용으로 건설했다.
1단계 총용량은 94만㎾로 23만 5,000㎾ 용량을 가진 4기의 복합사이클로 구성되고, 각 복
합사이클은 15만 5,000㎾ 가스터빈 1기와 HRSG 및 8만㎾ 용량 1기의 증기 터빈으로 구성했
다. 건설 당시 세계 최고의 고효율(49.9%) 복합발전소로 NOx 배출량은 50PPM이고 가스터
빈은 1,260°C 연소온도를 가진 고온 신형 가스터빈을 설치했으며, 주원료로 LNG, 비상용으
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배열회수 보일러는 비조연, 자연순환식, 삼압형, 옥내형이고 증기터빈은 Single Flow,
Straight Condensing, 재열방식으로 기동정지가 용이하고 기동정지 시간이 짧아 주기운전
및 일일기동 정지운전에 적합하며 발전소 제어계통은 중앙집중, 분산제어 계통을 사용하여
완전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한기는 발전소건설 계획단계인 부지조사,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건설감리까지 외국 A/E사의 기술자문 없이 축적된 기술만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1992년 7월 1호기를 시작으로 1992년 10월 4호기까지 전 호기의 시운전을 마치고 1992년 11
월 준공 후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시설용량 188만㎾로 미국, 일본보다 건설공기가 4개월 단
축된 2년 5개월 만에 준공함으로써 대용량 복합화력 중 세계 최단 공기로 준공했으며, 이후
2,3단계 사업을 연속으로 수주했다.

의미와 성과
한기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설계용역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외
국 기술지원 없이 독자수행한 것이 특징으로 특히 해수냉각수 취수구조물 설계는 보령 1,2
호기의 설계 결과물을 토대로 설계했다. 가스터빈 복합발전에 관련된 기술은 규모는 작지
만 영월복합, 울산복합, 군산복합 등 기존 발전소의 자료를 최대한 참조해 적용했으며, 주기
기 공급업체인 GE가 제공한 자료와 최신 문헌 및 관련 법규 등을 분석해 독자적으로 설계
를 수행했다. 사업관리 및 부족한 기술자료 확보 등 일반적인 기술지원 관계는 풍부한 경험
은 물론 국내 프로젝트인 보령 1,2호기의 설계 기술책임자를 지낸 독일인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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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화력 내연 3,4호기 설계기술용역
1990년 5월 1일 ~ 1992년 4월 30일

Thermal Power

턴키방식의 발전소 건설 경험을 쌓다
프로젝트 개요
제주지역의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건설 중인 남제주화력 내연 1,2호기에 이어 3,4호기(디젤발전기 1만㎾ x 2기) 설계기술용역을 1990년 수주했
다. 1992년 2월 및 6월에 각각 준공목표로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했다. 한기는 일괄 인력지원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속사
업을 대비한 기술축적을 위해 PM이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설계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

의미와 성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북제주 내연발전소 8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데 이어 남제주에서도 4기의 내연발전소 설계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제주에
설치된 내연발전소의 경우 한기의 순수 기술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내연발전소 설계에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제주에 건설된 내연발전소들은 국내 엔진 제작업체에게 처음으로 4사이클 발전소용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내 발전 제작사의 기
술발전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국내 내연발전소로는 최초로 운전방식을 자동화함으로써 신규 발전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남제주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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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1990년 7월 25일 ~ 1999년 7월 31일

Thermal Power

PROJECTS

친환경 친조화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개요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 위치한 하동화력은 경남 서부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거해 건설했다. 한기는 500㎿급의 하동화력 1,2
호기에 대해 1990년 7월 25일 한국전력과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1호기는 1997년 6월에, 2호기는 1997년 11월에 각각 준공했다.
하동화력은 지리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변 환경과 발전설비의 미관을 조화시킨 발전소로 설계했다. 환경
규제 강화 기준에 맞춰 탈황설비를 설치했고 전기집진기, 고연돌, 오·폐수처리, 비산탄방지설비, 소음방지설비,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탈질설비 등 각종
공해방지설비를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환경친화적 발전소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의 증기발생설비와 직렬 4분류, 재생, 재열 복수식의 전기발생설비로 기저 및 중간부하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중앙집중제
어식 자동운전방식이 도입된 최신식 발전소로 설계했다. 또한 공정, 공사비 산정 등 건설관리분야간의 업무를 상호 연계시켜 관련 정보의 교환, 계획 대비
실적 분석, 관련정보 추적, 종합보고를 할 수 있는 ARTEMIS 전산화체계를 구축했다. 하동화력 1,2호기를 건설한 후 연차적으로 4기를 추가로 건설했으며
1,2호기 건설시 공업용수, 냉각수 취수로, 저탄장 등 공용설비는 사전에 설계 시공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공기단축에도 기여했다.

의미와 성과
한기의 모든 책임 하에 자체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역무를 수행했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기술자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계획 공기 내에 품질
과 성능이 우수한 경제적인 발전소로 건설되도록 제반역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하동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은 신규 부지에 선행호기 설계개념으로 추진
됨에 따라 기본 및 상세설계 역무를 2개 호기 공용으로 수행했으며, 필요시 상호 보완에 의해 양 호기 건설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전설비 설계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기술자립도를 향상시켰으며, 과학적인 건설관리 및 설계관리 체계 구축에 의한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설계품질보증 강화 등으로 효율적인 발전소건설 및 발전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증진했다.

하동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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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1991년 11월 25 ~ 1994년 9월 30일

Thermal Power

LNG 압축기 사용된 최초 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평택복합화력은 1990년 장기전력수급계획 및 1992년 전력수급대책에 따라 1994년 6월 준공했다. 단 1992년도 하계부하를 담당하도록 할 목적에서 긴급
히 추진된 350㎿급 가스터빈 및 180㎿급 증기터빈발전소는 9개월 만에 건설하여 1992년 6월에 전 출력운전에 돌입함으로써 세계 최단기간 건설로 기록
됐다. 이렇듯 단기간 준공으로 1992년도 하계부하를 무사히 넘겼으며, 이후 사고 없이 가동되어 품질의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한기는 현장조사, 대비공사의 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지원, 사업관리 지원, 시공감리 및 시운전 지원, 각종 지침서 및 목록 작성, 준공자
료 작성, 대관 인허가 업무지원 등을 맡아 선행 복합화력 및 석탄화력발전소 설계역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종합설계용역을 단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완수했다. 특히 평택복합화력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계획과 제반복합발전설비 및 부대시설물의 전 과정에 대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실시
하고 건설공사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 공사가 예정공정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됐다.

의미와 성과
평택복합화력은 평택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되는 저압의 BOG(Boil Off Gas)와 LNG 냉열을 사용하는 공기액화 분리공장을 거쳐 나온 저압의 LNG를 연
료로 사용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LNG 압축기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준공 후 열효율이 평택화력의 36%보다 높은 약
43%의 효율을 기록함으로써 연간 약 160억 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평택복합화력의 성공적인 건설로 한기는 독자적으로 고효율·고성능·대형 발전소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LNG 압축기가 장착된 설비를 설계함으로써 향후 LNG 복합발전소 설계에 활용하는 단초를 놓았다.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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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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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유동층보일러 발전소 독자설계 능력 확보
프로젝트 개요
동해화력은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북평공단에 시설용량 200㎿급 2기 400㎿ 규모로 건설했다. 한국전력이 발주한 국내 최초의
200㎿급 무연탄화력발전소 종합설계 기술용역으로 한기는 부지조성과 제반 발전설비 및 부대 시설물에 대한 개념설계, 기본설
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1호기는 1998년 9월에, 2호기는 1999년 9월에 각각 준공됐다.
종합설계를 담당한 한기는 현장조사, 대비공사의 설계, 본 공사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지원, 사업관리지원, 품질
보증 및 품질관리, 시공 및 시운전 관련 사업주 기술지원, 각종지침서 및 목록 작성, 준공도서 작성 역무를 수행했다.
아임계압, 드럼형, 순환유동층보일러와 재생재열 복수터빈으로 기저 및 중간부하를 담당하도록 했고, 중앙제어식 자동운전방식
을 도입했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최초로 순환유동층보일러를 채택하여 별도의 탈황·탈질 설비 없이도 황산화물
이나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규제치 이내로 낮추었고, 전기집진기, 고연돌, 종합 폐수처리설비, 옥내 저탄설비,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는 등 환경친화적인 설계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유동층 연소방식은 석회석을 보일러 내로 직접 주입, 황산화물을 제
거하기 때문에 별도의 탈황설비가 필요 없고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형 청정석탄발전 기술이다. 또 석탄하
역과 운반 중에 발생하는 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역설비와 저탄장을 완전 옥내화했으며, 발전소 주위에 해수욕장
과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냉각 순환수 배수관을 심층배수화하고 배수관의 출구가 방파제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수심 9m 지점에 온수를 배출해 온배수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의미와 성과
축적된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기술 주도로 역무를 수행했고, 필요하면 국내외 기술자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계획 공
기 내에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경제적인 발전소를 건설했다. 소용량의 발전소건설 시 순환유동층보일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동해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순환유동층보일러 채택 발전소 종합
설계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우뚝 섰다.
국산 무연탄은 발열량이 낮고 휘발분이 적으며, 마모성이 강한 회
분을 다량 함유하는 등 발전연료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1980
년대 이후 발전소 효율 및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수입유연탄 사
용 발전소만 건설됐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
어 국내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에너지원의 다변화 측면에서 국산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는 물
론 무연탄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석탄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데
기여했다.

동해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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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제2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1994년 8월 30일 ~ 1997년 9월 30일

Thermal Power

울산화력발전소의 위상을 높이다
프로젝트 개요
울산시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는 당초 1997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1998년 2월 준공식을 갖고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90만㎾의 발전시설을 갖춘 울산
제2복합화력은 공업단지가 밀집해있는 울산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최신 연소설비를 설치,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
소화한 환경친화형 발전소다. 제2복합화력의 완공으로 울산화력발전소는 총 2백 90만㎾의 발전시설 용량을 갖춰 보령, 서인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이
어 국내 4번째 대규모 화력발전소로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울산화력발전소는 2014년 7월 4호기를 완공하고, 2014년 울산기력 1~3호기가 철거됨에 따라 대체로 5호기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복합
화력 4호기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미국의 에너지 전문지 ‘파워’가 선정한 2014 톱 플랜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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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성과
울산 제2복합화력 1,2호기는 기존 450㎿급 2기로 900㎿를 건설했고,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울산 공업지역의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한기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시운전 지원을 포함한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능시험을 실시할 무렵, LNG 수급이 어려워 경유를
사용했다. 그 당시로서는 공업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경대책문제가 대두되어, 청정연료의 사용 및 저 NOx 연소설비의 채택,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
한 적정 고연돌 설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대책설비를 설계에 반영했다.

울산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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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1994년 9월 15일 ~ 2005년 3월 31일

Thermal Power

건설비 절감, 800㎿급 화력시대를 열다
프로젝트 개요
영흥화력 1,2호기 프로젝트는 500㎿급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용역 이후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국내 최초의
800㎿급 화력발전소 종합설계기술용역으로 사업수행과 병행하여 설계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설계표준
화를 위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의 기술적인 사항을 종합분석하고 체계화했으며,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기
술적·경제적으로 우수한 800㎿급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표준화를 위한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를 1995년 5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수행했다.
한기는 800㎿급 화력발전소 표준화설계, 대비공사설계, 본 공사설계, 사업관리 지원, 사업주 기술지원, 한국
전력 직원훈련을 실시했다. 이 중 800㎿급 화력발전소 표준화설계 업무는 해외 참조발전소 표준화설계, 표
준설계기준서 및 계통설명서 작성, 주요계통 및 기기의 최적설계, 운전방식에 적합한 주요계통 및 기기 선
정, 표준 계통도면 작성, 발전소 기기배치도 작성, 표준주기기사양서 작성, 표준보조기기 구매사양서 작성,
표준시방서 작성 등이었다. 본 공사 설계업무는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색채계획서 작성, 설계전산모델 작
성, 기자재 구매 지원, 시공 발주업무 지원, 설계관리업무, 설계품질보증업무, 인·허가 기술지원 업무, 각종
지침서 및 목록 작성, 준공자료 작성 등이었다.
영흥화력 1,2호기는 국내 최초 대용량 화력발전소로 2004년 7월과 12월에 각각 준공했다. 주요 기기인 보일
러설비는 석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이고, 터빈은 직렬, 재열, 복수식이며, 중앙집중 통합제어식 전자동 운전
방식을 도입한 최신의 고효율 설비로 설계했다. 또한 전력부하 중심지인 수도권지역에 설치되는 최초의 대
용량 석탄화력발전소임을 감안하여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200m
고연돌, 비산탄방지설비, 종합폐수처리장, 고농축 회처리시설, 소음기 및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대한 기본설
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3차원 설계 전산모델을 도입하여 설계품질 및 설계 기술능력을 제고했고, 발전소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근무자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최초로 색채계획서를 외
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적용했다. 또한 사업수행을 계기로 800㎿ 대용량 화력발전소의 종합설계
및 해상송전선로에 대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게 됐으며, 건설 및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 설
비/설계개선사항을 집약하여 후속기 설계에 반영해 기술적 성과도 컸다. 영흥화력 1,2호기 사업을 통해 선
행 발전소 대비 건설단가를 절감하고, 주증기 및 재열증기 온도상승에 의한 열효율 개선, 운전 및 유지보
수 편의 극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외 경쟁력도 높였다. 또한 표준화설계의 성공적 수행으
로 대용량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의 독자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다졌다. 이와 함께 천연가
스 대비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석탄연료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1,2호기에서만 연간
6,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외화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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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화력발전소 배연탈황 설비공사 설계기술용역
1996년 1월 3일 ~ 1999년 11월 30일

Thermal Power

취약기술 확보로 기술자립도 제고
프로젝트 개요
한기는 중유화력인 울산화력 4~6호기(400㎿×3), 영남화력 1,2호기(200㎿×2), 여수화력 1,2호기(300㎿×1,200㎿×1)에 배연탈황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했다. 이 용역은 중유전소 화력발전소의 대기환경보전법 규제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배연탈황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설비의 이
설과 최적 탈황설비 설계를 위한 설계, 구매, 기술평가, 감리 등의 기술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기는 기본설계, 간섭설비 이설공사 설계, 기자재 구매규격서 및 입찰안내서 작성, 시공 및 시운전 감리, 사업관리, 현장조사, 공사비 산정, 입
찰서 기술평가, 품질관리 및 보증업무, 각종 지침서 및 목록 작성, 각종 인·허가 업무지원, 준공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탈황설비 형식은 습식석회석 석고법을 적용했으나, 3개 site의 탈황설비 공급자가 각각 달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높은 황 함량에 따른 부
식성 강한 배기가스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한기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배연탈황 설계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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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1996년 5월 10일 ~ 2004년 9월 30일

Thermal Power

PROJECTS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효율을 잡다
프로젝트 개요
부산복합화력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에 있는 기존 부산화력 1,2호기(저탄장 및 회사장 포함)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설한 복합사이클 LNG발전소로,
부산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고자 긴급히 추진됐으며, 가동 후 첨두부하 및 중간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가스터빈 150㎿급 8기와 증기터빈 150㎿급 4기를 한 세트로 하여 모두 4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1,800㎿에 달한다. 배열회수 보일러는
비조연, 강제순환식, 삼압형, 옥내형이고 증기터빈은 Single Flow, Straight Condensing, 재열방식으로 기동정지가 용이하고 시간이 짧아 주기운전 및 일
일기동 정지운전에 적합하도록 설계했으며, 발전소 제어계통은 중앙집중, 분산제어계통을 사용하여 완전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한기는 현장
조사, 대비공사 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존 설비(부산화력 1,2호기) 철거, 기자재 구매 지원,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시공감리 및 시운전 기술지원,
사업관리지원, 각종 지침서 및 목록 작성, 준공자료 작성 역무를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건설감리까지 외국 A/E사의 기술자문 없이 축적된 기술만으로 용역을 수행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Simple Cycle 운전이
없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운전방식이 지금까지 수행한 복합화력발전소와 다른 것이라 기술적 접근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 및
시운전 경험을 쌓음으로써 향후 유사 복합화력 방식의 발전소 설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또한 지반이 연약한 부산화력 회사장 부지를 전환하여 그
위에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향후 화력발전소 부지활용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의 복합 운전으로 기존 발전소에 비해 열효율을 개선했으며, 가스터빈에 저 NOx 버너의 도입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발전소기동 및 정지의 전자동화로 주제어실 운전가능 인원을 최소화 했다. 준공 후 운전을 통하여 효율, 성능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소로
평가받아 미국 ‘Power Magazine’이 ‘2004년 Top 12 Plant’로 선정됐다.

부산복합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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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2001년 12월 3일 ~ 2005년 9월 30일

Thermal Power

경제성 높인 공간배치로 주목
프로젝트 개요
인천복합화력은 기존 인천화력발전소 부지 내의 연료탱크 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복합사이클 발전소로 건설됐다. 수도권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고자 건설됐으며, 첨두부하 및 중간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한기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발전
소 건설에 필요한 제반 발전설비와 부대시설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 지원,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지원, 시공감리 및 시운전감리 지
원, 사업관리 지원, 각종 지침서 및 목록 작성, 준공자료 역무를 수행했다.
인천복합화력은 가스터빈 2기와 증기터빈 1기가 1세트로 구성되며, 1세트의 용량은 가스터빈 150㎿급 2기와 증기터빈 150㎿급 1기이고 발전소 총용량은
450㎿이다. LNG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고효율·고온 연소의 신형 가스터빈 설비를 갖추고 있다.
배열회수 보일러는 Non-Firing 방식이고, 가스터빈은 Single Flow, Open Cycle, Heavy-Duty Industrial Type으로 기동정지가 용이하고 기동 시간이 짧아
일일기동 정지운전에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제어계통은 중앙집중, 분산제어 계통을 사용하여 완전 자동운전이 가능하다. 주요 기기는 지멘스사가 공급
했는데 민자 발전사인 LG 부곡복합발전소에 복합발전설비를 설치한 실적이 있으나, 발전자회사(한국중부발전)에는 복합화력설비를 처음으로 공급한 사
례로 기록됐다.

의미와 성과
2003년 4월 기초굴착공사를 시작으로 2005년 6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총 공사비 2,632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3개월의 건설공
기 단축과 설계최적화를 통해 약 268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유류탱크를 철거하고 그 협소한 부지에 배치하는 관계로 기기 및 건물 배치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러한 사업경험은 한기의
후속사업 설계에서도 공간 재창출의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서인천복합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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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력 2호기 설비개선사업 설계기술용역
2005년 12월 19일 ~ 2012년 3월 31일

Therm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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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은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은 줄이고
프로젝트 개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여수화력 2호기 친환경 설비개선사업은 원가절감과 이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중유를 유연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다. 2005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설계변경작업에 착수했다.
여수화력 2호기는 호남지방 및 지역 산업단지 전력수급을 위해 영구 상업차관으로 1973년 6월에 착공하여 1977년 7월 준공된 발전설비로서, 고가의 중
유 사용으로 이용률 저하와 설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저원가 석탄유동층 보일러로 교체해 발전원가
절감, 이용률 향상을 도모했다. 아울러 저유황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순환유동층보일러 교체를 통해 대기환경물질의 획기적 저감으로 환경오염
문제에도 대처하도록 계획했다.
보일러는 저품위 아역청탄 연소에 적합한 순환유동층보일러로 환경부 권고 대기환경배출기준을 설계에 반영했다. 보일러 형식은 석탄전소·아임계압·
드럼형·정압운전방식을 채택했다. 석탄저장설비도 새롭게 갖춰 10일가량 사용 가능한 3만 톤급 2기 분량의 석탄 저장소를 발전소 내에 설치했다. 환경
설비도 대폭 강화해 집진설비는 고효율 마이크로펄스 하전방식을 채택하고, 탈황설비는 노내 탈황설비와 기존의 탈황설비를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또
탈질설비는 선택적촉매환원법(SCR)을 적용했으며, 폐수설비는 탈황폐수처리설비를 신설하도록 설계했다.

의미와 성과
여수화력 2호기 친환경 설비 개선사업은 고가의 중유 발전설비를 저가의 석탄전소 순환유동층 발전설비로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여수국가
산업단지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한 프로젝트였다. 연간 약 26억㎾h의 전력을 생산(발전소 이용률 90% 기준)할 경우 연간 약 4,000억 원의 연료
비 절감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도 5∼6년이면 회수가 가능하고, 30년 동안 가동할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았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성능 향상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최첨단 환경설비를 갖춘 친환경 발전소 건설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
하여 친환경 순환유동층 연소기술 적용, 탈질설비 및 고효율 전기집진기 도입 등의 설계를 적용한 기술적 성과도 컸다.

여수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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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2007년 8월 1일 ~2018년 3월 31일

Thermal Power

상식 파괴, 세계 최초 지하 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서울화력발전소(구 당인리발전소) 부지에 건설 중인 서울복합화
력 1,2호기는 도심 지하와 지상부를 이용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
지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한기가 설계,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공급, 포스코건
설이 토건공사 시공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한기는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에 필요한 제반 발전설비와 부대 시설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발전소는 중간 및 첨두부하에 적
합한 복합화력발전소로서 일일기동 정지운전 및 장시간 운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졌으며, 기존 발전소와 다르게 지하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만큼 서울 도심의 주
변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했다.
발전용량 800㎿(400㎿×2), 열공급량 530Gcal/h급으로 공사기간 40개월, 총사업비 1조 181
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이후 발
전소 폐지, 고양시로 관할 지역 이전, 다시 지하화 재추진까지 6년이 소요됐다. 그동안 정치
권, 지자체, 지역주민 등 복잡한 이해 관계자 간 수많은 갈등을 끊임없는 소통과 양보, 이해,
협조 등을 통해 극복한 모범적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대규모 발전소를 지하화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설계하고, 주민이 참여한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지하발
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사회 환경단체와의 의견 교
류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지상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영국의 테이트모던과 같은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하게 되고, 생활체육시설·도서관·박물관·공연장 등을 조성하며, 한강수변공간과
연계된 복합문화벨트가 형성된다. 이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자 국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및 여가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한기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소 공간 배치
를 염두에 두었다.
또한 발전효율 개선 및 최신 환경설비 구축으로 연간 1,014억 원의 에너지 절감과 연간 2억
7만 4,000t의 CO₂ 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발전소로 설계하고 있다.

552
서울복합화력 조감도

553

한국전력기술 40년사
화력 프로젝트 30

PROJECTS

17

당진화력 9,10호기 설계기술용역
2007년 10월 31일 ~ 2016년 9월 30일

Thermal Power

1,000㎿급 시대의 개막
프로젝트 개요
국내 화력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용량이 500㎿급에서 800㎿급으로 단계적으로 증대되는 추
세와 국외 대용량 건설 및 상용화 흐름을 고려할 때 사업성과 기술성 확보를 위해 1,000㎿
급 대용량 화력발전소 건설은 필연이었다.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이 바로 그 시험대였다.
한기는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지원업무를 수행
하며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발주, 공급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사업관리지원 등의 업
무를 적기에 수행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신뢰성 있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15년 4월
15일에는 국내 최초, 최대 용량의 석탄발전소인 당진 9호기가 최초 점화됐고, 이를 기점으
로 종합 시운전에 착수해 9호기는 2015년 12월 말에, 10호기는 2016년 6월 말에 각각 준공
될 예정이다.
한편 당진 9,10호기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화력발전 최초로 주제어
건물을 분리 시공해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증기터빈에 대형 회전날개를 채택해
터빈 효율이 0.6% 상승하고, 보일러 튜브에 대형모듈과 신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설비신뢰도
가 향상되는 등 화력발전소의 최신 기술을 집대성했다. 총 건설비의 20%를 환경설비에 투
자한 친환경발전소로 국내 최초 옥내형 저탄장 및 공기부양식 석탄이송 설비를 도입해 비
산탄 발생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환경설
비도 적극 도입했다.

의미와 성과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용량 화력발전 용량이 1,000㎿급이 대세인 상황에서 당진 9,10호기는
용량 상향과 연계한 초고온·고압 발전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최고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발전 기술개발은 국가의 장기 에너지 전략과 환경문제 등
국가 정책 사안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발전 기술개발 능력 확보는 전후 연관 산업에 대
한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고용안정, 수입대체 및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발전 기
술개발의 상용화가 절대 요구되는 사항이다.
본 사업 수행은 기존 800㎿급 보유기술과 1,000㎿급 기술개발 과제를 기반으로 설계가 추
진됐으며, 발전소의 최적 설계와 취약기술 자립을 위해 용역수행기간 동안 해외 선진 1,000
㎿급 설계경험사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했다. 이에 따라 준공 시점에는 화력발전기술 100%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국내 후속 대용량 발전사업 및 민자사업 추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선도
사업으로서 기술개발 성과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554

555

한국전력기술 40년사
화력 프로젝트 30

PROJECTS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현장

18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 5,6호기 종합설계용역
2008년 4월 1일 ~ 2011년 9월 30일

Thermal Power

민자발전의 모범 공식
프로젝트 개요
포스코파워의 인천 LNG 복합발전 5,6호기는 인천 서구 원
창동 발전소 단지 내에 1,100㎿ 규모로 건설하며, 기존 1~4
호기(1,800㎿)와 합쳐 총 2,900㎿의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단
지의 한 축이 됐다. 이는 수도권 전력의 약 16.1%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기는 포스코파워 복합화력발전소 5,6호기(550㎿x2) 건설
에 필요한 제반 발전설비 및 부대 시설물에 대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수행과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시공 및 시운
전 지원의 업무를 적기에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계획
보다 앞당겨 2011년 9월 5일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의미와 성과
인천 LNG 복합발전 5,6호기는 고효율·친환경 발전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우선 가스터빈에서 1차 전기를 생산하고, 배
열을 회수해 스팀터빈으로부터 2차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발
전시스템으로 기력발전보다 50% 이상 효율이 높다. 또 청정
연료인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최첨단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해 NOx(질소산화물) 배출을 기존의 1/4 수준인 15ppm으
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556
삼척화력 1,2호기 철골 입주

삼척화력 1,2호기 종합설계용역
2009년 9월 30일 ~ 2016년 9월 30일

Therm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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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델 발전소를 짓다
프로젝트 개요
한기는 2009년 9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 종합설계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당진화력 9,10호기에 이어 국
내 두 번째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태동했다. 삼척화력 1,2호기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대에 건설되며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2015년 6월과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기는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에 필요한 부지조성과 제반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물의 전 과정에 대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발주, 공급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사업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삼척화력 1, 2호기는 국내 화력발전소 최초로 순환유동층보일러가 설치되는 순환유동층 변압운전 발전소로서 저열량탄 연소설계를 통한 발전원가 절감
이 기대되고 있다. 한기는 신기술 적용 및 설비배치 최적화를 통한 환경친화시스템을 채택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위해 회사장을 없애고 분진이 없는
옥내형 저탄장을 설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발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발전소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배기가스 배출 농도를 환경규제치보다 현저하게 낮
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 집수 설비와 해수담수화설비 등을 갖춘 수폐수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발전소로 짓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성공적인 건설이 이뤄질 경우 삼척화력 1,2호기는 최첨단 석탄화력 ‘세계 모델 발전소’의 전형이 될 것이다.

의미와 성과
삼척화력은 초초임계압 1,000㎿급 초대용량 증기터빈과 500㎿급 유동층보일러 2대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한기는 500㎿ 및 800㎿의 석탄화력 표준화의
수행경험과 현재 건설되고 있는 동급 유사발전소 종합설계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우수한 기술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전
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용량, 고효율, 환경친화적 녹색발전소 설계기술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이를 초대형 화력발전소설계기술 수출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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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령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2011년 1월 10일 ~ 2017년 9월 29일

Thermal Power

기술개발 실증사업의 맞춤형 설계
프로젝트 개요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일원에 건설 중인 한국형 차세대 석탄화력발전소인 신보령화력 1,2호기
(1,000㎿급×2)는 2011년 11월 착공해 68개월 공정으로 총 공사비 2조 7,907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 실증사업이다. 1호기는 2016년 6월, 2호기는 2017년 6월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한기가 설계하고 두산중공업이 주기기를 공급하며 시공은 금호산업이 맡았다. 신보령화력
1,2호기에 투입되는 주기기는 국내 최초 국산화 기술인 ‘1,000㎿급 초초임계압 화력발전 상
용화 기술개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 기술로는 영흥화력의 경우 870㎿급까지 상업운전에 성공한 바 있고, 당진화력 9,10호
기와 태안화력 9,10호기는 신보령화력과 동일한 1,000㎿급 석탄화력으로 건설되고 있지만,
주기기는 외국 업체가 납품을 했었다. 반면 신보령화력 1,2호기는 최초 국산화 기술로 제작
된 주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기술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신보령 1,2호기는 현재 국내에 설치된 초임계압발전소보다 증기압력과 온도를 높여 국내 화
력발전소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발전소 종합효율이 보령화력 7,8호기보다 약 0.7%
높게 설계된 고효율발전소다. 여기에 석탄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
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적용하
여 친환경발전소로 건설하고 있으며, 석탄의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저탄장을 옥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소수력발전소와 저탄장 지붕 등 설비 유휴 지역에 태양광을 설
치함으로써 에너지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충족하도록 계획됐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신보령 1,2호기 1,000㎿급 초초임계압(USC) 석탄화력 2기 건설에 대한 종합 설계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신보령화력 1,2호기는 기존 보령화력본부 부지가 아닌 보령
화력본부로부터 약 4km 떨어진 송도(충남 보령 소재)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어 신규 부지에
대하여 부지배치계획을 확정하고, 한국중부발전이 제공하는 기본계획 및 기타자료 등을 여
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주기기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기저 부하운전(부하 추종
운전 기능보유) 설계기술 업무, 사업관리 및 사업주 기술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발전소 이미지에서 탈피, 디자인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명품발전소로 건설하는
만큼 발전소 민원발생의 원인인 석탄야적장을 옥내형 저탄장으로 건립하면서 친환경발전
소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을 공원화하는 만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설계
로 새로운 발전소의 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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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9,10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2011년 6월 1일 ~ 2017년 3월 31일

Thermal Power

신재생에너지와 공존하는 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태안화력 9,10호기는 총 설비용량 2,100㎿로(1,050㎿급×2) 약 3조 3,0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2년 9월 착공에 이어 2016년 6
월 9호기, 12월 10호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2015년 4월 29일에는 시운전을 위한 수전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유치신청으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기는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발주, 공급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사업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태안화력 9,10호기는 기존 초초임계압 발전소보다 증기압력과 온도를 높여 국내 화력발전소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인 고효율발전소로 다양한 탄종을 양호하게 연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보일러와 터빈발전기 제어시스템을 통합해 운전 편의성
을 높였고, 이와 함께 보일러와 터빈발전기 제어시스템을 통합해 운전 편의성을 증대시켰으며, 인접 부지에 건설하는 석탄가스화복합화력 설비 냉각수
배수로와 태안화력 9,10호기를 공용화함으로써 공사금액을 절감되도록 설계했다.

의미와 성과
태안화력 9,10호기는 플랜트 종합효율이 기존 태안화력 7,8호기 보다 1% 정도 더 높게 설계된 고효율발전소다. 아울러 배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적용하여 환경친화발전소로 건설할 예정이며, 저탄장 내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저탄장 옥내화,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소수력발전소 건설, 설비의 유휴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활용 및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가 달성되도록 설계했다.
발전소의 최적 설계를 위한 취약기술 자립을 위하여 용역수행기간 동안 해외 선진 1,000㎿급 설계경험사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취약기술 자립을 도모
하고 있으며, 준공 시점에는 화력발전기술의 100%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태안화력 9,10호기 설계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국내 후속 대
용량 발전사업 수행에도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560
태안화력 9,10호기 착공

동두천복합화력 1,2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2011년 9월 1일 ~ 2015년 3월 31일

Therm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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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감시 기능 장착한 환경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한국서부발전과 민간기업 3곳이 공동출자 형식으로 건설한 동두천LNG복합발전소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로 2015년 3월 시운전을 시작해
5월 27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설비용량 1,716㎿(858㎿X2) 규모로 호기당 가스터빈 2기와 증기터빈 1기로 구성됐다.
국내 최초로 J-class 가스터빈을 적용하여 발전용량은 물론 효율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발전소로 터빈 연소 온도는 1,600℃이며, 최대 출력 시 열효율은
61.5%에 이른다. 한기는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제반 발전설비 및 부대 시설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수행과 기술지원 업무를 수
행하며, 시공 및 시운전 지원 등의 업무를 적기에 수행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신뢰성 있는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의미와 성과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가스터빈을 적용해 발전용량뿐만 아니라 효율 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복합화
력 방식을 채택했다.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소산화물(NOx)을 감소시키는 저NOx 버너를 장착한 가스터빈을 적용했다. 또한 법적 배출농도
(50ppm)의 20%인 10ppm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를 설치했으며,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24시간 매연 배출 상황을 관리하는 굴뚝
자동감시 장치(TMS) 등을 장착해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동두천복합화력 1,2호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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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열병합 종합설계용역
2011년 10월 ~ 2013년 11월

Thermal Power

도시형 친환경발전소의 모범사례
프로젝트 개요
2013년 11월에 준공한 세종열병합발전소는 우리나라의 행정중심인 세종시에 건설된 대용량 열병합발전소로 정부종합청사 내 행정기관과 세종시에 전기
와 난방용 열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행정도시의 기능을 보조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된 세종열병합발전소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친환경발전소로 가스터빈 167㎿급 2기와 증기터빈 200㎿급 1기, 열용량 391Gcal/hr을 공급하는 발전용량 530㎿의 발전 능
력을 갖추고 있다.
세종열병합발전소는 세종시 도시계획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건설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건축물 조형 그래픽을 적용했으며, 특히 도시지역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탈질설비와 최신 후처리설비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발전소로 건설됐다. 이를 위해 한기는 현장조사, 대비공사설계, 기본 및 상
세설계, 기자재 구매지원,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시공 및 시운전 기술지원, 사업관리 지원, 각종 지침서 목록작성, 준공자료 작성을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도심지에 건설되는 대규모의 열병합발전소임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경관과 미관이 도심지 건축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
록 했다. 환경 친화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한 건물은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건축학적으로도 미적 완성도를
인정받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세종열병합발전소의 명칭도 세종천연가스발전소로 변경하여 청정발전소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서도 열병
합발전소라는 이름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집단주거단지
가 인접해있다는 점을 감안,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오염도 측정과 환경 모니터링을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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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열병합발전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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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화력 1,2호기 파워 블록 설계기술용역
2011년 12월 15일 ~ 2016년 7월 31일

Thermal Power

PROJECTS

친환경으로 짓는 최초 민간석탄화력
프로젝트 개요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에 건설되는 북평화력 1,2호기는 국내 최고 품질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동서발전, GS E&R, 삼탄이 공동 출자해 국
내 최초 대용량(595㎿) 민자 석탄전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 340억 원이 투입되며, 주증기 온도 603℃, 재열증기 온도 613℃, 운전압력은 초초임계압 (263kg/㎠)으로 설계됐다. 한기는 북평화력 1,2호
기 건설에 필요한 Power Block(본관) 발전설비 및 순환수 계통(토목분야 제외)의 상세설계 및 발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및 기자재 발주 및 사업
관리지원 등의 역무를 맡고 있다.
북평화력은 최신의 질소산화물 저감설비와 배연탈황설비뿐 아니라 기존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하지 않았던 옥내형 석탄저장설비를 갖춰 분진 발
생을 방지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발전소로 건설된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최초 민자발전 사업으로 선행호기 설비개선항목을 최대한 발굴하여 최적설계안을 적용했으며, 석탄 이송컨베이어의 공용화, 통풍설비 1 Train 적
용 등 운전신뢰성을 높이면서도 경제성을 최대한 반영한 발전소 설계로 건설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국내외 최대 양정의 순환수펌프가 적용됨에 따라 수
충격 과도해석 분석을 통한 최적의 수충격 방지 설비도 설계에 반영했다.

북평화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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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복합화력 4호기 종합설계용역
2012년 5월 ~ 2014년 7월

Thermal Power

친환경 고효율로 세계 최고 발전소 선정
프로젝트 개요
2014년 7월 준공한 울산복합화력 4호기는 기존 운전 중인 울산화력발전 단지의 중유탱크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설한 발전소로 협소한 부지 활용
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한기의 발전소 배치 설계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프로젝트였다. 가스터빈 286.6㎿급 2기, 증기터빈 298.7㎿급 1기, 배열회수보
일러 2기 등 총용량 948㎿의 발전소로 건설됐으며, 운전방식은 중간부하 또는 첨두부하 설비로 운영되고 부하추종성, 일일 기동정지가 다른 발전소보다
뛰어나며 배열회수 복합사이클 방식으로 효율이 매우 높고 부분부하 운전 시에도 가스터빈 발전기 대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가스터빈 입구온도를 1600℃까지 유지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의 가스터빈을 장착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열효율(61.9%)을 확보한 반면 질소산화물 배
출농도를 10ppm 이하로 획기적으로 낮춘 울산 4호기 복합화력 건설을 위해 한기는 사업계획단계에서 부터 준공까지 현장조사, 주기기평가, 기본 및 상
세설계 사업관리 지원, 시공 및 시운전 지원, 각종 지침서 및 목록 작성, 준공도서 작성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업무를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울산복합화력 4호기 설계를 통해 도심지의 협소한 부지에서 최적의 발전소 배치에 대한 축적된 기술력을 발휘했다. 또한 전력 수급계획에 맞추
어 최단 기간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주요 기자재 구매를 위한 기술규격을 확정해 엔지니어링 능력을 한 단계 높였으며, 가스터빈 단
독운전과 종합준공까지 14개월과 26개월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며 1개월 먼저 조기 준공되도록 사업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태어난 울산 4호기는 2014년 9월 미국의 세계적 에너지잡지 ‘파워’가 선정한 가스복합화력 부문 ‘탑 플랜트 어워드’를 수상하며
성과를 드높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건설에 힘입어 197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노후발전소로 분류되는 울산화력본부 내에 위치한 울산기력 1~3호기에 대
해 친환경 고효율 LNG복합발전소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564
울산복합화력 4호기 조감도

포스파워 1,2호기 석탄화력 사업주 기술지원용역
2013년 6월 7일 ~ 2021년 10월 31일

Therm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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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발전단지로 부활한 폐광산의 활용
프로젝트 개요
포스파워 1,2호기는 삼척시 적노동에 있는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 230만㎡에 사업비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2,100㎿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
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착수해 2020년 10월 1,050㎿의 1호기를 완공하고 2021년 6월 1,050㎿를 우선
완공할 계획이다.
한기는 발전소(2,000㎿)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EPC 계약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등 사업주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포스파워 1,2호기는 폐광산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해 산림훼손과 바다매립이 적고, 변전소까지의 송전선로도 짧게 설치한 환경친화적 발전소로 건설된다.

의미와 성과
폐광산을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는 애초 동양파워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4년 포스코파워가 인수했다. 포스코 인수 당시 사업권과 부지 매입에 4,000
억 원의 인수금을 써냈을 정도로 향후 신규 허가의 어려움으로 석탄화력의 희소성이 부각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기는 LNG보다 효율이 높은 발전소로
설계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있으며, 건설비용을 줄이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최적화된 설계 능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포스파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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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설계기술용역
2013년 8월 8일 ~ 2017년 10월 30일

Thermal Power

KEPIC 코드 적용으로 건설 편의성 높여
프로젝트 개요
영남천연가스발전소는 기존 중유발전소(200㎿×2)가 2014년 10월 8일 폐지, 철거됨에 따라 대체 설비로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한 사업이다. 그
러나 SPC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2015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11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28개월 공정으로 바뀌었다.
영남화력은 지난 40년간 울산공단에 전력을 공급해 온 유서 깊은 발전소로 세계적으로 동일한 모델이 소수만 남아 있어 산업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계속된 수명연장으로 고장, 수동화 등 발전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발전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환경문제로 운영이 힘든 유연탄
발전소보다 환경영향이 적은 LNG발전소로 추진되면서 주민반대도 거의 없는 상태다.
한기는 폐지에 앞서 2013년 8월 8일 남부발전과 149억 6,000만원 규모의 ‘영남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영남화력(200
㎿×2)이 폐지되는 부지에 400㎿급으로 신규 건설하며 가스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및 증기터빈이 각각 1대인 일축형으로 계획했으며, 발전설비의 기본
설계와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지원 등의 종합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기는 다수 복합화력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소의 적기준공을 통해 복합화력발전소 설계 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국가전력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력공급의 안정화를 꾀한다.

의미와 성과
영남 천연가스발전소 프로젝트는 최신 기종의 주기기를 도입하고 기존설비 재활용을 통해 10% 이상의 건설투자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등 근거리 전력수요처 확보로 국내 복합화력발전소 중 최고의 이용률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주기기 중 국내 제작사의 비중이 높은 배열회수보일러(HRSG)에 KEPIC Code를 반영함으로써 전력설비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의 국산화에도 기여할 것으
로 예측된다. 아울러 KEPIC 적용에 따라 규격기술표준 요건을 단순화하면서 공정 단축이 가능하며, 전력설비 표준화로 설계자, 제작자, 시공자의 동일한
품질체계 운영으로 인한 품질향상과 한글로 된 KEPIC으로 현장 작업인력들의 활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영남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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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설계기술용역
2014년 6월 11일 ~ 2019년 12월 31일

Thermal Power

PROJECTS

중소기업과 첫 공동수급 사업 전개
프로젝트 개요
신서천화력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의 서천화력 1,2호기 인근 부지에 새롭게 건설하는 1,000㎿급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로 2019년 9월 준
공이 목표다.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단가가 저렴하고 친환경 설비를 강화하여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의 문제점을 해소했으며, 발전용
량도 원전 수준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다.
신서천화력 발전소는 2017년 폐지가 예정된 기존 서천화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발전효율을 극대화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초초임계압
1,000㎿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배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와 비산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옥내저탄장을
적용하는 환경친화적발전소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소수력발전소 건설, 유휴면적 태양광을 설치를 통해 에너지활용 및 RPS 달성에도 기여하게 계획
되고 있다.
한기는 신서천화력 건설에 필요한 부지조성과 제반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물의 전 과정에 대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지원업무와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발주, 공급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사업관리지원, 현장감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미와 성과
500㎿급 및 800㎿급의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1,000㎿급 차세대형 석탄화력 설계기술을 개발했고, 2007년 당진화력 9,10호기 설계를 시
작으로 후속 석탄화력 발전소의 핵심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존 회사장으로 사용하던 석탄회매립지를 발전소 시설물 부지로 활용함에 따른 회매립 지반에서의 차별화 된 설계기술이 적용되고, 발전소 설계기술
및 선진 설계경험사들의 기술자문 없이 선행 발전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개선사항들을 집대성한 100% 1,000㎿급 발전소 설계기술자
립을 확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내 최초로 하도급사와 공동수급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한기는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기계분야 공조설계는 비전엔지니어링, 토목분야 연돌설계는 두
우엔지니어링, 건축분야 조감도 및 부대건물설계는 멕이엔지가 수행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서천화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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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안인화력 1,2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2014년 2월 12일 ~ 2020년 9월 30일

Thermal Power

세계 최대 민자 화력으로 가는 길
프로젝트 개요
강릉안인석탄화력은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G-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반영된 민자발전사업이다. 사업비 4조 800억 원을 들여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일대 75만 9,000㎡부지에 2,000㎿ 설비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 2015년 5월 착공해 2019년 12월에는 1,000㎿급 1호기, 2020년 9월에
동급 2호기를 준공할 예정이다. 6차 수급계획에 따라 강릉시 일대 민자석탄화력사업은 1,200㎿급 북평화력(GS동해전력)을 비롯해 2,000㎿ 용량의 포스
코파워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한기는 강릉에코파워로부터 978억 원에 설계기술용역을 수주했으며, 현장조사, 대비공사 기본 및 상세설계, 발전소 기본 및 상세설계, 사업관리 및 설계
관리 지원, 에너지 절감방안 검토, 3D 설계 등의 용역을 오는 2020년 9월까지 수행한다.

의미와 성과
강릉안인화력 1,2호기는 국내 최초 1,000㎿급 민간 IPP 사업으로서 한기가 수행중인 1,000㎿급 사업의 설계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주인 특수목적회사
(강릉에코파워) 설립 후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는 1,000㎿급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 발전소로 신기술 적용 및 설비배치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환경 친화적 시스템을 채택해
세계 최고의 민간 석탄화력 모델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EPC 사업의 설계 최적화를 통해서 경제성과 효
율이 향상된 발전소로 건설된다. 이에 따라 한기는 향후 동급 민간 IPP 사업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강릉안인화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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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그린파워 종합설계기술용역
2014년 5월 13일 ~ 2021년 7월 31일

Thermal Power

PROJECTS

강릉화력과 동시 설계로 효율성과 품질 높인다
프로젝트 개요
2014년 10월 한기는 SK건설과 ‘고성그린파워 프로젝트 종합설계용역’을 938억 원에 체결했다. 강원도 고성군 하이면 일대에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고성그린파워 프로젝트는 1,000㎿급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 형식으로서 2020년 10월과 2021년 4월에 각각 준공 예정이다. 한기는
고성그린파워 프로젝트의 입찰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기술지원업무인 현장조사, 공사 및 기자재 구매지원, 기자재 도서 검토 및 보고서 작
성, 현장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고성그린파워는 고온·고압 증기를 이용한 고효율 발전기술(USC, Ultra Super Critical)을 채택했고 탈황설비와 전기집진기 등 첨단 설비를 채택한다. 이에
따라 연료비 절감과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화재, 온배수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한편 고성그린파워 인근에는 소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동시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
이다.

의미와 성과
고성그린파워 프로젝트는 민자 발주사업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했다. 한기는 유사 사업 경험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효율성 및 전문성
을 제고하고 있으며, 입체영상 전산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수행기간 사업 성격이 겹치는 민자 발전 프로젝트인 강릉화력과 동시 수행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여 보다 완성도 높은 발전소 설계를 선보이게 된다.

고성그린파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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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Overseas
01. 인천국제공항건설 사업관리용역
02.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 자문용역
03. 남제주화력 내연 3,4호기 배연탈질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04. 보령화력 탈황설비 설치사업
05. 영동화력 1호기 연료공급설비 개조 ESCO 사업
06. 일산열병합 1~6호기 HRSG 열교환기 설치 ESCO 사업
07. 명품 오산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EPC 사업
08. 필리핀 말라야 1,2호기 성능복구공사 설계기술용역
09. 사우디아라비아 ARAMCO Switchyard 설계 및 기자재 공급사업
10. 나이지리아 AFAM Ⅵ 복합화력 설계사업
11. 가나 Takoradi T2 Power Plant Expansion EPC 사업
12. 코트디부아르 CCPP EPC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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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건설 사업관리용역
1994년 12월 2일 ~ 2001년 4월 30일

EPC &
OVERSEAS

최초 국제입찰 성공과 모범적 관리로 사업다각화
프로젝트 개요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체제로 21세기 수도권지역 항공수요와 동북아시아 중추공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 건설됐다. 1999년 말 제1단계 준
공 이후에도 단계별 확장계획에 따라 2020년 제4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초대형 복합건설 사업이다.
착공 이전 신공항건설사업을 주관한 신공항건설공단은 본 건설사업의 시행주체로서 공항시설단지, 국제업무지역, 배후지원단지 등의 건설계획을 실행
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관리기법 도입을 검토했으며, 한기의 자문을 받아 사업관리의 필요성을 보고서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제입찰
이 진행됐고, 미국의 Parsons, Turners, ICT와 한기가 결성한 한기컨소시엄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1차 사업관리용역은 2단계로 추진됐는데, 1단계는 용역 착수 후 2년 동안 용역단의 독자적 조직운영으로 공단의 사업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수행했으며, 2단계는 공단과 통합운영 조직을 구성하여 종합사업관리업무를 수행했다.
한기의 주요 업무는 ISO 9001의 품질경영체계에 따라 품질보증 및 관리, 설계관리,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계약구매관리, 자재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자료관리, 환경관리 등 각종 사업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주 및 계약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제반 문제점을 운영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공항건설사업에 적합한 사업관리체
계를 구축했다.

의미와 성과
본 사업으로 한기는 주 업무였던 발전소 건설 관련 사업 외에 일반 건설업에도 진출하여 사업영역 다각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기 주도로 외국회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제경쟁입찰에서 수주한 최초의 용역사업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자문용역에 그쳤던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와 달리 사업 범위와 규모가 크고, 책임성이 강한 종합사업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인천국제공항이 적
기에 개항함으로써 한기는 기술력 축적과 함께 자신감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공항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됐으며 이후 추진된 인천국제공
항 2단계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해외 공항건설사업의 사업관리용역 진출의 발판도 구축했으며 나아가 국내 대형
건설사업의 사업관리에서 선진 외국회사와 경쟁할 능력도 갖추었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1년에는 영주신제조창 건설사업관리용
역을 수주하며 그 능력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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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 자문용역
1993년 5월 ~ 1995년 5월

E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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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에 사업관리 개념을 도입하다
프로젝트 개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국제지명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수송 분야의 사업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미국의 벡텔(Bechtel)에 사
업관리 자문용역을 발주했으며, 국내의 관행, 절차, 제도 등에 익숙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력을 보유한 한기를 벡텔의 하도급 형태로 참여시켜 종합적인
사업관리 자문 업무를 공동 수행하도록 했다.
사업수행은 공단이 업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한기가 한 분야를 담당하여 시스템 개발 초안을 작성한 후 공단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벡텔이 개발한 초안을 한기가 재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파견인력이 필요한 특정업무는 한기가 수행했다.
한기의 주요 업무는 사업관리 지원(공정관리, 사업비관리, 자료관리, 사업정보관리), 품질보증 및 관리, 건설 및 설계 관리, 구매 및 계약 관리, 현장시공관
리, 설계표준화 업무, 기술자립 업무 등이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당시 선진 외국에서는 일반 대형 건설사업에 선진 외국사가 사업관리 전문
회사로 참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지만, 국내에서 일반 건설사업에 사업관리 전문회사를 참여시킨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의미와 성과
한기가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 자문용역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기의 사업관리 능력이 한 단계 상승하는 기회였다. 아울러 고난도의 설계기술과 안전성
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가진 상징성을 감안할 때 한기의 위상이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기의 성공적인 고속철도 사업관리 이후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당시 기존에는 건설 관련 법규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관리 관련
법규를 최초로 입법화하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국내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업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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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화력
내연 3,4호기
배연탈질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1999년 2월 ~ 1999년 9월

04

보령화력
탈황설비 설치사업
2005년 12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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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촉매환원법 적용한 탈질설비 최초 적용

탈황설비 해외 수출 길 열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개요

남제주군 안덕면에 위치한 남제주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격상실증연구사업은 환경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위치한 발전소로 1980년대 초 1,2호기가 건설된 이후 1990년대 초 3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진행된 국가 중대형 전력연구 사업이

호기, 2000년대 초 4호기가 건설됐다. 남제주화력 내연 3,4호기의 배

다. 한기는 1994년 10㎿급 파일럿플랜트 연구개발에 한국전력연구원

연탈질설비는 국내 최초로 건설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탈질설비

과 공동참여하여 1998년 영동화력 1,2호기와 서천화력 1,2호기에 한국

로서, 현대중공업과 공동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한기는 기본

형 탈황설비인 KEPAR를 설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단계 350

및 상세설계를 수행했고, 현대중공업은 기자재 공급 및 시공을 수행

㎿급 한국형 배연탈황설비를 평택화력 1호기에 성공적으로 적용했고,

했다.

이어 2단계로 500㎿급으로 격상된 설비를 개발, 보령화력 1,2호기에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실증적용을 마쳤다.

의미와 성과

보령화력 1,2호기의 한국형 배연탈황설비는 성능에서도 뛰어난 성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을 이용한 탈질

과를 냈다. 준공에 앞서 실시한 성능시험 결과 석탄화력발전소의 환

방식은 국내 발전소에서 처음 적용됐다. 남제주화력 내연 3,4호기에

경저해요소인 황산화물(SOx)을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의 1/4 수준(배

이를 적용한 이후 NOx 제거효율 및 설비신뢰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

출 27.7ppm/기준 100ppm), 먼지는 1/7 수준(배출 4.5mg/sm3/기준

가를 받으면서 한기는 탈질관련 기술을 주도하게 됐다. 배연탈질설비

30mg/sm3)으로 줄이는 등 탁월한 대기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나타

의 성공적인 설치로 유사형식의 남제주화력 내연 1,2호기와 울산화력

냈다.

5,6호기 등 탈질설비 설치공사도 수주했다. 또한 탈질시스템 기술개
발은 물론, 저온촉매제 개발에도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본 사
업을 계기로 이후 수행된 보령 3~6호기 등 기존 500㎿급 표준석탄
화력발전소 탈질설비 설계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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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기는 평택화력 1호기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 설치 및 시공, 시운전 및 성능시험, 각종 지침서 및 목록작성, 준공자료 및 연구결과보
고서 작성 등의 역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KEPAR의 탈황설비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1단계 격상연구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 연구사업은 200㎿급
한국형 배연탈황설비를 기본으로 이를 보완하여 350㎿급 중유발전소에 격상실증설비를 최초 적용한 것이다.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흡수탑 교반기 등의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평택화력 2~4호기에 적용된 독일 RWE Solution의 탈황설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전력 소비가 적게 나타
났다.

의미와 성과
한국형 배연탈황설비를 운전 중인 보령화력 1,2호기에 적용해 대용량 탈황설비의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뛰어난 성능의 배연탈
황설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배연탈황설비를 국산기술로 대체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 우리기술을 수
출할 길을 열었다. 세계적 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배연탈황설비 시장 중 가장 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에 한국형 배연탈황공정 독자기
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한편 대기오염 방지설비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된 한기는 향후에도 발전사업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질오염 방지
설비, 폐기물 처리설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청정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보령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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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화력 1호기 연료공급설비 개조 ESCO 사업
2009년 2월 ~ 2010년 12월

EPC &
OVERSEAS

연간 120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 창출
프로젝트 개요
영동화력은 국내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무연탄발전소로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유연탄 혼소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소비전력 및 연료비 절감을 위해 추진된 영동화력 1호기 연료공급설비 개조공사는 2009년 2월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10월 착공해 11월 기계, 전기, 제어
분야의 신규설비 설치공사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미분기 용량시험 및 최대출력운전을 거쳐 2010년 11월 29일 공사를 완료했다.
한기는 현장조사 및 기본(상세) 설계 및 계산을 비롯해 연료전환설비 설치에 필요한 혼탄설비, 원탄공급 및 저장계통, 미분탄공급 및 분배 계통, 보조기기
를 포함한 설계, 제작, 공급, 저장 납품 및 설치까지 진행했으며, 설치 완료 후 시운전까지 마쳤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연료공급설비에 있는데 연료가 저장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일러로 들어가는 직접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기존 방식은 석
탄연료를 저장조에 저장한 후 바람을 이용해 보일러로 공급하는 간접식으로 저장조에 유연탄이 20% 이상 쌓이면 발화되는 단점으로 유연탄 혼소비율
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직접식 교체로 간접식의 단점을 개선해 유연탄의 혼소비율을 높이고 무연탄 점화 시 필요한 중유 구입비용을 없애 연간 120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했다. 또한 저장조를 없애는 등 설비 단순화를 통해 설비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줄여 연간 4억 원의 발전원가를 절감했다.

의미와 성과
영동화력 1호기 연료공급설비 개조는 ESCO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노후 발전소 연료공급설비 개조 사업 분야에서 괄목
할 성과를 거두면서 연료공급설비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성능개선을 통해 연간 1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고객만
족도가 매우 높아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ESCO 사업의 취지를 십분 살림으로써 한기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는 구설비 철거와 신설비 설치를 동시에 시행하면서도 45일 만에 기계, 전기, 제어분야 신규 설비의 설치를 완벽하게 이뤄냄으로써
공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도 컸다.

영동화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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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열병합 1~6호기 HRSG 열교환기 설치 ESCO 사업
2009년 5월 ~ 2010년 12월

EPC &
OVERSEAS

환경과 비용을 잡는 윈윈사업
프로젝트 개요
2000년 들어 정부가 수도권 내 발전소의 경우 환경오염이 심한 중유
연료 제한조치를 내리면서 천연가스 전환으로 폐열회수설비가 본격적
으로 설치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일산열병합발소 배열회수보일러(HRSG)에 열교환
기를 건설하고 2010년 10월 19일 준공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 사업은 배열회수보일러 후단에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여기에 지역 난방수를 통과시켜 회수된 열을 난방열로 공
급하는 것이었다. 모두 87억 원이 소요됐으며, 이 설비를 통해 시간
당 46Gcal, 연간 약 20만Gcal의 폐열을 재활용해 1만 1,000여 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4만 톤 규모의 LNG를 절감하
고 매년 5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또한 추가 연
료공급 없이 발전소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열량을 재활용함으로써 에
너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ESCO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기는 현장조사, 기본(상세) 설계 및 계산과 열교환기 설치에 따른 각
종 배관, 밸브, 전기 및 계장설비를 제작 및 설치했으며, 시운전까지 수
행했다.

의미와 성과
일산열병합 1~6호기의 HRSG 배열회수용 열교환기 설치 ESCO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기술축적 및 노후발전소의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와
발전소 성능개선 설비 설치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 관련 기술 자체
가 난이도 높은 기술도 아니고, 열교환기 등 폐열회수와 관련된 설비나
시스템은 공개된 기술이지만, 이를 모두 조합해 해당 발전소에 최적화
된 설비를 설계, 설치함으로써 유효 적절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
한편 일산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실시한 2014년도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
초로 수직형 배열회수 가스터빈에 저온 탈질설비를 설치해 질소산화
물(NOx) 배출량을 34% 이상 절감하고, 배열회수용 열교환기를 설치해
대기오염량을 줄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였다.

일산열병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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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오산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EPC 사업
2013년 11월 ~ 2016년 3월

EPC &
OVERSEAS

국내 발전소 건설 EPC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프로젝트 개요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EPC사업은 2013년 11월에 수주해 2016년 3월 완공 예정으로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에 있
는 기존 열병합발전소에 가스터빈 복합 발전형식의 열병합 발전설비(436MW + 280.6Gcal/h)를 추가하는 사업이다. 최신
기종의 가스터빈 1기, 폐열회수보일러(HRSG) 1기, 증기터빈 1기로 구성되는 주기기와 Hybrid 냉각탑, SCR설비 등과 함께
지역난방 열교환기 및 축열조 등으로 구성되는 친환경 열병합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약 5,000억 원에 이른다.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은 2012년 10월 대성산업으로부터 사전착수지시서(ATP)를 발급 받았으며, 이후 한
기는 사업개발추진반을 신설해 사업주인 대성산업과 계약추진을 위한 EPC 수행역무, 계약조건, 주기기 모델선정 및 공사
비 산정 등을 긴밀하게 협의해 2013년 11월1일 본 계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대성산업, 한기 및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관련 금융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SPC사 디에스파워가 사업을 관장한다. 또한, 한기와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기는 종합설계와 주기기 및 보조기
기 등의 기자재 공급을 수행하고, 한화건설은 본 설비 및 열공급을 위한 열공급 배관 등에 대한 설치 및 시공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의미와 성과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은 한기 최초로 수주한 대형 국내 EPC 사업이다. 한기는 사업의 성패를 효율적 공
정·자재관리 및 사업관리에 두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한기가 국내외
EPC 사업 확대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 발전시장에서 다각적인 사업에 참여할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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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 조감도

필리핀 말라야 1,2호기 성능복구공사 설계기술용역
1995년 3월 ~ 1998년 12월

EPC &
OVERSEAS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놓다
프로젝트 개요
한국전력과 필리핀의 NPC(National Power Corporation) 간 ROMM 계약에 의거해 추진된 말라야화력 1,2호기 성능복구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사업에
서 한기는 성능분석, 기자재 구매규격서 작성, 공사설계서 작성 등 성능복구공사에 필요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
한기는 3년 후 실시 예정인 Turbine Heat Rate, Boiler Efficiency, Maximum Generator Capacity Test 및 Auxiliary Power Consumption Test의 성공적인 수
행을 위한 발전소 전체 성능 및 각 설비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각 설비 현황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설비의 성능 저하로
판명났다. 이에 따라 모든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및 보수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운전상의 효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설비를 개선했다.

의미와 성과
우리나라 화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R&D 성과를 기초로 해외 시장에서 상업화에 성공한 한기의 대표적 사업이다. 또한 발전소 신규 건설 환경이 미비하
더라도 기존 설비의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로 사업주의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도 입증했다.
한기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 플랜트엔지니어링, 소내 구조물 안전성 진단,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Rehabilitation 종합보고서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신
고 업무, 발주자 사업관리업무 지원, 현장 상주 코디네이터(Coordinator) 기술지원 업무, 측량·지질조사 및 해양조사, 외국인 자문, 기기구매 협상지원,
기기 제작 품질관리업무, 시공감리 등 전반적인 업무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리핀 Panay 화력발전소 등 필
리핀 지역 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사업을 수주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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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ARAMCO Switchyard 설계 및
기자재 공급사업
2004년 2월 ~ 2009년 1월

EPC &
OVERSEAS

중동 진출의 문을 열다
프로젝트 개요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보유하고 있는 4개 정유 플랜트에 전력 및 열 공급을 위한 BOT 방식 발전소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한기는
Switchyard 설계 및 기자재 공급 사업을 수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 ARAMCO 열병합발전소 230㎸ SWYD(Switchyards) 설계 및 기자재 공급사업은 당시까지 한기가 수주한 최대 규모의 해외사업이자 최
초 중동지역 SWYD EP(Engineering & Procurement) 사업으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한기는 발전소 전력계통연계 설비의 설계, 기자재 구매, 시험 및 시운
전, 시공지원 등의 역무를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계약금액이 약 138억 원에 달하는 해외 사업으로 당시까지 수행한 해외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규모나 상징성으로 볼 때 국내외 기자재 공급
사에 한기의 기술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기자재 구매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EP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성공적 사업수행을 통해 유사 해외사업 수주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며, 중동지역에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사우디아라비아 ARAMCO 열병합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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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AFAM Ⅵ 복합화력 설계사업
2005년 11월 ~ 2009년 12월

EPC &
OVERSEAS

아프리카 발전시장 진출의 디딤돌을 놓다
프로젝트 개요
2005년 11월 착공해 2012년 10월 완공한 AFAM Ⅵ 발전소는 670㎿급으로 나이지리아 최대 복합화력발전소다. 국내 시공
사인 대우건설이 총 사업비 4억7900만 달러(한화 약 5000억 원)에 수주한 대규모의 공사로 가스터빈 3기와 증기터빈 1기
등의 설비를 갖춘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으며, 한기는 주요 건물(Power Block)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미와 성과
해외 입찰에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수주한 발전사업의 설계 관련 역무 수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두었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에서 한기의 높은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프리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
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한기는 나이지리아의 AFAM VI 복합화력발전소의 설계기술용역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8월 리비아 국영전
력청(GECOL)이 발주한 리비아 MISURATA AND BENGHAZI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도 참여했다. EPC 주계약자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입찰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리비아 프로젝트에서는 설비 공
급 및 시공을 위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지원, 사업주 지원 등 설계 관련 총괄 역무를 수행했다.
연이어 2007년 인도의 Ultra Mega Power Project의 석탄화력 기술자문용역과 2008년 인도네시아의 현지특별법인
PT.CEP와 660㎿급 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운영 및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주 기술자문용역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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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Takoradi T2 Power Plant Expansion EPC 사업
2012년 7월 12일 ~ 2014년 12월 31일

EPC &
OVERSEAS

자산과 숙제를 남긴 해외 EPC 사업
프로젝트 개요
아프리카 가나 타코라디 발전단지에 위치한 타코라디(Takoradi) T2 발전소 증설공사 사업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가스터빈 열회수증기발생기(HRSG) 2대
와 120㎿급 스팀터빈(STG) 1대 등을 공급 및 설치하여 용량 및 효율을 증대하고 냉각수 취배수 설비 일체를 공급 설치하는 EPC 사업으로 한기는 설계,
기자재공급 및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역무를 수행했다.
한기는 일본 미쓰이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을 수주했으며, 2013년 4월 착공해 2013년 11월 준공했다.

의미와 성과
본 사업은 2억 9,000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설계 및 구매, 시운전을 수행하는 해외 턴키 사업이었다. EPC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인 끝에 수주했기에 기쁨도 컸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후속 사업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EPC 사업수행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며 중요한 경험과 자산을 쌓았다.
가나 타코라디 사업 수주를 계기로 코트디브아르 사업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하여 수주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수행경험으로 명품오산열병합 EPC 사
업을 수행하는 데 초석이 됐다. 타코라디 사업은 중요한 사업실적이자 한기의 자산으로 향후 국제입찰에서 EPC 사업을 수주하는 데 발판이 될 것이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다. 최초의 EPC 사업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한기의 조직 기반과 절차가 기술용역에 최적화 되어 있어 실
제적 건설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성 있는 설계, 자재구매, 운송, 통관 및 현지법인 설립 등 새로운 단계마다 진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직원들
의 전문지식이나 업무 방식이 설계에 집중되어 있어 EPC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절감한 프로젝트였다.

가나 Takoradi T2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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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CCPP EPC 사업
2013년 7월 23일 ~ 2016년 3월 1일

EPC &
OVERSEAS

해외 EPC를 통한 신 성장동력 확보
프로젝트 개요
2013년 수주한 CIPREL IV Volet B EPC 사업은 기존 발전소의 110㎿급 가스터빈에 열회수증기발생기(HRSG) 2대, 스팀터빈(119㎿) 1대, ACC 1대 등을 증설
하여 복합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설계, 기자재구매, 시공, 시운전, Base Camp 포함 전체 EPC 역무를 수행하며 201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기는 물론 국내 협력업체 직원, 코트디부아르 현지 인력 등 700명이 투입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설계는 한국지역난방기술이, 한라가 시공을 맡음
으로써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시장에서 상생의 길을 열었다.

의미와 성과
국내 전력시장의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해외 EPC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전력 시장에
서 지속적으로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사업 수행을 통해 한기의 기술 선도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 EPC
관리기법을 축적하고 있다. EPC 수행능력 확보로 향후 경쟁력 우위를 다지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전략이다.
새로운 시장 공략과 함께 우리나라와 한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학교에 물 공급시설 및 구급차를 지원하는 등 현지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아프리카 가나의 아크라에서 ‘가나 전국 어린이 태권도대회’의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여 대회를 지원했다. 당시 열린 대회에는 가나의 10
여개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4세~16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 약 700명이 참가해 한국과 한기의 인지도
가 높아졌다.
아프리카라는 환경적 요인과 사업의 특수성으로 한기는 다양한 경험도 쌓고 있다. 해외사업의 수행에 따른 물류 문제, 특수 기술사양의 문제를 극복하면
서 노하우를 쌓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나 불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한계를 넘어서며 해외사업의 성공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CIPREL IV Volet B Project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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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및 환경 프로젝트
01.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설계기술용역
02. 서천화력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03. 시흥시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증설공사
04. 제주 한경풍력 2단계 및 성산풍력 설계기술용역
05. 울돌목 조류발전 타당성 조사용역
06. 삼척 합성천연가스 생산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07. 울산기력 4,5호기 하이브리드 SCR 설치공사
08. 포항LNG복합화력 NOx 저감 SCR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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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설계기술용역
2001년 8월 31일 ~ 2002년 10월 30일

RENEWABLE &
environmental

LFG발전소 설계 기술 초석
프로젝트 개요
인천시 백석동 일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체에너지로 자원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창출과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매립가스(LFG)발전소 사업이다.
총 772억 원의 사업비 중 한기에 25% 지분이 할당됐으며, 건설 후 11년 동안 전력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 발전시설
규모는 50㎿급으로 보조연료 없이 매립가스를 연료로 하는 기저부하용 발전설비로 설계했으며, 한기는 주설비 및 부대 시설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상세
설계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협상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수도권의 지리적 특성상 환경 친화적인 설계에 비중을 높여 별도의 탈황, 탈질 설비 없이도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규제치 이하로 낮아지도
록 설계했다. 특히 매립가스에 포함된 메탄(CH4)은 이산화탄소(CO₂)에 비해 단위중량당 온실효과가 21배에 이르는데, 이를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
변오염 저감에 기여했다. 또한 습·건식 방식의 냉각탑을 이용하여 겨울철 안개 발생을 감소시켰다.

의미와 성과
이 프로젝트는 발전소용 송전선 건설공사를 한기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수행했으며, 생산된 전력은 인접한 한국전력 계양변전소로 송전하고 있다. 2004
년 3월 건설에 착수하여 2006년 12월 성공적으로 매립가스 발전소를 준공했다.
한기가 설계한 매립가스발전소는 2007년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매년 평균 420억 원의 전력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민간 투자 사업으로
는 처음으로 매년 평균 161억 원의 초과수익을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의 LFG 발전소(50㎿급)를 성공적으
로 준공하면서 한기는 국내 재생에너지분야에서 독자적인 LFG 발전소 설계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며, 대규모 매립지 이용 LFG 발전소 사업개발에서도 유
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수도권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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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화력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2003년 11월 ~ 2005년 9월

RENEWABLE &
environmental

친환경 기업으로 가는 길
프로젝트 개요
서천화력 발전소는 1970년대 건설된 극히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로 당시 보일러로부터 질소산화물(NOx)이 고농도로 배출되고 있어
서 주변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획기적 질소산화물(NOx) 저감이 필요했다. 하지만 노후 발전소 특성상 극히 제한된 설치 공간, 계
통 불안정 때문에 누구도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한기는 현장조사, 운전원 면담, 운전 데이터 분석 및 준공도서 검토 등을 통해 현장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NOx 저감방안,
즉 Low NOx 버너 적용안을 찾아냈다. 또한 통풍설비 개선, 효율적 보일러 운영 및 Low NOx 운전을 위한 주제어설비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안정적 발전소 운영과 함께 질소산화물(NOx)을 획기적으로 저감했다.

의미와 성과
노후발전소는 건설 당시 환경설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환경설비를 추가 건설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기는 종합엔지
니어링사로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기술적 난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
의 경우 환경분야를 비롯 기계분야, 계측분야 등 전 분야가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고객을 만족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개발 측면에서도 본 사업의 성과는 추후 보령화력 1,2호기 등 노후 발전소들의 성능개선 사업수주의 기반이 되었다.

서천화력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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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흥시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증설공사
2004년 6월 ~2005년 12월

RENEWABLE &
environmental

환경설비사업의 문호를 넓히다
프로젝트 개요
발전설비 설계용역에 집중하던 한기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환경분야 EPC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시흥시가 발주한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증설공사도 그 중 하나였다. 한기는 이 사업을 수주해 토목공사로 1차 처리동 및 B3 반응조 신축공사, 건축공사로 전처리동 및 1차 처리동 보수 및 신설
과 전처리동 투입구 철거 및 신설, 기계공사로 전처리 설비 교체와 B3 반응조 부대설비 기자재 공급 및 설치를 수행했으며,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완
료했다.

의미와 성과
하수,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등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시공실적 확보로 유사 EPC 사업개발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시설물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질 환경분야에 대한 한기의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 또한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다수의 환경분야 EPC사업을 수행했다.

한경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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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경풍력 2단계 및 성산풍력 설계기술용역
2004년 9월 2일 ~ 2007년 1월 31일

RENEWABLE &
environmental

신재생에너지 영역의 진출
프로젝트 개요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2004년 기준 시설용량 40㎿에서 2012년 기준 시설용량 550㎿로 대폭적인 시설규모 증가
를 계획하는 등 대체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한기는 유망한 풍력발전 관련 프로젝트 수주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시설용량 14㎿급의 제주 한경풍력 2단계 사업은 정부의 대체에너지 발전사업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됐던 남부발전의 한경 풍력 1단계 사업의 후속사업으
로 한기가 설계기술용역을 수주했다. 이후 시설용량 20㎿급의 성산지역 신규 풍력단지의 설계기술용역을 추가하는 계약 변경이 이뤄졌다.
한기는 국내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단지조성 및 최적의 풍력발전기 기종 선정에서부터 현장조사 및 측량, 기본설계 및 상세
설계, 기자재 구매 지원, 송전망 연계설계 및 시운전 지원, 공급자 제출도서 검토 및 승인, 대 관청 인허가 지원, 사업관리 지원, 품질경영 및 품질관리 업
무 등을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풍력단지 조성에 있어 설계부터 종합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역무수행을 통해 사업 신뢰도를 높였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제주 풍력단지 사업 참여 이전에는 대체에너지사업에 한기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나, 이 사업을 수주함
으로써 풍력발전기 구매·평가·성능시험 등 핵심역무의 수행절차와 기법을 정립했다.
실제로 2009년 11월, 한반도 남서해안 중형 해상 풍력단지 기본설계용역을 한전전력연구원으로부터 수주하면서 연계사업을 이어갔다. 특히 해상 풍력단
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지반(시추) 조사 및 해양 조사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상풍력에 대한 기술적 범위도 넓어졌
다. 이로 인해 해상풍력 단지 단독 운영 기반을 갖추었으며, 풍력단지 사업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

성산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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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돌목 조류발전 타당성 조사용역
2008년 9월 ~ 2010년 5월

RENEWABLE &
environmental

조류발전 실증 사업 참여
프로젝트 개요
조류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진도 울돌목조류발전소 건설을 위해 타당성조사용역을 수주했다. 2009년 5월에는 군내면 녹진리 울돌목에 1,000㎾
급(500㎾×2)이 시험 조류발전소가 건설돼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시험 조류발전소에는 수직축 헬리컬 터빈이 적용됐으며, 발전 구조물은 상부 하우스를
포함, 가로 16m, 세로 36m, 높이 48m에 총 중량이 약 1,000t 규모로 세계 최대급 시험조류발전소로 지어졌다.
당시 시험발전소의 가동으로 약 400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됐지만 전력생산 설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가동이 수차례 중단되자 진도군은 안전사
고 위험과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며, 태풍피해로 설비가 유실된 2012년 9월부터는 가동을 멈추었다.

의미와 성과
우리나라 해안의 특성을 반영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것은 한기의 발전영역이 다각화하는 계
기가 됐다. 조류발전은 해양에너지 중 친환경적이며 상업화에 가장 근접해 있고, 기술적 난이도가 제일 적으며, 에너지의 양과 질이 정확히 예측 가능하
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은 사업이다. R&D가 잘 진행된다면 곧 실용화돼 기업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기
도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90
울돌목 조류발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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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합성천연가스 생산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2010년 3월 ~ 2010년 9월

RENEWABLE &
environmental

SNG 상용화 대비 설계기술 축적의 기회
프로젝트 개요
남부발전은 현재 건설 중인 삼척그린파워에서 SNG 플랜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2016년 삼척그린파워 용지
내에 50만t 규모의 SNG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남부발전은 여기서 생산된 SNG를 세종열병합발전소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SNG(Synthetic Natural Gas) 사업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석탄을 가스화해서 LNG와 동일한 품질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기존 LNG를 대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LNG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석탄을 이용해 가스화할 경우 20% 이상의 원료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발전업계의 계산이다.
이에 따라 한기는 남부발전의 의뢰를 받아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건설여건 검토, 최적 설비 검토 및 열성능 분석, 개념설계와 건설계획, 경제성 및 민감
도 분석과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의미와 성과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발전소 부지 내 합성천연가스(SNG)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새로운 시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것은 의미
가 크다. 용역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사업 수익성을 포함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 방향 결정과 성능이 우수하고 신뢰성 있는 최
적 규모의 생산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향후 본 사업 설계용역 참여의 길도 열어놓았다.
SNG는 도시가스법상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스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배관망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3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으로 2014년 7월부터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에 포함하며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
다. 그러나 감사원이 본격 투자에 앞서 사업타당성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지적한 후 산업부가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삼척 SNG 조감도

07

울산기력 4,5호기 하이브리드 SCR 설치공사
2011년 8월 ~ 2012년 8월

RENEWABLE &
environmental

연간 2,000억 원 이상 수입대체효과 입증
프로젝트 개요
한기는 2011년 울산기력 4,5호기에 설치조건부로 하이브리드 SCR 탈질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년여에 걸쳐
기본설계, 상세설계, 제작, 공급, 납품, 공장시험, 설치, 보수, 시운전까지 무사히 끝마쳤다.
‘하이브리드 SCR 탈질시스템’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설비보완
과 저부하 운전시 SCR 시스템 운영 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3년간 10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
발했다.
한기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모기술, 대영케미칼 등 중소기업과 손잡고 기술개발에 성공해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연구
결과물을 2010년 7월 동서발전의 울산중유화력 6호기에 실증 장착한 바 있다. 기력 6호기에 이어 4,5호기에도 탈질시스템
을 적용함에 따라 중유화력 11기, 복합화력 80기 등에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 설비 설치로도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기의 탈질기술 개발로 국가적으로는 연간 2,33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도 거두게 됐다. 수입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약 2,000억 원, 저부하 운전시 SCR 운전이 가능한 온도까지 배기가스 온도를 상승시키는 연료비용 약 330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발전기 1호기 당 연간 5,600톤의 CO₂ 감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의미와 성과
새로운 기술축적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중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한 하이브리
드 SCR 탈질설비 및 부대설비 설계, 기자재 구매 및 제작, 공급, 시운전 역무수행 경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
해졌다. 또한 기존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함에 따라 기업 가치도 상승했다.
발전설비 및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최근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앞으로 탈질설비 장착이 필수적으로, 국내의
경우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 한기는 개발된 탈질기술을 이용해 국내 발전설비 및 산업용 보일러의
기존 탈질설비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발전설비 중 부하율이 낮은 중유화력과 지역난방 및 석유화학설비의 중유 보
일러에 하이브리드 SCR 설비를 보급해 보조연료비를 절감하고, 석탄화력에는 저열량탄 도입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낮
아짐으로써 탈질 효율의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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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LNG복합화력 NOx 저감 SCR 설치공사
2011년 8월 ~ 2012년 6월

RENEWABLE &
environmental

SCR 저온촉매 기술개발로 시장개척
프로젝트 개요
복합화력발전소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제 공급 사업이다. 화석연료나 폐기물을 연소 시 발생되는 유해가스 중 질소산화물
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기술이다. SCR에서 가장 핵심기술은 촉매
인데, 기존 상용화되어 있는 SCR 촉매는 300∼400℃의 비교적 고온에서 최적의 활성을 갖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
온도대에 SCR을 설치할 수 없거나 또는 보일러의 부하가 낮을 경우, 배가스 온도가 낮아 SCR에 의하여 원하는 탈질효율
을 얻기 힘들다. 대개 300℃로부터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탈질효율이 저하된다. 이번에 한기에서 개발·공급한 저온탈질
촉매 기술은 300∼400℃의 고온은 물론 250℃ 이하의 저온에서도 NOx 제거가 가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다.

의미와 성과
한기는 이 사업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발전소의 환경 규제 충족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제 공급을 통한 회사 수익 모
델을 제시했다. 특히 R&D부터 제품 공급까지 가치체계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한기의 사업 영역이 다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장성도 높아 국내의 화력발전소, 소각로, 산업체 보일러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석탄, 중유, LNG를 연소하는 화력발
전소는 2022년까지 5,607만㎾(119기)로 전력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촉매사용은 갈
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각시설에서도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데, 이 설비 역시 SCR을 이용한 탈질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소각로는 연돌에서의 배출가스 온도가 대개 200℃ 이하로 저온탈질촉매 적용에 적합해 향후 판매량이 급
증할 것으로 보여 한기의 SCR 설치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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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의 동향과 발전방향

1. 급변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생태지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펴낸 2013년 엔지니어링산업백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
링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약간 주춤했지만 이후 매년 2%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고, 2008년 593개이던 기업 수가 2013년 649개로 증가했다.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속
에서도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엔지니
어링기업들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링기업 수 증가는 경쟁의 격화
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국의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원천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는 한편 상호협력
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타 기업과의 기술제휴 폭을 넓히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 강세를 보
이는 일본의 JGC가 미국의 KBR과 함께 LNG, 합성연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 것이 좋은 예이다.
핵심사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M&A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사업영
역을 확장하고 프로세스 관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단기간 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석유화학 부문의 강자인 이탈리아 Saipem은 프랑스 Bouygues를 인수하여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 PMC), 개념·기본설계(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 FEED) 역량을 보유했다. 이어 Saipem은 Snamprogetti를 인수하면서 오일과 가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기업으로 성장해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잡기도 했다. 글로
벌 EPC 기업인 Shaw그룹은 2000년 Stone&Webster를 인수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고, 에너지
자원 회사인 Worley는 미국의 Parsons E&C를 인수한 후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을 보강해 시장
을 확대했다. 역시 미국의 석유화학기업인 CB&I는 1,500여 개 특허와 화공·정유공정 기술을 보
유한 Lummus를 인수하면서 3,000명 이상의 핵심인재 확보와 함께 화공 분야의 세계적 엔지니어
링기업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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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에너지 분야 성장 전망
프로세스 관리와 자금조달 능력이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일괄복합발주와 공공·민간파트너십 형식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발주가 성행하면
서 프로세스 관리 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민간투자 방식이 증가하고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같은 복합개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조달 능력이 엔지니어링기업
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중국과 인도가 엔지니어링산업의 대규모 수요·공급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망 시장으로 각광받
고 있는 것도 최근 엔지니어링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은 정부 지원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자국 플랜트 위주로 성장해 왔는데, 특히 하청 형태의 사업 참여로 자국 내 시장 중심의 소규모 플
랜트 턴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영어가 가능한 숙련 엔지니어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
는데, 전 세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세계 에너지산업의 화두는 단연 기후와 에너지, 녹색성장 관련 산업의 고속성
장을 꼽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형 산업구조, 저탄소형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지구문제 해결과 지
속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여 EU, 미국 등 38개 국가를 CO₂ 의무감축국으로 지정하
고 2008~2012년까지 의무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교토의정서는 우리나라를 의무감축국에서 제외
했으나, 이후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는 차별화된 감축 노력을 강하게 요
구받았다.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이상 상승한 가운데 200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량이 세계 9위를 기록했다는 OECD 통계자료가 근거가 되었다.
정부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2009년 12월 15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량전망치(Business As Usual :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고, 2015
년 6월 30일 다시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당초 2010년대 들어서도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동지
역의 정세불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북미지
역의 셰일가스 개발로 유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저
유가를 토대로 한 난개발 확산으로 환경 문제가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악
순환은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기업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3. 새로운 기회로 다가서는 녹색성장정책
2013년 우리나라 에너지의 총 수입량은 2억 9,600만 톤에 1,580억 달러 규모였으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원유 66.8%에 가스 24.4%, 석탄은 8.7%를 차지했다. 원유의 경우 최대 수입국이 사우
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이며, 이 세 나라가 전체 원유 수입량의 61%를 차지했고, 중동지역 의존
도도 80%가량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주요국 대비 에너지원 단위가 높아 지속적으로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 역시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
로 탄소배출권시장이 성장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과 그린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인 CCS(Carbon
Capture & Storage),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및 연료효율향상, 원자력, 발전효율 향상 기술을 핵심 수
단으로 제시했으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블루맵 시나리
오(Bluemap Scenario)를 제시하며 베이스라인 대비 각 기술별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에너지 관련 R&D, 보급, 설비 등에 약 299조 달러가 투자될 것을 예
측했으며, 미국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는 지열, CCS, 태양광 등 8개 그린에너지 분야의 2030년 투
자 규모를 7조 달러로 예측했다.
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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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주요국은 그린에너지 사업을 국책과제로 추진했다.
2010년 기술개발 투자를 제외한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430억 달러에 달하며, 2009년 대
비 30% 증가했다. 그린 에너지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으며, 미국 전문 조
사기관 클린엣지(Clean Edge)는 2010년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시장이 향후 10년간 185%(연평
균 15.1%) 고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시장이 2010년 712억 달러에서 2020년
1,136억 달러로, 풍력시장은 2010년 605억 달러에서 2020년 1,229억 달러로, 바이오·연료전지시
장은 2010년 564억 달러에서 2020년 1,128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엔지니어링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위기를 해
결하려면 저탄소형·저에너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엔지니어링산업계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고도화 등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4. 고성장 기대되는 발전플랜트 시장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 추이는 신규 발전설비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지
만 발전설비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도 적지 않다. 최근 몇 년간 발전소 개발 사업의 주도자인
중국과 인도에서는 발전설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화력 및 신재생 프로젝트가
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에서도
발전설비 수요가 증가하며 발전설비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중국과 인도의 발전설비 증가량은 전 세계 발전설비 증
가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35년까지 150만㎿ 이상의 발전설비를 구축
할 것이며 인도는 70만㎿ 이상을 구축해 같은 시기 유럽 연합(EU)의 80만㎿와 미국의 60만㎿를 크
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시장이 존재한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에 위치한

제다사우스(Jeddah South)와 슈퀘이크(Shuqaiq)에 2,640㎿의 석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201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 일본의 제이지씨(JGC) 그룹과 마루베니 그룹의 합작투자와 리야드
의 Aljomaih Holding Co. 는 동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소유의 석유와
천연 가스 복합 시설에 900㎿와 시간당 1,500톤의 증기를 제공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있
다.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본 프로젝트는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기관인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 Renewable Energy : K.A.CARE)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총 1만 8,000㎿ 용
량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며 첫 발전은 2020년대 초기로 예정되어 있다.
브라질에서는 GDF Suez Energy Latin America, Tokyo-based Mitsui & Co. 등의 기업들의 합작으로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완공을 목전에 두었다.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과 볼리비아 사이
국경 근처에 있는 메데이라 강에 짓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3,750㎿에 달한다. 이와 함께 브라질 정
부는 브라질 연안에 건설될 33억 달러 규모의 868㎿ 풍력발전 프로젝트도 승인했다.
남부와 동남아시아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에서도 발전소 건설이 활발
해 2,640㎿에 달하는 석유화력발전소가 2017년 가동을 예약했다. 베트남 정부도 최소 4개의 1,000
㎿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기를 비롯한 국내 엔지니어링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발전 및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시장의 전
망도 밝은 편이다. IEA의 World Energy Outlook이나 일본 엔지니어링협회의 실태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차 에너지 수요는 2010년 약 1만 3000 Mtoe(million tonnes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 백만 톤)에서 2035년에는 약 1만 7,000 Mtoe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석유 및 가스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역시 2011년 불변가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35년까지 석유관련 플랜트에 투자될 금액은 누적하여 10조 2,420억 달러로 시추 및 생산 시설에
8조 9,080억 달러, 정제에 1조 47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됐다. OECD 국가에서 총 3조 3,410
억 달러, 비 OECD 국가에서 총 8조 6,477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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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과 과제

1.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현황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의 생태지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에 따
르면 2014년 말 현재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은 미국, 네덜란드, 영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 5개국 기업
들이 75%를 차지하며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엔지니어링수출기업의 37.3%에 해당하는 84개 사가 상위 매출순위 내에 들어있
으며 지역별로도 중동, 아시아, 유럽, 캐나다 등 전 세계 시장에 고르게 진출해 있다.
5개 기업이 225대 엔지니어링 수출 상위기업에 랭크된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어 전체 수출시장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영국은 전체 수출시장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및 아시
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엔지니어링기업들도 약진하고 있다. 세계 엔지니어링 수출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어들거나 다른 국가 기업들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
면 한국 기업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외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ENR이 선정한 225대 엔지니
어링 수출기업의 해외매출 평균은 3억 1,898만 달러였지만 일본이나 한국, 중국 기업의 해외매출
평균은 각각 1억 3,557만 달러, 9,397만 달러, 1억 1,537만 달러로 225대 기업 평균 매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평균 매출액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기업에 밀리고 있으며 기업 규모도 중국에 순위
가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225대 엔지니어링기업 가운데 중국은 19개사가 포함됐으
나 우리나라 기업은 한기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POSCO건설, SK건설, 한전, 삼우종합건축사사
무소, 포스코(대우)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건화엔지니어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삼안,
유신 등 12개에 불과하다.

2.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과제
엔지니어링산업은 대표적인 ‘두뇌산업’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다.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에
서 기획·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영역
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엔지니어링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업체는 핵심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고, 활발한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제
휴로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강국인 미국·네덜란드·영국·호
주·캐나다 5개국은 고부가가치 영역을 선점한 덕분에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시장포화와 경기 침체 속에 실적은 악화
됐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
회적 인식과 관심이 낮다는 것인데, 엔지니어링산업이 지닌 중요성에도 여전히 단순 용역사업 정
도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엔지니어링산업을 21세기 창
조형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두뇌산업으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인식변화 노력과 함께 전문화와 고도화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
다. 엔지니어링산업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산업임에도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둔
감한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 수주에 성공하려면 먼저 세계 경
제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 예측, 참여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와 사회트렌드 변화는 업계의 기존 경쟁구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기업 내부에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전문 역량을 보유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특히 가치사슬의 상단 역량인 라이선스(Licence)기술과 기본설계 역량을 강화하여 엔지니
어링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 기술과 격차가 큰 원천기술과 기본설계 역량을
확보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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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최근 정부도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2010년 4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10년간의 장기 정책으로 엔지니어링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2020년에는 엔지니어링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은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0.4%에서 5%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200대 기업에 국내 기업을 5개사에서 20개사로 늘린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한 고용 인력은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2015년까지 R&D 투자를 총 1조 원으
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진전략으로는 핵심영역 역량 제고, 인력양성기반 강화, 수출 지원기반 확충, 성장인프라 조성 등
4가지를 선정했다. 핵심·원천기술 자립화와 경험축적 및 수행실적(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핵
심영역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전문대학원 지정·설립, 국제협동 교육과정 개설, 재직자 재교
육 등을 통해 인력양성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
화하고, 엔지니어링 콤플렉스(Complex)를 설치하는 등 중소업체 간 협업을 활성화하며, 기업친화
형 시장 환경을 구축하여 성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2012년 3월 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차(2003~2007년)와 2차
(2008~2012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계획에 이어 3차 5개년 진흥계획(2012~2016년)의 성격을 갖
고 있는 진흥계획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가
함께 수립했다.
진흥계획의 핵심은 엔지니어링산업발전방안에 포함된 장기계획과 유사한 것이 적지 않다. 다만 시
기를 앞당겨 2016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3%로 끌어올리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스타기
업 12개 육성을 목표로 했다.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으로 ‘무역 2조 달러’ 경제 견인을 비전으로 삼았
으며 추진전략을 보다 구체화시켜 핵심영역 기술경쟁력제고와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해

외 진출 지원체계 고도화,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등으로 수정했다.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엔지니어링 원천기술과 수행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하
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선진
형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수요와 연계한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진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도와 통계를 기업 중심으로 개선하고 정보 집적과 원스
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4. 엔지니어링 7대 강국 진입 목표
정부는 고급 두뇌산업 육성과 인력양성·해외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선정했
다. 2012년 6월에는 서울대학교 안에 12개 대학과 15개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인
력양성 시스템인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독자 설계 능력을 확보
하기 위한 한국형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키로 했으며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를 ‘엔
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으로 신규 선정했다.
특히 정부는 우수한 인력을 대거 양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
로 엔지니어링 7대 강국에 진입하기로 했다. 국내 조선업체가 전 세계 해양플랜트의 30% 이상을
수주하고도 설계역량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사업부문의 절반 이상을 기업에 의뢰하는 현실을 타개
하겠다는 것이었다.
2013년 7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 조치로 ‘고급두뇌 역량 강
화를 위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고급두뇌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군
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형 대량생산체제로 단기 압축성장에 성공했지만 2000년대 들
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평균 5년 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2007년 2만 달러 진입 후 계속해서 성장 정체를 겪었다. 여기에 대규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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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축적한 중국의 부상은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성장을 대체할 창의
성과 혁신성을 키워 경쟁력을 키워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등 가치사슬의 상류에 특화한 반면 우리는 저부가가치 조
립, 가공, 시공분야에만 치중함으로써 기획 및 설계능력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과 시스템반도체
(System on Chip : SoC), 임베디드(Embedded) SW 분야에선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수주한 해양플랜트나 대형 교량 등도 기획 및 설계역량 부족으로 수주금액의 30~40%는 해
외 엔지니어링사가 차지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M&A와 해외 우수인재 유
치 등을 통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와 엔지니어링, SoC, 임
베디드 SW 분야 등에서 해외 우량기업에 대한 M&A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관련 분야에 대해
연간 1,500여 명의 고급두뇌 양성방침을 정하고 우수 공과대학에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를 신설키
로 했다.
기업들이 M&A를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연
금 등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협의채널 구성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트라
(KOTRA) 안에 3,000여 명의 해외 고급두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장비부문은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제조기업의 기획 및 설
계 역량을 키우고 해양플랜트의 경우 극지환경 운항기술 등 핵심기술과 기자재를 개발하기로 했
다. 자동차분야에서도 스마트카, 친환경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HW-SW-SoC 간 융합형 R&D
를 추진하고 항공분야 역시 자율주행용 임베디드 SW 및 완제기 설계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나아
가 전통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IT와 SW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 한국전력기술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1. 한기의 설립목적(미션) 재정립 모색
한기는 2015년 설립 40주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영환경에 부응하
기 위해 설립목적(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등 가치체계 재정립을 모색했다. 먼저 내외부 환경 분석
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가치체계 개선 방향성을 수립하고, 워크숍 등 임직원 참여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가치체계 재정립을 추진했다.
환경 분석 실시 결과 외부적으로는 안전성, 경제성, 친환경성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원자력 시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거진 안전성 문제와 경제성을 중심으로 경쟁
력을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화력은 친환경·고효율 기술의 중요성 증대, 신재생에너
지는 관련 시장의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적으로 한기는 발전소 설계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인 EPC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조직 내
세대 및 경력 격차 증대와 본부(단), 직종 간에 이질적인 문화가 존재함에 따라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한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자체 진단 결과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과 발전소 기자재 국산화 촉진,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통한 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수명연장 같은 기존의 설립목적(미션)은 한기의
새로운 경영환경에 부합하도록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은 이미 달성했고
기자재 국산화 촉진은 한기의 역할로 보기 어려웠다.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나 발전소 수명연장
분야는 한기의 사업영역을 한정지어 향후 사업 확장이나 신규 시장진입 시 제약조건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한기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사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
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혜를 모은 결과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기술을
선도하여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에 기여한다’가 한기의 새로운 설립목적(안)으로 수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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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렴된 의견 중 한기의 설립목적 부합성을 놓고 재차 토론을 벌인 결과 일부 내용이 수정됐
다. 먼저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기술을 선도하여’라는 부분은 향후 사업범위
확장을 고려했을 때 한기의 사업영역을 한정하는 느낌을 준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에너지산업 선
도’로 변경했다. 후반부의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에 기여한다’ 역시 향후 한기의 해외진출을 고려해
세계화 관점에서의 기대가치를 반영,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을 추구한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한기
가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기술을 통
해 에너지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
으로 한기의 설립목적(미션)은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
만족과 인류번영을 추구한다’로 정리했다.

2. 비전과 핵심가치 도출
한기는 설립목적(미션) 재정립과 함께 ‘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기업’이라는 비전의 재정립도 추진했다. 기존의 비전은 EPC 사업 확장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강조돼 공공기관의 특성이나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주력사업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균형과 국가 에너지산업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
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비전 수정은 필요했다.
비전 수정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Global Leading Energy Business Partner를 비롯하여 Energy Total
Solution Global Partner, Global Reliable Energy Engineering Partner, World Best Energy Solution
Partner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모두가 해외시장 적극 진출을 추구하며 한기의 핵심역량을 토
대로 세계적인 에너지기술 선도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열띤 토론 끝에 한기는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기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업영역 측면에서 기존의 중점 사업영역인 전력분
야부터 에너지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설계 및 EPC 뿐만 아니라 고

부가가치 영역 확장을 통해 가치체계(Value Chain) 전반에 걸친 사업 수행으로 고객수요에 따른 맞
춤형 해법(Solution)을 제공하는 에너지 종합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한기의 해외시장
진출의지와 글로벌 선도 이미지를 반영해 비전을 영문으로 제시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핵심가치도 도출했다. 현황분석과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문
화를 진단한 결과 조직 융합을 위한 소통이 부족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도전의식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들의 본부 내 정보공유는 원활한 편이나 본부 간 정보공유 및 소통은 미흡하
며 집단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가 강하다는 데 임직원 대부분이 동의했다.
완벽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반면 성과지향 문화가 낮고 성취, 자아실현 등의 행동양식은 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 구조로 도전과 성과 달성의 흡인력
과 실행력이 부족하며, 관료적인 리더십 유형이 강하게 형성돼 새로운 지식의 적용과 도전을 장려
하는 발전적 리더십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는 비전 달성을 위한 리더십 역량 강화, 조직 융합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건전한 성과주의 문
화 정립을 위한 도전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안 제시로 이어졌다. 한기는 원전비중 감
소, EPC 수익성 악화 등 사업 환경 변화와 본사 지방이전으로 구성원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담긴 핵심가치 선정을 위해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도전, 안전, 신뢰, 소통, 전문성 등 5개 핵심가치를 선정했다.
도전(Challenge)은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대 의지를, 안전
(Safety)은 기술고도화를 토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설립 목적을 담았다. 신뢰
(Reliability)는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한다는 의미
였으며, 소통(Communication)은 본부 간, 직종 간, 세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시한다는 것이
며, 전문성(Expertise)은 부족한 원천기술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 한기의 중장기 경영전략 세부내용은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최종 확정된 내용을 40년사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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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
지난주부터 역사적인 김천 신사옥 시대가 열리고, 오늘 신사옥에서 첫 경영회의와 함께 한기가족 여러분과 마
주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곳으로 달려오면서 김천 신사옥 시대의 본질적 의미
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기의 사옥이전 역사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핵심 요인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정책의 중심에서
그 궤(軌)를 같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릉동은 우리나라 현대 과학기술의 발원지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기의 설립과 원자력 기술의
자립화 추진은 기초과학에서부터 공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여
의도와 삼성동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서울의 외연 또한 급속하게 확장되는 과정이었으며, 우리
한기도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한 시대였습니다.
마북동 20년은 서울이 확장의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수도 분산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Paradigm) 속에서 우
리 한기도 혼잡한 대도심을 벗어나 신도시에 우리만의 사옥을 짓고, 앞만 보고 달려온 성장 중심의 지난 시간
들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질적인 발전을 이뤄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김천시대는 분권과 균형이라는 메가트렌드(Mega Trend)의 중심에서 공공기관으
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공공기관이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지역경제의 성장이
다시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국가 전략에 우리 한기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기는 직원 2,300여 명의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김천혁신도시의 중심이 되어 기술혁신과 창조를 활발히 전
개하는 한기의 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기의 기술혁신은 지역 대
학의 연구개발과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한기의 생활방식은 지역의 문화를 선도해나간다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김천의 공공기관 이전 직원 5,000여 명 중 거의 절반을 우리 한기가 차지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기가족 개개인의 행동과 의식은 개인의 의미를 넘어서, 김천혁신도시 전체의 삶
과 문화를 규정하는 큰 흐름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고도의 사회적·윤리적 책임감도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합
니다. 어느 시대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라 여겨지게 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
니다. 그 하나는, 위대한 업적이 행해진 시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파국으로 끝날지도 모를 정도의 극심한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펼쳐질 김천시대를 위대한 업적이 행해진 시대로서 길이 기억되도록 합심의 노력을 다
해갑시다.
2015년 7월 13일
박구원 사장 김천 신사옥 업무 시작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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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훈 및 기업이념

사훈

한기이념

인간·환경·기술의 융화

Humaneering

VISION

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 기업

핵심가치

경영방침
기술능력
제고

도전

창조적
인재
육성

소통

직원의 행복과
회사 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도약

전문성
해외플랜트 수출 선도

2015년 경영 키워드

제2의 도약을 위한 기술혁신 석전경우(石田耕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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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장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대
2대
3대
4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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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주
이 해
윤용구
현경호
차종희

1975.10.01 ~ 1976.10.12
1976.10.12 ~ 1977.08.22
1977.08.22 ~ 1978.05.01
1978.05.01 ~ 1980.03.17
1980.05.08 ~ 1982.07.06

6대
7대
8대
9대
10대

정근모
민경식
신기조
이종훈
장기옥

1982.07.06 ~ 1985.12.27
1985.12.27 ~ 1989.01.17
1989.01.17 ~ 1990.06.15
1990.06.15 ~ 1993.04.14
1993.04.14 ~ 199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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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림
박상기
박용택
정경남
임성춘

12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1996.04.15 ~ 1998.06.05
1998.06.05 ~ 2000.05.20
2000.05.20 ~ 2003.05.20
2003.05.20 ~ 2004.06.17
2004.06.17 ~ 2007.06.17

16대
17대
18대
19대

송인회
권오철
안승규
박구원

2007.06.17 ~ 2008.09.04
2008.10.28 ~ 2009.04.10
2009.05.25 ~ 2013.07.18
2013.10.15 ~ 현재

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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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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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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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감사

2대

1대

1대

3대

4대

5대

6대

1대
1대
2대
2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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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휴 1975.10.01 ~ 1977.08.11
J.R.Burns 1975.10.01 ~ 1976.09.30
전상근 1977.08.11 ~ 1978.12.18
마경석 1977.08.11 ~ 1978.12.18
이승재 1978.12.18 ~ 1983.02.28

2대

7대

4대
5대
6대
7대

강무원
오두창
차수정
이태영

1983.02.28 ~ 1987.03.25
1987.03.25 ~ 1991.03.28
1991.03.28 ~ 1993.04.14
1993.04.14 ~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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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소병일
김길조
김은규

9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996.05.20 ~ 1998.06.05
1998.06.05 ~ 2001.03.29
2001.03.29 ~ 2004.04.13
2004.04.13 ~ 2007.03.30

12대
13대
14대
15대

김행영
김주완
김장수
김순견

2007.03.30 ~ 2008.08.06
2008.08.06 ~ 2011.03.29
2011.03.31 ~ 2014.09.23
2014.09.23 ~ 현재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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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9대
10대
11대

8대

07

현 경영진

사장

박구원

상임감사

김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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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설계개발단장

서종태
원자력본부장

조직래

경영관리본부장

신문철
플랜트본부장

김재원

08
수석
부사장
부사장

기획관리
본부장

경영지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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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재임기간

1대

J. R. Farrant

1975.10.01 ~ 1976.10.10

2대

이 해

1977.08.22 ~ 1978.06.08

기술
본부장

구분

이름

재임기간

1대

김상연

1982.08.25 ~ 1983.04.11

2대

박귀용

1983.07.01 ~ 1986.05.13

3대

신기조

1978.06.09 ~ 1984.02.28

3대

신재인

1986.05.13 ~ 1988.01.03

1대

박희징

1976.02.01 ~ 1981.12.31

4대

이동우

1988.01.04 ~ 1989.02.10

2대

김진휴

1978.01.01 ~ 1980.08.16

5대

신재인

1989.02.10 ~ 1990.01.16

3대

문인보

1979.03.20 ~ 1981.12.17

6대

이문국

1990.01.16 ~ 1991.03.09

4대

김상연

1982.02.15 ~ 1988.04.18

7대

신재인

1991.03.09 ~ 1991.09.09

5대

이교선

1982.04.30 ~ 1988.04.18

8대

김홍태

1991.09.09 ~ 1993.12.29

6대

김기창

1988.04.18 ~ 1994.04.18

9대

김삼곤

1993.12.29 ~ 1998.10.24

7대

이문국

1994.05.09 ~ 1996.10.23

8대

김태전

1996.12.11 ~ 1998.06.05

9대

홍주보

1대

이교선

1대

이동우

1983.04.11 ~ 1986.02.24

2대

이문국

1986.02.24 ~1990.01.16

1998.06.05 ~ 1998.10.24

3대

신재인

1990.01.16 ~1991.03.09

1982.08.05 ~ 1988.04.18

4대

김삼곤

1991.03.09 ~1993.12.29

원자력
사업단장

2대

김기창

1988.04.18 ~ 1990.08.31

5대

이문국

1993.12.29 ~1994.05.09

3대

김홍태

1990.09.01 ~ 1991.09.08

6대

김홍태

1994.05.30 ~1995.09.05

4대

서상원

1991.09.09 ~ 1995.09.05

7대

유주영

1995.09.05 ~1998.10.24

5대

이태방

1995.09.07 ~ 1996.07.01

8대

남궁종규

1998.10.24 ~2003.05.29

6대

이진영

1996.07.02 ~ 1998.10.24

9대

박구원

2003.06.04 ~2004.06.30

7대

임성춘

1998.10.26 ~ 2000.03.29

10대

한기인

2004.06.30 ~ 2007.06.29

8대

이종구

2000.03.30 ~ 2000.05.20

11대

허영석

2007.07.12 ~ 2008.12.05

9대

한기인

2000.06.01 ~ 2000.12.26

12대

변재엽

2009.01.01 ~ 2009.07.14

10대

이이환

2000.12.27 ~ 2003.05.29

13대

강선구

2009.08.19 ~ 2012.08.19

원자력
본부장

11대

송대용

2003.06.04 ~ 2004.06.30

14대

윤순철

2012.10.19 ~ 2014.04.11

12대

이종성

2004.06.30 ~ 2009.07.14

15대

조직래

2014.04.11 ~ 현재

기획마케팅
본부장

13대

이배수

2009.08.19 ~ 2012.08.26

14대

김종식

2012.10.19 ~ 2014.04.11

경영관리본부장

15대

신문철

2014.04.1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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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력
사업단장

플랜트
사업단장
플랜트
본부장

원자로설계
개발단장

구분

이름

재임기간

1대

김상연

1983.10.20 ~ 1985.02.14

2대

이동우

1985.02.14 ~ 1988.03.09

3대

정금철

1988.03.09 ~ 1991.03.08

4대

이문국

1991.03.09 ~ 1993.12.29

5대

김홍태

1993.12.29 ~ 1994.05.30

6대

김옥대

1994.05.30 ~ 1997.05.28

7대

이동욱

1997.05.28 ~ 2000.03.30

8대

유주영

2000.03.30 ~ 2001.09.07

9대

김성춘

2001.09.07 ~ 2004.06.30

10대

김철수

11대

이옥재

12대
13대

전력
기술개발
연구소장

구분

이름

재임기간

1대

유주영

1998.10.24 ~ 2000.03.29

2대

한 풍

2000.03.30 ~ 2003.05.29

3대

이종철

2003.06.04 ~ 2004.06.29

4대

허영석

2004.06.30 ~ 2006.08.18

5대

변재엽

2007.07.12 ~ 2009.01.01

※ 1998.10.24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단)급 조직으로 조정
※ 2007.11.01 조직개편에 따라 전력기술개발연구소가 기술본부로 변경

1대

김상연

1983.10.20 ~ 1984.03.01

2대

장성순

1984.03.01 ~ 1984.08.16

2004.06.30 ~ 2007.06.29

3대

이교선

1984.08.16 ~ 1984.11.01

2007.07.13 ~ 2008.12.31

4대

장성순

1984.11.01 ~ 1985.06.26

박치선

2009.01.14 ~ 2012.03.28

5대

신재인

1985.07.12 ~ 1986.05.13

이덕규

2012.03.28 ~ 2014.04.11

14대

김재원

2014.04.11 ~ 현재

1대

한기인

1997.01.01 ~ 2000.05.31

2대

문갑석

2000.06.01 ~ 2001.01.26

3대

한기인

2001.01.27 ~ 2002.10.07

4대

김동수

2002.10.08 ~ 2007.07.13

5대

노태선

2007.07.13 ~ 2009.12.21

6대

양준석

2009.12.21 ~ 2013.11.22

7대

서종태

2013.11.22 ~ 현재

개발
본부장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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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재임기간

문영철

주요 경력

이름

재임기간

주요 경력

한필순

1975.10.01 ~ 1976.10.10

1984.02.28 ~ 1991.07.09

한국에너지연구소 소장

이해

1975.10.01 ~ 1984.02.28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

권원기

1984.02.28 ~ 1984.08.28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심의실장

Kenneth
A. Roe

1975.10.01 ~ 1976.10.10

Burns & Roe사 회장

김병용

1984.02.28 ~ 1984.08.28

동력자원부 전력국장

박상건

1984.08.28 ~ 1987.05.28

동력자원부 전력국장

Michael
Zizza

1975 10.01 ~ 1976.02.20

Burns & Roe사

박시열

1984 08.28 ~ 1986.03.27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이원배

1984.08.28 ~ 1986.03.27

한국전력공사 건설사업단장

Paul B.
Davis

1975 10.01 ~ 1976.02.20

Burns & Roe사

박윤명

1984.08.28 ~ 1985.02.27

한국전력공사 기획관리부장

박용선

1985.02.27 ~ 1987.07.13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Hoyt P.
Steele

1976.03.05 ~ 1976.10.10

Burns & Roe사

이종훈

1985.03.26 ~ 1990.05.31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황경호

1986.03.27 ~ 1988.07.07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John R.
Farrant

1976.03.05 ~ 1976.10.10

Burns & Roe사

장기옥

1986.03.27 ~ 1992.03.27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이동규

1987.05.28 ~ 1988.07.07

동력자원부 전력국장

차종희

1976.10.11 ~ 1979 02.23

김종주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

김윤집

1987.07.13 ~ 1989.08.25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1976.10.11 ~ 1979.02.23

Moody Korea 회장

윤용구

이원배

1988.07.07 ~ 1990.06.12

한국중공업 부사장

1977.08.11 ~ 1978.05.01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장기훈

1988.07.07 ~ 1989.03.24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이덕선

1977.08.11 ~ 1978.05.01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사업실장

김세종

1988.07.07 ~ 1991.11.25

동력자원부 전력국장

고중명

1977.08.11 ~ 1978.08.08

현대건설 부사장

한영성

1989.03.24 ~ 1990.08.20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정인욱

1977.08.11 ~ 1978.12.18

강원산업 사장

박용선

1989.08.25 ~ 1990.08.20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김승근

1977.08.11 ~ 1978.12.18

대우㈜

전풍일

1990.08.22 ~ 1991.03.28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신기조

1978.05.01 ~ 1984.02.28

상임수석부사장

김윤집

1990.08.22 ~ 1991.04.17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문희성

1978.08.25 ~ 1979.07.12

한국전력㈜ 원자력기획부장

정보헌

1990.08.22 ~ 1995.09.18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사업단장

김선창

1978.12.18 ~ 1983.11.15

한국전력㈜ 이사

김영문

1990.08.22 ~ 1995.06.29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최상득

1978.12.18 ~ 1981.04.07

한국전력㈜ 이사

임재춘

1991.03.28 ~ 1991.11.25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허남훈

1978.12.18 ~ 1980.05.08

동력자원부 전기부장

황하수

1991.04.17 ~ 1994.04.17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백영학

1979.03.08 ~ 1980.02.29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임창생

1991.07.09 ~ 1993.04.14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최장동

1979.07.12 ~ 1980.02.29

한국전력㈜ 원자력기획부장

김태전

1991.11.25 ~ 1993.04.14

동력자원부 전력국장

김종주

1980.02.29 ~ 1983.01.04

Moody Korea 회장(작고)

김지호

1991.11.25 ~ 1993.03.22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박긍식

1980.02.29 ~ 1981.04.07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국장

이동호

1992.03.27 ~ 1993.04.14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윤승식

1980.05.08 ~ 1983.02.12

동력자원부 전력국장

유정근

1992.09.15 ~ 1998.02.27

한국코트렐㈜ 사장

윤희우

1981.04.07 ~ 1983.11.15

한국전력㈜ 기획관리부장

노장우

1993.04.14 ~ 1993.11.11

상공자원부 전력석탄국장

강박광

1981.04.07 ~ 1981.06.26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국장

신재인

1993.04.14 ~ 1996.04.14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김성철

1981.06.26 ~ 1982.02.27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국장

김계휘

1993.04.14 ~ 1997.05.18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덕승

1982.02.28 ~ 1984.02.28

한국에너지연구소 기획부장

최홍식

1994.03.22 ~ 1995.02.22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강박광

1983.02.28 ~ 1984.02.28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장

권영무

1994.05.09 ~ 1996.05.20

한국전력공사 종합조정실장

최진석

1983.08.28 ~ 1984.02.28

동력자원부 전력국장

강상훈

1994.11.11 ~ 1995.02.22

상공자원부 전력석탄국장

문희성

1983.11.15 ~ 1985.03.26

한국전력공사 이사

유창녕

1994.11.29 ~ 1995.02.22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양제만

1983.11.15 ~ 1984.08.28

한국전력공사 기획부장

조청원

1995.02.22 ~ 1996.07.31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이광근

1984.02.28 ~ 1988.07.07

한국중공업 부사장

서주석

1995.02.22 ~ 1997.02.24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제3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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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1995.09.19 ~ 1997.05.28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사업단장

이름

재임기간

주요 경력

이상영

1995.09.14 ~ 1996.05.20

한국전력공사 건설사업단장

최태현

2007.03.02 ~ 2008.04.17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융합산업팀장

박수훈

1996.01.30 ~ 1997.02.24

김성년

1996.04.15 ~ 1997.05.28

통상산업부 전력심의관

사상덕

2007.03.02 ~ 2007.11.29

과학기술부 동북아기술협력과장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김진식

2007.04.19 ~ 2007.09.05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최기정
오인택

1996.05.20 ~ 1997.04.28

한국전력공사 종합조정실장

박용찬

2007.07.12 ~ 2010.07.12

인터젠컨설팅그룹 대표이사

1996.05.20 ~ 1997.05.28

한국전력공사 건설사업단장

김성수

2007.07.12 ~ 2007.12.28

연합뉴스 논설위원

허남

1996.07.31 ~ 1997.04.28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권오형

2007.09.05 ~ 2008.05.23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정장섭

1997.02.24 ~ 1997.12.10

통상산업부 전력심의관

김진홍

2007.11.29 ~ 2009.03.26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장

이승구

1997.04.28 ~ 1998.06.05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정철웅

2007.12.28 ~ 2010.12.28

㈜와이엔텍 상임고문

이봉래

1997.04.28 ~ 1998.10.24

한국전력공사 종합조정실장

이현재

1997.12.10 ~ 1998.06.05

통상산업부 전력심의관

유영상

1998.06.05 ~ 1998.10.24

산업자원부 전력심의관

장명철

2008.05.23 ~ 2008.12.10

한국전력공사 대외사업본부장

최재익

1998.06.05 ~ 1999.03.11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관

정하황

2008.12.10 ~ 2009.01.14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처장

김영준

1998.10.24 ~ 1999.06.17

산업자원부 전력심의관

김동휘

2009.01.14 ~ 2009.03.26

한국전력공사 그룹경영지원처장

이경삼

1998.10.24 ~ 1999.05.06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이재홍

2009.03.19 ~ 2011.07.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김용환

1999.03.11 ~ 1999.06.17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관

이도식

2009.03.26 ~ 2011.03.29

한국전력공사 관리본부장

김진성

1999.05.06 ~ 2002.05.13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최종배

2009.03.26 ~ 2011.03.29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장

정태신

1999.06.17 ~ 2000.02.21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윤수길

2010.03.19 ~ 2012.06.07

강원랜드 사외이사

이헌규

1999.06.17 ~ 2000.12.23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최경수

2010.07.12 ~ 2013.07.11

서원대 총장

김동원

2000.02.21 ~ 2000.12.23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김진섭

2010.12.28 ~ 2012.09.25

금오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유창무

2000.12.23 ~ 2001.06.21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신준호

2011.03.29 ~ 2011.07.22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장

조청원

2000.12.23 ~ 2004.11.21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김종호

2011.03.29 ~ 2014.03.28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이재훈

2001.06.21 ~ 2002.01.25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정택렬

2011.07.22 ~ 2013.10.15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장

배성기

2002.01.25 ~ 2003.06.04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강경성

2012.03.28 ~ 2013.10.15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박희갑

2002.05.13 ~ 2003.08.21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이승훈

2012.10.19 ~ 2014.06.24

충북생생연구소장

김신종

2003.06.04 ~ 2004.02.27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이희택

2003.08.21 ~ 2004.05.18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강건기

2013.10.15 ~ 2014.06.24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장

조석

2004.02.27 ~ 2006.01.18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문신학

2013.10.15 ~ 2015.07.27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김기학

2004.05.18 ~ 2005.02.27

한국전력공사 경영정보처장

김재원

2012.10.19 ~ 현재

한양대 경상학부 교수

강부일

2013.10.15 ~ 현재

녹색재단 이사

김병숙

2015.03.28 ~ 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성장동력본부장

나기용

2008.04.17 ~ 2010.03.19
2011.07.22 ~ 2012.03.28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장

김용환

2004.12.29 ~ 2005.10.18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준비기획단장

전덕수

2005.02.28 ~ 2007.03.02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이문기

2005.10.18 ~ 2006.10.10

과학기술부 감사관

신재식

2015.05.26 ~ 현재

오일환

2006.01.18 ~ 2006.09.0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정책관실
원자력진흥정책과장

박지현

2015.05.26 ~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박재영

2015.07.27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이인호

2006.09.08 ~ 2007.03.02

산업통상자원부 OEDC 대표부
산업자원관

최광학

2006.10.10 ~ 2007.03.02

과학기술부 동북아기술협력과장

APPENDIX

재임기간

최장동

한국전력기술 40년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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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임직원 일람표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

김종주
김진휴
이학범
백승간
박인순
이종남
김옥련
최세창
이형근
이인갑
이동우
임홍규
박인용
전보국
임창생
홍미희
김병관
이계현
이해
하재윤
조성연
홍영남
노정근
정태도
임창석
김효경
백명수
박상철
윤재균
김효경
장기진
변형식
황원국
김정도
김수만
이창남
강학희
박성수
소동섭
박풍조
이웅
차재기
안창복
정규석
김봉주
강영호
김용팔
장종률
김재석
박기준
전상근
마경석
윤용구

1975.10.01
1975.10.01
1975.10.01
1976.01.05
1976.01.05
1976.01.05
1976.02.01
1976.02.15
1976.03.15
1976.03.15
1976.04.01
1976.04.01
1976.04.01
1976.04.01
1976.04.01
1976.05.01
1976.05.16
1976.10.08
1976.10.12
1976.11.01
1976.11.27
1976.11.27
1976.12.13
1977.01.06
1977.01.06
1977.01.26
1977.03.01
1977.04.07
1977.04.15
1977.05.01
1977.05.16
1977.05.23
1977.06.01
1977.06.01
1977.06.01
1977.06.01
1977.06.01
1977.06.01
1977.06.01
1977.06.07
1977.06.07
1977.06.07
1977.06.07
1977.06.07
1977.06.07
1977.06.07
1977.06.20
1977.06.20
1977.07.01
1977.08.01
1977.08.11
1977.08.11
1977.08.22

-

강진구
이성현
신동우
김진휴
손문헌
이재창
김도식
현경호
박충진
함미랑
윤길현
방주학
서홍석
이차영
김영상
정태도
김진경
정중원
차희재
김기숙
황명순
차용래
전창식
김광열
김종식
이한운
안용복
김준구
이윤상
서종복
장부안
이규학
한순규
구본훈
이세진
김대길
류부형
안진호
김철구
전영진
최연주
홍승열
박찬오
이재천
이원갑
김주현
황두현
유충근
박재우
조미혜
박준태
윤종근
변희선

1977.09.01
1977.09.01
1977.10.01
1978.01.01
1978.01.12
1978.04.01
1978.04.10
1978.05.01
1978.05.08
1978.06.15
1978.07.01
1978.07.01
1978.07.04
1978.07.24
1978.08.01
1978.08.01
1978.08.16
1978.09.01
1978.10.01
1978.10.01
1978.11.16
1978.11.20
1978.11.20
1978.11.20
1978.11.20
1978.11.20
1978.11.20
1978.11.27
1978.12.01
1978.12.05
1978.12.18
1979.01.05
1979.01.29
1979.02.01
1979.02.19
1979.02.20
1979.03.0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4
1979.03.17
1979.03.26
1979.05.01
1979.05.07
1979.07.02

00009
00016
00023
00039
00069
00099
00104
14126

고승국
박분용
옥달용
박태규
윤명길
이향
이동영
이균
신창현
정연석
손문숙
이민원
이민우
장대순
구성모
김경혜
이경자
윤영철
김성수
박연호
이지태
전민우
김재복
김씨동
박재호
김석기
김영관
하광자
서혜자
임한호
김동만
조성인
고영명
최석일
오영진
안규철
김병규
피영석
지복희
김회중
서효순
이경애
유재명
민병억
박갑준
민경식
정근모
신기조
신기조
이강복
조동혁
이문국
이문국

1979.08.01
1979.08.06
1979.08.27
1979.09.03
1979.10.01
1979.10.10
1979.10.10
1979.10.10
1979.10.15
1979.10.15
1979.10.24
1979.10.26
1979.10.26
1979.10.26
1979.12.01
1979.12.17
1979.12.27
1980.01.01
1980.01.10
1980.01.17
1980.01.28
1980.02.14
1980.02.25
1980.02.25
1980.03.03
1980.03.20
1980.05.16
1980.06.12
1980.06.12
1980.07.11
1980.08.21
1980.10.06
1980.10.06
1980.10.13
1980.11.03
1980.12.04
1980.12.09
1981.01.20
1981.02.09
1981.03.06
1981.03.30
1981.03.31
1981.04.09
1981.04.27
1981.05.04
1985.12.27
1982.07.06
1978.06.09
1989.01.17
1978.10.12
1981.02.24
1979.01.05
1986.02.24

25112
00111
00127
00134
00141
21726
00157
00164
00171
00187
00194
00208
00215
00222
23288
35112
00238
00245
00252
00268
00275
00298
00303
00319
00326
00333
00349
00356
00363
00379
00386
00393
00407
00414
00421
00437
00444
00451
00467
00474
00481
35135
00497
00502
00518
00525
00532
00548
00555
00562
00578
00585
00592

이문국
신금진
허성진
성완석
김홍태
김홍태
마도원
김환종
김선준
최운영
정승택
박상목
이선환
김삼곤
김삼곤
김삼곤
황성연
박형기
이응만
민경우
김재훈
최용수
권이영
김택훈
조민식
이정희
심대식
김관수
서형선
김재근
박대원
이수민
강희
박찬기
최남수
서의석
이영택
유영체
전석식
이안재
이동욱
이동욱
윤광선
황정구
이윤휘
이양기
최기두
남기영
조병권
배온희
최주성
정문권
천광순

1992.09.15
1979.01.04
1978.11.16
1977.02.05
1978.10.14
1990.09.01
1976.04.01
1978.07.22
1981.01.12
1979.02.26
1979.07.19
1980.02.06
1980.02.01
1978.09.01
1991.03.09
1997.05.28
1978.12.04
1978.08.01
1977.06.01
1978.08.01
1977.09.22
1976.11.22
1977.06.01
1978.07.05
1977.06.01
1976.01.05
1977.12.01
1978.11.20
1978.11.08
1978.12.20
1978.04.17
1978.07.18
1977.04.01
1979.03.12
1978.11.20
1979.02.19
1979.01.01
1978.11.20
1979.02.06
1979.10.22
1979.10.29
1997.05.28
1979.11.09
1980.01.04
1980.02.01
1980.03.03
1980.09.17
1978.10.10
1976.01.05
1978.10.01
1978.12.01
1978.12.01
197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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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조원욱
최종진
최병권
황삼석
김재홍
박재현
이충상
이두희
장명상
김영길
오인근
전상훈
박창근
문경선
윤명열
권창호
이중근
정환옥
천승규
최용승
최준호
최성구
김철원
김상수
이래형
조행훈
송필배
조명환
신동수
정제갑
김흥필
최석찬
윤종대
한기명
이희남
김방진
김용해
강철식
황경연
이성
유동하
구정회
이탁노
김창훈
임용하
김재호
이광모
황문양
김성두
고광표
박종남
신상욱
조직래

1979.01.01
1978.11.20
1978.11.20
1979.02.26
1979.03.12
1979.03.12
1979.02.19
1978.06.01
1977.05.16
1977.05.27
1979.03.12
1980.03.03
1980.03.03
1980.03.14
1980.04.01
1980.05.07
1980.05.08
1980.05.26
1980.09.03
1980.09.17
1978.11.20
1981.02.09
1981.04.17
1981.05.06
1977.08.27
1978.12.01
1979.03.12
1978.01.23
1979.02.19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2.16
1978.11.20
1978.12.01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8.11.20
1979.03.12
1980.03.03
1980.04.07
1980.04.07
1980.05.01
1980.05.01
1980.09.03
1980.09.03
1980.12.10
1978.11.20
1979.02.19
1981.02.09

49592
01224
01231
01247
01254
01261
01277
01284
01291
01305
01312
01328
01335
01342
01358
01365
01372
01388
01395
01409
01416
01423
01439
01446
01453
01469
01476
01483
01504
01511
01527
01534
01541
01564
01571
01587
01594
38671
01608
35785
48229
01615
01622
01638
01645
01652
01668
01675
01682
01698
01703
39525
01719

조직래
김영중
이태식
남상철
유의식
김충식
이재우
최석태
백호만
박문백
지인상
양경모
조광식
정병조
이상윤
배재환
임재홍
심증식
한기태
장광윤
김윤경
안병문
김형근
김남수
주원천
심운식
김한철
박성조
공정균
송우석
이승희
정성운
박남실
김남하
김재희
김충석
허영석
허영석
박구원
박구원
박구원
홍금용
진금택
고갑석
김광조
김호성
최봉식
조건택
신영균
강융희
강선구
강선구
이정창

2014.04.11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2.09
1981.01.29
1981.03.26
1981.04.01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20
1981.04.27
1981.07.13
1981.07.13
1981.07.13
1981.07.13
1981.07.28
1981.02.09
1981.01.09
1981.04.17
1977.10.10
1980.04.01
1979.01.05
1979.01.05
1976.01.05
2007.07.12
1976.01.05
2003.06.04
2013.10.15
1978.12.01
1978.11.01
1979.02.19
1978.10.12
1980.09.24
1981.04.14
1978.11.20
1979.03.12
1979.03.17
1979.03.17
2009.08.19
1978.02.01

01726
01733
01749
01756
01763
01779
01786
01793
01807
01814
01821
01837
01844
01851
01867
01874
01881
01897
35593
01902
01918
01925
01932
01948
01955
01962
01978
01985
01992
02004
02011
02027
02034
02041
02057
02064
02071
02087
02094
02108
02115
02122
02138
02145
02152
02168
02175
02182
02198
38687
02203
02219
02226

박용순
백춘선
윤석흔
이종혁
권성환
김종훈
김점수
이윤섭
이세원
구형주
주종식
이홍철
김준식
장기호
우갑구
박영일
김향선
한풍
한풍
박춘영
유세경
이건영
구교덕
박성빈
윤석준
차인성
지병후
임진옥
홍남표
차주성
손영호
천흥수
김홍의
서윤석
반석재
임헌무
정상호
이태열
이승우
최규식
오영달
이한석
안흥선
박영회
장지흡
윤경섭
윤예석
김재주
변재엽
변재엽
이덕재
박상만
박철이

1979.03.12
1978.02.01
1978.11.01
1978.11.01
1979.11.02
1979.12.03
1980.07.25
1980.08.13
1980.08.11
1980.10.06
1978.02.01
1981.01.16
1981.02.09
1981.04.10
1981.04.27
1981.04.17
1977.06.13
1981.02.02
2000.12.23
1978.09.18
1979.01.16
1978.09.18
1978.11.20
1978.12.09
1978.07.22
1979.02.19
1978.11.28
1978.11.20
1978.10.21
1978.06.12
1977.06.01
1979.02.19
1980.05.01
1980.08.18
1978.12.01
1979.03.12
1977.03.01
1979.03.12
1979.03.02
1979.02.19
1979.02.19
1979.02.06
1979.02.01
1979.02.19
1976.01.05
1979.02.19
1979.02.19
1979.02.09
1978.12.01
2007.07.12
1978.07.01
1978.02.01
1979.07.20

02233
02249
02256
02263
02279
02286
02293
02307
02314
02321
02337
02344
02351
02367
02374
02381
02397
02432
02448
02455
02462
02478
02485
02492
02506
02513
02529
02536
02543
02559
02566
02573
02596
02601
02617
02624
02631
02647
02654
02661
02677
02684
02691
02705
02712

이규성
양승부
박균삼
최수영
최광진
이종철
이상익
김광수
강은복
양광훈
김형근
전용희
김덕진
천원우
권오길
박문빈
김재문
홍길택
김영배
홍명표
이득승
이병익
이상하
이규상
조현택
박지덕
최일남
김택기
권오승
한민섭
박남수
이재원
강대남
전용주
김원중
김종선
채희정
임종홍
나정창
권호기
박신동
전현숙
주태정
이평석

1980.05.08
1980.05.08
1980.07.23
1980.09.17
1980.09.24
1980.09.24
1980.10.08
1981.04.15
1981.04.15
1981.04.15
1981.04.15
1978.11.20
1978.11.27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02
1979.03.12
1978.02.01
1977.12.21
1978.11.20
1978.11.20
1978.12.18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06
1979.03.06
1978.11.20
1979.03.12
1979.03.06
1981.02.02
1981.04.15
1981.04.15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20
1981.04.27
1981.08.01
1981.04.17
1977.06.27
1978.04.01
1978.08.01

남궁종규
남궁종규
조규상
김기환
조서인
진상수
이이환
정윤철
박동림

1978.11.20
1998.10.24
1979.01.01
1979.03.02
1979.02.19
1978.11.20
1979.05.11
1979.06.18
1980.04.07

35283
02728
02735
02742
02758
02765
02772
02788

APPENDIX

사번
00606
00613
00629
00636
00643
00659
00666
00673
00689
00696
00701
00724
00731
00747
00754
00761
00777
00784
00791
00805
00812
00828
00835
00858
00865
00872
00888
00909
00916
00923
00939
00946
00953
00976
00983
00999
01002
01025
01048
01055
01062
01085
01092
01106
01113
01129
01136
01159
01166
01173
01196
01201
012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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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임직원 일람표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02795
02809
02816
02823
02839
02846
02853
02869
39407
02876
02883
02899
02904
02911
02927
02934
02941
02964
02987
02994
03013
03029
03036
03043
03066
03073
03089
03096
03101
03124
03131
03154
03161
03184
03205
03212
03235
03258
03265
03272
03288
03295
03316
03323
03339
03346
03353
03369
03376
03383
03404
03411
03427

류춘택
조양희
민명세
서정문
유석태
이복남
권영일
박치선
박치선
김영국
박용성
최일선
이용호
류병현
윤인영
임춘석
김광진
한익배
김기현
임동철
장세훈
백명용
윤재중
송창학
윤순영
조상권
공상호
이상구
양화석
강희진
김용한
김영욱
최석택
박상욱
최내현
최진수
배환철
윤재흥
전인수
권혁천
윤영상
김덕호
정영운
김대진
황병두
박민종
박병영
이현수
송병훈
원영훈
박목철
안시영
정광훈

1980.05.06
1978.08.01
1979.02.19
1978.11.20
1977.06.01
1978.10.01
1979.03.05
1979.03.12
2009.01.14
1979.04.18
1979.05.11
1979.11.08
1980.02.01
1980.08.26
1980.08.27
1980.08.26
1980.08.26
1981.04.20
1979.03.12
1979.03.12
1978.11.20
1979.02.19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79.05.07
1979.05.07
1979.05.07
1979.05.11
1979.05.11
1979.05.14
1979.10.10
1979.10.15
1979.12.07
1980.02.01
1980.02.11
1980.08.26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20
1981.04.23
1981.05.01
1981.05.01
1981.08.05
1981.04.17
1977.01.01
1979.01.01
1980.04.01

03434
03441
03457
03464
03471
03487
03515
03522
03538
03545
03552
03568
03575
03603
03619
03626
03633
03649
03679
03686
03693
03714
03721
03737
03767
03774
03818
03825
03832
03848
03862
03878
03885
03892
03906
03929
03936
03943
03959
03966
03973
03996
04008
04015
04038
04045
04052
04068
04075
04082
04098
04103
04119

송권
김상탁
임봉희
최원병
유진호
김두진
유영택
최용순
남건우
정광호
안병규
손상호
하태홍
정철
박정국
박정현
김성진
박영수
윤정노
장진
홍익표
하태광
정태식
지금복
김만호
정희우
김준식
이복재
강두원
전희복
김양기
이진표
고병덕
이운기
김철기
고철호
한병한
이경로
배동현
이상학
유효용
이상권
최종석
서인석
이성주
손재식
박종길
이석영
이병렬
김종구
임세근
최익헌
임강준

1979.03.12
1979.01.16
1978.11.20
1979.03.12
1978.05.01
1978.05.01
1980.04.11
1979.03.12
1979.01.04
1978.11.20
1977.06.13
1977.05.16
1977.05.16
1978.11.23
1977.05.16
1979.03.12
1977.05.09
1978.01.23
1978.07.01
1977.08.27
1978.10.04
1979.03.12
1979.03.12
1978.08.01
1978.11.20
1978.11.20
1979.03.12
1978.11.20
1976.11.01
1978.11.20
1979.08.01
1979.08.01
1979.08.01
1979.08.01
1979.10.10
1979.12.10
1979.12.10
1980.08.26
1981.07.13
1980.12.04
1980.12.09
1980.12.09
1980.12.17
1980.12.09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17
1981.04.18
1981.04.27

04126
04133
04156
04179
04186
04207
04214
04221
04237
04244
04251
04274
04281
04297
04302
04318
04325
04332
04348
04355
04362
04378
04385
04392
04406
04413
04429
04443
04459
04466
04473
04489
04496
04501
04517
04524
04531
04547
04554
04561
04577
04584
04591
04605
04612
04628
04642
04658
04665
04672
04688
04695
04709

이봉호
이성자
성명수
김홍철
이상연
이명용
정시철
하제대
김형환
김성규
안광림
김덕원
김일환
문제춘
김현주
김철수
이주세
장임생
신동익
최영권
이한성
안원태
주필현
이태용
송병우
이상목
최영열
박대호
신근하
최원호
박재문
고완영
김경래
백화진
이장기
박재성
김영민
박동진
임문혁
성백헌
김범국
최봉기
민병덕
최영규
윤성희
김정호
최외영
이종훈
박태조
김진환
최병도
손자열
윤한영

1981.03.13
1976.11.27
1976.11.22
1979.03.12
1980.04.07
1978.11.20
1978.11.20
1979.02.19
1979.06.18
1979.06.21
1979.08.27
1976.11.22
1978.11.20
1978.11.20
1979.03.12
1979.02.19
1979.03.12
1979.02.19
1979.03.12
1979.03.12
1980.04.08
1979.03.12
1979.03.12
1979.03.12
1981.01.12
1981.01.16
1980.04.07
1981.03.11
1981.03.16
1981.03.26
1981.05.19
1981.05.19
1981.06.15
1981.06.17
1977.10.15
1981.06.13
1978.07.24
1979.03.16
1977.04.01
1977.09.19
1979.03.14
1976.05.01
1979.03.14
1979.12.10
1977.01.24
1978.10.16
1979.03.12
1980.04.21
1979.03.12
1981.04.17
1981.04.27
1978.12.19
1978.12.15

04746
04753
04769
04776
04783
04799
04804
04811
04827
04834
04841
04857
04894
04908
04915
04922
04938
04945
04952
04975
04982
04998
05001
05017
05024
05031
05047
05054
05061
05077
05084
05128
05135
05158
05172
05188
05195
05209
05216
05223
05239
05253
05269
05299
05304
05311
05327
05341
05394
05408
05415
15866
23295

윤태명
임창두
김한경
오학성
최종윤
최근실
김시화
김풍언
안창경
조규영
이오만
우인명
김경동
박용부
이정은
조태원
신명철
구자용
이의상
홍성희
조경희
홍종미
이재찬
임홍국
정병옥
박철
심외섭
이석준
조군휘
김은순
배상찬
김종규
신정옥
윤경진
김정미
김정용
방삼준
김숙남
문현석
한성숙
이현옥
이희갑
나상순
박형규
이은미
김행미
최윤희
박수현
송희중
최해룡
정금철
정금철
정금철

1978.08.21
1976.02.01
1978.11.16
1978.06.15
1977.10.17
1978.01.16
1977.05.16
1979.02.09
1979.03.16
1979.03.16
1980.04.12
1980.04.25
1979.03.12
1978.11.12
1980.07.15
1981.02.02
1980.11.19
1981.07.13
1980.05.13
1976.06.01
1978.08.01
1979.03.12
1981.04.17
1980.07.01
1979.11.09
1979.02.27
1981.08.11
1981.03.19
1981.03.13
1981.06.08
1981.04.01
1981.06.08
1981.04.01
1980.02.05
1981.01.09
1981.01.09
1980.12.04
1980.10.25
1979.02.26
1979.12.18
1979.03.05
1981.03.04
1981.01.26
1981.03.13
1980.04.04
1981.04.27
1981.06.11
1979.01.05
1981.04.20
1981.09.08
1981.03.16
1988.03.09
199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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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성학중
박재락
이교선
장기풍
고길완
류연용
정승철
박진경
장익봉
정해민
김대규
이형호
남재완
이하영
김병걸
전두영
이광남
이영식
김옥대
김옥대
한종석
장영남
조병복
민중기
김상규
최준훈
신동천
이태진
김영민
조철래
김차호
박병천
이해영
홍재훈
최병호
한일남
조송암
곽석산
서길수
강영수
박래홍
김기진
최순준
임인수
서억원
고재양
송재선
김춘겸
조익상
김상연
김규호
김진구
김찬균

1981.10.06
1981.10.05
1981.09.11
1981.10.19
1981.10.21
1978.07.01
1981.10.31
1981.10.31
1981.10.31
1981.11.02
1981.11.02
1981.11.02
1981.11.02
1981.11.02
1981.11.02
1981.11.02
1981.11.02
1981.11.02
1981.11.16
1994.05.30
1981.11.12
1982.01.04
1982.01.05
1982.01.12
1982.01.21
1982.01.23
1982.01.27
1982.02.01
1982.02.01
1982.02.01
1982.02.01
1982.02.01
1982.02.01
1982.02.02
1982.02.02
1982.02.02
1982.02.02
1982.02.02
1982.02.03
1982.02.03
1982.02.03
1982.02.04
1982.02.05
1982.02.08
1982.02.08
1982.02.08
1982.02.08
1982.02.08
1982.02.09
1985.02.15
1982.02.23
1982.03.02
1982.03.02

06079
06086
06093
06107
06114
06121
06137
06144
06151
06167
06174
06202
06218
06225
06232
06248
46121
06255
06262
06278
06285
06292
06306
06313
06329
06336
06343
06359
06366
06373
06389
06396
06401
06424
06431
06447
06454
06461
06477
06484
06491
06505
06512
06528
06535
06542
06558
06572
06595
06609
06623
06639
06646

고효순
박해순
송근형
한문수
민경화
김성환
정하헌
이상현
조재경
박종만
최석홍
조미자
정용갑
안승율
이현익
윤순철
윤순철
정용구
최명욱
진호원
김세환
홍대식
김홍길
안재열
강도석
김세환
김지환
권영일
배양문
정종화
최병열
김현규
김인영
오명수
민경학
송기능
박인규
임동영
박종래
이광필
고성규
이상옥
김영준
김태유
김승원
장호상
이규현
양경석
정민
이병규
김종남
이정주
장기원

1982.03.03
1982.03.15
1982.03.17
1982.04.01
1982.04.13
1982.04.14
1982.04.12
1982.04.12
1982.04.12
1982.04.12
1982.04.12
1982.04.12
1982.04.12
1982.04.12
1982.04.12
1982.04.19
2012.10.19
1982.04.19
1982.04.19
1982.04.19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2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1
1982.04.22
1982.04.22
1982.04.22
1982.04.22
1982.04.26
1982.04.26
1982.04.26
1982.04.28
1982.04.21
1982.05.03

06653
06669
06676
06683
06704
06711
06727
06764
06771
06787
06794
06808
06815
06822
06845
06852
06868
06898
06903
06926
06933
06949
06956
06963
06979
06986
06993
07005
07012
07028
07035
07042
36815
07058
07065
07072
07088
07095
07109
07116
07123
07139
07146
07169
07176
07183
07199
07204
07211
07234
07241
07264
07271

김철호
이해종
최욱
박성주
신중교
김정국
정옥균
홍기운
김위성
정경화
이탁원
주승철
엄영성
정지섭
유진희
허억준
이재홍
오세천
원희정
김윤영
박은숙
정의영
라영술
김점숙
김영숙
이동우
김정옥
송명섭
이인목
고무환
유일택
임성춘
임성춘
이창구
임은희
한애정
강경이
최선희
김명숙
유봉숙
서인숙
정현자
조기창
오치석
김영찬
김순복
박영미
이영근
양창륭
장명근
지계광
이훈민
박형채

1982.05.03
1982.05.03
1982.04.17
1982.04.22
1982.04.21
1977.11.01
1982.05.10
1982.06.01
1982.06.01
1982.06.01
1982.06.01
1982.05.29
1982.06.01
1982.06.01
1982.06.21
1982.07.01
1982.06.16
1982.07.21
1982.07.21
1982.08.10
1982.08.13
1982.09.04
1982.09.06
1982.09.01
1982.09.01
1982.09.01
1982.09.14
1982.09.13
1982.09.16
1982.09.20
1982.09.16
1982.10.07
2004.06.17
1982.09.27
1982.10.04
1982.10.04
1982.10.04
1982.10.04
1982.10.04
1982.10.04
1982.10.04
1982.10.04
1982.10.04
1982.10.04
1982.10.06
1982.10.15
1982.10.19
1982.10.18
1982.11.01
1982.11.01
1982.11.01
1982.11.01
1982.11.01

07287
07294
07308
07315
36845
07322
07338
07345
07352
07368
07375
07398
07403
07419
07426
07433
07449
07456
07463
07486
07493
07507
07514
07521
07537
07544
07551
07567
07574
07581
07597
07602
07618
07625
07632
07648
07655
07662
07678
07692
07713
07729
07736
07743
07759
07766
07773
07789
07796
07801
07824
07831
07847

윤상국
김성옥
김병욱
김철수
김철수
박용태
이흥찬
최완일
장상원
임봉환
손익수
김재철
박상백
남기현
박춘택
박병두
김택기
노희만
김기호
김홍윤
김의준
이윤복
조성규
박한규
최종대
김광덕
이지열
김정길
권철기
윤주후
안광진
김성철
신병호
손승천
서정덕
이상섭
이성기
이용억
정은자
송두협
서태석
이진홍
최철순
송은식
이호석
임선환
박정봉
박지승
이용일
정진목
고재문
허해진
황인수

1982.11.01
1982.11.08
1982.11.05
1982.11.08
2004.06.30
1982.11.08
1982.11.08
1982.11.08
1982.11.12
1982.11.12
1982.11.12
1982.11.12
1982.11.12
1982.11.12
1982.11.12
1982.11.12
1982.11.10
1982.11.10
1982.11.15
1982.11.15
1982.11.15
1982.11.15
1982.11.15
1982.11.13
1982.11.09
1982.11.15
1982.11.16
1982.11.09
1982.11.18
1982.11.18
1982.11.20
1982.11.20
1982.11.20
1982.11.23
1982.11.26
1982.11.29
1982.11.29
1982.11.29
1982.11.29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APPENDIX

사번
05438
05445
05452
05468
05475
05519
05556
05579
05586
05593
05607
05614
05621
05637
05644
05667
05674
05681
05697
25762
05718
05725
05732
05748
05755
05762
05778
05785
05792
05806
05813
05829
05843
05859
05866
05873
05889
05896
05901
05924
05931
05947
05954
05961
05977
05984
05991
06003
06019
06033
06049
06056
0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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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임직원 일람표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07854
07861
07877
07884
07891
07905
07928
07935
07942
07958
07965
07972
07988
07995
08007
08014
46137
08021
08037
08044
08051
08067
08074
08081
08102
08118
08125
08132
08148
08155
08162
08178
08185
08192
08206
08213
08229
08236
08243
08259
08273
08296
08317
08347
08354
08361
08377
08384
08391
08405
08412
08428
08435

송경욱
이해규
선종남
하태경
윤재로
오태석
조경진
주중한
이종석
오동범
김진선
조준태
남상구
신윤태
이진부
김종식
김종식
정기애
신선우
정광성
이승원
신현철
석재근
박승조
이명범
김창환
박노진
유태경
이정일
신현석
차완옥
남궁성
이정열
석문택
이창덕
이순민
박상욱
김훈구
이원환
정대원
엄호섭
서제근
김서기
최정애
손문성
최홍표
이형원
조현행
김원태
김영희
하용권
김행주
김영민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2012.10.19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2.01
1982.11.22
1982.11.24
1982.12.02
1982.12.02
1982.12.02
1982.12.02
1982.12.01
1982.12.03
1982.12.04
1982.12.06
1982.12.06
1982.12.06
1982.12.06
1982.12.06
1982.12.06
1982.12.08
1982.11.29
1982.11.29
1982.12.01
1982.12.03
1982.12.04
1982.12.06
1982.12.06
1982.12.06
1982.12.07
1982.12.08
1982.12.07

08442
08458
08465
08472
08488
08495
08509
08516
08523
08539
08546
08553
08569
08599
08604
08611
08627
08634
08641
08657
08664
08671
08694
08708
08715
39518
08722
08745
08752
08768
08775
08782
08798
08819
08826
08833
23679
08849
08856
08863
08879
08886
08893
08907
08914
08921
08937
08944
08951
08967
08974
08981
08997

배상열
윤동수
김진수
김동수
심경숙
천선희
송수정
이미경
박성주
이명섭
한효순
허두욱
박형자
우경춘
김윤희
조갑환
엄규생
윤양순
최박렬
경대현
김재모
최창순
박귀용
김계명
이배수
이배수
강성례
최철승
김윤경
권숙철
김학재
강무원
박융
김만호
김재덕
서상원
서상원
정인규
이희병
심중권
박인숙
홍순구
김진석
이종구
박형택
한우용
주종환
백중현
윤성구
김낭경
조미정
홍문성
정순균

1982.12.09
1982.12.10
1982.12.14
1982.12.04
1982.12.09
1982.12.09
1982.12.11
1982.12.13
1982.12.13
1982.12.07
1982.12.07
1982.12.07
1982.12.20
1982.12.27
1982.12.27
1982.12.27
1982.12.22
1983.01.04
1983.01.04
1982.12.27
1982.12.31
1983.01.17
1983.01.17
1983.01.25
1983.01.17
2009.08.19
1983.01.28
1983.01.26
1983.01.26
1983.02.24
1983.02.17
1983.03.01
1983.02.22
1983.03.08
1983.03.02
1983.03.11
1991.09.09
1983.02.22
1983.03.21
1983.03.21
1983.03.21
1983.03.22
1983.03.24
1983.04.01
1983.03.30
1983.04.01
1983.04.02
1983.04.11
1983.04.11
1983.04.13
1983.04.13
1983.04.18
1983.04.18

09009
09016
09023
09039
09046
09053
09069
09076
09083
09099
09104
09111
09127
09134
09141
09157
09164
09171
09187
09208
09222
09238
09245
09252
09268
09275
09282
09298
09303
09319
09326
09333
28236
35128
09356
09363
09379
09386
09393
09407
09414
09421
09437
09444
09451
09467
09474
09481
09497
09502
09518
09525
09532

길경수
백현기
김윤근
이대응
김성수
한상소
김동호
호광일
이명제
김동근
김영철
양재영
박길종
이원봉
윤여철
김찬규
박흥규
임재영
유승익
박안식
박순일
신완섭
김영식
김상택
이도형
신무균
정언화
조동옥
김경애
양경석
박성열
유주영
유주영
유주영
김충현
신광복
정희숙
서승영
조득상
김대경
김동길
허경일
임현태
고성실
이종원
박상수
강창무
이원선
신재두
유재영
안영래
전성현
이기영

1983.04.21
1983.04.26
1983.04.29
1983.04.29
1983.04.29
1983.04.30
1983.05.02
1983.05.04
1983.05.02
1978.11.16
1983.05.02
1983.05.02
1983.05.02
1983.05.03
1983.05.06
1983.05.04
1983.05.03
1983.05.03
1983.05.03
1983.05.10
1983.05.10
1983.05.14
1983.05.12
1983.05.16
1983.05.16
1983.05.21
1983.05.25
1983.06.01
1983.05.23
1983.06.07
1983.06.27
1983.07.01
1995.09.05
1997.05.28
1983.07.11
1983.07.12
1983.07.13
1983.07.09
1983.07.18
1983.07.19
1983.07.19
1983.07.19
1983.07.19
1983.07.25
1983.07.22
1983.07.25
1983.08.01
1983.08.01
1983.08.01
1983.08.04
1983.08.08
1983.08.08
1983.08.08

09548
09555
09562
09578
09585
09592
09606
09613
09629
09636
09643
09659
09666
09673
09689
09696
09701
09717
09724
35792
09731
09747
09754
09761
09777
09784
09791
09805
09812
09828
09835
09842
09858
09865
09872
09888
09895
09909
09916
09923
09939
09946
09953
09969
09976
09983
09999
10009
10016
10023
10039
10046
10053

박공원
고재일
김기상
임영하
박종원
홍성우
고희진
김영희
이도한
김근화
김행신
강중심
한길순
김학성
홍일심
김기태
장훈
박화순
김성춘
김성춘
배원식
김종만
정동한
김동훈
황보연
김기성
박미숙
김미자
장경수
최규홍
양해권
최한선
주효영
한종석
김득수
장종수
민상욱
백남목
백철용
임성호
정재관
최형석
류이봉
김도상
김진우
이병훈
강유정
이영범
고광호
김혁종
이인수
이정현
김익범

1983.08.08
1983.08.08
1983.08.08
1983.08.08
1983.08.08
1983.08.10
1983.08.08
1983.08.10
1983.08.12
1983.08.09
1983.08.10
1983.08.08
1983.08.08
1983.08.18
1983.08.18
1983.08.20
1983.08.22
1983.09.08
1983.09.01
2003.06.04
1983.09.01
1983.08.29
1983.09.02
1983.09.02
1983.09.03
1983.09.08
1984.01.01
1984.03.18
1983.09.12
1983.09.19
1983.09.20
1983.09.17
1983.09.19
1983.09.19
1983.09.17
1983.09.19
1983.09.27
1983.09.28
1983.09.28
1983.09.29
1983.09.22
1983.09.30
1983.09.30
1983.09.30
1983.09.30
1983.09.30
1983.09.30
1983.10.07
1983.10.10
1983.10.10
1983.10.11
1983.10.11
198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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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은
김어룡
박규식
김정규
김순찬
손주익
강주현
이호규
김종우
김정원
조충식
한자도
전관희
오윤화
이유경
신익수
김진배
박종관
장성순
양충열
이정우
강예숙
이기만
이태방
이태방
신재인
신재인
배영일
박해조
송창현
전선교
주정문
문은호
김인선
유선용
박근채
서병구
변동명
정동식
유현익
윤성한
원택연
임병우
전병국
신영호
이부선
황현숙
최순옥
권미향
김환철
손재관
김종현
김석권

1983.10.14
1983.10.15
1983.10.15
1983.10.18
1983.10.17
1983.10.22
1983.10.18
1983.10.26
1983.10.22
1983.10.24
1983.10.25
1983.10.25
1983.10.24
1983.10.28
1983.10.26
1983.11.05
1983.11.05
1983.11.05
1983.10.27
1983.11.12
1983.11.10
1983.11.10
1983.11.12
1983.11.22
1995.09.07
1985.01.04
1989.02.10
1983.11.30
1983.11.30
1983.11.29
1983.11.30
1983.12.06
1983.12.08
1983.12.12
1983.12.12
1983.12.12
1983.12.01
1983.12.01
1983.12.12
1983.12.14
1983.12.08
1983.12.16
1983.12.17
1983.12.21
1983.12.21
1983.12.23
1983.12.26
1983.12.26
1983.12.26
1983.12.28
1983.12.16
1984.01.04
1984.01.04

10592
10606
10613
10629
10636
10643
10659
10666
10673
10689
10696
10701
10717
10724
10731
10747
10754
10761
10777
10784
10791
10805
10812
45475
10828
10835
10842
10858
10865
10872
10888
10895
10909
10916
10923
10939
10953
10969
10976
10983
10999
11002
11018
11025
11032
11048
11055
11062
11078
11085
11092
11106
11113

이성기
이현수
이래억
유영옥
최예흥
이근복
정영달
김현
권혁춘
김제국
전승용
박홍익
장선희
황호간
황의민
임태욱
박종대
최진걸
김덕희
손성원
조창연
이광섭
이덕규
이덕규
최동희
최효범
정우성
강원기
최문재
서창교
황윤국
이상철
최동주
조인완
박병원
이광보
조경미
채동식
안영규
심현오
장문호
류준철
서상진
김호기
조성돈
조영진
김종수
이경성
이인호
양원식
김동수
홍성종
박종민

1984.01.04
1984.01.09
1984.01.04
1984.01.13
1984.01.13
1983.12.31
1984.01.17
1984.01.17
1984.01.23
1984.01.23
1984.01.23
1984.01.27
1984.01.04
1984.01.28
1984.01.30
1984.01.31
1984.02.01
1984.02.08
1984.02.13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2012.03.28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16
1984.02.20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1129
11136
11143
11159
11166
11173
11189
11196
11201
11217
11224
11231
11247
11254
11261
11277
11284
11291
11305
11312
11328
11335
11342
11358
11365
11372
11388
11395
11409
11416
11423
11439
11446
11453
11469
11476
11483
11499
11504
11511
11527
11534
11541
11557
11571
11587
36822
38664
11594
35778
11608
11615
11622

이철우
김열훈
김부한
김성욱
정윤필
장상윤
김형순
최성환
김병은
천영진
남상욱
박종석
김영진
이상원
김심덕
이원식
천정기
허연
김영란
신동만
강성철
한형준
이관석
강인탁
정선근
이인혜
김세원
김문상
박희동
이익환
주길수
함현숙
이광영
김영환
양정미
이영작
정택일
신정환
최윤수
엄옥순
김지섭
김헌숙
박춘원
변경희
신동욱
이종성
이종성
이종성
송대용
송대용
한정석
권영목
노현길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1
1984.03.08
1984.03.09
1984.03.09
1984.03.12
1984.03.05
1984.02.16
1984.03.03
1984.03.13
1984.03.14
1984.03.15
1984.03.15
1984.03.15
1984.03.16
1984.03.16
1984.03.17
1984.03.19
1984.03.22
1984.03.22
1984.03.27
1984.03.29
1984.03.29
1984.03.30
1984.03.19
1984.04.03
1984.04.04
1984.04.06
1984.04.12
1984.04.24
1984.04.24
1984.04.25
1984.04.24
1984.04.24
1984.04.24
1984.04.24
1984.04.24
1984.04.26
1984.04.26
2004.06.30
2007.07.12
1984.04.26
2003.06.04
1984.04.26
1984.04.27
1984.04.30

11638
11645
11652
11668
11675
11682
11698
11703
11719
11726
11733
11749
11756
11763
11779
11786
11793
11807

배재일
장각현
손태호
김연화
조종원
곽인한
김근환
서원후
이대희
이병두
김우기
오영진
최병대
구동휘
김창시
남철희
장복남

1984.04.30
1984.04.30
1984.04.30
1984.05.01
1984.05.01
1984.05.01
1984.05.01
1984.04.23
1984.05.01
1984.05.04
1984.05.09
1984.05.09
1984.05.09
1984.05.09
1984.05.07
1984.05.09
1984.05.09

제갈정운
허광만
홍용표
엄식
오경선
김성민
홍인호
박연식
박형섭
최준섭
하재택
장연수
배영일
조동철
이장연
정찬영
최원영
조성영
강상용
이원표
정윤철
나승옥
권상봉
최숭남
강현구
박순봉
김종덕
김미경
지만선
강기식
박성두
이우창
김태옥
김태환
안윤성
김동율

1984.05.09
1984.05.11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4
1984.05.15
1984.05.15
1984.05.15
1984.05.19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1821
11837
11844
11851
11867
11874
11881
11897
11902
11918
11925
11932
11948
11955
11962
11978
11985
11992
12004
12011
12027
12034
12041
12057
12064
12071
12087
12094
12108
12115
12122
12138
12145
12152
12168

APPENDIX

사번
10069
10076
10083
10099
10104
10111
10127
10134
10141
10157
10164
10171
10187
10194
10208
10215
10222
10238
10245
10252
10268
10275
10282
10298
28259
10303
16588
10319
10326
10333
10349
10356
10363
10379
10386
10393
10407
10414
10421
10437
10444
10451
10467
10474
10481
10497
10502
10518
10525
10532
10548
10562
1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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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5
12182
12198
12203
12219
12226
12233
12249

신경섭
김인주
김병철
이종국
최호진
김임동
박우현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홍영표
최성표
양준석
이상훈
이재규
김현상
김수원
강병수
곽영길
고성규
김동식
이수철
정명우
길중식
심상섭
전진수
손재섭
이우택
임영환
이태구
김태영
배을호
배창섭
최용섭
하윤수
이상철
강선구
최승선
성미영
김규현
한승탁
고영곤
정병국
전진호
이정우
이진희
박종훈
이창봉
윤남국
김종태
남경호
석달순
김시윤
조장수
정성호
손병철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1
1984.05.22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28
1984.05.14
1984.04.11
1984.05.31
1984.06.01

12712
12728
12735
12742
12758
12765
12772
12788
12795
12809
12816
12823
12839
12846
12853
12869
12876
12883
12899
12904
12911
12927
12934
12941
12957
12964
12971
12987
12994
13006
13013
13029
13036
13043
13059
13066
13073
13089
13096
13101
13117
13124
13131
13147
13154
13161
13177
13184
13191
13205
13212
13228
13235

고한욱
노진흥
주인수
안창실
강경희
손복남
박기자
한재희
김인수
신경아
오창환
이흥주
김경호
박세현
이수종
안한상
천봉학
김계웅
김익태
김용환
장종구
박만생
양정화
김광민
강윤원
송영섭
황순태
박대양
정진모
성조경
김영필
정성환
김순남
정영기
김규정
김상영
김선일
최돈영
이재선
김요원
임창균
김종태
김경숙
이옥순
김선희
송미영
변순금
송대훈
이대영
강성룡
김종호
조홍국
주미순

1984.06.02
1984.06.04
1984.06.04
1984.06.04
1984.06.05
1984.06.04
1984.06.07
1984.06.15
1984.06.19
1984.06.20
1984.06.20
1984.06.20
1984.06.21
1984.06.30
1984.07.12
1984.07.12
1984.07.12
1984.07.12
1984.07.12
1984.07.12
1984.07.12
1984.07.16
1984.07.16
1984.07.19
1984.08.08
1984.08.13
1984.08.14
1984.08.14
1984.08.16
1984.08.18
1984.08.20
1984.08.20
1984.08.21
1984.08.22
1984.08.22
1984.08.22
1984.09.04
1984.09.24
1984.09.25
1984.10.12
1984.10.16
1984.10.17
1984.10.22
1984.10.22
1984.10.22
1984.10.24
1984.11.01
1984.12.04
1984.12.04
1984.12.06
1984.12.10
1984.12.10
1984.12.10

13242
13258
13265
13272
13288
13295
13309
13316
13323
13339
13346
13353
13369
13376
13383
13399
13404
13411
13427
13434
13441
13457
13464
13471
13487
13494
13508
13515
13522
13538
13545
13552
13568
13575
13582
13598
13603
13619
13626
13633
13649
13656
13663
49606
13679
13686
13693
13707
13714
13721
13737
13744
13751

최찬옥
김윤규
정미숙
송동진
한호경
윤승
김영철
권대식
김영재
문현주
송치선
문병일
나진수
김완호
김익철
김남호
손세창
진태은
김진수
최재환
이병식
이범수
유정무
곽상만
김영균
김성호
김충태
이추옥
장중구
김종민
방정흥
최종재
김태환
김영미
최대식
이성배
이차남
이범주
이은신
천병일
이창우
구기욱
김재원
김재원
김병순
고한준
이재현
이화신
박병윤
박형자
변화운
송광호
박영일

1984.12.15
1984.12.24
1984.12.28
1985.01.28
1985.02.01
1985.02.06
1985.02.01
1985.02.11
1985.02.16
1985.02.19
1985.02.27
1985.02.27
1985.02.28
1985.03.04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2014.04.1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1
1985.03.02
1985.03.07
1985.03.07
1985.03.11

13767
13774
13781
13797
13802
13818
13825
13832
13848
13855
13862
13878
13885
13892
13906
13913
13929
13936
13943
13959
13966
13973
13989
13996
14008
14015
14022
14038
14045
14052
14068
14075
14082
14098
14103
14119
14133
14149
14156
14163
14179
14186
14193
14207
14214
14221
14237
14244
14251
14267
14274
14281
14297

권윤옥
황은철
이영환
조미영
이한섭
박해선
조은주
나현태
김은순
김양숙
홍정주
김재동
한승훈
이경교
한죠셉
백창기
황재룡
이재익
김양수
박상진
최문기
이성기
한승호
김득숙
김선미
변경희
박성수
김인수
최영철
김연중
신태선
김영도
유정현
안정인
정진모
강우향
이강복
조동혁
최운영
조민식
곽병엽
안재순
김재호
장성철
노현극
이진성
이경호
장무상
함영수
김정곤
문채주
이동승
김명학

1985.03.16
1985.03.20
1985.03.28
1985.03.25
1985.03.30
1985.04.02
1985.04.02
1985.04.12
1985.04.16
1985.04.17
1985.04.22
1985.04.22
1985.05.01
1985.05.06
1985.04.26
1985.05.15
1985.05.24
1985.05.28
1985.06.10
1985.07.01
1985.07.05
1985.07.08
1985.08.12
1985.09.09
1985.09.10
1985.09.13
1985.10.14
1985.10.16
1985.10.16
1985.10.21
1985.10.22
1985.11.11
1985.11.14
1985.11.21
1986.01.04
1986.01.20
1986.02.24
1986.02.24
1986.02.24
1986.02.24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2256
12263
12279
12286
12293
12307
12314
12321
12337
12344
12351
12367
12374
12381
12397
12402
12418
12425
12432
12448
12455
12462
12478
12485
12492
12506
12513
12529
12536
12543
12559
12566
12573
12589
12596
12601
12617
12624
12631
12647
12654
12661
12677
12684
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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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전영수
박재원
임채철
김응조
장진영
이정애
김덕호
박홍훈
홍윤택
이중열
이단
오동훈
강순남
이남호
김미애
김종렬
오덕환
박정희
김정진
김미숙
김성경
김문영
황인임
최영임
박향달
신경인
이세원
정진모
정상국
김봉철
이옥재
강창원
윤인영
홍동석
허순길
최금희
전춘경
김애경
조일기
김승연
정영달
하연숙
정명화
박영숙
변종달
이인규
이창길
서의선
김재덕
원유택
권창덕
편송우
전상복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1
1986.03.07
1986.03.05
1986.03.08
1986.03.25
1986.03.24
1986.04.03
1986.04.07
1986.03.08
1986.04.14
1986.04.14
1986.04.28
1986.04.30
1986.05.07
1986.05.15
1986.05.19
1986.05.19
1986.05.19
1986.05.22
1986.05.23
1986.06.10
1986.06.11
1986.06.17
1986.06.26
1986.07.07
1986.07.07
1986.07.07
1986.07.23
1986.08.13
1986.08.18
1986.09.08
1986.09.22
1986.09.22
1986.09.22
1986.10.16
1986.10.16
1986.10.16
1986.10.16
1986.10.16
1986.10.16
1986.10.16
1986.10.16
1986.10.20

14834
14841
14857
14864
14871
14887
14894
14908
14915
14922
14938
14945
14952
14968
14975
14982
14998
15001
15017
15024
15031
15047
15054
15061
15077
15084
15091
15105
15112
15128
15135
15142
15158
15165
15172
15188
15195
15209
15216
15223
15239
15246
15253
15269
15276
15283
15299
15304
15311
15327
15334
15341
15357

김동환
이형수
신종한
황미선
장명숙
장명희
김선희
배의선
김경순
김정식
양수배
정의균
문경님
김영분
윤지희
김종국
허만길
김지철
김성진
이경희
장영식
기준서
이승록
김영호
강영종
구자훈
박기수
오세난
박용정
이상용
황현진
강봉순
윤석훈
안진희
고숙한
오두창
정미경
우원식
문진호
이미란
이병수
이은주
조흥임
서미선
이찬복
강성휴
박원태
김형진
김석우
이기홍
천지혜
성수경
하무형

1986.10.15
1986.10.24
1986.10.25
1986.11.24
1986.12.04
1986.12.01
1986.12.01
1986.12.11
1987.01.07
1987.01.05
1987.01.05
1987.01.05
1987.01.05
1987.01.14
1987.01.20
1987.01.22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1
1987.03.09
1987.03.09
1987.03.17
1987.03.23
1987.03.25
1987.03.26
1987.03.30
1987.03.30
1987.04.06
1987.04.28
1987.05.06
1987.05.06
1987.05.06
1987.05.08
1987.05.18
1987.05.19
1987.06.29
1987.06.29
1987.06.29
1987.07.13
1987.07.13
1987.07.15

15364
15371
15387
15394
15408
15415
15422
15438
15445
15452
15468
15475
15482
15498
15503
15519
80009
80016
80023
80039
80046
80053
80069
80076
80083
80099
80104
80111
80127
80134
80141
80157
80164
80171
80187
80194
80208
80215
80222
80238
80245
80252
80268
80275
80282
80298
80303
80319
80326
80333
80349
80356
80363

오예택
김해종
엄정선
연상호
문상일
이대성
신은숙
정복련
이경자
이영래
이희도
오창원
박은자
배기숙
김경숙
박남수
이정상
신재희
원신
한옥순
김혜숙
문영란
이은주
강은미
정은경
현해숙
최미영
성인미
문은경
박미정
김홍란
신현숙
최문실
장희원
최상희
심종은
김명선
배기문
김성희
안은경
김혜란
이동선
정희정
이금희
김계식
노명미
손인자
홍소연
채정화
김왕균
서애선
우영철
심현숙

1987.07.18
1987.07.20
1987.08.03
1987.09.03
1987.09.07
1987.09.07
1987.09.24
1987.09.30
1987.09.30
1987.09.30
1987.10.15
1987.12.15
1987.10.16
1987.10.20
1987.10.20
1987.11.12
1987.11.16
1987.11.16
1987.11.16
1987.11.16
1987.11.2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14
1987.12.21
1988.02.01
1988.02.01
1988.02.01
1988.02.01
1988.02.01
1988.02.01
1988.02.01
1988.02.01
1988.02.01

80379
80386
80393
80407
80414
80421
80437
80444
80451
80467
15526
15533
15549
15556
15563
15586
15593
15607
15614
15621
15637
15644
15651
15667
15674
15681
15697
15702
15718
15725
15732
15748
15755
15762
15778
15785
15792
15806
15813
15829
15836
15843
15859
15873
15889
15896
15901
15917
15924
15931
15947
15954
15961

손윤선
민희영
윤은미
엄현순
이숙경
조영숙
신동진
김효숙
노인숙
조경미
이윤선
한원희
김재호
최백향
이용구
권영호
김도윤
전영만
허상무
정경덕
이헌섭
채호근
김근식
김재희
김재성
김명식
남현태
진영흠
용상이
송진숙
송원섭
김태진
박용성
김인한
김종국
김성수
최도선
김병우
원영선
장만철
호광일
이동열
윤건신
고광훈
윤혜정
김성근
김재홍
김우재
염규남
김은조
김윤환
김수광
김기창

1988.02.01
1989.01.01
1989.01.01
1989.01.01
1989.01.01
1989.01.01
1989.01.01
1989.01.01
1989.03.01
1989.04.01
1987.12.02
1987.12.11
1987.12.11
1987.12.14
1987.12.15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11
1988.01.20
1988.03.02
1988.02.26
1988.03.11
1988.03.14
1988.03.23
1988.04.04
1988.04.04
1988.04.07
1988.04.11
1988.04.13
1988.04.13
1988.04.18

APPENDIX

사번
14302
14318
14325
14332
14348
14355
14362
14378
14385
14392
14406
14413
14429
14436
14443
14459
14466
14473
14489
14496
14501
14517
14524
14531
14547
14554
14561
14577
14584
14591
14605
14612
14628
14635
14642
14658
14665
14672
14688
14695
14709
14716
14723
14739
14746
14753
14769
14776
14783
14799
14804
14811
1482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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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21439
15977
15991
16003
16019
16026
16033
16049
16056
16063
16079
16086
16093
16107
16114
16121
16137
16144
16151
16167
16174
16181
16197
16202
16218
16225
16232
16248
16255
16262
16278
16285
16292
16306
16313
16329
16336
16343
16359
16366
16373
16389
16396
16401
16417
16424
16431
16447
16454
16461
16477
16484
16491

김기창
최미순
정은욱
김연실
최은영
이행금
구본영
김정회
조성훈
박원찬
양재정
윤삼원
유만호
이선구
서승운
김종욱
오무승
이훈연
차준영
이영기
김영일
조현욱
권미수
서영환
이기룡
배유경
조성호
우진하
안승호
김민중
엄찬용
김재석
허완
이행근
조선호
김택회
조태상
김기봉
김무종
김기황
이상호
정현섭
고계원
신경철
임재천
황의정
송현수
황윤만
윤성범
김진우
오경한
변경희
김선규

1990.06.15
1988.04.15
1988.04.15
1988.04.15
1988.04.15
1988.06.01
1988.06.01
1988.06.01
1988.06.01
1988.06.01
1988.06.01
1988.06.01
1988.06.01
1988.06.01
1988.06.01
1988.06.01
1988.06.14
1988.06.28
1988.07.01
1988.07.01
1988.07.15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18
1988.07.20
1988.07.21
1988.07.25
1988.08.04
1988.08.04
1988.08.04
1988.08.26
1988.09.19
1988.10.24
1988.10.25
1988.10.25
1988.10.28
1988.11.01
1988.11.07
1988.11.14
1988.11.15
1988.11.15
1988.11.22
1988.12.05

16505
16512
16528
16535
16542
16558
16565
16572
16595
16609

이민섭
오상훈
이명상
홍대기
유문식
최기현
이준형
박형재
김왕휘

1988.12.12
1988.12.12
1988.12.23
1989.01.04
1989.01.04
1989.01.30
1989.01.30
1989.01.30
1989.02.10

독고용호
문성호
이창남
김의겸
허석환
최헌병
이상배
안은우
이춘섭
이영옥
권영학
소본영
조희철
우희성
오정연
임영훈
신완
박석진
신춘범
안재준
서규민
김영복
임광일
여인선
김점범
성기영
심우복
이상근
황진수
권한석
홍태희
강국성
이한철
김승택
최해곤
김규헌
최명달
윤영종
황봉규
이정훈
유기경
이기성
우종현
이상제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7042
17058
17065
17072
17088
17095
17109
17116
17123
17139
17146
17153
17169
17176
17183
17199
17204
17211
17227
17234
17241
17257
17264
17271
17287
17294
17308
17315
17322
17338
17345
17352
17368
17375
17382
17398
17403
17419
17426
17433
17449
17456
17463
17479
17486
17493
17507
17514
17521
17537
17544
17551
17567

양홍규
정용진
김영형
한기환
김준영
지경엽
김정화
김영일
김형석
김영근
전선종
최장권
유홍재
김학철
송용정
이강진
황선일
길중식
김유식
고한중
한진규
이금용
이성태
강진욱
박봉기
강해영
방선희
김용운
박흥식
이상윤
전병렬
원종성
김상진
최인환
이충구
이선욱
이승우
이대용
김응수
장근백
김철
김채경
강영규
김남곤
최동배
신일섭
최원준
윤성수
김희택
정춘훈
이성수
남천우
정도완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0
1989.02.16
1989.02.16
1989.02.16
1989.03.09
1989.03.09
1989.03.09
1989.03.09
1989.03.09
1989.03.09
1989.03.16
1989.03.16
1989.03.20
1989.03.23
1989.03.23
1989.03.23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7574
17581
17597
17602
17618
17625
17632
17648
17655
17662
17678
17685
17692
17706
17713
17729
17736
17743
17759
17766
17773
17789
17796
17801
17817
17824
17831
17847
17854
17861
17877
17884
17891
17905
17912
17928
17935
17942
17958
17965
17972
17988
17995
18007
18014
18021
18037
18044
18051
18067
18074
18081
18097

문병옥
오선래
장원섭
부원균
공재준
유원희
서인섭
김효일
신현조
이선기
유찬재
이현근
이상완
허경석
김길영
유익성
박윤철
최효증
송이철
정완일
김진원
우홍석
조덕식
김창권
신동욱
조신혁
구자갑
문홍식
최승호
이철우
김종환
석은미
박정림
손정희
정종한
박종대
주병기
최기원
정원용
최성모
고문우
전혜정
송동복
김형식
전숙현
김성수
문선민
정덕희
홍형기
신경섭
김씨동
최상호
김수자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17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01
1989.04.10
1989.04.10
1989.04.10
1989.04.10
1989.04.10
1989.04.10
1989.04.17
1989.04.10
1989.04.10
1989.04.17
1989.04.20
1989.04.17
1989.04.17
1989.04.17
1989.04.17
1989.04.17
1989.04.17
1989.04.17
1989.04.20

16616
16623
16639
16646
16653
16669
16676
16683
16699
16704
16711
16727
16734
16741
16757
16764
16771
16787
16794
16808
16815
16822
16838
16845
16852
16868
16875
16882
16898
16903
16919
16926
16933
16949
16956
16963
16979
16986
16993
17005
17012
17028
1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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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임성수
최용규
신한호
노경훈
이환진
엄기두
임종갑
김만기
김난희
박만흥
홍성호
박인규
이재근
김광순
정휘균
김송희
최인심
안선영
서동훤
강재근
김용하
오국환
조영택
강효현
석성재
이상선

1989.05.01
1989.05.01
1989.06.01
1989.06.01
1989.06.01
1989.06.01
1989.06.01
1989.06.01
1989.06.07
1989.06.12
1989.06.12
1989.06.12
1989.06.12
1989.06.16
1989.06.16
1989.06.16
1989.06.16
1989.06.16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윤태중
이주열
정만호
김봉환
김영훈
문수철
권태중
차재훈
안상구
박병철
서정욱
안윤환
안병희
양규선
한상회
이태용
고성호
조남현
이정권
조형록
신문재
최익배
김종관
박성호
정태화
서의석
이완호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18
1989.07.24
1989.08.01
1989.08.01
1989.08.03
1989.08.03
1989.08.03
1989.08.03

18641
18657
18664
18671
18687
18694
18708
18715
18722
18738
18745
18752
18768
18775
18782
18798
18803
18819
18826
18833
18849
18856
18863
18879
18886
18893
18907
18914
18921
18937
18944
18951
18967
18974
18981
18997
19009
19016
19023
19039
19046
19053
19069
19076
19083
19099
19104
19111
19127
19134
19141
19157
19164

백영현
이보현
정제안
이상호
김세용
황광수
박상준
이창열
박종호
임대식
안선희
이상우
박승규
홍순경
박규선
오홍렬
김상환
조선희
정진웅
서성택
정명근
정수영
유재성
김동규
김원민
김규정
이준호
남기상
정봉직
김기혁
이원배
김병주
김도형
권기엽
고일민
차상학
박시명
이해석
이광재
김영기
강호영
조남현
임재희
강현구
이재환
장재왕
김태웅
정범희
박범서
박명국
김윤관
김광호
임행호

1989.08.03
1989.08.03
1989.08.03
1989.08.03
1989.08.03
1989.08.03
1989.08.03
1989.08.03
1989.08.16
1989.08.21
1989.08.21
1989.08.24
1989.09.18
1989.09.04
1989.09.20
1989.09.25
1989.09.25
1989.09.28
1989.10.06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171
19187
19194
19208
19215
19222
19238
19245
19252
19268
19275
19282
19298
19303
19319
19326
19333
19349
19356
19363
19386
19393
19407
19414
19421
19437
19444
19451
19467
19474
19481
19497
19502
19518
19525
19532
19548
19555
19562
19578
19585
19592
19606
19613
19629
19636
19643
19659
19666
19673
19689
19696
19701

염승열
안정호
조한수
조용원
최병철
권동혁
강서상
안상철
정광석
서영
김상로
권오혁
윤은상
이병희
양명덕
김진국
이동호
허남노
이경희
안병덕
김창권
차성철
최희완
김영철
김학창
김승수
민경학
이용규
이상환
정동균
신원식
민충기
정일호
서한명
최만기
윤교상
김영팔
김종윤
권병인
이해훈
김옥규
김영선
박승찬
이종곤
성희민
이용우
박승일
권영철
김용국
김기현
이기석
이창
허영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05
1989.10.10
1989.10.10
1989.10.10
1989.10.11
1989.10.16
1989.10.16
1989.10.16
1989.10.16
1989.10.16
1989.10.16
1989.10.16
1989.11.01

19717
19724
19731
19747
19754
19761
19777
19784
19791
19805
19812
19828
19835
19842
19858
19865
19872
19888
19895
19909
19916
19923
19939
19946
19953
19969
19976
19983
19999
20009
20016
20023
20039
20046
20053
20069
20076
20083
20099
20104
20111
20127
20134
20141
20157
20164
20171
20187
20194
20208
20215
20222
20238

박은경
서매자
최병준
박경진
오영섭
정영미
이병례
조영화
이명자
김고학
김종일
김창남
임경학
박현종
김수찬
이준석
홍수철
한영길
남신영
유영도
이종만
황익규
이주명
이창희
김선민
김용백
천상백
라중희
조도연
이내헌
김낙연
이정하
위순량
임영훈
심괄
이헌규
박정수
이승수
이진섭
송은실
이규광
염학기
정진수
최영규
김성태
이기락
최정범
유기홍
이창규
강인수
박재혁
윤광호
이종대

1989.11.01
1989.11.01
1989.11.16
1989.11.21
1989.11.21
1989.12.01
1989.12.01
1989.12.01
1989.12.01
1989.12.20
1990.01.16
1990.02.01
1990.02.12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8377
18384
18391
18405
18412
18428
18435
18442
18458
18465
18472
18488
18495
18509
18516
18523
18539
18546
18553
18569
18576
18583
18604
18611
18627
18634

APPENDIX

사번
18102
18118
18125
18132
18148
18155
18162
18178
18185
18192
18206
18213
18229
18236
18243
18259
18266
18273
18289
18296
18301
18317
18324
18331
18347
18354
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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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20245
20252
20268
20275
20282
20298
20303
20319
20326
20333
20349
20356
20363
20379
20386
20393
20407
20414
20421
20437
20444
20451
20467
20474
20481
20497
20502
20518
20525
20532
20548
20555
20562
20578
20585
20592
20606
20613
20629
20636
20643
20659
20666
20673
20689
20696
20701
20717
20724
20731
20747
20754
20761

유광선
김우순
서강완
한재덕
서원석
박재성
이호형
안영수
남승희
이영석
장각수
성백운
차태권
최기현
이진우
김영용
한희남
이치섭
김일배
구본경
정영무
류혜림
윤지현
김영규
한재훈
김우호
두성철
신기천
이재항
양재웅
김용수
박상현
정복규
정인철
유반식
장형식
송일현
장일수
윤창준
정상인
이원주
구정민
유영석
김성일
전주연
박중영
이영호
윤혜순
문승태
하용식
오인승
이명호
임철우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20777
20784
20791
20805
20812
20828
20835
20842
20858
20865
20872
20888
20895
20909
20916
20923
20939
20946
20953
20969
20976
20983
20999
21002
21018
21025
21032
21048
21055
21062
21078
21085
21092
21106
21113
21129
21136
21143
21159
21166
21173
21189
21196
21201
21217
21224
21231
21247
21254
21261
21277
21284
21291

이태우
정하승
우상우
배윤호
김덕준
구헌상
이상훈
장영선
김원태
이여종
문항순
이정화
김영식
박창규
김충섭
오창효
이종철
전종호
고중익
지한상
박용칠
김애란
조영준
박동환
강상구
이철형
김석환
차병구
정세문
권동식
최치영
육동춘
최윤식
최문택
이운구
하동섭
김승기
천성환
박광하
유형모
이길수
이학범
강범석
이웅구
맹철수
박희웅
이우동
박동섭
한명식
최종호
왕일환
신미숙
구승림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01
1990.03.15
1990.03.16
1990.03.26
1990.03.26
1990.03.26
1990.03.26
1990.03.26
1990.03.26
1990.04.01
1990.04.16
1990.04.16
1990.04.23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07
1990.05.14
1990.05.14
1990.05.14
1990.05.14
1990.05.14
1990.05.28
1990.05.14
1990.05.17
1990.06.01
1990.06.04

21305
21312
21328
21335
21342
21358
21365
21372
21388
21395
21409
21416
21423
21446
21453
21469
21476
21483
21499
21504
21511
21527
21534
21541
21557
21564
21571
21587
21594
21608
21615
21622
21638
21645
21652
21668
21675
21682
21698
21703
21719
21733
21749
21756
21763
21779
21786
21793
21807
21814
21821
21837
21844

권천규
김희성
손용석
김근희
노미진
송태임
장은희
장순기
최윤진
한경심
김선영
이종훈
신금진
강상균
김종길
전창빈
이승후
임성택
천병철
박상영
김정주
박재영
최인택
정상균
박종효
음덕진
안장식
김대복
윤재인
김정환
이상헌
현광일
송재영
권순영
권영만
권영석
장래춘
김동규
배복규
최우근
오재윤
정재관
박윤수
오필교
임영삼
조윤희
강해숙
장경미
박용희
박용명
박성현
박성욱
채경민

1990.06.04
1990.06.04
1990.06.04
1990.06.04
1990.06.04
1990.06.04
1990.06.04
1990.06.04
1990.06.04
1990.06.04
1990.06.04
1990.06.15
1990.07.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1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07
1990.08.16
1990.09.03
1990.09.26
1990.09.26
1990.09.27
1990.10.17
1990.11.16
1990.11.16
1990.11.16
1990.11.26
1990.12.01
1990.12.01
1990.12.01

21851
21867
21874
21881
21897
21902
21918
21925
21948
21955
21962
21978
21985
21992
22004
22011
22027
22034
22041
22057
22064
22071
22087
22094
22108
22115
22122
22138
22145
22152
22168
22175
22182
22198
22203
22219
22226
22233
22249
22256
22263
22279
22286
22293
22307
22314
22321
22337
22344
22351
22367
22374
22381

최보경
배한철
이운형
이용진
백승우
남석우
권순돈
조치동
김동만
이원권
장영권
김성춘
오명갑
이송래
이해익
안상용
이용노
박만동
정홍
구정림
이대호
이경목
이장배
전정희
곽행근
안미애
조희숙
이선화
박광근
장기순
김상연
김용욱
이현탁
김성인
박윤수
최창호
김명석
박계관
박기신
윤성준
신동섭
이화용
홍성찬
김학용
소병식
김규성
허정환
신덕연
김동철
안익로
장혜진
이기영
김유석

1990.12.01
1990.12.01
1990.12.01
1990.12.01
1990.12.01
1990.12.01
1990.12.01
1990.12.01
1990.12.01
1990.12.10
1990.12.10
1990.12.15
1990.12.10
1990.12.10
1990.12.10
1990.12.15
1990.12.10
1990.12.10
1990.12.01
1990.12.01
1991.01.01
1991.01.16
1991.01.16
1991.01.16
1991.01.16
1991.01.16
1991.01.16
1991.01.16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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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남기수
정규석
김병익
공병수
김옥곤
박종관
박정숙
윤제훈
김현우
김영남
박건철
이건호
정기수
유규철
이장상
이덕수
박석기
채석순
이재학
권오찬
권오성
이근형
허영
조강연
황근하
형남석
이광주
김윤선
정일선
신동원
정우권
김상만
최성기
윤광렬
박은성
김유경
강성웅
정영진
강석봉
김명희
김영석
천희진
박용수
김주호
정두환
이경천
권순직
이경섭
송희일
이철룡
이제성
도성재
김정애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22934
22941
22957
22964
22971
22987
22994
23006
23013
23029
23036
23043
23059
23066
23073
23089
23096
23101
23124
23131
23147
23154
23177
23184
23191
23205
23212
23228
23235
23242
23258
23265
23272
23309
23316
23323
23339
23346
23353
23369
23376
23383
23399
23404
23411
23427
23434
23441
23464
23471
23487
23494
23508

장명자
신상의
전경란
김지영
김기석
박수민
고명숙
이홍승
이창영
박홍식
김형규
김승수
안규홍
이성원
배영진
고승원
임태욱
김희진
조재흥
곽대석
최진현
차경일
박선주
나창운
황금호
최형남
조수휘
이해정
양영진
이우년
홍영균
김범수
배도천
장현정
차수정
성재철
박병현
라인식
이진우
정경아
장경숙
최중봉
명호현
이오성
김한선
오승희
백종락
성기용
홍학봉
최형집
이효승
이영준
남택훈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18
1991.02.27
1991.03.04
1991.03.04
1991.03.04
1991.03.21
1991.03.28
1991.04.01
1991.04.01
1991.04.01
1991.04.01
1991.04.08
1991.05.01
1991.05.01
1991.05.20
1991.05.20
1991.06.01
1991.06.01
1991.06.12
1991.06.12
1991.07.15
1991.08.01
1991.08.05
1991.08.05
1991.08.05

23515
23522
23538
23545
23552
23568
23575
23582
23598
23603
23619
23626
23633
23649
23656
23663
23686
23693
23707
23714
23737
23744
23751
23767
23774
23781
23797
23802
23825
23848
23855
23862
23878
23885
23892
23906
23913
23929
23936
23943
23959
23966
23973
23989
23996
24008
24015
24022
24038
24045
24052
24068
24075

박천균
강석진
최성대
김찬주
최태혁
양정배
최창혁
이성희
송수호
유성호
정대승
최영조
남해현
방경란
강동일
정상규
한영수
이광현
양기석
김이숙
최성균
주영준
곽부영
임순석
강선예
노희영
이철
김진섭
박재석
김태일
황지원
정일희
조인석
문선창
홍승우
이준
최성균
이병곤
김동해
안호상
최성엽
김태진
정영철
진석일
박창구
조용수
정신조
최강문
정구철
김주백
최원경
최기열
강신홍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8.05
1991.09.02
1991.09.02
1991.11.14
1991.11.30
1991.12.16
1992.01.2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24082
24098
24103
24119
24126
24133
24156
24163
24179
24186
24193
24207
24214
24221
24237
24244
24251
24267
24274
24281
24297
24302
24318
24325
24332
24348
24355
24362
24378
24385
24392
24406
24413
24429
24436
24443
24459
24466
24473
24489
24496
24501
24517
24524
24531
24547
24554
24561
24577
24584
24591
24605
24612

정종효
이동헌
조태호
김윤명
이범엽
하영두
김성택
임태식
김창현
강창호
최민재
주춘영
최종훈
김태형
양천우
김경룡
조영혁
방창국
박재완
김광순
이성면
임종오
윤기성
배한성
조철영
양주영
이길준
도규봉
김명로
이창균
임위동
김성도
오금용
홍기향
한윤희
박진우
한경대
안종인
정요한
박희수
권선희
정해진
이의준
이창
김수남
하진수
하기갑
신동빈
박서연
황경모
김군성
김형식
이경아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APPENDIX

사번
22397
22402
22418
22425
22432
22448
22455
22462
22478
22485
22492
22506
22513
22529
22536
22543
22559
22566
22573
22589
22596
22601
22617
22624
22631
22647
22654
22661
22677
22684
22691
22705
22712
22728
22735
22742
22758
22765
22772
22788
22795
22809
22816
22839
22846
22853
22869
22876
22883
22899
22904
22911
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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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24628
24635
24642
24658
24665
24672
24688
24695
24709
24716
24723
24739
24746
24753
24769
24776
24783
24799
24804
24811
24827
24834
24841
24864
24871
24887
24894
24915
24922
24945
24952
24968
24975
24982
24998
25001
25017
25024
25031
25047
25054
25061
25077
25084
25091
25105
25128
25135
25142
25158
25165
25172
25188

강덕수
최대식
김완환
조진구
윤승욱
권기탁
김장환
정시종
노종식
공만식
추성천
김영훈
최미영
이계희
박종하
성호제
황규호
정진엽
성낙송
유세현
이형구
김수경
김민수
이선영
김숙영
석영대
한은경
이영호
김유택
정성규
홍순원
강호용
조병수
한상호
김현정
박기조
이승종
김길정
박균석
강현중
김주한
이재우
윤효진
박성주
신문웅
정수연
유정근
황오봉
양연희
허종덕
김동현
주진우
김형욱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2.10
1992.03.02
1992.03.17
1992.03.20
1992.04.13
1992.04.16
1992.05.25
1992.06.10
1992.07.16
1992.07.16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5
1992.08.04
1992.09.07
1992.09.15
1992.10.01
1992.11.16
1993.02.12
1993.02.12
1993.03.01
1993.03.01

25195
25209
25216
25223
25239
25246
25253
25276
25283
25299
25304
25311
25327
25334
25341
25357
25364
25371
25387
25394
25408
25415
25422
25438
25445
25452
25468
25475
25482
25498
25503
25519
25526
25533
25549
25556
25563
25593
25607
25614
25621
25637
25644
25651
25667
25674
25681
25697
25702
25718
25748
25755
25778

김미영
윤창학
박세열
김동일
박성규
민병돈
김은태
김무승
임익윤
임영규
안원찬
장기옥
이태영
박건
권태영
김재섭
허성오
박미정
김혜숙
이숙경
손인자
심현숙
서애선
장유경
주진웅
유승윤
박기환
변선진
박창범
남윤호
박광련
김태윤
연규봉
최수영
이창재
태광호
장기영
양윤모
김태형
강경웅
김동언
김지만
박대현
김은실
강상호
정혁
박영순
목진일
석호
김수만
임종학
장홍준
노명현

1993.03.01
1993.03.01
1993.03.01
1993.03.01
1993.03.01
1993.03.01
1993.03.01
1993.03.01
1993.03.01
1993.04.07
1993.04.07
1993.04.14
1993.04.14
1993.05.06
1993.07.05
1993.11.01
1993.07.26
1993.07.19
1993.07.19
1993.07.19
1993.07.19
1993.07.19
1993.07.19
1993.08.09
1993.08.16
1993.08.16
1993.08.16
1993.08.16
1993.08.16
1993.08.16
1993.08.16
1993.08.16
1993.08.16
1993.09.16
1993.10.07
1993.12.01
1993.12.20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3.01
1994.05.16
1994.05.16
1994.07.11

25785
25792
25806
25813
25829
25836
25843
25859
25866
25873
25889
25896
25901
25917
25924
25931
25947
25954
25961
25977
25984
25991
26003
26019
26026
26033
26049
26056
26063
26079
26086
26093
26107
26114
26121
26137
26144
26151
26167
26174
26181
26218
26225
26232
26248
26255
26262
26278
26285
26292
26306
26313
26329

이상선
이국행
조수남
장철호
반세형
김한철
김두일
배인근
조덕제
조성빈
나은기
김종형
김근성
이병희
강인수
이승민
김대원
진희승
오남철
김종강
임현수
문일환
김학철
임갑주
정승태
류민광
박수익
강명구
이규복
박진우
윤인근
정근선
박철민
최승일
김희라
이성미
김종학
민규호
표창률
임학규
박세원
최영선
이진석
박신영
양상훈
김동철
김형석
박찬성
장지웅
박원준
조승희
이위로
김영상

1994.07.11
1994.07.11
1994.07.15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8.01
1994.09.29
1994.10.01
1994.10.16
1994.11.01
1994.11.01
1994.11.01
1995.02.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26336
26343
26359
26366
26373
26389
26396
26401
26417
26424
26431
26447
26454
26461
26477
26484
26491
26505
26512
26528
26535
26542
26558
26565
26572
26588
26595
26609
26616
26623
26639
26646
26653
26669
26676
26683
26699
26704
26711
26727
26734
26741
26757
26764
26771
26787
26794
26808
26815
26822
26838
26845
26852

김성남
김정일
이대영
김광추
이동재
임현송
권윤식
김운진
이중구
고광적
성경우
최한진
이응연
김병구
정철웅
김성훈
김삼순
임경주
김종오
임준환
서호진
남경호
강경두
김태훈
이예재
김현남
김민철
강태욱
김연환
이승태
반두현
김용택
정량원
김대중
김성찬
조성국
박수훈
김대상
남수연
안남훈
정연욱
이준석
조성윤
김철겸
박여주
차상희
배영직
유태조
강미숙
윤형준
문영태
윤선홍
안철호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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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고연희
정재식
양재훈
윤미옥
박길화
주규석
이근림
박진석
이관구
주병찬
이원필
진상준
임성배
김용철
최승인
이정형
선영주
정일용
이채묵
정종화
오방원
안홍식
김양수
김정배
성병준
정수진
우완명
백동현
권영주
이창율
유재전
황보곤
김대수
하동균
이석준
임대헌
마진수
이상화
김종헌
오성근
문제현
홍민기
김태균
김수겸
변영진
김보곤
박성찬
추재호
이진석
김재춘
김원삼
김성대
이헌수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16
1995.03.28
1995.03.16
1995.03.16
1995.04.01
1995.04.16
1995.04.25
1995.05.04
1995.06.12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27433
27449
27463
27479
27486
27493
27507
27514
27521
27544
27551
27567
27574
27581
27597
27602
27618
27625
27632
27648
27655
27662
27678
27685
27692
27706
27713
27729
27736
27743
27766
27773
27789
27796
27801
27817
27824
27831
27847
27854
27861
27877
27884
27891
27905
27912
27928
27935
27942
27958
27965
27972
27988

정영근
이재욱
문수창
정인철
김일우
윤주풍
강인호
신용주
강정호
박철락
김동균
정구상
이진웅
이민용
이남훈
이진상
박종열
윤태웅
김현정
권성현
방극신
김용호
이종대
조창구
윤중광
이성진
왕순면
김태수
김연수
조훈인
이행종
이강우
박주희
최호철
남기문
손상배
문석규
조인득
김병선
김동성
신종호
박성우
임정혁
이영옥
양윤영
백운황
유모상
류수열
김택청
김준곤
하정수
최진기
박수일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27995
28007
28014
28021
28037
28044
28051
28067
28074
28081
28097
28102
28118
28125
28132
28148
28155
28162
28178
28185
28192
28206
28213
28229
28266
28273
28289
28317
28331
28347
28354
28361
28377
28384
28391
28405
28412
28428
28435
28442
28458
28465
28472
28488
28495
28509
28516
28523
28539
28553
28569
28576
28583

안희석
김용기
백인영
임병무
노재덕
김규완
김만우
고성규
하영훈
김원길
김광호
최원장
최영환
홍승표
정훈석
최병근
김홍기
강명진
김광수
홍남표
이재근
김진구
이춘부
이영석
전재현
이진수
유정근
조만형
이성미
최영선
장유경
권대영
윤득원
용석헌
고동현
김승용
차성규
김기형
박용일
정기훈
남기열
김민영
임재민
최양규
양선심
허진
유광훈
장병용
김동원
김재갑
박용수
김삼곤
김창국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1
1995.07.07
1995.07.18
1995.07.18
1995.07.18
1995.07.18
1995.07.18
1995.07.18
1995.08.01
1995.08.01
1995.08.01
1995.08.01
1995.08.01
1995.08.01
1995.08.01
1995.08.07
1995.08.09
1995.08.16
1995.08.23
1995.09.01
1995.09.11
1995.09.12
1995.09.19
1995.10.01
1995.10.16
1995.10.16
1995.10.16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01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28604
28611
28627
28634
28657
28664
28671
28687
28694
28708
28715
28722
28738
28745
28752
28768
28775
28782
28798
28803
28819
28826
28833
28849
28856
28863
28879
28886
28893
28907
28914
28921
28937
28944
28951
28967
28974
28981
28997
29009
29016
29023
29039
29046
29053
29069
29076
29083
29099
29104
29111
29127
29134

김동환
김선주
박만훈
이용준
장재영
류경동
유특수
안재영
원성호
육평만
오규석
임순호
조재천
이상훈
김수진
김도향
박흥배
주성훈
김재학
강태교
서명석
지민곤
안진세
엄배석
정상용
심영훈
구민수
김태선
양인수
원윤호
손재호
정영렬
권용범
최석기
박범수
배장호
강민표
김기운
윤희중
임노택
이청준
윤재형
김동완
최회일
강태준
임성호
김태식
백유석
서광락
김미나
김민영
안병열
황정희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1.16
1995.12.01
1995.12.01
1995.12.01
1996.01.03
1996.01.16
1996.01.16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APPENDIX

사번
26868
26875
26882
26898
26903
26919
26926
26933
26949
26956
26963
26979
26986
26993
27005
27012
27028
27035
27042
27058
27065
27072
27088
27095
27146
27153
27169
27176
27183
27199
27204
27211
27227
27234
27241
27257
27264
27271
27287
27294
27308
27315
27322
27338
27345
27352
27368
27375
27382
27398
27403
27419
2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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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29141
29157
29164
29171
29187
29194
29208
29215
29222
29238
29245
29252
29268
29275
29282
29298
29303
29319
29326
29333
29349
29363
29379
29386
29393
29407
29414
29421
29437
29451
29474
29481
29497
29502
29518
29525
29532
29548
29555
29562
29578
29585
29592
29606
29613
29629
29636
29643
29659
29666
29673
29689
29696

김연석
권대원
유기섭
황병관
김성민
김민선
변동섭
권주호
박남규
이용선
송재철
정성화
전정윤
박기도
이성우
이승기
임태영
이소영
이희선
채재용
오세경
정경아
이종우
신용준
박육현
김지연
최영심
김민수
송금석
이호림
김경덕
손병관
이상민
이화중
김상보
박정호
이상록
강철오
김태중
염길선
장주용
하태진
김창규
맹창환
지상욱
김자경
유충희
이존수
최준완
송남수
장윤석
임상욱
이태영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09
1996.02.16
1996.03.01
1996.03.06
1996.03.27
1996.04.01
1996.04.01
1996.04.15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16
1996.05.20

29701
29717
29724
29731
29747
29754
29761
29777
29784
29791
29805
29812
29828
29835
29842
29858
29865
29872
29888
29895
29909
29916
29923
29939
29946
29953
29969
29976
29983
29999
30009
30016
30023
30039
30046
30053
30069
30076
30083
30099
30104
30111
30127
30134
30141
30157
30164
30171
30187
30194
30208
30215
30222

박원배
김미정
이명구
정재형
조재오
홍만화
김병수
이해익
황호운
박희태
이진성
박승현
정환용
오재근
최형규
이영일
한정훈
권우현
김철호
김도균
김학중
박재만
박태영
윤재성
임부택
차상중
최보성
고진우
김정용
박수일
박정수
송하철
이승묵
정환태
최병화
김상은
박병탁
양희용
황재홍
권혁선
권혁진
김용훈
김은숙
김종호
박철돌
임호재
최웅석
김광표
박범락
송덕빈
정성연
정재훈
임강락

1996.06.01
1996.06.05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30238
30245
30252
30268
30275
30282
30298
30303
30319
30326
30333
30349
30356
30363
30379
30386
30393
30407
35105
30414
30421
30437
30444
30451
30474
30481
30497
30502
30518
30525
30532
30548
30555
30562
30578
30585
30592
30606
30613
30629
30636
30643
30659
30666
30673
30689
30696
30701
30717
30724
30731
30747
30754

황일선
윤성진
정성안
정성문
김명희
우정일
전영규
유래익
오인택
홍석주
이민수
최규선
황태규
김경훈
류경춘
이동훈
한국주
이진영
이진영
왕찬식
장판기
지영민
이종욱
이찬교
이창수
고영득
이해룡
김화주
허종덕
정점출
최영호
남용희
김종민
강광희
어유택
남동한
한진
박정식
고철주
장명호
이태화
서성제
김진영
강인구
김평운
염계선
여경규
이병철
정우식
신재용
김광철
김정만
배범주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1
1996.07.02
1997.05.28
1996.07.08
1996.07.16
1996.07.16
1996.07.16
1996.07.16
1996.07.16
1996.07.16
1996.07.16
1996.07.16
1996.07.22
1996.07.22
1996.07.22
1996.08.01
1996.08.01
1996.08.16
1996.09.09
1996.09.09
1996.10.07
1996.10.07
1996.10.07
1996.10.07
1996.10.07
1996.10.16
1996.10.16
1996.10.16
1996.10.16
1996.10.17
1996.10.21
1996.10.21
1996.10.22
1996.10.23
1996.10.28
1996.10.28
1996.11.01

30761
30777
30784
30791
30805
30812
30828
30835
30842
30858
30865
30872
30888
30895
30909
30916
30923
30939
30946
30953
30969
30976
30983
30999
31002
31018
31025
31032
31048
31055
31062
31078
31085
31092
31106
31113
31129
31136
31143
31159
31166
31173
31189
31196
31201
31217
31224
31231
31247
31254
31261
31277
31284

서태열
이기종
이원희
정인수
조희구
박민수
김충석
한석진
송은상
이선규
권오상
윤진석
방대영
김태전
우영철
강경철
강병헌
강인선
고득윤
고용상
구준모
권종수
김민
김성
김교상
김기석
김길곤
김도연
김도현
김동섭
김동수
김명환
김민규
김범식
김봉기
김석남
김석범
김선기
김선철
김성래
김성수
김성학
김신환
김연승
김영백
김영보
김영종
김영진
김용일
김은기
김인식
김일곤
김정규

1996.11.01
1996.11.01
1996.11.01
1996.11.01
1996.11.01
1996.11.01
1996.11.01
1996.11.01
1996.11.18
1996.11.18
1996.11.18
1996.12.06
1996.12.11
1996.12.11
1988.02.01
1975.01.01
1987.05.01
1988.06.16
1990.07.16
1991.01.16
1983.04.01
1992.02.16
1990.02.01
1987.01.01
1985.09.01
1991.01.16
1991.02.16
1986.02.16
1991.01.16
1987.02.01
1985.03.16
1985.05.16
1992.12.16
1979.02.01
1986.03.03
1990.09.01
1990.11.16
1987.01.01
1990.06.01
1991.01.16
1990.07.16
1987.05.01
1994.09.01
1987.06.16
1990.07.16
1990.09.13
1986.05.16
1985.03.01
1992.12.16
1986.03.16
1990.08.16
1978.01.16
19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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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김정만
김정식
김정훈
김종민
김종민
김지현
김창호
김철우
김태한
김태형
김현민
김형헌
김흥준
나복균
나영환
남궁인
남상구
남승덕
노태선
문갑석
문권기
문복자
문장식
민경성
민형식
박건우
박기석
박덕진
박명규
박병해
박병호
박상필
박석정
박석준
박성찬
박성호
박성훈
박순희
박정식
박종섭
박준수
박준원
박찬억
박태근
박태철
박현우
박후신
박희석
배재현
배정원
배창준
백세진
백승수

1990.02.01
1994.04.01
1991.01.16
1990.07.16
1990.02.01
1990.07.16
1995.06.01
1985.09.01
1992.12.16
1992.12.16
1987.01.01
1986.02.16
1986.02.16
1985.04.01
1987.10.16
1990.06.01
1990.07.16
1989.09.04
1986.02.16
1973.06.01
1990.07.16
1990.02.01
1987.05.01
1986.02.16
1990.07.16
1990.07.16
1987.02.01
1992.02.16
1992.12.16
1978.02.01
1991.01.16
1987.01.01
1995.04.01
1983.07.01
1986.02.16
1978.01.16
1991.01.16
1987.01.01
1991.02.16
1990.04.01
1983.04.01
1990.07.16
1991.09.01
1990.11.16
1990.07.16
1987.01.01
1995.06.01
1989.03.01
1987.05.01
1979.08.01
1988.06.13
1990.08.16
1992.02.16

31821
31837
31844
31851
31867
31874
31881
31897
31902
31918
31925
31932
31948
31955
31962
31978
31985
31992
32004
32011
32027
32034
32041
32057
32064
32071
32087
32094
32108
32115
32122
32138
32145
32152
32168
32175
32182
32198
32203
32219
32226
32233
32249
32256
32263
32279
32286
32293
32307
32314
32321
32337
32344

백승현
백종만
백주석
백주현
서길수
서성택
서영남
서종태
서호택
설영실
성강식
성기광
손갑헌
손광영
손기창
손석훈
손세도
손용수
손종주
송증효
송희갑
신길동
신지태
신태명
신현국
안병완
안장선
안종환
안준기
안진근
양준석
엄세윤
엄영삼
오광석
오율성
오종필
오혁성
온명룡
유완
윤기석
윤상철
윤석정
윤재희
이경호
이규천
이기원
이남영
이대희
이득수
이명훈
이문욱
이병주
이병진

1988.07.01
1986.02.16
1988.03.01
1984.09.01
1990.07.16
1990.07.16
1987.05.01
1988.05.16
1987.01.01
1992.03.01
1986.02.16
1990.02.01
1975.01.01
1990.12.01
1990.07.16
1995.06.01
1986.03.01
1987.01.01
1987.05.01
1986.02.16
1978.01.16
1990.02.01
1991.11.01
1984.07.16
1974.01.07
1981.08.01
1989.06.16
1979.08.05
1986.02.16
1990.02.01
1987.01.01
1992.12.16
1987.01.01
1987.01.01
1988.04.16
1985.10.02
1990.02.01
1990.11.16
1987.01.01
1987.01.01
1990.02.01
1986.02.16
1987.01.01
1991.02.01
1986.02.16
1992.01.16
1990.03.01
1990.09.16
1990.04.16
1989.08.07
1990.07.16
1991.01.16
1986.02.16

32351
32367
32374
32381
32397
32402
32418
32425
32432
32448
32455
32462
32478
32485
32492
32506
32513
32529
32536
32543
32559
32566
32573
32589
32596
32601
32617
32624
32631
32647
32654
32661
32677
32684
32691
32705
32712
32728
32735
32742
32758
32765
32772
32788
32795
32809
32816
32823
32839
32846
32853
32869
32876

이병채
이상근
이상복
이상섭
이상섭
이상순
이상용
이성희
이세용
이소림
이송규
이숙희
이식림
이영렬
이요한
이우성
이원국
이윤희
이정양
이정윤
이정표
이주한
이주환
이중섭
이철신
이태우
이태윤
이판권
이희남
임덕재
임종균
임형순
장두수
장병일
장상균
장영우
장우현
장익호
장효진
장훈선
전성환
전장환
전종선
정대원
정덕묵
정상호
정석환
정성훈
정승하
정시채
정영우
정원상
정장규

1991.01.16
1972.12.25
1987.10.01
1987.08.01
1992.02.16
1992.10.01
1976.01.05
1990.07.16
1991.01.16
1992.02.16
1992.03.01
1987.01.01
1990.07.16
1991.01.16
1990.07.16
1986.04.16
1991.01.16
1991.08.01
1990.07.16
1991.01.16
1992.03.01
1990.02.01
1992.03.01
1991.01.16
1991.01.16
1991.02.16
1990.07.16
1986.05.16
1985.03.16
1986.02.16
1977.12.05
1987.05.01
1983.01.01
1992.03.01
1989.06.16
1987.06.16
1986.03.01
1991.01.16
1977.04.18
1986.09.23
1990.07.16
1992.12.16
1990.09.01
1990.07.16
1987.08.01
1986.02.16
1991.01.16
1974.01.05
1983.01.01
1989.06.16
1987.05.01
1992.12.16
1990.11.16

32883
32899
32904
32911
32927
32934
32941
32957
32964
32971
32987
32994
33006
33013
33029
33036
33043
33059
33066
33073
33089
33096
33101
33117
33124
33131
33147
33154
33161
33177
33184
33191
33205
33212
33228
33235
36838
33242
33258
33265
33272
33288
33295
33309
33316
33323
33339
33346
33353
33369
33376
33383
33399

정재천
정종식
정호창
정희종
조광희
조덕상
조연호
조종연
조주현
조천휘
조충희
주경인
지성현
지용관
진승령
진영권
진춘언
최근호
최남일
최병노
최석남
최윤재
최재운
최종호
최찬덕
최철진
최택상
최해윤
최현호
하영준
하태형
한승
한규성
한기남
한기수
한기인
한기인
한상구
한상인
한상준
한재복
한정현
한홍록
한희환
허진
허재영
홍경식
홍언영
황정기
황종근
황해룡
김명규
남지화

1990.07.16
1983.01.01
1993.03.01
1995.07.16
1986.11.01
1990.02.01
1987.10.16
1988.04.16
1991.01.16
1986.03.03
1992.12.16
1992.02.16
1994.03.01
1990.02.01
1989.11.16
1989.06.16
1987.05.01
1988.09.01
1987.02.16
1992.03.01
1990.07.16
1992.12.16
1992.12.16
1982.02.22
1987.05.01
1987.03.01
1987.09.01
1987.09.01
1991.01.16
1976.11.01
1991.01.16
1986.02.16
1986.03.01
1991.01.16
1991.06.16
1977.12.15
2004.06.30
1991.02.16
1987.01.01
1978.01.16
1980.07.21
1991.06.01
1987.05.01
1986.02.16
1992.04.16
1991.01.16
1990.07.16
1987.05.01
1986.09.01
1986.02.16
1988.01.01
1985.07.29
1983.01.01

APPENDIX

사번
31291
31305
31312
31328
31335
31342
31358
31365
31372
31388
31395
31409
31416
31423
31439
31446
31453
31469
31476
31483
31499
31504
31511
31527
31534
31541
31557
31564
31571
31587
31594
31608
31615
31622
31638
31645
31652
31668
31675
31682
31698
31703
31719
31726
31733
31749
31756
31763
31779
31786
31793
31807
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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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33404
33411
33427
33434
33441
33457
33464
33471
33487
33494
33508
33515
33522
33538
33545
33552
33568
33575
33582
33598
33603
33619
33626
33633
33649
33656
33663
33679
33686
33693
33707
33714
33721
33737
33744
33751
33767
33774
33781
33797
33802
33818
33825
33832
33848
33855
33862
33878
33885
33892
33906
33913
33929

이재원
이영철
인도영
유희남
전재혁
박미옥
김화분
유선
김영효
김진미
심규운
김은주
황현희
권정애
유경희
박숙자
임정현
공미선
노영주
김동희
배영신
이정이
서경희
염영희
최진엽
차숙현
김순규
김미경
류승현
고창균
고한준
권오선
김동희
김병문
김봉기
김성호
김세창
김숙관
김재학
김종수
김진수
김창호
김택모
김항배
문병환
배봉재
백광일
백승민
서성기
서영
서호준
송인호
신용철

1982.02.01
1982.05.14
1977.01.01
1981.08.01
1977.02.01
1990.09.06
1990.09.06
1991.06.26
1990.09.06
1991.06.26
1990.01.24
1990.04.13
1990.10.06
1989.01.01
1990.09.06
1987.09.14
1987.09.10
1989.03.16
1988.01.01
1989.07.20
1987.01.01
1984.03.24
1987.06.01
1984.12.17
1987.08.01
1981.08.18
1984.11.12
1987.01.01
1981.04.15
1986.02.16
1987.12.01
1992.12.16
1990.02.01
1987.05.01
1979.02.01
1991.01.16
1985.03.01
1990.03.01
1992.09.01
1992.02.16
1969.04.01
1991.03.01
1990.02.01
1990.09.01
1987.04.16
1990.07.16
1992.12.16
1985.03.01
1992.02.16
1990.07.16
1987.05.01
1987.08.01
1987.03.01

33936
33943
33959
33966
33973
33989
33996
34008
34015
34022
34038
34045
34052
34068
34075
34082
34098
34103
34119
34126
34133
34149
34156
34163
34179
34186
34193
34207
34214
34221
34237
34244
34251
34267
34274
34281
34297
34302
34318
34325
34332
34348
34355
34362
34378
34385
34392
34406
34413
34429
34436
34443
34459

신재활
신해곤
심우건
양재영
오승민
오양균
유성식
유영준
윤종건
이강일
이광원
이병철
이상목
이순성
이태훈
임인영
장호철
조정대
주재윤
지성구
최천홍
하재홍
한석규
허영환
홍형표
김봉순
김용묵
박철우
송안현
조기훈
김기일
김재철
민경휘
임창영
윤옥현
차진석
김동완
김유환
김인용
박순천
김용철
김현수
남일권
문종성
박성규
백승익
오명택
윤경수
이동호
정영우
조민규
김민정
김천수

1990.07.16
1992.12.16
1992.01.01
1991.09.01
1995.03.16
1986.02.16
1987.01.01
1986.02.16
1995.06.01
1980.03.01
1989.03.01
1985.03.16
1986.06.16
1992.02.16
1990.07.16
1986.03.01
1989.03.01
1992.12.16
1986.08.16
1985.10.03
1987.05.01
1992.12.16
1986.02.16
1985.08.01
1987.05.01
1978.02.01
1978.01.24
1987.01.01
1986.09.16
1979.02.01
1981.10.01
1986.09.09
1981.07.20
1987.10.06
1987.08.10
1987.01.07
1991.03.01
1992.02.16
1983.11.01
1987.01.01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34466
34473
34489
34496
34501
34517
34524
34531
34547
34554
34561
34577
34584
34591
34605
34612
34628
34635
34642
34658
34665
34672
34688
34695
34709
34716
34723
34739
34746
34753
34769
34776
34783
34799
34804
34811
34827
34834
34841
34857
34864
34871
34887
34894
34908
34915
34922
34938
34945
34952
34968
34975
34982

김철환
원지영
최영희
강성훈
권혁승
김진섭
서영달
송정국
양승삼
이기혁
조진욱
진현균
김두강
김보현
손정완
윤병선
이창재
홍사일
강동파
김용신
김우군
박기찬
박승현
송정욱
이승룡
정세중
강상열
구정서
김용건
김은영
류인철
서영하
윤진규
이창우
김태호
변동화
임준식
윤형노
탁성현
김형록
문환병
이준희
이정훈
양복연
이은주
김성현
이경아
박호수
이동훈
홍동화
조현진
최선아
권기욱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1997.01.16

34998
35001
35017
35024
35031
35047
35054
35061
35077
35084
35091
35158
35165
35172
35188
35195
35216
35246
35253
35269
35533
35621
35762
35954
36003
36033
36049
36056
36063
36079
36086
36093
36107
36114
36121
36137
36144
36151
36167
36174
36181
36197
36202
36218
36225
36232
36248
36255
36262
36278
36285
36292
36306

양원남
은종홍
김영민
최한림
이상진
조준석
장현영
채훈병
이승일
서수진
이상일
한병섭
정병렬
이승건
김동규
김종성
배진효
박상기
소병일
홍주보
박용택
김길조
정경남
김지민
박만호
강세진
구대정
구선모
구진석
권용중
김기수
김나영
김동욱
김동준
김미정
김병래
김선회
김성준
김용환
김웅수
김유진
김은선
김정헌
김진수
김현정
김현주
김혜린
나한정
나현수
박경춘
박선신
박종철
박진휘

1997.01.16
1997.01.16
1993.09.16
1985.03.16
1997.02.01
1997.03.01
1997.04.01
1997.04.28
1997.05.01
1997.05.19
1997.05.22
1997.07.28
1997.07.28
1997.08.01
1997.08.01
1997.08.01
1998.01.16
1998.06.05
1998.06.05
1998.06.05
2000.05.20
2001.03.29
2003.05.20
2003.10.04
2004.01.01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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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박하영
백승혜
변성준
서민호
서보선
소일수
송명준
송태훈
심은섭
안정훈
엄주연
오흥일
류준용
윤미연
윤상락
윤창선
이건호
이남석
이림호
이문수
이상현
이상희
이영우
이윤규
이정아
이형석
이호민
인정
장헌석
전혜선
정세민
조용재
조윤기
조정희
조중래
차영국
최대원
최지혜
최철원
허진석
황순봉
황인호
김은규
강태섭
이준엽
조성필
강명호
강봉주
강주형
고경민
고병권
김두호
김명관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3.02
2004.04.13
2004.08.16
2004.08.16
2004.08.16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37028
37035
37042
37058
37065
37072
37088
37095
37109
37116
37123
37139
37146
37153
37169
37176
37183
37199
37204
37211
37227
37234
37241
37257
37264
37271
37287
37294
37308
37315
37338
37345
37352
37368
37375
37382
37398
37403
37419
37426
37433
37449
37456
37463
37479
37486
37493
37507
37514
37521
37537
37544
37551

김명환
김민철
김성훈
김연준
김영기
김영목
김영호
김용환
김익재
김재형
김정훈
김종현
손정태
김창호
김헌우
김헌준
김호균
민서홍
박병준
박진석
박충열
박현주
백경은
서정엽
소순기
송민섭
신성현
심우형
오덕연
오명재
윤민아
윤용준
윤재화
윤준한
윤훈
이동원
이아람
이용석
이은주
이정희
이종우
이창수
이철영
이태규
이한우
이현호
정길영
정진권
정찬모
조동민
조선봉
진윤하
최미혜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37567
37574
37581
37597
37602
37618
37625
37706
37713
37729
37736
37743
37759
37766
37773
37789
37796
37801
37817
37824
37831
37847
37854
37861
37877
37884
37891
37905
37912
37928
37935
37942
37958
37965
37972
37988
38014
38118
38125
38132
38155
38162
38178
38185
38206
38229
38236
38259
38266
38273
38296
38301
38317

최상희
최은선
최찬영
한영태
홍은영
홍화선
황비웅
강영모
강정석
강정옥
고국환
고현경
권장주
김우식
김정윤
나춘수
남군우
박명수
박민기
박평원
서광희
신승환
안종성
우권수
유희청
이건석
이도현
이재구
이제욱
이주희
정태원
조성민
지연정
차수남
한국화
함상연
신창훈
고유미
권미정
김기택
김민석
김영주
김용
김유수
박선정
박종선
박찬일
백승경
서정환
서형일
손민재
오도영
오영진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5.12.29
2006.02.16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3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38324
38331
38347
38354
38361
38377
38384
38391
38405
38412
38428
38435
38442
38458
38465
38472
38488
38495
38509
38516
38523
38539
38546
38553
38569
38576
38583
38599
38604
38627
38641
38738
38745
38752
38768
38775
38782
38798
38803
38819
38826
38833
38849
38856
38863
38879
38886
38907
38914
38921
38937
38944
38951

오창균
윤세진
윤용은
이영준
이유진
이윤선
이재식
이재준
이준철
이환호
이희선
임재현
임희찬
장용주
이진영
장종철
장필우
전기설
정민신
정운상
정인철
정훈석
조민영
최광순
최현진
추희천
홍우식
황병헌
황태희
김행영
송인회
강민경
계재용
권국희
김광중
김규완
김기재
김동규
김동현
김상응
김상학
김아람
김용식
김종호
김태환
김환식
남기행
문상연
문홍일
박진호
배광진
변정아
신현우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7.01.0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6.12.21
2007.03.30
2007.06.17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8.01.01
2007.12.26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APPENDIX

사번
36313
36329
36336
36343
36359
36366
36373
36389
36396
36401
36417
36424
36431
36447
36454
36461
36477
36484
36491
36505
36512
36528
36535
36542
36558
36565
36572
36588
36595
36609
36616
36623
36639
36646
36653
36669
36676
36683
36699
36704
36711
36727
36757
36868
36875
36882
36949
36956
36963
36979
36986
36993
370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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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38967
38974
38981
38997
39009
39016
39023
39039
39046
39053
39076
39083
39099
39104
39111
39127
39141
39157
39164
39171
39187
39194
39208
39349
39379
39393
39437
39451
39689
39717
39724
39731
39747
39754
39761
39777
39784
39791
39805
39812
39828
39835
39842
39858
39865
39872
39888
39895
39909
39916
39923
39939
39946

안성문
오창균
우안식
유현재
윤방열
김태영
윤지영
이대희
이선혜
이승욱
이충현
이흥우
이희준
임성훈
장근욱
장진아
정을수
정진철
조상덕
조성문
조성호
한형기
황지영
김주완
권오철
백흥기
안승규
남승우
주선영
고민성
고봉환
곽영신
권대일
김고은
김근호
김남철
김대익
김병제
김상민
김선영
김성호
김재호
김종섭
김홍균
김회명
나형민
노재중
노지현
박문우
박성준
박승연
박주영
박창민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8.01.01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7.12.20
2008.08.06
2008.10.28
2009.01.01
2009.05.25
2009.07.01
2010.05.20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39953
39969
39976
39983
39999
40009
40016
40023
40039
40046
40053
40069
40076
40083
40099
40104
40111
40127
40134
40141
40157
40164
40171
40187
40194
40208
40215
40222
40238
40245
40252
40268
40275
40282
40298
40303
40319
40326
40333
40349
40356
40363
40379
40386
40393
40407
40421
40437
40444
40451
40467
40474
40481

박호석
배준걸
설윤주
양준석
오대윤
오성은
유동현
류성현
이민규
이병화
이상철
이성배
이성현
이인엽
이정호
장규성
장용석
전지한
전진한
정선경
정재현
정효
조경민
조원호
조진호
최리훈
최선욱
최은규
최은봉
최진원
조진만
정달우
심희진
노재성
신일섭
양현정
강은진
강인철
강진철
고민형
곽기주
김동진
김민희
김병국
김보훈
김상인
김성환
김수현
김시원
김재열
김정수
김정진
김지석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1
2010.07.07
2010.07.19
2010.07.19
2010.07.26
2010.07.26
2010.07.26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40497
40502
40518
40525
40532
40548
40555
40562

김지우
김현두
김현미
김현수
김현우
김희태
나창환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남궁연재
노영석
문예슬
문철진
박근영
박기문
박동연
박선응
박순기
박정규
박종민
박지황
박현성
배태현
서연희
석윤정
손민정
송성종
송현우
신무갑
신상우
안드레
양경기
양창석
오가연
용정권
유기혁
유현태
유형근
윤석현
이동원
이병희
이연태
이의석
이정형
이종민
이종범
이주영
이찬규
이창현
이학로
임혜인
장용태
장재엽
전철규
정영규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41032
41048
41055
41062
41078
41085
41092
41106
41113
41129
41143
41166
41173
41189
41196
41201
41217
41224
41231
41247
41254
41261
41277
41305
41312
41342
41358
41365
41372
41388
41395
41409
41483
41499
41504
41511
41534
41541
41557
41564
41571
41587
41594
41608
41615
41622
41638
41645
41652
41668
41675
41698
41703

정영진
조대관
최윤혁
최창희
하민지
한금호
한재경
함호식
홍경찬
홍성철
김진식
조영규
양경진
천양호
김주영
황성환
김기년
김영석
김도연
김민석
이남경
정혜린
김영국
이재호
김영글
이동수
정환모
최준호
권오진
김승범
김주섭
박민규
이영근
강민우
강성현
강성훈
김기범
김기욱
김대우
김동호
김상현
김용복
김웅배
김응서
김재승
김재학
김지민
김철우
김태진
김현철
나보영
류상원
박경원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2
2010.08.09
2010.08.09
2010.08.09
2010.08.09
2010.08.09
2010.08.09
2010.08.09
2010.08.09
2010.08.09
2010.08.09
2010.08.09
2010.08.16
2010.10.01
2010.10.01
2010.10.13
2010.10.25
2010.10.25
2010.11.01
2010.11.01
2010.11.08
2010.11.08
2010.12.01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40578
40585
40592
40606
40613
40629
40636
40643
40659
40666
40673
40689
40696
40701
40717
40724
40731
40747
40754
40761
40777
40784
40791
40805
40828
40835
40842
40858
40865
40872
40888
40895
40909
40916
40923
40939
40946
40953
40969
40976
40983
40999
41002
41018
41025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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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박성완
박재민
박정호
박종석
서문성
서정우
손동조
손현준
신동환
신민곤
신희재
안명훈
안은영
양승훈
양원준
양준하
엄재민
여태호
오두환
위대한
유민욱
유재석
윤민호
윤지현
이국진
이대준
이동진
이상규
이원석
이정성
이해인
이현지
이호상
임두남
임윤섭
장홍석
정명수
정운기
정유철
조성조
조혁수
채형수
최봉오
최용우
최우철
최정대
한송화
허건
홍문표
황인석
윤하나
이경미
서춘교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1.01.24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1.01.03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1.01.03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0.12.28
2010.12.27
2010.12.27
2010.12.28
2010.12.27
2010.12.27
2010.12.27
2011.01.03
2011.01.03
2011.01.04

42367
42513
42529
42536
42543
42559
42617
42684
42691
42705
42728
42735
42742
42758
42765
42772
42788
42795
42809
42816
42823
42839
42869
42876
42883
42899
42904
42911
42927
42934
42941
42957
42964
42971
42987
42994
43006
43013
43029
43036
43043
43066
43073
43089
43101
43117
43124
43131
43147
43154
43161
43177
43184

한수동
김종학
박다경
손인자
이미영
한호경
김장수
김경수
김병일
황인태
김봉래
김종욱
문성애
이기선
이봉희
정복래
정진석
최진태
황수연
이정
강민호
강석호
김경련
김민규
김상규
김원욱
김인복
김주영
김지현
김태영
김현칠
박성조
박이선
박현준
박홍선
송봉근
옹해성
윤주민
윤택수
이승현
이연주
이장원
이종선
이태화
이한걸
임성빈
임하성
전종찬
정수현
정윤호
정태영
조재우
조정대

2011.01.17
2011.03.01
2011.03.01
2011.03.01
2011.03.01
2011.03.01
2011.03.31
2011.05.02
2011.05.02
2011.05.02
2011.05.16
2011.05.16
2011.05.16
2011.05.16
2011.05.16
2011.05.16
2011.05.16
2011.05.16
2011.05.16
2011.05.23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2011.06.01

43205
43265
43272
43295
43309
43316
43339
43346
43353
43369
43376
43383
43545
43552
43568
43575
43582
43598
43603
43619
43626
43633
43649
43656
43663
43679
43686
43693
43707
43714
43721
43737
43744
43751
43774
43818
43825
43832
43848
43855
43862
43878
43885
43906
43913
43929
43936
43943
43959
43966
43973
43989
43996

공문수
김태원
한승룡
양기석
지한상
변정규
신정호
박미숙
이대영
최미순
구본형
국경채
한지훈
서혁기
조종연
이교민
배진형
김형기
김병조
임준호
조재홍
김묘선
김영진
김정주
신호균
오석민
오준화
이민화
이승현
임찬주
전상호
정동화
정유석
최병기
정길화
강기완
김경태
김경태
김다용
김동우
김선기
김연정
김홍겸
문재승
박기만
박상윤
박재우
박정훈
배인호
손영주
신승두
안형균
오명수

2011.06.16
2011.07.01
2011.07.01
2011.07.01
2011.07.01
2011.07.01
2011.07.01
2011.07.01
2011.07.01
2011.07.01
2011.07.01
2011.07.01
2011.11.07
2011.11.07
2011.11.07
2011.11.07
2011.11.07
2011.11.07
2011.11.07
2011.11.07
2011.11.07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16
2011.11.21
2011.11.16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12
2011.12.01
2011.12.01

44008
44015
44022
44038
44052
44075
44082
44098
44103
44119
44126
44133
44149
44179
44186
44193
44207
44302
44318
44355
44362
44378
44385
44406
44413
44429
44443
44459
44466
44473
44489
44496
44517
44531
44547
44554
44584
44591
44635
44642
44665
44672
44688
44695
44716
44739
44746
44753
44783
44799
44811
44834
44841

오민혁
오은석
유용환
윤동규
윤성욱
이승문
이윤소
이일준
이호중
임명훈
장승호
정연행
정호영
김범천
반달현
백승국
이근우
이정헌
서재필
박동민
김주희
오대근
장승현
안효철
장범식
박재형
홍성제
안윤태
손일한
임기혁
윤상철
박수종
김정현
신영미
전양수
이준우
이준학
지성호
김순호
문보라
이종일
이상호
원종상
나은철
서정구
송동훈
김정현
한송이
최재희
홍우진
김혜영
이형주
이한진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1
2011.12.05
2011.12.05
2011.12.05
2011.12.15
2011.12.01
2011.12.01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APPENDIX

사번
41719
41726
41733
41749
41756
41763
41786
41793
41807
41814
41837
41844
41851
41867
41874
41881
41897
41902
41918
41925
41932
41948
41955
41962
41978
41985
41992
42011
42027
42041
42064
42071
42094
42108
42115
42122
42145
42168
42175
42198
42203
42219
42226
42233
42249
42256
42263
42279
42286
42307
42337
42344
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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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44857
44864
44871
44887
44908
44915
44922
44938
44945
44952
44968
44982
44998
45001
45017
45024
45047
45054
45061
45084
45091
45112
45128
45135
45165
45172
45188
45195
45209
45216
45223
45239
45246
45253
45269
45327
45334
45415
45422
45438
45445
45452
45468
45563
45579
45586
45593
45607
45614
45901
46151
46167
46174

김남철
김동욱
함정훈
김은협
정경진
유승훈
서용운
윤정은
문형선
이대엽
성원경
이정교
민지아
송하나
강연희
최지훈
김혜림
이예지
노정화
이준
심은경
오정환
진혁
김준원
최진규
박창선
김민희
최완규
조영은
조재웅
백관우
황예지
남금희
김충섭
김용운
정동화
이태훈
정근동
정재호
최훈
이세재
박종근
임관영
조가연
채종훈
정재영
조동환
권윤상
유정문
김정태
김종환
설영철
최정학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1.09
2012.02.01
2012.02.01
2012.02.06
2012.02.06
2012.03.26
2012.03.28
2012.03.28
2012.03.29
2012.04.02
2012.04.02
2012.04.09
2012.04.16
2012.04.16
2012.04.23
2012.04.30
2012.05.07
2012.07.23
2012.10.29
2012.10.29
2012.10.29

46181
46202
46218
46225
46232
46248
46255
46262
46292
46306
46313
46336
46396
46401
46417
46424
46431
46447
46454
46461
46477
46484
46491
46505
46512
46528
46535
46542
46558
46565
46572
46588
46595
46609
46616
46623
46639
46646
46653
46669
46676
46683
46699
46704
46711
46727
46734
46741
46757
46764
46771
46787
46794

정원상
이원준
이상훈
김상욱
손병주
최영수
박물관
정승하
김동현
이소라
이상준
김석
강병주
곽병기
곽상원
구자일
권유빈
김남규
김대호
김동규
김병국
김보경
김선경
김선영
김성민
김소연
김소희
김수림
김수민
김연수
김영식
김영주
김용현
김인성
김종택
김종호
김주식
김주영
김준성
김지은
김진우
김춘화
김한규
김형섭
김희영
나무정
민수영
민지홍
박대근
박두리
박두수
박영효
박영훈

2012.10.29
2012.10.31
2012.11.05
2012.11.05
2012.11.05
2012.11.05
2012.11.12
2012.11.12
2012.11.15
2012.11.21
2012.11.26
2012.12.03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46808
46815
46822
46838
46845
46852
46875
46882
46903
46919
46926
46933
46949
46956
46963
46979
46986
46993
47005
47012
47028
47035
47058
47065
47072
47088
47095
47109
47116
47123
47139
47146
47153
47169
47176
47183
47199
47204
47211
47227
47241
47257
47264
47271
47287
47294
47308
47315
47322
47338
47345
47352
47368

박은혜
박종규
박현수
배규영
백경민
백선혜
백종현
백지훈
송지열
심연주
양정열
예우
우동용
유종구
윤보감
윤선영
윤효섭
은동진
이경민
이기섭
이대건
이동민
이성연
이신우
이영롱
이웅
이원웅
이정하
이종범
이준혁
이철웅
이태경
이한호
이현수
임근수
임수민
임일균
임정진
임지원
장재현
전찬석
전형원
전혜지
정대웅
정민재
정상철
조동현
조두현
조성은
조승민
조원균
조은님
지민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47375
47382
47398
47403
47419
47426
47433
47456
47463
47479
47486
47493
47507
47514
47995
48347
48361
48377
48384
48391
48405
48412
48428
48435
48442
48458
48465
48472
48488
48495
48509
48516
48523
48539
48546
48553
48569
48576
48583
48599
48604
48611
48627
48634
48641
48657
48664
48671
48687
48694
48708
48715
48722

최민국
최봉근
최예찬
최윤범
최정민
최혁순
한덕성
한영수
홍유림
조무현
강홍구
노민형
김상삼
박병종
윤응환
배이현
강민구
강성민
강정현
강종우
강현지
고영록
고재승
구희영
기정방
김경완
김금봉
김대원
김동근
김미송
김병재
김소연
김연수
김영수
김영훈
김은수
김응두
김재원
김재현
김정규
김종현
김종현
김지홍
김지훈
김철수
김태헌
김효원
김효진
남기주
노지현
문성빈
박동하
박민우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1.07
2013.04.15
2014.01.01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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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사번

성명

입사일

박상률
박성우
박인지
박정철
박창우
박현철
박홍주
배건영
백일홍
백정현
서윤지
손영신
손정완
송금미
송기창
신영준
신재섭
신혜정
심경호
안수현
안희상
예창우
오준호
오태경
우상현
유정재
윤병선
윤여혁
윤이나
윤창규
이민석
이상록
이선기
이성진
이승은
이용재
이유정
이의준
이재연
이재원
이전용
이주현
이진영
이창규
이현미
이훈영
임혜진
장양국
장희정
전민재
정문경
정석준
정성기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49268
49275
49282
49298
49303
49319
49326
49333
49349
49356
49363
49379
49386
49393
49407
49414
49421
49437
49444
49451
49585
49666
49673
49689
49696
49717
49791
49939
49946
49953
49969
49976
49983
49999
50009
50016
50023
50039
50046
50053
50069
50076
50083
50099
50104
50111
50127
50134
50141
50157
50164
50171
50187

정장현
정찬윤
정한주
정현채
조동건
주영환
지윤성
차민혁
차주환
채희홍
천다혜
천성현
최누리
최민석
최현
한형국
허영수
홍성민
황병천
황성훈
신문철
조용래
손동빈
김용준
하욱현
이경석
김순견
강민수
강수지
강유림
강희준
고상열
권치영
김기열
김도경
김상진
김세준
김영우
김영환
김우주
김원석
김일섭
김일환
김창환
김태규
김학민
김현기
노용우
류동원
류문영
박만석
박상준
박수정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1.22
2014.04.11
2014.06.10
2014.06.10
2014.06.18
2014.06.18
2014.07.07
2014.09.23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50194
50208
50215
50222
50238
50245
50252
50268
50275
50282
50298
50303
50319
50326
50333
50349
50356
50363
50379
50386
50393
50407
50414
50421
50437
50444
50451
50467
50474
50481
50497
50502
50518
50525
50532
50548
50555
50562
50578
50585
50592
50606
50613
50629
50636
50643
50659
50666
50673
50777
50784
50791
50805

박용호
박정실
박종선
박지훈
박한선
서현일
설연진
손진식
송수민
송훈영
신수연
신지훈
신희상
안길상
엄소희
연지웅
오신영
오훈구
윤성문
은형석
이가경
이민재
이병화
이상현
이용현
이용희
이원호
이종원
이준호
이찬희
이채원
이형남
장민현
장재륜
전남율
정영수
정진
조민수
조은주
진강민
최상훈
최재규
최진원
한별
한상필
한정아
허준
홍상의
홍지현
공민경
신현숙
심오성
임다현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4.24
2015.06.03
2015.06.08
2015.06.10
2015.06.12

50812
50842
50858
50865
50888
50895

강태욱
권배혁
나두완
이승하
홍운성
이지훈

2015.06.15
2015.06.22
2015.06.24
2015.07.29
2015.08.03
2015.08.10

APPENDIX

사번
48738
48745
48752
48768
48775
48782
48798
48803
48819
48826
48833
48849
48856
48863
48879
48886
48893
48907
48914
48921
48937
48944
48951
48967
48974
48981
48997
49009
49016
49023
49039
49046
49053
49069
49076
49083
49099
49104
49111
49127
49134
49141
49157
49164
49171
49187
49194
49208
49215
49222
49238
49245
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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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천

1977.03.15

1977.08.22

1978.11.01

1980.04.23

1980.07.01

1980.07.14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업무담당부사장

업무담당부사장

업무담당부사장

업무담당상무

업무담당상무

행정실
사업개발부

총무부
사업개발부

총무부
개발기획부

총무부
개발기획부

총무부
개발기획부

기술담당부사장

기술담당부사장

기술담당부사장

기술담당부사장

기술담당부사장

기술담당부사장

기계배관부
핵공학부
전기전자부
계측제어부
품질관리부
토목구조부

종합설계부
기계배관부
핵공학부
계측제어부
전기전자부
토목구조부

종합설계부
기계부
핵공학부
계측제어부
전기부
토목부
건축부

종합설계부
기계부
핵공학부
계측제어부
전기부
토목부
건축부

종합설계부
기계부
핵공학부
계측제어부
전기부
토목부
건축부

종합설계부
기계부
핵공학부
계측제어부
전기부
토목부
건축부

사업개발담당부사장

프로젝트담당부사장

프로젝트담당부사장

프로젝트담당부사장

프로젝트담당부사장

프로젝트담당부사장

사업개발부장

프로젝트부

프로젝트부

프로젝트부

프로젝트부

프로젝트부

행정실

감사

648

649

1982.01.01

1982.08.23

1982.11.11

1983.03.18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업무담당상무

업무담당부사장

업무담당부사장

관리본부

관리본부

관리본부

총무부
개발기획부

총무부
개발기획부

총무부
개발기획부

시스템개발실
기획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시스템개발실
기획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시스템개발실
기획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본부

개발본부

개발본부

개발본부

인력개발실
기술개발실

인력개발실
기술개발실

사업개발부
국제협력실

사업개발부
국제협력실

사업개발부
국제협력실

기술담당부사장

기술담당부사장

기술담당부사장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종합설계부
기계부
핵공학부
전기부
토목부
건축부

종합설계부
기계부
핵공학부
전기부
토목부
건축부

종합설계부
기계부
핵공학부
전기부
토목부
건축부

기술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품질관리부

기술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품질관리부

기술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품질관리부
환경기술부

선진전력기술
연구개발센터

선진전력기술
연구개발센터

프로젝트담당부사장

프로젝트담당부사장

사업담당부사장

사업본부

사업본부

사업본부

프로젝트부

프로젝트부

사업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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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한국전력기술 40년사

198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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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천

1983.09.02

1984.01.20

1984.03.16

1984.08.06

1984.11.07

1985.01.18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임원실
품질보증부

임원실
품질보증부

임원실
품질보증부

임원실
품질보증부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수석부사장

수석부사장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관리본부

관리본부

관리본부

관리본부

관리본부

관리본부

시스템개발실
기획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기획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안전관리실
기획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개발본부

개발본부

개발본부

개발본부

개발본부

개발본부

사업개발부
국제협력실

사업개발부
계약관리부

사업개발부
계약관리부

사업개발부
계약관리부

홍보출판실
사업개발부
계약관리부

홍보출판실
국내사업개발부
해외사업개발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환경기술부

기술관리실
시스템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환경기술부

기술관리실
시스템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환경기술부

기술관리실
시스템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환경기술부

기술관리실
시스템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환경기술부

기술관리실
시스템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환경기술부

선진전력기술
연구개발센터

선진전력기술
연구개발센터

선진전력기술
연구개발센터

선진전력기술
연구개발센터

선진전력기술
연구개발센터

선진전력기술
연구개발센터

연구부

연구부서

연구부서

연구부서

연구본부

연구본부

연구관리실
연구부서

연구관리실
연구부서

사업본부

사업본부

사업본부

사업본부

사업본부

사업본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운전사업본부

운전사업본부

운전사업본부

운전사업본부

운전사업본부

운전사업본부

사업부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651

1987.03.02

1988.03.01

1989.01.09

1989.02.10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임원실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국내사업개발부
해외사업개발부
(해외사무소)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국내사업개발부
해외사업개발부
(해외사무소)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국내사업개발부
해외사업개발부
(해외사무소)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국내사업개발부
해외사업개발부
(해외사무소)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노무부
국내사업개발부
해외사업개발부
(해외사무소)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관리실
시스템개발실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기술부
건축기술부
환경기술부

기술개발총괄실
전자계산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구조부
건축·환경부

기술개발총괄실
전자계산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구조부
건축·환경부

기술개발총괄실
전자계산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구조부
건축·환경부

기술개발총괄실
전자계산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구조부
건축·환경부

사업본부

원자력사업본부

원자력사업본부

원자력사업본부

원자력사업본부

원자력사업본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전사업1부
원전사업2부
성능개선사업1부
대덕지역사업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신규원자력사업처
성능개선사업1부
대덕지역사업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신규원자력사업처
사업기술실
사업부서
사업지원실
설계사업지원부
사업주지원부
성능개선사업1부
대덕지역사업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처
신규원자력사업부
성능개선사업1부
대덕지역사업부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처
신규원자력사업부
성능개선사업1부
대덕지역사업부

수화력사업본부

수화력사업본부

수화력사업본부

수화력사업본부

수화력사업본부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수력송배전사업부
성능개선사업2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수력송배전사업부
성능개선사업2부

개발본부
홍보출판실
국내사업개발부
해외사업개발부

기술개발총괄실
전자계산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구조부
건축·환경부

선진전력기술
연구개발센터
연구본부
연구관리실
연구부서

운전사업본부
사업부서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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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천

1989.03.22

1989.08.25

1990.01.29

1990.01.30

1990.02.10

1990.02.26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품질보증부

사업심사부
품질보증부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홍보실
안전관리실

품질보증부
홍보실
안전관리실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안전관리실
기획조사부
총무부
노무부
국내사업개발부
해외사업개발부
(해외사무소)

홍보실
안전관리부
기획조사부
총무부
노무부
국내사업개발부
해외사업개발부
(해외사무소)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총괄실
전자계산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구조부
건축·환경부

기술개발총괄부
전자계산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부
토목구조부
건축·환경부

기술총괄부
기술개발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기술총괄부
기술개발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전자계산부

기술총괄부
기술개발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전자계산부

기술총괄부
기술개발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전자계산부

원자력사업본부

원자력사업본부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처
신규원자력사업부
성능개선사업부
대덕지역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원가공정부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처
신규원자력사업부
성능개선사업부
대덕지역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처
신규원자력사업부
성능개선사업부
대덕지역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부
신규원자력사업부
성능개선사업부
대덕지역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부
신규원자력사업부
성능개선사업부
대덕지역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부
신규원자력사업부
성능개선사업부
대덕지역사업부

수화력사업본부

수화력사업본부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수력송배전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수력송배전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수력송배전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수력송배전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수력송배전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수화력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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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02

1991.04.12

1991.04.23

1992.09.07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품질보증부
홍보실
안전관리실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품질보증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본부

기술개발본부

기술총괄부
기술개발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전자계산부

기술총괄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전자계산부

기술총괄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전자계산부
핵공학기술부
사업부서

기술총괄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전자계산부
핵공학기술부
사업부서

기술총괄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전자계산부
핵공학기술부
사업부서
발전운영사업부
신원전기술사업부
기술표준화사업부

기술총괄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건설기술부
전자계산부
핵공학기술부
사업부서
발전운영사업부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기계·계통연구부
전기·계측연구부
토건·구조연구부

기계·계통연구부
전기·계측연구부
토건·구조연구부

기계·계통연구부
전기·계측연구부
토건·구조연구부

기계·계통연구부
전기·계측연구부
토건·구조연구부

기계·계통연구부
전기·계측연구부
토건·구조연구부
기술기준표준화사업부
신원전기술개발사업부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월성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부
신규원자력사업부
원전운영사업부
핵연료주기사업부
울진원자력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핵공학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월성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부
신규원자력사업부
원전운영사업부
핵연료주기사업부
울진원자력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월성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부
신규원자력사업부
원전운영사업부
핵연료주기사업부
울진원자력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월성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부
신규원자력사업부
원전운영사업부
핵연료주기사업부
울진원자력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월성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부
울진원자력사업부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월성원자력사업부
영광원자력사업부
울진원자력사업부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수화력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수화력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수화력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화력사업4부
복합화력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화력사업4부
복합화력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화력사업1부
화력사업2부
화력사업3부
화력사업4부
복합화력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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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천

1993.03.01

1994.01.01

1997.01.01

1997.05.28

1997.06.01

1997.10.17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품질보증처

품질보증처

품질보증처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품질보증부

품질보증처
사업개발처
홍보실
안전관리실

품질보증처
사업개발처

사업개발처
건설사업처

사업개발처
건설사업처
홍보실

사업개발처
건설사업처
사업부서
홍보실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조정부
총무부
경리부
노무부
사업개발부

기획조정처
행정관리처
노무처
경리처

기획조정처
행정관리처
노무처
경리처

기획조정처
행정관리처
노무처
경리처

기획조정처
행정관리처
노무처
경리처
안전관리실

기획조정처
행정관리처
노무처
경리처
안전관리실

기술개발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본부

기술총괄부
환경기술부
공정관리부
전자계산부
핵공학기술부
발전운영기술부
사업부서

기술관리처
기계기술처
배관기술처
원자력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토목구조기술처
건축기술처
품질기술처
환경기술처
발전운영기술처
공정관리처
설계전산처

기술관리처
기계기술처
배관기술처
원자력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토목구조기술처
건축기술처
품질기술처
환경기술처
발전운영기술처
공정관리처
설계전산처

기술기획처
기계기술처
배관기술처
원자력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토목구조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처
공정관리처
정보통신처

기술기획처
기계기술처
배관기술처
원자력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토목구조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처
공정관리처
정보통신처

기술기획처
기계기술처
배관기술처
원자력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토목구조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처
공정관리처
정보통신처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기계·계통연구부
전기·계측연구부
토건·구조연구부
사업부서

연구기획처
사업부서

연구기획처
사업부서

연구기획처
사업부서

연구기획처
사업부서

연구기획처
재료기술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관리부
품질기술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기술부
계측제어기술부
토목구조기술부
건축기술부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단

수화력사업관리부
기계기술부
배관기술부
전기계측기술부
토건기술부
사업부서
건설사업부

수화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수화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수화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수화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수화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관리처

관리처

관리처

관리처

원자로사업부단장

원자로사업부단장

원자로사업부단장

원자로사업부단장

사업처

사업처

영광원자로사업처
울진원자로사업처
월성원자로사업처
원자로사업개발처

영광원자로사업처
울진원자로사업처
월성원자로사업처
원자로사업개발처

원자로설계부단장

원자로설계부단장

원자로설계부단장

원자로설계부단장

설계처

설계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원전운전공학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원전운전공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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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8

1999.02.23

1999.06.14

2000.04.10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품질보증처

품질보증처
홍보실

품질보증처
홍보실

품질보증처
홍보실

품질보증처
홍보실

품질보증처
홍보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기획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기획조정처
행정관리처
노무처
경리처
비상계획실

기획조정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기획조정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기획조정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기획조정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기획조정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노사협력실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연구기획처
재료기술실
사업부서

부소장
기술기획처
정보통신처
종합사업기술처
재료기술처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부소장
기술기획처
정보통신처
종합사업기술처
재료기술처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부소장
기술기획처
정보통신처
종합사업기술처
재료기술처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부소장
기술기획처
정보통신처
종합사업기술처
재료기술처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부소장
기술기획처
정보통신처
종합사업기술처
재료기술처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지원처
기계계통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플랜트설계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기술지원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지원처
기계계통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플랜트설계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기술지원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지원처
기계계통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배관설계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기술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지원처
원자력기계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배관설계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기술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지원처
원자력기계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배관설계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기술처
사업부서

수화력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수화력사업관리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지원처
기술관리처
플랜트사업개발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지원처
기술관리처
플랜트사업개발처
수화력사업처
사업부서
플랜트건설사업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지원처
기술관리처
플랜트사업개발처
수화력사업처
사업부서
플랜트건설사업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지원처
기술관리처
플랜트사업개발처
수화력사업처
사업부서
플랜트건설사업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지원처
기술관리처
플랜트사업개발처
수화력사업처
사업부서
플랜트건설사업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관리처

원자로설계지원처
기술관리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지원처
기술관리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지원처
기술관리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지원처
기술관리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지원처
기술관리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부사장
사업개발처
건설사업처
사업부서
홍보실

기술본부
기술기획처
기계기술처
배관기술처
원자력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토목구조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처
공정관리처
정보통신처

원자로사업부단장
영광원자로사업처
울진원자로사업처
월성원자로사업처
원자로사업개발처

원자로설계부단장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원전운전공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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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천

2000.06.12

2001.01.01

2001.08.20

2002.02.18

2002.04.19

2002.06.07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품질보증처

품질보증처

품질보증처

품질보증처

품질보증처

품질보증처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기획조정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노사협력실

기획조정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노사협력실

기획조정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노사협력실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노사협력실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정보화추진처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부소장
기술기획처
정보통신처
종합사업기술처
재료기술처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기획처
정보통신처
종합사업기술처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관리처
정보통신처
종합사업기술처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실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관리처
정보통신처
종합사업기술처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실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관리처
정보통신처
기술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관리처
기술부서
연구사업부서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지원처
원자력기계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배관설계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기술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원자력기계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배관설계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지원처
기술관리처
플랜트사업개발처
수화력사업처
사업부서
플랜트건설사업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기계배관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건설사업관리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건설사업관리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지원처
기술관리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기술·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기술·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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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1

2004.07.08

2005.03.08

2005.06.21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품질보증처
홍보실

품질보증처
홍보실

품질보증처
홍보실

품질보증처
홍보실

품질보증처
홍보실

품질보증처
홍보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감사
감사실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정보화추진처
노사협력실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정보화추진처
노사협력실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노사협력실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노사협력실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경영혁신실
노사협력실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경영혁신실
노사협력실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기술관리처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실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관리처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실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관리처
정보화추진처
사업관리기술처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실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관리처
정보화추진처
사업관리기술처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실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관리처
정보화추진처
사업관리기술처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실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기술관리처
정보화추진처
사업관리기술처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실
사업부서
연구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개발처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원자력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원자력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원자력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단

플랜트사업개발처
건설사업관리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건설사업관리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건설사업관리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건설사업관리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건설사업관리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건설사업관리처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원자로사업관리실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원자로사업관리실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처
원자로사업관리실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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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천

2005.08.17

2007.11.01

2008.11.14

2009.01.01

2009.08.20

2011.01.01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사장

홍보실
품질보증처
감사
감사실

경영전략실
품질보증처
감사
감사실

경영전략실
품질보증처
감사
감사실

품질보증처
감사
감사실

품질보증처
감사
감사실

품질안전환경처
감사
감사실

경영지원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

기획마케팅본부

기획마케팅본부

기획마케팅본부

기획처
행정지원처
재무관리처
경영혁신실
노사협력실
사옥이전계획실

경영기획처
HR처
행정재무처
창조경영실
계약실
사옥이전계획실

경영기획처
HR처
행정재무처
창조경영실
계약실
사옥이전계획실
경영선진화추진실

경영기획처
행정재무처
기술기획처
마케팅처
정보전산실
노사협력실
계약실
경영선진화추진실

경영기획처
행정재무처
기술기획처
마케팅처
정보전산실
노사협력실
외주구매실
경영선진화추진실

경영기획처
행정지원처
기술전략처
마케팅처
인력자원실
정보전략실
외주구매실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기술본부

기술본부

원자력본부

원자력본부

원자력본부

기술관리처
정보화추진처
사업관리기술처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관리실
사업부서
연구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기술관리처
정보화추진처
사업관리기술처
전력기술연구소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처
기술개발부서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연구사업개발부서

기술관리처
정보화추진처
사업관리기술처
전력기술연구소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전기기술처
계측제어기술처
배관기술처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환경기술처
기술개발부서
연구부서
연구사업부서
연구사업개발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해외사업개발실
전력기술연구소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배관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관리기술처
사업부서
연구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해외사업개발실
전력기술연구소
원자력기술처
기계기술처
배관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사업관리기술처
설계전산화추진실
사업부서
연구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전력기술연구소
원자력기술그룹
기계기술그룹
배관기술그룹
전기기술그룹
계측제어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사업관리기술그룹
설계정보기술그룹
사업부서
연구부서

원자력사업단

원자력사업본부

원자력사업본부

플랜트본부

플랜트본부

플랜트본부

원자력사업개발처
원자력사업관리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원자력사업관리실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원자력사업개발처
원자력사업관리실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기계배관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환경기술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기계배관기술처
전기계측기술처
토목건축기술처
환경기술처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EPC추진실
기계배관기술그룹
전기계측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환경기술그룹
신재생그룹
사업부서

플랜트사업단

원자로설계사업본부

원자로설계사업본부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건설사업관리실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력사업관리실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력사업관리실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계통설계그룹
기계설계그룹
계측제어설계그룹
안전해석그룹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단

플랜트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원자로설계개발처
원자로사업관리실
유체계통설계처
기계설계처
계측제어설계처
안전해석처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사업부서
기술개발부서
사업개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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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환경처
감사
감사실

품질안전환경처
감사
감사실

품질안전환경처
감사
감사실

미래전력기술연구소
기술전략실
연구부서
품질안전환경처
홍보실
감사
감사실

미래전력기술연구소
기술전략실
연구부서
품질안전환경처
홍보실
감사
감사실

기획마케팅본부

기획마케팅본부

기획마케팅본부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처
행정지원처
기술전략처
마케팅처
인력자원실
정보전략실
외주구매실

경영기획처
행정지원처
기술전략처
마케팅처
인력자원실
정보전략실
외주구매실

미래전략처
경영지원처
기술전략처
마케팅처
인력자원실
정보전략실
외주구매실
사업지원실

기획처
경영지원처
인사처
계약실
ICT지원실
노사협력실

기획처
경영지원처
인사노무처
계약실
ICT지원실
정보보안전략실
인재개발교육원

원자력본부

원자력본부

원자력본부

원자력본부

원자력본부

원자력사업처
원자력안전설계센터
전력기술연구소
원자력기술그룹
기계기술그룹
배관기술그룹
전기기술그룹
계측제어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사업관리기술그룹
설계정보기술그룹
사업부서
연구부서

원자력사업처
원자력안전설계센터
전력기술연구소
원자력기술그룹
기계기술그룹
배관기술그룹
전기기술그룹
계측제어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사업관리기술그룹
설계정보기술그룹
사업부서
연구부서

원자력사업처
원자력안전설계센터
전력기술연구소
원자력기술그룹
기계기술그룹
배관기술그룹
전기기술그룹
계측제어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사업관리기술그룹
설계정보기술그룹
사업부서
연구부서

원자력사업처
원전기기안전센터
원자력사업관리실
원자력기술그룹
기계기술그룹
배관기술그룹
전기기술그룹
계측제어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사업관리기술그룹
특수기술그룹
사업부서

원자력사업처
원전기기안전센터
원자력사업관리실
원자력기술그룹
기계기술그룹
배관기술그룹
전기기술그룹
계측제어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사업관리기술그룹
특수기술그룹
재료기술그룹
사업부서

플랜트본부

플랜트본부

플랜트본부

플랜트본부

플랜트본부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기계배관기술그룹
전기계측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환경기술그룹
신재생그룹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기계배관기술그룹
전기계측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신재생환경기술그룹
EPC기술그룹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기계배관기술그룹
전기계측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신재생환경기술그룹
EPC기술그룹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기계배관기술그룹
전기계측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신재생환경기술그룹
EPC기술그룹
사업부서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관리실
EPCM지원실
기계배관기술그룹
전기계측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신재생환경기술그룹
EPC기술그룹
사업부서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계통설계그룹
기계설계그룹
계측제어설계그룹
안전해석그룹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계통설계그룹
기계설계그룹
계측제어설계그룹
안전해석그룹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계통설계그룹
기계설계그룹
계측제어설계그룹
안전해석그룹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사업관리실
유체계통설계그룹
기계설계그룹
계측제어설계그룹
안전해석그룹
사업부서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사업관리실
유체계통설계그룹
기계설계그룹
계측제어설계그룹
안전해석그룹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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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변천

•직급 변동 내역
시기

임원

1975.10 ~ 1978. 10

임원

1978.11 ~ 1982. 07

직원
책임급

임원

1급

1982.08 ~ 1989. 12

임원

경영간부

수석급

1990.01 ~ 1993. 12

임원

경영간부

상무급

1994.01 ~ 1997. 05

임원

경영간부

1997.06 ~ 현재

임원

비고

선임급

원급

별정직

2급

3급

4급

5급

별정직

책임급

주임급

선임급

원급

원보급

별정직

부장급

차장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별정직

수석급

주임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별정직

수석급

주임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별정직

•직종 변경 내역
시기

직종 명칭

1975.10 ~ 1981. 02

기술직

1981.03 ~ 1981. 12

기술직

1982.01 ~ 1983. 02
1983.03 ~ 1993. 12

관리직

기술직

설계직

기술직

1994.01 ~ 현재

연구직
기술직

설계직

별정직

기술관리직

관리직

별정직

기술관리직

관리직

별정직

관리직

별정직

기술관리직

연구직

사무직

별정직

•인력 구성 (2015년 6월 말 기준)
직종별 (2,328명)
기술직 1,760
연구직 188
사무직 271
기타 10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0

2,500

학력별 (2,328명)
박사 125
석사 610
학사 1,397

연구직 188
전문대졸 62
기타 134

0

500

1,000

1,500

기술면허별 (1,534명)
기술사 250
P.E, PMP 686
기사 524
기능사 25
기타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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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직급별 인력현황
정규직
책임급
선임급

연도

인원

임원

원급

1975

현원

1976

현원

1977

현원

3

8

3

5

8

10

1978

현원

3

12

3

40

42

55

기원

소계

별정직

계

수석급

주임급

2

-

1

-

-

-

-

3

-

3

2

1

2

5

9

10

5

34

2

36

6

43

11

54

11

166

20

186

1979

현원

3

15

3

57

84

106

18

286

32

318

1980

현원

3

17

3

71

98

182

21

395

48

443

1981

현원

3

19

3

88

121

274

24

532

60

592

1982

현원

5

25

41

143

157

330

24

725

81

806

1983

현원

7

31

48

180

190

363

24

843

87

930

1984

현원

7

34

61

225

257

435

24

1,043

101

1,144

1985

현원

6

38

86

257

260

388

24

1,059

102

1,161

1986

현원

6

37

92

277

276

352

24

1,064

122

1,186

1987

현원

6

44

108

299

305

299

24

1,085

157

1,242

1988

현원

6

52

142

335

329

252

23

1,139

159

1,298

1989

현원

6

56

155

355

399

409

23

1,403

149

1,552

1990

현원

7

51

150

539

348

434

23

1,552

139

1,691

1991

현원

7

59

149

571

328

498

21

1,633

139

1,772

1992

현원

8

62

153

655

293

503

21

1,695

133

1,828

1993

현원

8

65

151

680

396

344

18

1,662

112

1,774

1994

현원

8

64

157

699

425

270

17

1,640

109

1,749

1995

현원

8

78

178

661

466

341

16

1,748

98

1,846

1996

현원

9

80

197

672

512

386

13

1,869

96

1,965

1997

현원

8

125

311

897

472

378

12

2,203

118

2,321

1998

현원

5

94

274

996

409

284

9

2,071

108

2,179

1999

현원

5

77

238

958

346

164

-

1,788

77

1,865

2000

현원

5

91

275

975

333

61

-

1,740

70

1,810

2001

현원

4

84

267

1,027

297

16

-

1,695

57

1,752

2002

현원

4

83

263

1,093

235

4

-

1,682

59

1,741

2003

현원

5

99

303

1,101

153

1

-

1,662

73

1,735

2004

현원

5

102

311

1,172

60

135

-

1,785

68

1,853

2005

현원

5

100

309

1,201

19

153

-

1,787

62

1,849

2006

현원

5

99

303

1,207

20

177

-

1,811

60

1,871

2007

현원

5

96

301

1,205

31

199

-

1,837

61

1,898

2008

현원

4

84

295

1,194

94

133

-

1,804

67

1,871

2009

현원

5

77

288

1,180

118

103

-

1,771

67

1,838

2010

현원

5

68

280

1,211

182

263

-

2,009

39

2,048

2011

현원

5

81

247

1,254

245

240

-

2,072

114

2,186

2012

현원

5

79

252

1,265

222

257

-

2,080

162

2,242

2013

현원

5

67

247

1,289

200

333

-

2,141

173

2,314

2014

현원

5

79

236

1,296

240

322

-

2,178

124

2,302

2015.06

현원

5

86

245

1,299

237

352

-

2,224

104

2,328

※ 주 : 1 ) 1987~1997년 중의 ‘경영간부’는 ‘임원’에 포함
2) 1990~1993년 중의 ‘상무급’은 ‘수석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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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도 말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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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요약 재무상태표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연도
자산총계

48

18

155

부채총계

-

9

24

자본총계

48

8

130

1995

352 1,926 2,586 3,593 5,097 8,925 12,231 14,143 18,207 28,380 29,996 35,480 51,061 70,133 85,930 85,797 99,774 175,334
46 1,051
306

960 1,741 3,434 5,035 6,759 8,092 12,069 21,878 23,075 26,519 39,412 56,630 70,136 66,285 67,683 131,993

875 1,626 1,852 1,663 3,890 5,472 6,051 6,138 6,502 6,921 8,961 11,649 13,503 15,794 19,512 32,091 43,341

•요약 손익계산서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연도

287 1,432 5,174 9,930 12,905 18,252 23,281 28,588 24,322 37,813 50,792 66,319 84,038 96,477 112,265 115,002 128,821 168,421

매출액

-

53

영업이익

-

△48

△24 △368

△2

△47

△26 △379 △685 △440

당기순이익

262

•자산과 자본 변동추이

1995

△62

563 1,217
226

678 1,326 1,149

873

△63

189

187 2,801 3,075 2,442 4,850 7,323 16,899 12,041

337 1,199

658

145

378

358 2,065 2,553 1,727 2,497 4,036 13,812 11,402

921

(단위: 백만 원)

1,000,000
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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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86,784 250,835 243,467 226,479 185,816 221,748 243,231 271,451 268,082 276,307 320,104 366,016 353,145 495,779 587,799 739,893 861,882 760,504 777,612
133,819 169,964 147,377 121,004
52,965

80,871

53,761

81,774

79,384

71,711

72,084

76,095 110,890 142,937 107,899 176,123 168,201 360,264 435,913 378,454 370,482

96,090 105,475 132,055 139,974 163,847 199,740 190,998 200,212 209,214 223,079 245,247 319,656 419,597 379,629 425,969 382,050 407,131

(단위 : 백만 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11,666 294,485 277,812 201,157 215,171 231,041 257,330 281,140 263,345 272,401 330,707 308,833 347,292 442,324 580,154 663,335 785,586 755,484 841,917
12,663

28,463

26,702

14,052

37,707

44,501

46,325

46,639

11,854

4,082

11,824

16,352

20,112

96,725 170,373 136,451 153,128

33,824

66,552

10,397

29,435

17,104

14,278

29,877

33,369

35,917

35,893

10,658

6,885

11,061

17,649

27,462

82,648 141,258 116,095 134,310

34,407

54,759

•매출액 변동추이

(단위: 백만 원)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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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13
주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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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지분의 경과

소유주식수
지분율(%)
금액(원)
1975.10.01 (납입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
Burns&Roe사
25,000
50.00
25,000,000
한국원자력연구소
24,993
49.99
24,993,000
기타
7
0.01
7,000
계
50,000
100.00
50,000,000
1976.07.28 (납입자본금 5,724만 4,000원으로 증자)
Burns&Roe사
28,622
50.00
28,622,000
한국원자력연구소
28,622
50.00
28,622,000
계
57,244
100.00
57,244,000
1976.10.11 (Burns&Roe사 지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인수)
Burns&Roe사
한국원자력연구소
57,244
100.00
57,244,000
계
57,244
100.00
57,244,000
1977.04.01 (납입자본금 6,724만 4,000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67,244
100.00
67,244,000
계
67,244
100.00
67,244,000
1977.06.08 (납입자본금 1억 500만 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05,000
100.00
105,000,000
계
105,000
100.00
105,000,000
1977.07.30 (한국전력 및 11개 민간기업 출자로 납입자본금 2억 500만 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05,000
51.22
105,000,000
한국전력주식회사
8,700
4.24
8,700,000
기타
91,300
44.54
91,300,000
계
205,000
100.00
205,000,000
1978.10.20 (납입자본금 4억 1,000만 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05,000
25.61
105,000,000
한국전력주식회사
213,700
52.12
213,700,000
기타
91,300
22.27
91,300,000
계
410,000
100.00
410,000,000
1978.12.23 (납입자본금 7억 5,971만 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05,000
13.82
105,000,000
한국전력주식회사
563,410
74.16
563,410,000
기타
91,300
12.02
91,300,000
계
759,710
100.00
759,710,000
1979.04.19 (납입자본금 12억 2,971만 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05,000
8.54
105,000,000
한국전력주식회사
1,033,410
84.04
1,033,410,000
기타
91,300
7.42
91,300,000
계
1,229,710
100.00
1,229,710,000
1979.06.02 (납입자본금 15억 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05,000
7.00
105,000,000
한국전력주식회사
1,303,700
86.91
1,303,700,000
기타
91,300
6.09
91,300,000
계
1,500,000
100.00
1,500,000,000
1979.07.19 (납입자본금 18억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05,000
5.83
105,000,000
한국전력주식회사
1,603,700
89.10
1,603,700,000
기타
91,300
5.07
91,300,000
계
1,800,000
100.00
1,800,000,000
1979.08.22 (납입자본금 20억 1,371만 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05,000
5.22
105,000,000
한국전력주식회사
1,817,410
90.25
1,817,410,000
기타
91,300
4.53
91,300,000
계
2,013,710
100.00
2,013,710,000
1980.03.29 (납입자본금 32억 500만 원으로 증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05,000
3.28
105,000,000
한국전력주식회사
3,008,700
93.87
3,008,700,000
기타
91,300
2.85
91,300,000
계
3,205,000
100.00
3,205,000,000

•주요 지분율 변동 내역
1975.10.01 (납입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
▒ 한국원자력연구소
▒ Burns&Roe사
▒ 기타

50.00%

49.99%

0.01%

1976.10.11 (Burns&Roe사 지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인수)
▒ 한국원자력연구소
▒ Burns&Roe사

100.00%

0%

1977.07.30 (한국전력 및 11개 민간기업 출자로
납입자본금 2억 500만 원으로 증자)
4.24%

51.22%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주식회사
▒ 기타

44.54%

665

금액(원
105,000,000
3,075,100,000
24,900,000
3,2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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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수
지분율(%)
1982.07.02 (한국전력공사의 민간회사 지분 인수)
한국에너지연구소
105,000
3.28
한국전력공사
3,075,100
95.94
기타
24,900
0.78
계
3,205,000
100.00
1982.12.02 (한국전력공사의 민간회사 지분 인수)
한국에너지연구소
105,000
3.28
한국전력공사
3,083,400
96.20
기타
16,600
0.52
계
3,205,000
100.00
1983.12.17 (한국전력공사의 민간회사 지분 인수)
한국에너지연구소
105,000
3.28
한국전력공사
3,100,000
96.72
계
3,205,000
100.00
1984.03 (납입자본금 42억 500만 원으로 증자)
한국에너지연구소
105,000
2.50
한국전력공사
4,100,000
97.50
계
4,205,000
100.00
1984.12.31 (납입자본금 50억 9,600만 원으로 증자)
한국에너지연구소
105,000
2.06
한국전력공사
4,991,000
97.94
계
5,096,000
100.00
1987.08.31 (액면가주당 1만 원으로 변경하여 주권 재교부)
한국에너지연구소
10,500
2.06
한국전력공사
499,100
97.94
계
509,600
100.00
2002.01.26 (납입자본금 76억 4,400만 원으로 무상증자 50%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소
15,750
2.06
한국전력공사
748,650
97.94
계
764,400
100.00
2002.03.04 (주당 500원으로 액면분할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소
315,000
2.06
한국전력공사
14,973,000
97.94
계
15,288,000
100.00
2009.07.14 (주당 200원으로 액면분할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소
787,500
2.06
한국전력공사
37,432,500
97.94
계
38,220,000
100.00
2009.12.14 (한국거래소 상장 및 한전지분 20% 구주매출)
한국원자력연구소
787,500
2.06
한국전력공사
29,788,500
77.94
일반투자자
7,644,000
20.00
계
38,220,000
100.00
2011.11.29 (한전지분 3.08% 매각)
한국원자력연구소
787,500
2.06
한국전력공사
28,612,939
74.86
일반투자자
8,819,561
23.08
계
38,220,000
100.00
2013.12.13 (한전지분 4.00% 매각)
한국원자력연구소
787,500
2.06
한국전력공사
27,083,940
70.86
일반투자자
10,348,560
27.08
계
38,220,000
100.00
2014.12.16 (한전지분 4.54% 매각)
한국원자력연구소
787,500
2.06
한국전력공사
25,346,940
66.32
일반투자자
12,085,560
31.62
계
38,220,000
100.00

한국전력기술 40년사

주주명

1983.12.17 (한국전력공사의 민간회사 지분 인수)
▒ 한국에너지연구소
▒ 한국전력공사

105,000,000
3,083,400,000
16,600,000
3,205,000,000
105,000,000
3,100,000,000
3,205,000,000

3.28%

96.72%

105,000,000
4,100,000,000
4,205,000,000
105,000,000
4,990,000,000
5,096,000,000
105,000,000
4,990,000,000
5,096,000,000
157,500,000
7,486,500,000
7,644,000,000
157,500,000
7,486,500,000
7,644,000,000

2009.12.14 (한국거래소 상장 및 한전지분 20% 구주매출)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공사
▒ 일반투자자

2.06%

20.00%

77.94%

157,500,000
7,486,500,000
7,644,000,000
157,500,000
5,957,700,000
1,528,800,000
7,644,000,000
157,500,000
5,722,587,800
1,763,912,200
7,644,000,000

2014.12.16 (한전지분 4.54% 매각)
▒ 한국전력공사
▒ 한국원자력연구소
▒ 일반투자자

157,500,000
5,416,788,000
2,069,712,000
7,644,000,000
157,500,000
5,069,388,000
2,417,112,000
7,644,000,000

66.32%

31.62%

2.06%

14
착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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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준공일

사업명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1976.01.31 1977.02.14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국산화방안 연구조사

1979.06.12 1979.12.1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심사 지침에 관한 연구 및 제정

1976.06.15 1976.09.28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종합진단

1979.06.15 1979.07.14 고리원자력 1호기 주순환수 Pump 전동기 소손 대책

1976.07.06 1976.09.03 KA-5 공능기기 국산화사업을 위한 도면 복사

1979.06.15 1980.08.13 원자력부지 환경조사(고리, 월성, 계마)

1976.12.07 1977.02.13 KA-5 기기장치 국산화사업(전기계통 상세설계)

1979.07.01 1980.04.30 수문공학분야 인력지원

1976.12.31 1977.04.30 모의원자로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

1979.07.02 1979.12.28 고리원자력 2호기 현장 품질 감독 및 검사용역

1977.01.03 1977.05.13 고리원자력 1호기 해수 순환 Pump 고장 원인조사 및 대책

1979.09.05 1979.09.19 폐기물 처리공장 증축 설계용역

1977.05.02 1977.08.10 기기장치 국산화사업 냉각계통 상세설계

1979.09.14 1981.01.05 울진원자력 1·2호기 부지 환경조사

1977.05.09 1977.11.08 원전 밸브류 국산화 규격 및 기술기준 기기장치 국산화

1979.09.29 1980.05.31 화력발전소 모의장치(Simulator) 도입 설치 및 기술용역

1977.06.01 1977.09.30 Reactor Block 및 Building 설계용역

1979.10.16 1980.01.23 저유황유 저장시설 및 서울화력 설비 보완설계

1977.07.28 1977.10.16 월성원자력 3호기 예비안전성보고서 개정분 검토

1979.10.27 1980.01.04 여수화력 2호기 운전보수설명서 번역

1977.07.29 1978.07.28 고리원자력 1호기 방사선 폐기물 저장고 신축공사 설계

1979.11.02 1980.10.26 고리 5·6호기 냉각수 취배수구 구조물 및 가물막이 설계

1977.07.29 1977.12.28 고리원자력 1호기 보수절차서 작성

1979.11.02 1980.11.01 고리원자력 1호기 보수 자재관리용역

1977.07.29 1978.03.28 고리원자력 1호기 정상가동시 인근주민 피폭선량 계산

1979.11.02 1980.02.29 영광원자력 1·2호기 냉각수계통 구조물 기본계획

1977.07.29 1978.05.28 고리원자력 1호기 Quality Record 통계분석 전산화

1979.11.05 1980.04.02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안전성 및 보안 대책

1977.07.29 1977.11.28 고리 1호기 Brown Ferry 화재에 대한 NRC Group Report 비교검토

1979.11.10 1980.02.07 고리원자력 1·2호기 전식방식 기술용역

1977.07.29 1978.02.19 고리원자력 2호기 공업규격 검토

1979.11.12 1980.11.11 고리원자력 3·4호기 국산화 품목 검사용역

1977.07.29 1978.07.28 고리원자력 2호기 예비안전분석보고서

1979.12.19 1980.03.11 고리 1호기 공조설비에 대한 성능분석 및 설비개선

1977.07.29 1978.07.28 고리원자력 2호기 정상가동시 인근주민 피폭선량 계산

1980.01.04 1981.03.31 고리원자력 2호기 현장품질 감독 및 검사

1977.07.29 1978.07.28 고리원자력 2호기 LWA 설명 보충자료설명서 작성

1980.04.04 1980.05.03 한국전력 표준형(17평) 직원아파트 구조 계산설계

1977.07.29 1978.07.28 원자력 후속기 지점 단층연대 측정

1980.04.07 1980.06.25 호남화력 연료유 Daily Tank 설치 설계

1977.07.29 1978.07.28 월성 1호기 기술 수준 및 규격의 적용시점 적합성검토(1차)

1980.04.14 1980.08.11 산 세정공사 표준설계서 작성

1977.07.29 1978.07.28 월성원자력 1호기 설계 및 공사 방법 검토

1980.05.10 1980.10.09 토목구조분야 인력지원

1977.07.29 1978.04.28 품질관리교재 작성

1980.05.16 1982.01.05 고리원자력 2호기 시험 및 운전 절차서 작성

1977.07.29 1978.04.28 핵설계 변경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분석

1980.06.02 1982.08.31 서해화력 1·2호기 건설 및 시운전 감리

1977.08.24 1977.12.23 고리원자력 1호기 기사용연료 저장용량 확장공사

1980.06.09 1980.10.08 방사성 폐기물 감용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1977.10.01 1977.12.20 Q/A Surveillance/Inspection Plan 작성

1980.07.07 1981.05.06 주기기공급자 선정에 필요한 PWR 표준설계서 작성(제1부)

1977.11.18 1978.03.17 기기장치 국산화사업(Water Purification System 상세설계)

1980.07.11 1981.11.30 가로림만조력발전 타당성조사용역

1978.02.20 1978.04.06 고리원자력 2호기 액체침투 시험용역

1980.07.21 1981.06.30 고리원자력 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1978.05.06 1978.10.02 기기장치 국산화사업 구조물 및 건축 상세설계

1980.07.30 1980.11.26 원자력발전소 주변환경 방사능 감시시설 개선 및 설계

1978.05.09 1978.10.08 원자력발전소 품질보증 기준 지침 연구 및 제정 연구

1980.09.02 1981.10.02 가로림만조력발전소 부지 기상특성 조사

1978.07.04 1978.11.30 기기장치 국산화사업의 공기조화장치

1980.09.15 1981.01.12 고리원자력 1호기 가연성 가스제거계통 설치 기술용역

1978.07.10 1978.10.08 신풍제지㈜ 계장공사 감독 및 건설감리 인력지원

1980.10.10 1986.09.30 영광원자력 1·2호기 설계 및 공사 방법 검토 기술용역

1978.07.14 1978.09.09 월성 1호기 기술 기준 및 규격의 적용시점 적합성검토(2차)

1980.10.16 1980.12.31 영남화력 1호기 버너계통 개조 설계용역

1978.07.26 1978.10.08 고리원자력 1호기 밸브 교체 조사

1980.11.12 1981.12.31 원자력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공장검사 및 현장 검사용역

1978.08.01 1979.01.27 고리원자력 1호기 액체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기술용역

1980.12.30 1981.05.29 원자로 구조물 개발사업의 QA 및 설계 보완용역

1978.09.08 1978.10.01 영광원자력 1·2호기 응찰서평가 기술지원용역

1981.01.01 1981.01.31 울진원자력 1·2호기 국산화사업 인력지원용역

1978.09.16 1979.01.13 고리원자력 1호기 복수탈염장치 기본설계용역

1981.01.19 1981.09.16 유전소발전소의 연료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1978.09.18 1981.12.04 고리원자력 2호기 설계 및 공사방법 검토 기술용역

1981.02.01 1981.06.30 울진원자력 1·2호기 국산화사업 인력지원용역

1978.11.20 1978.12.29 기기장치 국산화사업의 제도직 인력지원

1981.02.12 1981.11.11 중수로 노심관리 전산프로그램(RFSP) 언어 변환기술

1978.11.20 1978.12.19 NSSS 재질부식 시험장치 기본설계용역

1981.02.25 1981.06.24 여수화력 송유관 교체공사 시공방법 조사 및 설계

1978.12.16 1979.04.14 고리원자력 1호기 밸브 교체 조사 2차용역

1981.02.28 1981.08.26 영광원자력 1·2호기 냉각수 취배수로 축조공사 설계용역

1979.02.05 1979.06.04 고리원자력 3·4호기 P.S.A.R 검토 인력지원

1981.03.16 1981.07.28 삼천포화력 종합전문교육장 설계용역

1979.02.06 1979.08.05 기계 기술직 및 제도직 인력지원

1981.04.01 1982.03.31 FY-81 고리원자력 2호기 현장품질 감독 및 검사용역

1979.02.28 1979.07.27 345㎸ 신제천변전소 설계용역

1981.04.01 1981.09.28 한강계 수력발전소 자동화 타당성 검토용역

1979.04.04 1979.07.02 영광원자력 1·2호기 부대전기설비 설계용역

1981.04.16 1981.07.14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관련 품목의 생산업 허가기준 작성

1979.04.06 1979.07.04 고리원자력 3·4호기 냉각수 취배수로 축조 설계용역

1981.05.15 1981.06.05 영문 번역원고 단가

1979.04.25 1979.06.08 영광 1·2호기 건설사무소 설계용역(냉난방 및 전기)

1981.05.15 1981.12.15 창원공장 건물 보온 및 냉난방 설비 기술용역

1979.04.25 1985.03.31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공사 방법 검토 기술용역

1981.05.20 1981.12.15 LNG 지점 세부조사용역

1979.05.10 1980.04.30 고리원자력 3·4호기 현장 설계 및 기술용역

1981.06.03 1981.11.29 섬진강수력 증설 기본설계용역

1979.06.07 1979.11.06 기기장치 국산화사업

1981.06.19 1988.09.11 울진원자력 1·2호기 설계 및 공사 방법 기술검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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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30 1984.12.29 국산 저질무연탄 활용기술 개발 연구용역

1981.08.17 1984.03.31 A.B 시설 건축물 공사 감리용역

1984.01.01 1984.12.31 원자력 국산화 기자재 공장 및 건설현장 검사용역

1981.09.03 1981.12.31 고리원자력 1호기 복수탈염설비 부대공사 3차 설계

1984.01.05 1985.01.03 금강수계 수력지점 예비조사용역

1981.09.21 1985.09.30 고리원자력 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1984.01.10 1984.07.08 영광원자력 1·2호기 F.S.A.R 중 부지부분 작성용역

1981.10.16 1982.01.23 인천화력 증기발생기 증설공사 설계용역

1984.01.18 1984.06.30 임하댐 실시 기본설계용역 중 발전 및 송전 분야 설계

1981.10.30 1986.12.31 영광원자력 1·2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1984.01.21 1984.04.04 울진원자력 1·2호기 전시관 신축 및 전시물 설치 설계용역

1981.12.01 1982.11.30 AMTAI 인력지원용역

1984.01.21 1987.03.31 영광원자력 1·2호기 현장 상주 설계지원용역

1981.12.01 1981.12.25 MAKKAH-TAIF Power Station 건설 입찰용 도서작성

1984.01.23 1986.09.30 원자력 후속기 설계용역

1981.12.01 1982.02.28 한국중공업 인력지원용역

1984.02.13 1986.01.31 중앙 집중원격 제염실 설계 및 감리용역

1982.01.01 1982.12.31 원자력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공장 검사 및 현장 검사용역

1984.02.15 1984.03.15 고리 1호기 핵연료 교환 용수 배관구조 변경공사 설계

1982.01.01 1982.12.31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 지원용역

1984.03.24 1986.11.24 인천화력 1~4 호기 가스개조 기술용역

1982.01.15 1986.07.31 여수화력 연료전환공사 세부설계

1984.04.02 1985.02.01 LNG 냉열발전 기술 연구용역

1982.01.18 1982.03.18 고리 1·2, 월성1 핵연료 취급 건물 안전대책 조사용역

1984.04.16 1984.12.11 고리원자력 3·4호기 포스터텐션 가동 중 검사절차서 작성

1982.03.30 1982.05.12 AQABA T/P Boiler Package 중 BOP Proposal 작성

1984.04.16 1984.08.13 보령화력 전시관 시청각 설비의설계·제작 및 설치용역

1982.04.01 1982.12.31 고리원자력 2호기 현장품질 감독 및 검사

1984.04.23 1984.09.19 고리 1호기 격납용기 격리밸브 누설률 시험설비 보강

1982.04.29 1982.06.27 영월화력 Vent Filter 설비개조 방안 및 설계용역

1984.05.02 1984.06.15 LNG 인수기지 건설공사 공정검토용역

1982.05.10 1982.07.08 원전 안전성 관련 품목의 생산업 허가기준(안) 작성

1984.05.07 1984.05.26 고리 1·2 복수기 공기 추출용 증기배관 연결공사 설계

1982.05.10 1985.02.28 한강계 수력발전소 자동화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

1984.05.10 1985.05.09 Aux Boiler Engineering 참여용역

1982.05.17 1983.03.16 섬진강수력 증설 세부설계

1984.05.12 1984.11.11 소각로 설치에 대한 세부 타당성조사

1982.05.25 1982.11.20 영광원자력 1·2호기 냉각수 취배수 구조물 축조 설계

1984.05.15 1984.09.11 영광 1·2호기 도수로 및 방수로 교량 가설공사 설계

1982.06.08 1982.07.27 고리원자력 1호기 방진설비 점검 및 대책 수립

1984.05.18 1985.12.31 Switchyard Lightning System 참여용역

1982.06.19 1983.03.18 고리 3·4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중 부지부분 작성

1984.05.18 1986.12.31 평택 LNG 인수기지 및 주배관로 검사용역

1982.07.05 1985.11.30 LNG 기지 설계용역

1984.05.19 1986.10.15 축열식 Heat Pump 냉난방설비의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1982.07.24 1982.12.31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준 표준화용역

1984.05.21 1987.12.31 고리원자력 1·2호기 안전설비 보강 설계 및 공사 감리

1982.09.01 1983.05.28 영광원자력 1·2호기 냉각수 방수로 축조 설계

1984.06.15 1986.03.14 원자력발전소 운영관리 전산화 연구

1982.09.17 1983.11.08 수력지점 환경영향 평가
1982.10.28 1983.10.22 송공원자력 지점 세부 토목조사

1984.06.22 1986.06.30

목동·신정동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계자문 시공
및시운전

1983.01.01 1983.12.31 83 원자력 국산화 품목에 대한 공장검사 및 현장검사

1984.06.25 1986.09.24 북제주내연 후속기 기술용역

1983.02.19 1986.04.30 삼랑진양수 기전설비 설계용역

1984.06.28 1989.09.30 강릉수력 제2단계 설계용역

1983.02.19 1983.06.30 Turnkey Project 수주를 위한 인력지원용역

1984.07.16 1984.12.31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지원용역

1983.02.21 1984.09.30 북제주내연 기술용역

1984.08.01 1984.09.14 반월공업공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1983.02.25 1984.09.24 Work Scope Agreement(E.Q Project)

1984.08.18 1984.11.30 호남에텔렌 보호계전기 기술자문용역

1983.03.15 1984.06.14 인력지원계약

1984.08.27 1984.09.30 영광 1·2호기 소구경 단조밸브 생산에 대한 기술지원

1983.03.18 1989.09.30 울진원자력 1·2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1984.08.31 1985.02.26 울진 1·2호기 전시관 전시물 설계·제작 및 설치

1983.03.25 1983.06.12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 A/E 용역비 타당성평가

1984.09.05 1985.04.02 보령화력 1·2호기 보수용 자재목록 편수용역

1983.03.30 1983.12.31 원자력 후속기 설계기준 작성용역

1984.09.07 1984.10.30 고리1 상용 및 비상출입구 누설 시험용 설비 보강설계

1983.04.01 1985.09.30 고리원자력 3·4호기 현장 시운전 기술지원용역

1984.09.12 1985.09.11 한중 북제주 5~8호기 기술지원용역

1983.04.16 1984.05.15 월성원자력 1호기 자재목록 편수용역

1984.09.13 1987.03.31 영광원자력 1·2호기 현장 시운전 기술지원용역

1983.04.20 1984.03.19 표준원자력발전소 설계에 관한 연구

1984.09.15 1985.03.14 표준석탄화력발전소 개발용역(제1단계)

1983.04.30 1984.04.24 울진원자력 1·2호기 냉각수 취배수로 축조 설계용역

1984.09.27 1985.09.26 도곡 수력지점 타당성조사용역

1983.05.03 1987.03.31 영광원자력 1·2호기 부속건물 설계용역

1984.10.05 1985.10.30 울진원자력 후속기 기초정밀 지질조사

1983.06.03 1984.06.02 울진원자력 1·2호기 345㎸ 주변전소 설계용역

1984.10.10 1985.07.09 유연탄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등 문제점 검토용역

1983.06.07 1983.09.04 고리원자력 1호기 P&ID 원도 작성 및 도면책 발간용역

1984.10.12 1985.05.31 Purchase Order For Lightning Engr. Of Turbin

1983.08.12 1984.02.11 ON-THE-JOB Training Agreement

1984.10.18 1987.06.30 고리원자력 비상대응설비의 설계 및 설치 감리용역

1983.08.22 1983.09.30 영광원자력 3·4호기 주기기 입찰안내서 작성 인력지원

1984.11.01 1984.12.30 구미공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비 타당성조사용역

1983.09.30 1984.11.22 급전종합 자동화공사 설계용역(EMS)

1984.11.10 1985.02.09 영광원자력 1·2호기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용역

1983.10.17 1983.12.17 자동급전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선용역

1984.11.21 1985.01.04 핵연료 가공공장 부지 지질조사용역

1983.10.20 1984.03.31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1984.11.22 1986.12.31 영광원자력 1·2호기 현장기술 지원용역

1983.11.02 1985.12.31 고리원자력 3·4호기 기술용역

1984.12.03 1987.05.21 울진원자력 1·2호기 발전소 모형 설계 및 제작용역

1983.12.17 1984.04.16 한국 실정에 적합한 원자력발전소 규제방안 연구

1985.01.01 1985.12.31 원자력 국산화 기자재 공장 및 건설현장 검사용역

APPENDIX

1981.07.15 1983.01.05 울진 1·2호기 냉각수 기본계획 및 해상 구조물 설계용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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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1.29 1985.11.28 변전소 건설공사 표준화 설계용역

1986.03.19 1988.04.30 롯데잠실 개발계획 열병합발전 설비 기본·상세 설계

1985.02.01 1985.07.31 전력기술 연구에 적합한 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1986.03.27 1986.12.21 서산 제1유연탄 화력지점 세부조사용역

1985.02.09 1985.06.08 호남화력 후생동 및 경비실 신축공사 설계용역

1986.04.01 1986.11.06 고리1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폐열 및 취출수 회수 설계

1985.02.16 1989.03.15 반월공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기술용역

1986.04.04 1987.03.03 영광 1·2호기 전시관 전시물 설계 제작 및 설치용역

1985.03.01 1985.10.31 ASME 자격갱신에 대한 기술자문용역

1986.04.07 1987.03.31 ASME 자격 취득에 대한 기술자문용역

1985.04.01 1985.09.30 울진 1·2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중 부지부분 작성

1986.04.11 1988.04.10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시나리오 개발 연구

1985.04.18 1985.06.17 컴퓨터 단말장치 설치 임대

1986.04.14 1986.12.31 고리원자력 3·4호기 현장설계 지원용역

1985.04.22 1987.04.21 발전설비관리 전산화 연구용역

1986.04.21 1986.10.20 월성1 주증기관 파열이 발전소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 검토

1985.05.01 1985.06.30 전산조직 사용협약

1986.04.21 1986.12.16 평택 LNG 인수기지 전시관 전시물 설계 제작 및 설치

1985.05.07 1985.06.15 고리1 증기발생기 추출계통 폐열 이용방안 타당성 검토

1986.06.09 1987.08.08 보령화력 3·4호기 1단계 설계 기술용역

1985.05.15 1986.12.31 신풍제지 열병합발전 설비 건설공사 설계용역

1986.06.11 1986.06.30 옥내 저탄장 비산탄 방진망 설치공사 설계용역

1985.06.04 1986.01.04 훈련용 원자력 발전시설 모형 설계 및 제작용역

1986.06.24 1987.02.24 종합도형정보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1985.06.10 1985.12.09 500㎿급 석탄화력 표준공정표 작성 기술지원용역

1986.06.27 1986.12.26 급전종합 자동화설비 공장인수 시험지원 기술용역

1985.06.14 1986.04.09 화력지점 예비조사용역

1986.07.01 1986.12.27 부지환경 현황 조사용역

1985.06.24 1985.11.30 고리원자력 5호기 격납건물 포스트텐션 계통검사용역

1986.07.15 1987.07.14 월성 1호기 재순환 냉각수 및 해수 공급계통 개선

1985.07.08 1985.10.22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기술검토용역

1986.07.21 1986.09.18 고리 1·2호기 도수 방파제 구조물 안정성 검토

1985.07.20 1986.08.31 울릉도내연 증설 세부설계용역

1986.07.25 1988.08.31 기존 중유발전소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설계용역

1985.07.23 1985.09.30 두산기계 ASME 자격갱신을 위한 특정분야 기술자문

1986.08.01 1987.07.31 서울 중심부 1차 배전전압 및 배전방식 결정을 위한 용역

1985.08.01 1985.09.30 측량 관련 기술 검토 및 자문용역

1986.08.01 1986.11.01 울진 1·2호기 부지 비탈면 보강 및 보호 2차공사 설계

1985.08.02 1986.04.01 삼랑진양수 종합전시관 설비용역

1986.08.11 1987.01.10 보성강수력 증설 타당성조사용역

1985.08.06 1986.08.05 표준석탄화력 개발(제2단계)용역

1986.08.11 1987.06.10 수력발전소 댐 및 수로 구조물 안전도 진단용역

1985.08.19 1986.02.18 화천댐 안전도 진단용역

1986.08.18 1987.01.17 어린이회관 전력홍보관 개수용역

1985.08.26 1985.12.13 영광원자력 1·2호기 구조물 안전성검토를 위한 인력지원

1986.08.18 1989.04.17 원자력보수훈련센터 설계용역

1985.08.29 1987.08.28 원자력발전소 표준화 설계를 위한 조사용역

1986.08.27 1987.02.26 훈련용 원전시설 모형 설계 및 제작용역(고리)

1985.08.31 1986.01.04 고리원자력 3·4호기 호안 및 방파제 보강공사 감리

1986.10.01 1988.05.31 마르상디수력 인력지원용역

1985.08.31 1987.03.07 울진원자력 1·2호기 냉각수 배수로 축조공사 감리용역

1986.10.07 1987.03.31 영광원자력 3·4호기사업 설계 준비업무용역

1985.08.31 1986.07.12 울진원자력 1·2호기 해상구조물 축조 2차공사 감리용역

1986.10.08 1988.12.31 핵연료 가공공장 건설공사 감리용역

1985.09.02 1985.12.30 핵연료 가공공장 기초정밀 지질조사용역

1986.10.15 1988.11.15 방글라데시 전력손실률 감소용역

1985.09.10 1985.11.28 고리1 주급수관 유랑계 설치개조 가능성 및 안전성 평가

1986.10.20 1987.04.20 태백 수력지점 타당성조사용역 중 발전분야

1985.09.17 1986.09.16 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유용성 향상 방안 연구

1986.10.30 1987.01.13 삼천포화력 해안구조물 태풍피해 복구공사 설계용역

1985.09.20 1986.07.16 MRR 부지 지질조사용역

1986.11.01 1987.03.31 ASME 자격취득에 대한 기술자문용역

1985.10.04 1986.01.31 측량 관련 기술 검토 및 자문용역

1986.11.03 1987.04.02 고리원자력 3·4호기 배수구 사이 호안 보강복구 설계

1985.10.15 1987.04.14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연장방안 조사연구(I)용역

1986.11.03 1987.08.02 ㈜신성 QA Program 수립을 위한 기술자문

1985.11.04 1986.03.03 서천화력 Steam Converter 설비 설계 연구용역

1986.11.17 1987.09.16 원자력 안전검사기준서 작성

1985.11.07 1986.12.31 900㎿급 원자력건설 종합관리체제 정립 기술지원

1986.12.09 1987.03.03 제일제당 3,000㎾ T/G Steam 배관 엔지니어링

1985.11.18 1986.11.17 기존 석탄혼소보일러에서의 저열량탄 사용에 관한 연구

1986.12.29 1988.03.27 중수력지점 예비조사용역

1985.11.18 1987.11.16 고리 3·4호기, 영광 1·2호기 보수자재목록 편수용역

1986.12.31 1989.12.31 재변환 공장, HVAC 및 이에 부수되는 설비 설계

1985.11.18 1987.11.17 원자력발전소 해체방안 연구(I)용역

1987.01.01 1987.12.31 원자력 국산화 기자재 공장 검사용역

1985.11.27 1986.03.06 지중관 자재 적정규격 제정을 위한 기술용역

1987.01.05 1987.08.04 345㎸ 옥외변전소 설비개선 기술용역

1985.11.27 1985.12.14 남서울 지역난방 실시설계 성과품 검수 기술지원용역

1987.01.05 1987.12.31 고리원자력 3·4호기 현장설계지원

1985.11.28 1986.01.31 IFFCO-AONIA Fertilizer Project용 Eng. 수행

1987.01.16 1987.04.30 서산화력 1·2호기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1985.12.07 1990.12.30 MRR 설계 기술용역(다목적 연구로 설계 건조사업 설계)

1987.01.22 1987.07.21 수력발전소 노후설비 성능진단용역

1986.01.01 1986.12.31 원자력 국산화 기자재 공장 및 건설현장 검사용역

1987.01.26 1987.09.22 유연탄 화력지점 예비조사

1986.01.04 1987.04.30 목동·신정동 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감리용역

1987.02.13 1987.10.31 범한금속㈜ QA Program 수립을 위한 기술자문

1986.01.11 1986.08.08 영광 1·2호기 포스트텐션닝 가동 중 검사 시방서 작성

1987.02.20 1989.05.19 화력발전소 성능평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1986.01.14 1986.03.19 울진원자력 1·2호기 영구사면 안정성조사용역

1987.03.05 1987.10.30 원자력지점 예비조사용역

1986.02.12 1986.04.22 ㈜한주 유틸리티공장 연료대체사업 타당성조사

1987.03.06 1987.05.07 제작 및 품질 검사용역

1986.02.18 1987.02.17 진안 수력지점 타당성조사용역

1987.03.16 1987.04.03 측량 관련 기술업무 인력지원

1986.02.24 1986.05.24 핵연료 가공공장 부지(신예정지) 정밀 지질조사

1987.03.25 1987.06.12 제주-내륙간 전력계통 연계 타당성 검토 기술용역

1986.03.08 1987.02.28 영광원자력 3·4호기 입찰평가 인력지원

1987.03.26 1987.10.25 언론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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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2.07 1988.12.06 울진원자력 1·2호기 보안설비 설계용역

1987.03.30 1987.12.24 일도 유연탄 화력지점 세부조사

1987.12.07 1990.09.06 보성강수력 발전설비 교체 증설공사 설계

1987.04.01 1988.03.31 영광원자력 1·2호기 보안설비 설계용역

1987.12.07 1988.03.06 반월지역 난방 및 소형터빈·발전기 설치사업 타당성검토

1987.04.01 1987.12.31 영광원자력 1·2호기 현장설계 지원

1987.12.09 1988.08.15 고리·월성 1호기 2차계통 배관감육 현상 검토

1987.04.01 1987.08.13 ㈜삼신의 ASME N-Certificate 에 관한 연구용역

1987.12.10 1988.05.07 심야전력 전문 홍보관 설치

1987.04.13 1987.05.15 측량 관련 기술업무 인력지원용역

1987.12.11 1989.02.10 인천화력 1호기 수명연장 타당성조사 및 정밀조사

1987.04.17 1987.05.31 호남화력 저탄장 방진망 설계용역

1987.12.14 1988.04.11 제일제당 이천공장 전기설비 진단 및 개선 기술용역

1987.04.24 1988.01.31 고리원자력 1호기 복수기 및 급수가열기 제작검사용역

1987.12.17 1988.04.14 고리원자력 1·2호기 도수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

1987.04.27 1987.09.23 345㎸ 동서울-왕십리 S/S간 전력구 건설공사 기본설계

1987.12.29 1988.03.28 영광원자력 1·2호기 해수 냉각계통 설비개선 기술 검토

1987.04.27 1987.10.26 무연탄 혼소발전소의 석탄배합설비 설치 사전조사

1988.01.01 1988.12.31 발전설비 보수관리 전산화용역

1987.04.27 1988.10.26 영월 수력지점 타당성조사 및 세부 지질조사용역

1988.01.04 1988.12.31 고리원자력 3·4호기 현장설계 지원

1987.05.01 1996.03.31 영광원자력 3·4호기 플랜트종합설계용역

1988.01.20 1988.01.30 ㈜신성 동절기 QA 교육용역

1987.05.01 1989.02.28 울진원자력 1·2호기 수리 부분품 자재목록 편수

1988.01.21 1989.01.20 석탄화력 후속기 9·11호기 일도지점 환경영향평가용역

1987.05.01 1987.08.25 한국전기 100년 종합전시관 설계·제작 및 설치용역

1988.02.02 1988.12.20 유니슨산업㈜ ASME 기술자문용역

1987.05.11 1987.09.07 울진원자력 1·2호기 해상구조물 보강설계용역

1988.02.16 1988.12.31 영광원자력 1·2호기 현장설계 지원용역

1987.05.15 1987.06.30 남서울 지역난방사업 용접부 비파괴 시험검수 기술지원

1988.02.22 1988.12.21 ㈜서흥금속 QA 기술자문용역

1987.05.19 1987.12.31 천연가스 사용 기술개발용역

1988.03.02 1988.06.01 고리원자력 3·4호기 터빈건물 승강기 지지물 설계용역

1987.05.20 1989.03.19 서천화력 제2회사장 회처리 설비 기술용역

1988.03.07 1988.06.04 삼천포화력 회사장 증축 설계용역

1987.05.22 1987.09.18 부지환경 현황 조사용역(2차)

1988.03.07 1988.12.01 교로리 유연탄 화력지점 세부조사용역

1987.05.26 1988.11.25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연구용역

1988.03.08 1990.11.30 구미공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설비설치 공사 설계

1987.06.08 1987.08.06 호남화력 회사장 제방 증축 설계용역

1988.03.14 1988.03.28 88 경향 하우징 페어 심야전력 홍보관 설치

1987.06.09 1987.12.08 월성원자력 1호기 LOCA시 방사선 영향평가용역

1988.03.15 1988.09.14 오리댐 축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용역

1987.06.11 1988.08.10 태백수력 환경영향평가용역

1988.03.15 1988.08.30 일도화력 1·2호기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1987.06.19 1990.08.18 울진원자력 1·2호기 시뮬레이터 도입 기술지원

1988.04.01 1990.06.30 금호석유화학 여천공장 열병합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

1987.06.22 1987.08.21 발전설비관리 전산화 연구 현장 조기정착 지원용역

1988.04.06 1989.02.05 삼천포화력 해안 및 항만 구조물 종합검토

1987.06.26 1989.06.25 서천화력 제2회사장 축조공사 감리용역

1988.04.06 1988.12.31 유연탄 화력지점 예비조사용역

1987.07.13 1988.07.31 고리원자력 1호기 설비개선 합동사업관리 기술용역

1988.04.23 1990.02.22 발전소 냉각수 취·배수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용역

1987.07.15 1993.09.30 보령화력 3·4호기 설계 기술용역

1988.04.30 1989.04.29 격납건물 포스터텐션닝 계통구조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1987.07.24 1987.11.30 학생과학관 내 전기 홍보코너 설치용역

1988.05.17 1989.10.16 울산가스터빈 이설 설계기술용역

1987.07.28 1987.12.24 원자력 열병합발전 3단계 보조기기부문 기술지원(I)

1988.05.26 1990.02.25 원전 운영관리 전산화 통합 전산 패키지 개발

1987.07.28 1987.09.25 독립기념관 미래 에너지코너 제작·설치용역

1988.06.03 1989.08.02 석탄화력 후속기 10·12호기(교로리지점) 환경영향평가

1987.07.30 1988.04.30 재변환 시설 안정성분석보고서 및 설공서 작성용역

1988.06.04 1989.11.03 주상 변압기 부하계산 상관계수 산정

1987.08.04 1988.02.03 훈련용 원전 C.V 모형 설계 및 제작용역(고리)

1988.06.07 1991.10.06 장기 정지발전소 재가동 대비 설비 보완용역

1987.08.05 1988.07.04 고리원자력 해상 구조물 보강공사 감리용역

1988.06.10 1988.11.09 고리원자력 2호기 계기용 공기압축기 개선 설계

1987.08.05 1988.01.04 고리 1·2호기 2차측 수질감시설비 개량 설계용역

1988.06.22 1989.08.12 토목구조분야 해외 연수용역(지진)

1987.08.10 1987.09.10 홍보용 그래픽보드 제작용역

1988.07.01 1989.10.31 울진원자력 1·2호기 해상 구조물 보강공사 시공감리용역

1987.08.10 1988.01.31 반월열병합 유체균량해석 및 증기·응축수 수격현상분석

1988.07.04 1988.08.22 부산화력 저탄장 비산방지시설 기술용역

1987.08.25 1989.02.24 제주도 장래 1차 배전전압·배전방식 및 154㎸계통 운전방식 결정

1988.07.09 1988.09.02 부산지사 사옥 홍보전시 코너 설치용역

1987.09.01 1987.09.30 중수력지점 측량 관련 기술인력지원

1988.07.22 1988.11.30 Ventilatian Stack 신설과 UF6 누출 대책시설

1987.09.01 1987.09.25 공사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용역

1988.08.01 1988.12.31 영광원자력 1·2호기 해수 냉각계통설비 개선공사 설계

1987.09.01 1988.06.30 예술의 전당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용역

1988.08.25 1989.01.24 영광원자력 1·2호기 염소전해설비 증설공사 설계용역

1987.09.28 1988.03.25 삼천포화력 석탄 취급 설비개선 기술용역

1988.09.02 1988.12.30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공사 설계

1987.10.22 1987.12.31 지도제작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1988.09.07 1989.09.06 괴산 수력댐 안전도 진단용역

1987.10.26 1987.12.25 고리원자력 2호기 복수탈염설비 기본설계용역

1988.09.23 1989.12.22 서천화력 종합 폐수처리설비 설치공사 기술

1987.10.30 1988.10.29 검사 및 공정 관리용역

1988.10.04 1988.12.03 ㈜한주 사업성 검토

1987.11.11 1988.04.10 원자력발전소 13·14호기 건설 타당성조사

1988.11.01 1989.01.31 괴산 수력댐 안전도 진단 측량 관련 업무 인력지원

1987.11.14 1989.05.13 고리원자력 1·2호기 운전보수 기술도면 작성

1988.11.04 1989.12.15 언론 데이터베이스시스템(1단계) 개발

1987.11.14 1990.06.30 울산석유화학공단 유틸리티센터 열병합발전설비 확장

1988.11.10 1989.02.10 기계보수원 교재 작성용역(월성)

1987.11.23 1989.03.22 울진원자력 1·2호기 계통제어 도면 작성

1988.11.15 1989.01.31 대전 둔산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시스템 설정

1987.12.01 1988.07.31 원전산업 기술기준 제정 기초조사용역

1988.11.16 1989.10.15 송전 보수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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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1.25 1989.10.24 신형 안전로 개발상황 및 전망 기초조사

1989.07.18 1990.11.17 울진 1·2 기록자료 전산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용역

1988.11.29 1991.03.28 대용량 배전에 관한 연구용역

1989.07.18 1990.03.17 양양 양수지점 환경영향평가용역

1988.12.01 1990.01.31 후보 부지조사

1989.07.29 1990.03.31 ASME급 밸브설계보고서 작성 기술자문용역

1988.12.01 1989.04.30 배전설비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연구

1989.08.09 1990.07.30 전기집진기(200㎿급 및 300㎿급) 및 관련 기술자문

1988.12.08 1990.02.07 가덕 화력지점 환경영향평가

1989.08.12 1990.05.11 월성원자력 2호기 사업지원용역

1988.12.08 1989.12.07 송전 공사 시공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

1989.08.18 1989.09.16 89 우수 에너지절약 기자재 전시관 설치용역

1988.12.15 1989.06.14 냉열발전 타당성조사

1989.08.21 1990.04.20 품질관리 프로그램 교육 자문용역

1988.12.20 1991.06.19 가동원전 사고 후 시료채취 계통설치 공사 기술

1989.08.25 1990.08.24 발전소 건설사업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1988.12.26 1989.05.30 Stress Analysis for High Press Vessel

1989.08.28 1989.12.23 대덕과학문화센터 건설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1989.01.05 1990.07.04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 설계검토 기술

1989.09.01 1992.08.31 고리3·4 및 영광1·2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1단계)용역

1989.01.05 1990.06.04 원자력 보수훈련 운영설비 개발

1989.09.01 1990.03.31 에너지전시관 전시물 제작, 설치용역

1989.01.05 1990.11.30 플랜트 표준원전 설계요건 및 안전성분석 보고서 작성

1989.09.06 1990.03.20 분당·일산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1989.01.09 1989.05.09 ㈜서흥금속 ASME급 밸브설계를 위한 기술자문

1989.09.12 1991.07.03 폐수처리설비 설치공사 기술용역

1989.02.01 1991.01.31 원전 현장설계 지원

1989.10.04 1990.04.12 구림 유연탄 화력지점 예비조사

1989.02.01 1994.09.30 태안화력 1·2호기 설계 기술

1989.11.10 1994.09.30 보령화력 5·6호기 설계 기술

1989.02.03 1989.12.29 송전 철탑 기초설계 및 설비 보강검토

1989.11.22 1990.07.21 고리원자력 1·2호기 시뮬레이터 이전 설치용역

1989.02.04 1990.11.30 남제주 1·2호기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

1989.11.22 1989.12.09 광명지점 홍보전시 코너 전시물 설계 제작 및 설치

1989.02.10 1989.10.24 신규 무연탄 화력지점 조사 및 건설 타당성조사

1989.12.07 1989.12.20 대구과학연구원 전력홍보관 확장공사

1989.02.20 1990.08.19 원자력보수훈련센터 기술지원

1989.12.08 1990.01.25 이천지점 심야전력 홍보코너 설치용역

1989.02.20 1989.12.16 가덕 유연탄 화력지점 세부조사

1989.12.20 1990.01.18 진주지점 심야전력 홍보코너 제작 설치공사

1989.03.02 1989.03.21 89 경향 하우징 페어 심야전력 홍보관 설치

1989.12.28 1990.01.20 동부지점 홍보코너 설계 제작 및 설치

1989.03.06 1990.06.05 자재 종합시스템 개발

1990.01.03 1990.12.26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개념설계용역

1989.03.06 1989.06.05 수전설비 및 공사 설계용역

1990.01.03 1990.05.17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사업 전기설비 진단 및 개선기술

1989.03.13 1989.06.20 추자도내연 연료 유하하 시설공사 설계

1990.01.04 1990.08.31 서천화력 저탄장과 마량리 경계 방진망 설치 설계

1989.03.21 1990.07.13 345㎸ 북-남부산 지중 송전선로 전력구 건설공사 설계

1990.01.08 1990.07.06 삼성종합화학 대산 Complex 전력계통 진단기술용역

1989.03.31 1994.09.30 삼천포화력 3·4호기 설계 기술용역

1990.01.15 1991.05.14 울진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1989.03.31 1993.03.31 서인천복합화력 1단계 설계 기술용역

1990.01.17 1991.05.31 분당 집단에너지 공급 전기설비 설계기술 지원용역

1989.04.12 1995.09.30 무주양수 1·2호기 설계 기술용역

1990.01.17 1991.05.31 안양 집단에너지 공급 전기설비 설계기술 지원용역

1989.04.15 1989.05.15 경주지점 홍보코너 설계 제작 및 설치용역

1990.03.07 1990.12.31 영흥도 발전단지 지점 예비조사

1989.04.17 1989.11.16 안양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1990.03.30 1991.11.29 발전소 구조물에 미치는 지진해일의 영향 연구

1989.04.24 1990.10.23 고리원자력 자료관리 전산화용역

1990.04.03 1991.04.02 원자력 후보지점 여건변동 조사용역

1989.04.24 1989.10.23 종합전산화계획 수립용역

1990.04.25 1990.07.23 울진원자력 사면 및 관로 보강설계

1989.05.01 1989.11.16 평촌, 산본, 과천 지구 지역난방 개념설계 및 경제성 조사

1990.05.01 1992.08.31 남제주내연 3·4호기 설계 기술용역

1989.05.10 1989.12.30 범한금속 ASME급 밸브 설계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1990.05.28 1990.07.06 ㈜대우 ASME Nuclear Certificate 취득 교육용역

1989.05.16 1991.01.15 지중 Cable 강제 냉각 System 도입을 위한 연구

1990.06.01 1990.07.20 전남지사 신사옥 종합봉사실 홍보코너 제작 및 설치공사

1989.05.27 1989.07.15 부평 D/E 집합고연돌 설치공사 설계

1990.06.04 1991.02.03 울진원자력 3·4호기 계약준비 지원용역

1989.05.29 1990.11.28 변전 설계 기준 제·개정(안) 작성

1990.06.30 1993.03.31 서인천복합화력 2단계 설계 기술

1989.06.01 1989.11.27 월성원자력 사용연료 저장시설 부지 지질조사

1990.07.11 1992.11.10 원전 안전수치 표시반 설치설계 및 공사 감리용역

1989.06.01 1990.04.04 인천화력 1호기 수명연장 정밀진단용역

1990.07.14 1994.02.13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선 감시계통 설비 개선 기술용역

1989.06.02 1989.06.25 경북지사 홍보전시 코너 설계 제작 및 설치

1990.07.27 1997.05.31 당진화력 1·2호기 설계 기술용역

1989.06.08 1989.10.09 영광원자력 1·2호기 해수전해 설비 증설공사 감리

1990.07.27 1999.06.30 하동화력 1·2호기 설계 기술용역

1989.06.09 1990.06.08 무연탄 화력지점 환경영향평가용역

1990.08.06 1990.09.30 L-1 기본조사 중 암반응력 측정용역

1989.06.10 1990.12.09 회전기계에 진동을 받는 구조물의 동역학적 해석 연구

1990.08.06 1990.09.30 U-1 기본조사 중 암반응력 측정용역

1989.06.14 1989.07.03 한전 영천지점 신축사옥 심야전력 전시홍보 코너 설계

1990.08.06 1990.09.30 U-2 기본조사 중 암반응력 측정용역

1989.06.30 1989.12.26 고리본부 제4고체 폐기물 저장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1990.08.14 1991.08.30 부천집단에너지 공급 전기설비 설계기술 지원용역

1989.07.03 1989.12.02 월성원자력 1호기 보안설비 설계용역

1990.08.14 1991.08.30 일산집단에너지 공급 전기설비 설계기술 지원용역

1989.07.07 1989.11.13 본사(삼성동) 전기상담실 내 전시실 시설용역

1990.08.17 1993.02.16 평택화력 3·4호기 전기집진기 설치 기술용역

1989.07.10 1990.11.09 월성원자력 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1990.08.18 1991.06.17 아역청탄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1989.07.10 1989.08.05 성남지점 심야전력 전시홍보 코너 설계 제작 및 설치

1990.08.28 1990.10.17 한전 원주지점 심야전력 홍보코너 설계 제작 및 설치용역

1989.07.12 1989.10.11 고리본부 기술지원실 공기조화설비 및 전기설비 설계

1990.09.03 1991.06.02 울진원자력 고압터빈 건전성 확인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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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1992.03.16 1992.06.15 현장 계기판넬 내진 검증기술 자문용역

1990.09.14 1991.09.13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조 건설공사 설계

1992.03.23 1992.11.30 품질보증계획 수립 자문 및 교육용역

1990.09.26 1991.09.27 월성 2호기 및 울진 3·4호기 예비안전성 분석용역

1992.04.06 1993.10.05 고리원자력 2호기 소내 전원 자동절체방안 연구

1990.10.06 1990.10.14 울진원자력 2호기 SIT 측량기술 인력지원용역

1992.06.02 1993.06.01 회전기계 기초의 진동해석 프로그램 검증시험

1990.10.29 1993.04.28 원전터빈 사이클 열성능 분석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

1992.06.04 1992.08.03 프로젝트 관리체제 정립 지원용역

1990.11.01 1990.11.30 한전 보성지점 심야전력홍보관 제작 및 설치공사용역

1992.06.08 1992.12.31 연구소 건립을 위한 개념설계용역

1990.11.05 1991.03.04 삼천포화력 석탄부두 안벽구조물 보강공사 설계용역

1992.06.15 1997.06.30 월성원자력 2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1990.11.08 1990.12.27 한전 동대구지점 심야전력 홍보전시 코너 전시물 설계

1992.06.19 1996.06.14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영향 저감방안 연구-기본 계획분야

1990.12.26 1993.04.13 국제박람회 전력관 설계용역

1992.07.14 1992.11.10 삼천포화력 운탄설비 기초 보강설계

1990.12.31 1993.12.30 방사성 폐기물 관리개선 설계용역

1992.07.20 1992.08.01 대림산업㈜ 품질보증 감사 교육

1991.01.11 1997.06.30 월성원자력 2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용역

1992.07.27 1993.08.26 345㎸ 당인리 옥내 변전소 설계

1991.01.12 1991.10.31 두산기계㈜ 품질보증 및 자문용역

1992.08.05 1992.10.04 한국팸프스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관리시스템 개발지원

1991.02.12 1992.12.31 고리원자력 3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능력 확장 설계용역

1992.09.18 1999.06.30 월성원자력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1991.02.26 1992.04.25 영광원자력 인근해양 환경영향평가용역

1992.10.13 1992.10.24 비파괴검사 필름 제3자 판독

1991.02.28 1992.02.27 영흥도 유연탄 화력지점 세부조사용역

1992.11.12 1993.07.12 ASME급 밸브설계 해석 기술자문

1991.04.09 1991.12.04 명파지점 예비조사용역

1992.11.17 1992.11.30 비파괴검사 필름 제3자 판독(제2차)

1991.04.16 1993.04.15 원전 2차계통 수질감시 및 진단 시스템 개발

1992.11.23 1993.05.19 전력계통의 고장전류 해석시스템 개발

1991.04.25 1994.09.30 평택복합화력 설계 기술용역

1992.12.30 1993.04.04 신공항 건설관리 전산화 타당성 검토 및 기종선정 기술자문

1991.04.29 1993.04.28 가동원전 현장설계 기술용역

1992.12.31 1994.12.31 신형 원자로 기술개발(I)(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1991.05.01 1992.07.31 한국듀폰㈜ ISO-9000 품질시스템 인증

1993.01.07 1994.12.31 다목적 연구로 건조사업 기술지원

1991.06.01 1993.09.30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점검(IPE) 연구용역

1993.01.18 1994.01.17 ASME Nuclear Certificate 취득을 위한 품질보증 자문

1991.06.01 1992.05.31 보령(신규) 화력지점 환경영향평가용역

1993.01.26 1998.05.31 삼천포화력 5·6호기 설계기술

1991.06.01 1992.09.30 영흥도 화력지점 환경영향평가용역

1993.01.30 1994.10.31 비파괴검사 필름 재판독

1991.06.21 1991.12.20 전주제지㈜ 공장 전력설비 고장진단 및 개선 기술용역

1993.02.09 1993.12.08 유연탄화력 격상용량 건설 타당성조사

1991.07.01 1992.04.30 보령(신규) 유연탄 화력지점 세부조사용역

1993.02.11 1998.09.30 동해화력 건설 설계기술

1991.07.15 1991.10.14 일산열병합 154㎸ 승압변압기 보호 피뢰기 설치 검토

1993.03.05 1993.04.30 Guam PJT 입찰용 Engineering 외주

1991.07.22 1999.06.30 울진원자력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1993.03.05 1993.04.25 Tabouk PJT 입찰용 Engineering 외주

1991.07.22 1999.06.30 울진원자력 3·4호기 종합설계

1993.03.12 1993.07.11 중전기기 제작과정 품질관리

1991.08.12 1994.12.31 제2단계 열병합발전 설비 확장사업 기술

1993.03.15 1995.03.14 장기사용 석탄화력발전소 Repowering 연구

1991.08.16 1992.02.11 원전 모의제어반 2호기 소프트웨어 튜닝 및 보수 기술

1993.03.24 1996.05.23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1991.08.21 1994.02.20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I)

1993.04.02 1995.04.01 고속철도 건설사업관리 자문용역

1991.08.30 1991.11.29 154㎸ 승압용 변압기 보호용 피뢰기 설치 검토

1993.04.13 1993.12.31 불화나트륨 재활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1991.09.07 1992.09.16 가동원전 안전 관련 전기기기 내 환경검증 현황조사

1993.04.20 1993.06.15 말레이지아 500㎿ 2기 건설사업 입찰제의서 작성지원

1991.09.10 1991.12.10 보조/현장 제어반 내진 검증 기술

1993.04.21 1994.06.20 고리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타당성 검토

1991.09.28 1992.07.27 월성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1993.05.03 1994.03.02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 자문

1991.10.10 1992.06.09 월성원자력 3·4호기 사업지원용역

1993.05.22 1994.06.21 영광원자력 5·6호기 계약지원 및 사전준비

1991.10.16 1992.02.15 월성원자력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소 내진 해석

1993.06.02 1993.08.30 압력관정비센터 신축 설계(월성)

1991.10.21 1992.10.20 Heat Pipe 공기예열기 활용방안 연구

1993.06.22 1995.04.21 울진원자력 1호기 사용 후 연료 저장능력 확장설계

1991.10.29 1992.04.28 월성원자력 3·4호기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1993.06.23 1994.04.30 Paper City 제지공장 발전설비 설계

1991.11.16 1992.01.26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안전시설에 관한 연구

1993.06.29 1995.06.28 가동원전 설계기술지원

1991.11.26 1992.04.23 고리원자력 1호기 고압터빈 입구 배수배관 건전성 검토

1993.07.01 1994.12.31 가공시설 증설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정밀 지질조사

1991.11.30 1997.05.31 태안화력 3·4호기 설계기술

1993.07.23 1993.12.22 저준위 폐기물 지하처분 시설의 설계요건

1992.01.27 1996.03.31 원전산업 기술기준 개발(2단계)

1993.07.26 1995.05.31 최적 중유회 소각로 설계, 설치 운전기술에 관한 연구

1992.01.30 1992.04.30 ASME급 밸브 설계보고서의 미국 RPE 인증용역

1993.07.26 2000.03.31 산청양수 1·2호기 설계 기술용역(기전분야)

1992.02.07 1995.11.19 영광원자력 5·6호기 부지특성 조사

1993.07.30 1999.06.30 월성원자력 2~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

1992.02.12 1994.10.11 영광원자력 5·6호기 부지특성 조사

1993.08.10 1996.10.09 석탄화력발전소 전기집진기 성능개선기술

1992.02.20 1992.05.19 전주제지 공장 보호계전기 정정 및 보호협조 검토

1993.08.11 1993.11.10 폐수처리방법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용역

1992.02.29 1992.04.30 일산, 부천 열병합 건설용 기자재 수송로 보강 공사비 산출

1993.08.13 1994.01.12 가압중수로 원전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타당성 연구

1992.03.04 1993.02.28 일산, 부천 열병합 건설용 기자재 수송로 검토 및 보강

1993.08.18 1993.11.17 PM6 수배전 설비 진단기술

1992.03.05 1992.12.30 영광원자력 3·4호기 Pipe & Support 응력해석 외주

1993.08.29 1994.08.28 증기 재압축시스템의 내구성 향상방법 연구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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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4 1994.01.04 신규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1994.08.10 1995.03.09 월성 2~4호기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1993.09.18 1996.06.30 일산복합화력 증설 설계기술

1994.08.10 1995.05.09 월성원자력 2~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수정본 작성

1993.10.21 1994.10.20 345㎸ 울주 관련 T/L 환경영향평가

1994.08.15 1994.09.25 페루 Electro-Lima사 발전소 민영화 국제입찰 관련 자문

1993.10.21 1994.10.20 345㎸ 월성-울주 T/L 환경영향평가

1994.08.17 1994.12.16 765㎸ 지지물 설계조건 및 중다설지구 하중조건 설계지침(안)

1993.10.31 1994.04.29 필리핀 Bataan/Malaya 발전소 복합화력 전환 조사

1994.08.29 1995.08.28 증기 재압축시스템의 내구성 향상방법 연구(II)

1993.11.09 1994.11.08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 자문

1994.08.30 1997.09.30 울산 제2복합화력 설계기술

1993.11.10 1996.01.09 신규 화력 성능분석 전산프로그램 적용 연구

1994.09.01 1997.08.31 가압중수로 원전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1993.11.22 1996.11.21 원전 수명관리 연구(I)

1994.09.06 1995.10.05 울산가스터빈 증설 및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1993.11.23 1994.11.22 민자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수립

1994.09.07 1996.07.06 고리2 입체배관 도면 및 배관두께 감육관리계획 작성

1993.11.30 1997.09.30 서인천복합화력 3단계 설계기술

1994.09.08 1995.06.30 민자발전소 건설 환경영향평가

1993.12.01 1994.06.30 북제주 G/T 3호기 증설공사(설계용역)

1994.09.12 1995.05.11 석모도 LNG 복합화력 지점 예비조사

1993.12.06 1994.04.04 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 보호공사 타당성 검토 및 설계

1994.09.15 1902.03.31 영흥도화력 1·2호기 설계기술

1993.12.23 1996.12.22 IGCC 타당성 검토 및 기술규격서 작성

1994.09.16 1995.11.30 울진원자력 5·6호기 사업추진 지원 및 사전준비

1994.01.03 1994.04.02 원전 이용률 분석 기술전수 및 훈련

1994.10.01 1995.05.30 민자발전소 건설 지점조사

1994.01.21 1996.01.20 원전 비상대책용 방사선 원항평가

1994.10.10 1994.12.18 765㎸ 송전선로 절연설계 지침(안) 타당성평가

1994.01.26 1994.08.25 쌍용정유㈜ 증설공장 전력계통 안정도 검토기술

1994.10.11 1994.12.10 고리원자력 1호기 폐액 건조설비 공급 전원 검토

1994.01.26 1994.03.22 대전 3·4공단 집단에너지 공급공사 중 열원설비입찰서 작성

1994.10.11 1995.10.10 영흥화력 진입도로 건설 및 수도권 대기 환경영향평가

1994.02.21 1995.12.20 발전소 배관 과도 진동 연구

1994.10.14 1995.03.30 쌍용정유 전기집진기 설계기술

1994.02.21 1994.06.20 765㎸ 신서산-신안성 T/L 경과지 선정

1994.10.18 1995.03.17 시험연소로 설치공사 컨설팅

1994.03.15 1995.01.08 345㎸ 울주변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1994.10.20 1996.04.30 765㎸ 송전선로 철탑기초 지질조사 및 설계기술

1994.03.15 1994.07.14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방식(건·습식) 비교평가

1994.10.28 1995.03.31 인하공업전문대학 11호관 증축1차 마감공사

1994.03.16 1994.05.30 ASME VIII 피로해석보고서 작성

1994.11.01 1995.03.31 김해 Engine Shop 신축 전기공사

1994.03.21 1994.09.20 신규 제주화력 건설 타당성조사

1994.11.01 1995.05.31 민자발전소 타당성조사

1994.03.22 1997.01.21 발전설비(보일러) 정비지원 전문가시스템 개발

1994.11.01 1997.10.31 배연탈황 실증설비(200㎿) 연구개발(영동화력 2호기)

1994.03.22 1994.11.21 효암·비학지점 환경 예비조사

1994.11.07 1996.09.30 영광 3·4 기록자료 전산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

1994.03.29 1994.11.28 효암·비학지점 예비조사

1994.11.08 1995.02.28 월성 2~4 / 울진 3·4 AC/DC 2차 분전반 내진검증

1994.04.27 1994.11.30 전력계통 기술진단 및 154㎸ 수전변압기 증설 설계

1994.11.10 1995.01.30 삼성종합화학 대산 Complex Bus Balance 개선

1994.04.28 1995.05.31 삼성 민자 화력발전소 지점 세부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1994.11.23 1994.12.22 물처리설비 무인자동화 공사(월성)

1994.05.02 1994.08.01 765㎸ T/L 전선, 가공지선 선정 및 환경대책 설계지침(안) 타당성

1994.11.23 1997.12.22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시설 책임감리

1994.05.03 1995.09.30 한림가스터빈 건설 설계기술

1994.11.28 1995.10.27 원자력연수원 모의제어반 2호기 정지제어반 기술지원

1994.05.13 1995.06.30 삼천포화력 석탄회 정제공장 건설공사 설계기술

1994.12.01 1995.04.30 비파괴 필름 재판독

1994.05.15 1994.07.20 제주-육지간 해저지질 상세조사 기술지원

1994.12.06 1997.03.12 고리원자력 1호기 주냉동기 교체공사

1994.05.20 1995.03.19 22.9㎸ 배전실증 시험장 건설에 관한 연구

1994.12.06 1996.01.05 보령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1994.05.21 1995.02.14 신규 제주화력 부지조성 조사 및 설계

1994.12.14 1996.04.30 765㎸ 송전선로 실시설계(조립 및 가선) 기술

1994.05.24 1997.04.23 고리4, 영광 1·2 사용 후 연료 저장능력 확장설계

1994.12.15 1995.06.01 화천 및 청평 수력 증설 타당성조사(기계·전기 분야)

1994.05.27 1994.10.26 울진원자력 배수로 방사능 방출감시기 설치 설계

1994.12.20 1996.02.20 선경그룹 LNG 복합화력 건설 기초기술조사

1994.06.01 1994.12.17 울진원자력 모의제어반 강사조작반 지원 프로그램

1994.12.21 1995.12.13 GIS 응용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시스템 구축

1994.06.07 1995.06.06 발전기의 전력계통 관련 적정기술 규격에 관한 연구

1994.12.21 1995.12.31 Black & Veatch사 인력참여용역

1994.06.07 1901.05.31 하동화력 3~6호기 설계기술

1994.12.26 1997.09.30 고양시 능곡지구 7단지 아파트 감리

1994.06.14 1996.12.14 가락동 쌍용 APT 건설감리

1995.01.19 1995.11.18 계통특성 관련 765㎸ 설비 제원검토

1994.06.15 1994.11.15 BC유 보일러 집진설비 설치사업 기본설계

1995.01.28 1995.07.27 주변압기 수송로 보강공사 설계 및 감리

1994.06.20 1995.05.31 영동화력 2호기 제어설비 개조공사 기술

1995.02.02 1995.07.31 대우 LNG 복합화력 건설 타당성조사 기술

1994.06.24 1994.12.20 삼성종합화학 대산 Complex 전력계통 진단기술

1995.02.15 1995.05.31 신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1994.07.01 2000.01.31 영광원자력 5·6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연구

1995.03.01 1995.04.30 능률협회 품질보증정책 개발

1994.07.08 1997.11.07 울진원자력 5·6호기 환경영향평가

1995.03.14 1995.08.10 345㎸ 신남양 분기 T/L 경과지 선정

1994.07.20 1994.11.20 인하공업전문대학 11호관 증축공사(골조분)

1995.03.22 1998.06.30 중수로(월성원자력 2호기) 모의제어반 개발용역

1994.07.22 1995.01.21 고리원자력 1호기 복수탈염설비 개선설계

1995.03.27 1995.12.20 불화수소 재활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1994.08.04 1995.08.03 선재도 LNG 복합화력 지점 세부조사

1995.03.29 1902.06.30 영광원자력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1994.08.06 1994.10.04 물처리 설비 무인자동화공사 설계(월성)

1995.03.29 1902.06.30 영광원자력 5·6호기 종합설계

1994.08.06 1995.02.05 소도서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용 자료조사

1995.04.03 1995.08.02 변전소 주변압기(MTR) 수송로 보강공사 설계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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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1 1998.12.31 필리핀 말라야화력 1·2호기 성능복구공사 기술용역

1995.04.10 1995.06.10 인도 라마군담석탄화력 제의서 작성

1996.03.07 1997.02.22 울산화력 2호기 BMS 계통설비 자동화공사

1995.04.20 1996.02.20 감손우라늄 사용 인허가서류 작성

1996.03.18 1998.03.28 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 보호공사 책임감리

1995.05.09 1997.11.08 울진원자력 5·6호기 부지특성 조사

1996.03.25 1997.01.24 울산공장 전력계통 진단 기술용역

1995.05.10 1995.10.09 고리원자력 1·2호기 전동기 제어반 원도 보완

1996.03.29 1996.06.26 765㎸ 변압기 및 개스절연 개폐장치 시방서 타당성 검토

1995.05.12 1996.03.11 동해안지역 석탄화력 지점 예비조사

1996.04.09 1996.11.08 IGCC 설계기술 자립 및 기술도입 전략연구

1995.05.12 1997.05.11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지구 부지특성평가

1996.04.10 1996.12.09 임자도 석탄화력 지점 예비조사용역

1995.05.16 1995.10.31 인하공업전문대학교 11호관 증축2차 마감공사

1996.04.22 1998.08.08 765㎸ 신남원-신진천 T/L 조사측량용역

1995.05.26 1999.01.31 영광원자력 5·6호기 비상발전기 설계

1996.05.10 1996.08.09 영광원자력 4호기 1년차 격납건물 포스트텐션 가동 중검사

1995.06.05 1998.10.04 봉길 신규원전(월성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1996.05.10 2004.09.30 부산복합화력 설계 기술용역

1995.06.13 1996.10.12 봉길 신규원전(월성원자력 5·6호기) 지점 세부조사

1996.05.17 1997.05.16 삼양정수공업㈜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 자문용역

1995.06.17 1995.07.31 고리원자력 1·3·4호기 SHFT 내진검증 기술

1996.05.27 1996.08.26 신정보처리기술을 활용한 원전건설 혁신방안조사 용역

1995.06.20 1996.05.19 쌍용정유㈜ 기존 및 RFCC Plant 전력계통 진단

1996.06.08 2000.10.31 방글라데시 송배전망 확장공사 자문용역

1995.06.22 2000.09.30 당진화력 3·4호기 설계기술

1996.06.13 1996.10.10 핵연료조사 시험시설 전기실 신축설계용역

1995.06.26 1997.04.25 원전건설 시공성 향상 연구

1996.06.18 2000.03.31 미얀마 송매전망 성능개선공사 자문용역

1995.07.03 1997.06.02 고리원자력 1호기 소내 전력계통 설계변경 연구

1996.07.01 1996.09.29 삼천포화력 1·2호기 제어설비 개조 진단용역

1995.07.28 1997.09.30 가공시설 증설공사 시공감리

1996.07.04 1999.03.03 원전 DCS 설계기준서 개발용역

1995.07.31 1996.03.30 제주 신규 화력지점 세부조사

1996.07.15 1998.12.05 765㎸ 송전선로 건설공사 시공기술 자문용역

1995.08.01 1995.12.30 LG그룹 LNG 민자발전소 건설지점 세부조사

1996.07.18 1997.07.17 765㎸ 변전소 설계기준(안) 작성 기술용역

1995.08.07 1996.07.11 울산화력 1~3호기 설비자동화 기술

1996.07.24 1998.03.31 시화지구 마리나타운 아파트 감리용역

1995.08.16 1999.08.15 고리3·4/영광1·2 원자로 보호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

1996.07.29 1997.04.28 빙축열을 이용한 가스터빈 성능향상 시스템 개발연구(I)

1995.08.17 1902.06.30 영광원자력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

1996.08.12 1997.08.11 군장 석탄화력 지점 세부조사

1995.09.01 1998.12.31 UPSC 제3단계 열병합 발전설비 확장사업 계측, 환경분야 기술

1996.08.30 1996.09.07 네팔 Modi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심사 관련 검토업무

1995.09.18 1996.05.15 고리원자력 1·2호기 도수방파제 건전성평가

1996.09.06 1997.07.05 서산공장 1·2단지 전력계통 안정도 검토용역

1995.09.22 1999.02.21 고리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

1996.09.20 1997.05.20 서진인스텍 피토우튜브 내진검증 기술자문용역

1995.09.28 1997.09.27 가동원전 설계기술 지원

1996.10.05 1998.10.06 154㎸ 옥내 GIS형 변전소 개선용역

1995.09.28 1996.04.27 방사성 폐액 증발설비 성능진단

1996.11.09 1996.11.16 베트남 Ba-Ria 화력발전소 복합화력사업 기술검토업무

1995.10.01 1996.07.31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 전력계통 진단 및 개선기술

1996.11.18 1998.12.31 서천화력 1·2호기 배연탈황 설치공사

1995.10.04 1996.02.17 영동화력 배연탈황설비 대비공사

1996.11.22 2004.02.28 울진원자력 5·6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용역

1995.10.06 1997.07.05 월성원자력 3·4호기 폐수처리설비 설치공사 기술

1996.12.02 1997.06.01 서대구 S/S SVC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서 기술평가

1995.10.11 1997.11.30 중전기기 개발 시험설비 시설사업 설계기술

1996.12.09 1999.12.0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관리용역

1995.10.23 1999.02.22 효암·비학 신규원전(고리 5·6호기) 환경영향평가

1996.12.10 1996.12.23 배연탈황 Pilot Plant 철거공사

1995.10.26 1996.12.25 효암·비학 신규원전(고리 5·6호기) 지점 세부조사

1996.12.12 2002.07.10 765㎸ 신안성변전소 1차공사 설계

1995.11.01 1996.12.30 삼성전자 기흥복합발전 관련 전력계통 진단용역

1996.12.24 1997.06.30 154㎸ 2회선 수전계통구성, 제1공장 노후전기시설 대체

1995.11.03 1997.11.02 축소형 변전소 접지효과 증대방안 연구

1996.12.31 1999.03.01 765㎸ 석모도화력 송전선로 조사측량용역

1995.12.08 2000.09.30 북제주화력 2·3호기 건설 설계기술

1996.12.31 1997.12.30 전 국토 전원입지 후보지점 환경예비조사용역

1995.12.12 1996.12.11 석모도 LNG 복합화력 지점 세부조사

1997.01.01 2002.06.30 영광원자력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계약

1995.12.18 1996.08.17 고리원자력 1호기 순수생산설비 신축설계

1997.01.01 1999.06.30 울진원자력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 계약

1995.12.20 1996.08.19 대구 LNG 복합화력 지점 세부조사

1997.01.01 1997.07.20 중수로 개량설계 기술개발용역

1995.12.26 1999.12.25 전력산업 기술기준 개발(3단계)

1997.01.01 1997.07.20 중수로 노심해석체계 개발 및 노심해석

1996.01.03 1999.09.30 중유화력발전소 배연탈황 설비공사 설계기술

1997.01.03 1999.01.02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열 충격해석 연구

1996.01.03 1997.12.31 지진재해 확률론적 평가

1997.01.10 1998.04.06 97 상반기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 설계용역

1996.01.10 1996.05.31 LG그룹 LNG 민자발전소 건설지점 세부조사(2)

1997.01.10 1997.07.09 쌍용정유㈜ PX-Center 전력계통 안정도 검토용역

1996.01.12 1996.02.20 설악산국립공원 내 경과지 지리정보시스템

1997.01.10 1999.02.28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II) 원자로계통설계 개발용역

1996.01.26 1997.01.25 전 국토 전원 입지조사(석탄화력·원자력 입지)

1997.01.13 1997.05.18 삼양공업정수㈜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 자문용역

1996.02.01 1996.05.30 대우 LNG 복합화력 건설 타당성조사 기술용역

1997.02.05 2004.09.07 광양유연탄발전소 건설 기술자문용역

1996.02.01 1996.05.10 신공항 열병합 건설 타당성(개정분) 및 기본계획 작성

1997.02.10 1999.07.09 신뢰도 중심정비(RCM) 전산도구 개발용역

1996.02.05 1996.08.25 제주지사 내연발전설비 환경규제 준수방안 기술

1997.02.12 2000.01.31 보령화력 1·2호기 혼탄설비 설치공사 설계기술용역

1996.02.13 1998.10.31 제3단계 열병합 발전설비 확장사업 DCS 및 관련공사

1997.02.12 2002.12.31 태안화력 5·6호기 종합설계용역

1996.02.14 1998.12.31 영동화력 1호기 배연탈황설비 제작 및 설치

1997.04.28 2004.04.02 345㎸ 영흥 T/L 실시설계 기술용역

APPENDIX

1995.04.06 1997.04.05 원전 2차계통 수질 종합운영관리 설비개발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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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6 2002.12.31 에리트리아 Hirgigo 내연발전소 실시설계용역

1998.03.17 1998.10.31 765㎸ 강관철탑 품질관리시스템 기술용역

1997.05.16 2001.04.30 LG 부곡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1998.04.01 1999.03.31 CAD 도면제작, 변환, 수정 단가계약

1997.05.27 1997.07.05 영동화력 사무실 신축공사 설계용역

1998.04.01 1998.08.31 SK건설㈜ KEPIC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 자문용역

1997.05.28 2000.05.11 765㎸ 신양주 송전선로 조사측량용역

1998.04.01 1998.07.31 수출 선도형 원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용역

1997.06.01 1997.09.30 대구 민자발전사업 기술부문 중 사전준비사항용역

1998.04.09 1998.07.07 345㎸ 고령변전소 토목공사 실시설계용역

1997.06.03 1997.07.18 지중배전 표준맨홀 및 핸드홀 설계용역

1998.04.13 1998.11.12 건흥전기㈜ KEPIC 품질보증 자격인증 자문용역

1997.06.04 1997.11.30 대구 민자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사전조사용역

1998.04.21 1999.06.20 신공항 열병합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997.06.05 1998.01.21 울산화력 보조제어설비 교체 및 주제어실 집중화 공사

1998.04.21 1999.06.20 기존 화력발전소 연돌구조물 보강공사

1997.06.09 1997.08.07 단락연구동 및 일반특성 시험동 건설 설계·감리용역

1998.04.28 1998.06.30 평택화력 3·4호기용 콘크리트 연돌의 내부점검

1997.06.13 1997.07.12 NG 공급배관 설계용역

1998.05.06 1999.12.26 765㎸ 신서산변전소 제어도면 작성용역

1997.06.20 1998.01.19 손상 핵연료봉 검사장비 기술협력계약 추가분

1998.05.07 1998.12.06 영광원자력 3·4호기 수질감시 및 진단시스템 개발용역

1997.06.27 1999.12.26 300㎿급 IGCC 기본설계기술 및 설계체제 개발

1998.05.18 1998.08.05 765㎸ 신서산변전소 기기기초 설계용역

1997.07.16 1998.02.10 울산화력 주연동회로(SQC) DCS화 및 BMS설비 자동화

1998.05.20 1999.05.19 호남화력 1·2 발전기 및 변압기 보호반 교체기술 설계

1997.08.05 1997.11.14 대구 민자발전소 개념설계 및 중량물 운반계획 작성용역

1998.05.28 1998.12.30 울진원자력 3·4호기 사고 및 영향 평가프로그램 개발용역

1997.08.12 1998.11.14 율구만 횡단구간 책임감리 및 용접품질 관리용역

1998.06.09 1999.07.08 인천화력 154㎸ 옥외변전소 GIS부대설비(전기, 토목) 공사

1997.08.14 1997.11.30 대구지역 민전사업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비 산정

1998.06.12 1998.12.11 월성원자력 1호기 주제어실 비상환기 설비설치 설계용역

1997.08.18 1999.05.31 남제주화력 송변전설비 승압공사 설계기술용역

1998.06.18 1998.09.17 파주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설계

1997.08.18 1997.12.20 삼천포화력 1~4호기 저탄장 비산방진책 설치공사 설계

1998.06.30 1999.10.29 월성원자력 1호기 고유기술배경서(AOM) 작성용역

1997.08.19 1998.12.16 영동화력 사무실 증축공사

1998.07.02 1999.06.30 울진원자력 3·4호기 기록관리용역

1997.08.20 1997.11.30 대구 민전 중량물 수송로 보강방안 및 공사비 산정

1998.07.08 2000.11.07 방사선 및 임계 안전해석 최적화 기술개발사업

1997.08.26 1997.11.23 NG 승압공급배관 설치공사

1998.08.07 1998.09.20 변압기 탑 구조 설계용역

1997.08.28 1998.03.31 IGCC 사업계획서 작성용역

1998.08.20 1999.06.30 KEDO원전 1·2호기 본공사계약 대비 종합설계용역(1차)

1997.09.11 1997.10.31 대구 민자발전소 사업제의 설계 환경영향평가용역

1998.08.31 2002.09.30 태안화력 5·6호기 터빈발전기 배관설계 기술용역

1997.09.18 1998.07.17 오리멀전의 발전용 연료 실용화 타당성조사용역

1998.09.01 2000.02.28 중국 진산원자력 1·2호기 AOM 작성용역

1997.09.18 1998.12.31 고리원자력 1호기 공정제어 보호 및 감시설비 개선공사

1998.09.01 1999.05.31 480V 전동기 제어반 기기검증 자문용역

1997.09.22 1997.11.22 월성 1호기 사용 후 연료 저장시설부지 기초지반 검사

1998.09.01 1998.09.20 계산분기 T/L 5~7호기 기초설계용역

1997.09.25 2001.05.06 삼천포화력 1·2호기 제어설비 개조공사

1998.09.01 1999.06.30 765㎸ 강관철탑 품질관리 및 검사용역

1997.09.29 1998.01.26 345㎸ 미금-성동 T/L 강제냉동설비 기본설계용역

1998.09.01 1999.05.31 웨스팅하우스형 원전 표준운영기술지침서 개발자문

1997.10.01 1998.04.30 현대석유화학㈜ 1·2단지 전력설비 개선용역

1998.09.01 1999.03.31 한국표준형원자력발전소 표준운영기술지침서 개발자문

1997.10.06 2002.06.27 765㎸ 신안성변전소 2차공사 설계

1998.09.01 1999.05.31 한국표준형/웨스팅하우스형 원전 표준운영지침서 자문

1997.10.07 1998.05.06 강릉양수 지점 환경예비조사

1998.09.11 1998.09.30 345㎸ 서대구 S/S SVC 기초구조 계산용역

1997.10.25 1997.11.11 니카라과 Ometepe 송배전 확충사업

1998.10.01 1999.07.31 효성 Motor 기기검증 자문용역

1997.11.03 1998.03.02 하동화력 1·2호기 대기환경영향평가

1998.10.01 2001.06.30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및 노화관리방안 분석용역

1997.11.03 1999.12.21 울산화력 주연동회로 DCS화 및 BMS 설비 자동화 공사

1998.10.01 1999.09.30 수출 선도형 원전모델 개발

1997.11.10 1998.09.09 분산형 첨두전원(G/T) 개발 타당성조사용역

1998.10.02 2000.07.01 지진발생시 원전 안전조치 및 후속성능 평가기법 개발

1997.11.10 1997.12.14 영동화력 폐기물 창고 증축공사

1998.10.09 1999.06.30 가디안연료의 원자로계통에 대한 영향평가 및 인허가 지원

1997.12.01 1998.02.28 LNG 탱크 국산화 기술자 위탁교육용역

1998.10.12 1999.07.11 몽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사업

1997.12.26 1998.04.25 영광 3·4호기 장주기 운전을 위한 방사선 영향평가

1998.10.13 1998.12.26 월성원자력 2호기 모의제어반 성능개선 기술용역

1997.12.27 1998.05.30 평택화력 1·2호기 콘크리트 연돌 주조물의 평가 및 보수

1998.10.26 1999.01.24 154㎸ 옥외변전설비 GIS화 공사 기술설계용역

1998.01.12 1998.02.20 중국 안후이 후양석탄화력 설계기술 지원용역

1998.11.11 2000.02.10 원전 2000년 연도문제 기술지원용역

1998.01.15 1998.07.15 대연전자㈜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 자문용역

1998.11.12 1998.02.20 평택화력 3·4호기용 연돌보강 설계용역

1998.01.21 1998.08.18 345㎸ 신인천 T/L #37~#44 이설공사 설계기술용역

1998.11.13 2000.04.12 일산 제2복합화력 열공급설비 설계용역

1998.01.21 2000.03.31 PSA FORTE 해외판매 및 Maintenance

1998.11.17 1998.12.06 154㎸ 금촌-문산 T/L 건설공사 설계용역

1998.01.21 1998.06.30 안산지역 열생산시설 건설공사 입찰 설계용역

1998.11.18 1998.12.05 154㎸ 철탑 설계도면 및 제작자 도서검토용역

1998.01.26 1999.01.25 한국표준원전(1,000㎿) 설계개선용역

1998.11.25 2000.04.24 수화력발전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기술용역

1998.01.30 2000.07.29 한반도 부지고유 내진설계 응답 스펙트럼 개발

1998.12.01 1999.09.30 LG정유 여수공장 전력계통 진단용역

1998.02.17 1998.10.15 오복전기 KEPIC ISO9002 품질시스템 인증자문

1998.12.16 1999.02.13 인도 Korba Power Plant Project 경제적 타당성

1998.02.19 1998.12.31 대구 민자 LNG 복합화력 환경영향평가용역

1998.12.22 1999.03.21 154㎸ 계산분기 T/L #5~#8간 감리용역

1998.02.25 1998.10.24 월성원자력 1호기 주기검사계획서 작성용역

1998.12.31 1999.12.08 인천국제공항 설계기준서 2차 작성용역

1998.02.25 1998.06.24 새한산업㈜ 기기검증 자문용역

1998.12.31 1999.03.10 배연탈황설비 공업용수관로 및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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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30 1999.07.09 345㎸ 의정부 T/L 이설공사 철탑기초 설계용역

1999.01.04 1999.03.03 345㎸ 양주 T/L 지장철탑 이설기초공사 설계기술

1999.07.01 2000.01.31 99 자본재 표준개발사업

1999.01.08 1999.01.30 LNG 복합발전소 내륙/해안별 특성비교용역

1999.07.05 1999.08.04 부산복합 및 부산 3·4 가동시 대기오염물질 확산 예측

1999.01.12 1999.09.30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DCS 개조공사 감리지원용역

1999.07.06 2001.12.15 동력변환계통 개념설계 및 초기기본설계 기술연구

1999.01.13 1999.12.31 가압경수로 냉각재 상실사고해석 최적평가체계 개발

1999.07.07 1999.08.20 345㎸ 서인천 분기 T/L 철탑기초 설계용역

1999.01.20 2000.01.19 시범원전 동력구동밸브 안전성평가 및 진단용역

1999.07.12 1999.11.08 154㎸ 울산 S/S 옥내화공사 실시 설계용역

1999.01.21 2001.07.20 고리 3호기 사용 후 연료 조밀저장대 전면교체 설계

1999.07.12 1999.09.12 345㎸ 율구만 횡단구간 No.167 철탑기초 설계용역

1999.02.01 1999.09.30 남제주화력 내연3·4호기 배연탈질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1999.07.14 2000.03.12 765㎸ 울진-신태백 T/L 경과지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1999.02.18 2000.02.12 기존 발전설비 평가모형 개발용역

1999.07.21 2000.08.20 월성 1호기 안전계통 계측제어루프 응답시간 기준설정

1999.02.19 1999.03.25 영종 S/S 인출 배전전력구 공사 설계용역

1999.07.27 2001.07.26 대만 Lungmen Project 기술인력 지원용역

1999.02.19 1999.03.25 154㎸ 철탑 설계도면 및 제작도면 검토용역

1999.07.29 2003.10.31 중국 진산원전 3단계 인력지원용역(한전 인력공급협정)

1999.03.02 1999.03.26 SEC. System A/E 역무수행용역(울진)

1999.08.02 2000.04.30 KOGAS 멤브레인 Pilot 탱크 설계용역(토목외조분야)

1999.03.08 1999.12.07 월성 TRF 설계기본요건 개발용역

1999.08.02 1999.08.27 반월발전본부 보일러증설 및 연료전환 개조 타당성조사

1999.03.15 2001.03.14 원전수질 종합운영관리 설비성능 유지

1999.08.02 1999.12.01 KEDO원전 1·2호기 본공사계약 대비 종합설계용역(2차)

1999.03.17 1999.04.12 3D-CAD Modeling 교육

1999.08.06 1902.05.05 복합화력 최적운전 관리기법 개발

1999.03.19 1999.11.18 울진원자력 3·4호기 수리부분품 자재목록 편수용역

1999.08.07 1999.10.31 KEPIC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 자문용역

1999.03.25 1999.12.24 수질오염으로 피해 인과관계 규명 및 배상액 결정 연구

1999.08.13 1999.10.01 서천화력 3호기 Belt Conveyor 비산방지 설계용역

1999.03.30 1999.12.31 독일 계측제어기술의 한국원전 적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1999.08.16 2000.03.15 가동원전 소내 정전사고 대처 최적방안 도출 및 개념설계

1999.04.01 1999.09.30 345㎸ 신인천 T/L #38~#44-1 철탑심형기초 시공자문

1999.08.16 2001.03.15 765㎸ 신안성 및 신서산 변전소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

1999.04.01 2000.03.31 가동원전 엔지니어링서비스 설계기술 개발용역

1999.08.17 1999.09.15 부산신항만 지장철탑 이설기초공사 설계기술용역

1999.04.01 2000.03.31 가동원전 엔지니어링서비스 설계 기술개발

1999.08.19 1999.09.20 일리한복합 BOT 사업문서 전자화 지원용역

1999.04.01 2000.03.31 원자력 안전성 관련 펌프 및 밸브 성능검증 시험요건 개발

1999.08.20 2000.05.19 삼천포화력 탈황설비 타당성 및 최적 설치방안용역

1999.04.01 2000.03.31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1999.08.23 1999.09.15 오산열병합 사업성검토 및 수익가치 산정 기초자료 작성

1999.04.01 2000.03.31 DUPIC 핵연료의 월성원자력 장전 및 배출시스템 적용

1999.08.24 1999.12.07 성진기계 345㎸ 강관철탑 설계검증용역

1999.04.07 1999.07.06 울진 1호기 선택성이온 교환설비설치 상세설계

1999.08.26 1999.12.09 한국중공업 345㎸ 강관철탑 설계검증용역

1999.04.07 1999.08.06 울진원자력 1호기 폐수지 건조설비설치 상세설계용역

1999.09.01 2000.08.31 효성 중·소형 Motor 기기검증 자문용역

1999.04.08 2000.04.07 RCM 분석방법 개발 및 시범계통 분석기술

1999.09.01 2000.08.31 공통유형 고장을 배제한 고신뢰도 디지털원자로 개발협약

1999.04.09 2002.09.30 태안화력 5·6호기 보일러 전기계측현장 시공도면 설계

1999.09.01 2000.08.31 표면개질된 원전냉각계통의 부품적용 재료시험

1999.04.13 1999.08.12 고리 2호기 선택성이온 교환설비설치 상세설계 용역

1999.09.01 2000.03.31 일체형 원자로(SMART) 원자로계통설계 개발 지원용역

1999.04.13 1999.06.30 필리핀 일리한발전소 공업용수관로 조사측량 용역계약

1999.09.06 2000.01.03 765㎸ 강관철탑 품질검사 기술용역

1999.04.28 2000.04.22 345㎸ 현덕 S/S GIS를 이용한 부지선정

1999.09.08 2000.05.07 영광 3·4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 공통연결 배관 설계

1999.05.15 2001.10.31 UPSC 제1공장 노후설비 대체사업 계측분야 DCS 설계

1999.09.09 1999.12.08 345㎸ 신가평-의정부 T/L 건설공사 설계용역

1999.05.18 1999.06.26 154㎸ 거제 S/S 옹벽보강 설계용역

1999.09.13 1999.10.13 여수화력 2호기 연료유계통 설비보완 공사 설계용역

1999.05.19 1999.12.31 Burns & McDonnell사 기술인력 지원용역

1999.09.16 2000.01.15 월성원자력 2~4호기 Back-up RSW계통 상세설계

1999.05.20 2000.06.30 핵연료 기술개발 연구동 설계용역

1999.09.17 2001.12.31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III) NSSS 설계용역

1999.05.28 2000.04.22 여수화력 1호기 154㎸ 옥외변전설비 GIS화 설비공사

1999.09.17 2001.12.31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III) 플랜트 종합설계용역

1999.06.01 2000.09.30 보령화력 1~6호기 남부회처리 설계기술용역

1999.09.20 1999.11.10 싱가폴 Pulau Seraya 복합화력 입찰용 견적서 작성용역

1999.06.07 2000.12.06 고리 1·2호기 기계식 방진기 설계자료 보완 및 감축용역

1999.09.21 1999.12.31 월성 수질전산화 개발용역

1999.06.10 1999.07.29 월성원자력 1·2호기 연결다리 설치공사 설계용역

1999.09.22 2000.04.30 AECL 설계지원을 위한 전문기술용역

1999.06.10 2000.12.09 울진원자력 3·4호기 장주기운전 적용연구용역

1999.10.01 2000.05.31 남제주내연 1·2호기 배연탈질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

1999.06.11 2000.08.10 삼천포화력 모의제어반 개선공사 기술용역

1999.10.01 1999.10.28 22.9㎸ 석모도-주문도 D/L 기초보강공사 구조계산 설계

1999.06.19 1999.06.30 345㎸ 제철 T/L #35~#38 철탑기초 검토용역

1999.10.04 2000.01.31 S&L사 기술역무지원을 위한 구매계약

1999.06.21 1999.10.20 전처리 설비를 이용한 NOx 최적 저감방안용역

1999.10.05 1999.12.31 안양복합 지역난방 열교환기 개선방안 기술용역

1999.06.21 2001.12.31 필리핀 일리한발전소 사업주 기술지원용역

1999.10.16 2001.10.15 한국표준원전(1,000㎿) NSSS 설계개선 2단계사업

1999.06.28 2000.07.14 배후지원단지 배전선로공사 1공구 감리용역

1999.10.16 2001.10.15 한국표준원전 설계개선(II)용역

1999.06.28 2000.07.14 배후지원단지 배전선로공사 2공구 감리용역

1999.10.25 1999.11.01 영동 1호기 Stack 내부점검공사(간이용역)

1999.06.28 2000.07.14 배후지원단지 배전선로공사 3공구 감리용역

1999.10.26 2000.06.24 345㎸ 신부평 옥내변전소 건설공사 설계용역

1999.06.28 2000.07.14 영종 S/S 인출 배전관로공사 감리용역

1999.10.29 2002.12.28 영주 신제조창 건설사업관리용역

1999.06.28 2000.07.14 영종 S/S 인출 배전전력구공사 감리용역

1999.11.01 2000.10.31 PSA Program 참여인력지원

1999.06.28 1999.08.26 서천화력 저탄장 살수설비 개선 설계용역

1999.11.01 2002.05.18 서울 여성프라자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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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준공일

사업명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1999.11.01 1999.11.20 동해 S/S 3 MTR 증설공사 변전기기 기초보강공사

2000.03.21 2000.10.20 금속물 자체처분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용역

1999.11.11 2002.11.03 해제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2000.03.27 2000.07.07 LNG 열병합발전사업 병행추진을 위한 조사용역

1999.11.15 2001.07.14 345㎸ 양양-동해 T/L GIS를 이용한 경과지 선정, 설계

2000.03.29 2000.07.31 핵융합 특수실험동 중성자/이차감마선 차폐해석용역

1999.11.15 1999.12.14 산청-의령 T/L 건설공사 외 2개구간 폭우피해 원인조사

2000.04.01 2001.03.31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평가 기술개발(II)용역

1999.11.15 1999.12.15 사우디 100㎿ Sabayek 화력발전소 제의서 작성용역

2000.04.01 2001.03.30 PSA 정량화엔진 FORTE 상품판매

1999.11.15 2001.07.30 GIS를 이용한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연구용역

2000.04.01 2001.03.31 한·우크라이나 원전기술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협약

1999.11.22 2001.11.21 고리 1·2호기 부분충수운전 중 안전해석 연구

2000.04.01 2001.03.31 일체형 원자로 원자로계통설계 개발지원(II)

1999.11.22 2001.11.21 고리 1·2호기 부분충수운전 중 RHR 유량감량 분석연구

2000.04.01 2001.03.31 DUPIC 핵연료 원자로사고 영향평가

1999.11.25 2002.11.24 고리원자력 1호기 PSA(격납건물 건전성분석)용역

2000.04.01 2001.03.31 위험도감시 전산시스템 연계모듈 개발

1999.11.25 2002.11.24 고리원자력 1호기 PSA(외부사건분석)용역

2000.04.01 2001.03.31 가동원전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개발(II)

1999.11.25 2002.11.24 고리원자력 1호기 PSA(PSA DB개발)용역

2000.04.03 2000.06.01 제1발전소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1999.11.29 1999.12.28 영광원자력 1호기 계통도면 전산화작업용역

2000.04.07 2002.02.06 울진 1·2 EOP 고유항목 및 사고완화 대응전략 연구

1999.12.01 1999.12.30 울산화력 도면 전자(CAD)화용역

2000.04.17 2000.12.30 재료선정 및 특성평가시스템 1Set

1999.12.06 2000.01.16 154㎸ 변전소 MTR 수냉각설비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

2000.05.03 2001.07.30 GIS를 이용한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기법 연구용역

1999.12.06 2000.01.24 영종 전력구 동력 신규 공급공사 감리용역

2000.05.08 2000.09.04 열유동 실험장치 부대시설 신축공사

1999.12.08 2000.03.09 SK㈜ 정유공장 내진 안전성평가용역

2000.05.16 2000.07.24 울진 N/P 3~ 6호기 Tie Line 및 인출정비공사 설계

1999.12.14 2001.03.31 울진 표준형원전 시뮬레이터 H/W 판넬1식 제작용역

2000.05.23 2000.09.22 구미열병합 4호기 보일러 탈황설비 타당성조사 기술용역

1999.12.17 2001.02.28 2000년도 원전 동력구동밸브 안전성평가용역

2000.06.01 2001.05.31 노내 계측기 특성분석, 신호처리 및 수명평가 분석방법

1999.12.24 2000.06.20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

2000.06.03 2000.06.22 345㎸ 신온산 S/S 변전기초 구조설계용역

1999.12.24 2000.12.23 필리핀 일리한복합화력 경유 하역부두 건설공사

2000.06.05 2002.08.04 여수화력 2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1999.12.28 2000.12.27 제주-육지간 HVDC 연계설비추가 타당성 검토용역

2000.06.14 2001.06.13 원전설비 용접부 건전성 평가 기술개발

1999.12.29 2002.12.28 국도 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

2000.06.15 2000.08.13 154㎸ 신고성-거제 송전선로 설계검토 기술용역

1999.12.30 2000.12.29 대구 상인고등학교 신축설계

2000.06.20 2000.07.19 부산복합 및 부산 3·4 가동시 대기오염물질 확산 예측

1999.12.30 2000.12.29 공항중학교 교사 개축 및 기타공사

2000.06.23 2001.04.22 세계 도자기 엑스포 2001 경기도 문화단지 건립공사

1999.12.31 2000.10.14 PFM 현장정보 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1차협약)

2000.07.01 2001.01.31 2000년도 자본재 표준개발 4건

2000.01.01 2000.12.31 망간계 금속산화물을 이용한 저온탈질촉매 및 공정 개발

2000.07.01 2000.12.31 필린핀 말라야화력 오리멀전 연료전환 타당성조사용역

2000.01.01 2000.06.30 CANDU-9 A/E분야 안전성평가용역

2000.07.03 2000.08.31 보령화력 폐수 재이용설비 설치공사 설계용역

2000.01.01 2000.12.31 CANDU-9 설계 안전성평가 및 공동 엔지니어링용역

2000.07.05 2000.08.18 소규모 345㎸ 옥내변전소 최적기기 배치(안) 검토용역

2000.01.06 2000.12.31 한국표준원전용 최적실시간 Nuclear Plant Analyzer 개발

2000.07.05 2000.09.30 태안화력 5·6호기 소구경 비임계배관 설계용역

2000.01.15 2000.11.14 원전 성능검증 기기 사양조사 및 표준절차서 개발용역

2000.07.06 2004.07.05 Bechtel사 기술인력 자문용역

2000.01.26 2000.06.27 신울진원전 지점 예비조사용역

2000.07.07 2002.01.06 월성 TRF 인허가문서 작성

2000.01.28 2000.11.30 노심보호연산기 입출력 모의시험장비용역

2000.07.12 2001.05.11 칼란드리아관 처짐도 측정 및 예측코드 개발용역

2000.01.31 2002.01.30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

2000.07.15 2002.07.14 원전 2차계통 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육해석

2000.02.01 2001.03.31 차세대 원자로용 안전주입 성능평가 실험장치공사

2000.07.18 2000.08.31 안양·부천 열병합 Hand Over시험 기술자문용역

2000.02.01 2002.05.31 서울화력 4·5호기 탈질설비 설계기술용역

2000.07.26 2002.02.25 고리원자력 2호기 RCS 정상운전상태 구조해석

2000.02.03 2009.01.02 KEDO원전 종합설계용역

2000.08.01 2001.09.30 영광원자력 5호기 동력구동밸브 안전성검토

2000.02.03 2009.01.02 KEDO원전 원자로계통설계용역

2000.08.02 2001.09.01 백령도 및 덕적도 발전소증설 설계용역

2000.02.08 2000.04.07 태안화력 폐기물 저장창고 및 유지창고 신축 설계용역

2000.08.07 2002.02.06 월성1 핵연료 교환계통 중수공급 압력제어기 교체 설계

2000.02.08 2000.12.31 핵연료 연구동 설계 및 공사방법 승인신청서 작성

2000.08.07 2001.06.06 평일산업㈜ KEPIC 품질인증 자문용역

2000.02.09 2000.10.05 송전선로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용역

2000.08.09 2002.03.31 퇴촌·남종면 상수도 시설공사

2000.02.15 2001.03.31 필리핀 일리한 500㎸ Switchyard 건설공사

2000.08.10 2002.09.30 KEDO원전 1·2호기용 Fuel Rack 설계변경용역

2000.02.15 2001.03.31 필리핀 일리한 500㎸ Switchyard EPC

2000.08.14 2001.05.13 청정석탄(CCT) 도입 타당성조사용역

2000.02.21 2000.04.10 154㎸ 역삼변전소 수냉각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08.14 2002.02.13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2000.02.21 2000.08.20 신울진원전 부지 환경예비조사용역

2000.08.17 2000.10.30 고리1 기기냉각 해수건물 천장 및 연료건물 슬라브 개선

2000.02.24 2000.05.08 강서·노원 열병합 탈질설비 설치 기본계획용역

2000.08.21 2000.08.27 방글라데시 지방전력망 확충사업 심사 관련 검토용역

2000.03.06 2000.04.21 영광 3·4 주급수 제어밸브에 따른 FWCS 설정치 변경

2000.08.21 2001.12.31 산업체 및 업무용 건물 전기 진단사업용역

2000.03.06 2000.04.21 인천화력 1·2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용역

2000.08.28 2001.02.27 KGE 원가관리 절차수립 개발용역

2000.03.10 2001.03.09 고리 1호기 원자로계통 온도 응답시간 완화연구

2000.09.01 2001.04.30 Battery Charger & Inverter 기기검증 자문

2000.03.16 2004.01.31 여수 및 서산 비축기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

2000.09.01 2002.11.30 방사선원항 분석기술 개발용역

2000.03.20 2000.09.19 노심운전 제한 감시계통 기술지침서 적용시간 연장

2000.09.01 2002.06.30 울진 5·6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계통설계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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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3 2000.11.27 환경화학 통합감시망 증설공사

2000.09.01 2001.08.31 원전냉각계통의 부품재료 시험규격 및 인증절차

2000.11.13 2001.01.01 월성 울주 T/L NO.35 폭우피해 복구공사 설계 기술용역

2000.09.01 2001.08.31 발전소 구조물 최적방식 전자방식시스템 적용 연구

2000.11.13 2000.12.12 765㎸ 신서산 T/L NO.207 기초부위 및 법면보강 설계

2000.09.06 2001.07.14 울진 1·2 원자로 하부구조 환기계통 설비 개선용역

2000.11.15 2001.05.31 성능검증 기기 사양조사 및 표준절차서 개발용역

2000.09.07 2000.10.01 345㎸ 과천 CH 철구구조물 설치공사 설계용역

2000.11.17 2001.04.15 반재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기술용역

2000.09.08 2003.07.07 원자력발전소의 개선된 내진해석 기술개발

2000.11.23 2001.03.22 월성원자력 3·4호기 고유기술배경서(AOM) 보완용역

2000.09.16 2001.05.15 기기 내진성능 평가절차 개발

2000.11.24 2000.12.06 불가리아 송전선 건설사업 관련 업무 검토업무용역

2000.09.16 2001.05.15 열취화 손상관리 적용기술 개발

2000.11.24 2002.11.23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공사

2000.09.16 2001.05.15 원전 기기검증용 신사고해석 방법론 개발연구

2000.11.27 2006.09.30 당진화력 5·6호기 설계기술용역

2000.09.16 2001.05.15 월성원전 기술지침서 기술배경연구 및 LCO 기술배경 개발

2000.11.28 2000.12.27 철탑번호 244호 기초부위 및 법면보강 설계용역

2000.09.16 2001.05.15 제1정지계통 채널 연료교체시 저유량 트립신호 방지

2000.11.30 2001.12.29 원자력발전소 소내 전력계통 분석진단 기술개발

2000.09.16 2001.05.15 W/H형 원전 기기검증용 사고분석 기술개발연구

2000.11.30 2006.09.30 영월화력 3호기 설계기술용역

2000.09.16 2001.05.15 트립 유효범위 분석방법론 개발

2000.12.01 2001.11.30 보령복합화력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2000.09.18 2003.09.17 안녕·와우 지구 우·오수 분류관거 설치공사

2000.12.01 2001.11.30 포항제철소 전력계통 종합진단

2000.09.18 2003.09.17 태안·병점 지구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

2000.12.05 2001.10.04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기술에 관한 연구

2000.09.18 2002.11.26 345㎸ 신서산 분기 T/L 철탑기초 설계용역

2000.12.07 2001.03.06 고리 1·2호기 격납용기 내 보조크레인 신설 설계용역

2000.09.21 2003.06.20 원전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 및 운영기술 개발

2000.12.08 2001.01.31 태국 BoNok Power Project Jetty EPC공사 입찰지원용역

2000.09.26 2003.09.26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2000.12.12 2000.12.26 진영 T/L 연약지반 철탑기초 실시설계용역

2000.09.26 2000.11.25 영광원자력 2호기 Cross-Over Leg 건전성평가

2000.12.15 2001.09.30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원전용 규제 및 설계요건 완화

2000.09.26 2002.12.25 영광원자력 3·4호기 냉각재 온도감소 운전적용 연구

2000.12.15 2001.09.30 원전 지능형 예방정비 방법론 및 툴 개발(I)

2000.10.01 2001.09.30 전기관통부(EPA) 기기검증 자문

2000.12.15 2001.09.30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원전용 규제 및 설계요건 완화

2000.10.01 2002.03.31 동두천 송내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

2000.12.15 2001.09.30 미래 원전 설계·제작 및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2000.10.01 2005.03.31 전력산업 기술기준 개발연구

2000.12.16 2002.02.15 울진 표준형원전 컴퓨터지원 교육훈련시스템 개발

2000.10.02 2001.01.31 일체형 원자로(SMART) 경제성 검토용역

2000.12.18 2002.04.11 운서고등학교 신축공사

2000.10.05 2002.10.04 고리원자력 1호기 내환경 기기검증 평가용역

2000.12.21 2000.12.31 울산원자력 1호기 전산설비 감시장치(MCS) 교체공사

2000.10.06 2000.11.04 154㎸ 중수 T/L #7 철탑이설공사 설계기술용역

2000.12.22 2001.12.21 루마니아 Cernavada 원전의 PSA 기술협력방안 연구

2000.10.10 2001.11.30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사전준비 및 사업추진 기술지원

2000.12.29 2003.12.20 소수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2000.10.11 2001.09.30 천인 대형모터 기기검증 자문용역

2000.12.30 2002.05.23 효성고등학교 신축공사

2000.10.13 2002.10.12 고리원자력 1호기 안전해석평가(2)-설계안전성용역

2000.12.30 2005.12.31 원평-금구간 도로건설공사

2000.10.16 2001.08.31 PFM 현장 정보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II)

2001.01.03 2002.03.30 저압 SNW System 건설기술용역

2000.10.17 2002.10.16 고리원자력 1호기 내진 기기검증 평가

2001.01.05 2001.05.05 총누설 감시계통 시험주기 및 운영 타당성 검토

2000.10.18 2002.10.17 고리원자력 1호기 발전소 현상태 및 노화관리 평가

2001.01.05 2003.03.31 울산화력 4~6호기 탈질설비 설치 설계용역

2000.10.20 2001.12.31 Hirgigo 내연발전소 상세설계용역

2001.01.12 2004.09.11 금호석유화학㈜ 열병합 증설 설계기술/감리용역

2000.10.20 2001.03.19 방사선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최적체계개발

2001.01.19 2003.01.08 지하철 1~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토목)

2000.10.21 2000.12.19 154㎸ 염곡 S/S MTR 수냉각 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2001.01.26 2001.03.03 BNF㈜ 품질보증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자문용역

2000.10.23 2001.03.31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개발 전력연구

2001.01.26 2002.09.25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공사

2000.10.25 2002.12.23 고리원자력 1·2호기 오수처리설비 기본설계용역

2001.01.29 2001.04.19 양천 S/S MTR 수냉각 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10.27 2002.10.26 월성원자력 1호기 주요 기기 수명평가 연구

2001.01.29 2001.04.19 345㎸ 서인천 C/C S.W 증설 토목기초 설계용역

2000.10.27 2001.02.23 345㎸ 신시흥 S/S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 설계기술용역

2001.02.01 2002.01.31 저유황 연소 내연발전기 및 보일러 저온탈질 기술개발

2000.11.01 2003.03.31 열성층 영향평가 및 배관정밀검사 부위선정 연구용역

2001.02.05 2004.02.04 송리-반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00.11.01 2002.06.30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외부사건 분석

2001.02.12 2003.02.11 핵연료 기술개발 연구동 신축공사 감리용역

2000.11.01 2005.06.30 월성 삼중수소 제거설비 설계용역

2001.02.13 2003.03.31 영남화력 오리멀전 연료전환 및 2호기 탈질설비 설계

2000.11.01 2000.12.31 영남화력 1호기 Operator Interface Station-44 1Set

2001.02.16 2004.05.22 웨스팅하우스형 원전 원자로 정지불능 완화계통 설계

2000.11.01 2002.03.11 S&L사 품질검사 인력지원용역

2001.02.19 2001.03.20 영남화력 2호기 전산설비 감시장치(MCS) 교체공사

2000.11.06 2002.05.03 765㎸ 1회선 T/L 기술검토 및 기본설계용역

2001.03.02 2001.04.15 154㎸ 남창-완도 T/L 특수기초 실시설계용역

2000.11.06 2001.03.10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입찰제의서 작성용역

2001.03.02 2003.12.14 TRIGA 원자로 제염, 해체공사 전문가분야

2000.11.06 2002.12.06 안양·부천 열병합 기술자문용역

2001.03.05 2002.12.31 문화센터 건립공사

2000.11.07 2001.02.15 동력구동밸브 안전성평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2001.03.09 2002.05.08 2001년 동력구동밸브 안전성평가 설계기준 검토

2000.11.09 2003.11.08 월성원자력 1호기 DICON IntEC화 전환설계용역

2001.03.10 2002.06.30 신월성원자력 1·2호기 사전 준비 및 사업추진 지원

2000.11.10 2001.11.09 월성 1호기 CANFLEX-NU 상용장전 안전성 분석

2001.03.10 2002.03.18 가동원전 설계기술 지원용역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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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2 2002.07.11 제2차 사용 후 연료 캐니스터 증설공사 설계용역

2001.06.01 2002.06.30 원전설비 용접부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2001.03.14 2001.03.28 345㎸ 신안성-신성남 T/L 건설공사 기초설계용역

2001.06.13 2001.12.30 남해화학㈜ 황산공장 발전기 부하 순차차단기 설치공사

2001.03.15 2005.03.31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2001.06.20 2003.06.19 원전 수질 종합운영관리 설비성능 유지

2001.03.21 2001.03.31 154㎸ 다산-강창 T/L No.28 철탑기초 설계용역

2001.06.25 2001.11.24 동력구동밸브 안전성평가 전산프로그램 2단계 개발

2001.03.23 2001.06.20 고리본부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01.06.29 2001.07.28 154㎸ 직접분기 T/L 기초공사 설계기술용역

2001.03.28 2002.03.27 원전 구조물과 계통설비 모듈화공법에 대한 타당성 연구

2001.07.01 2001.08.31 영광 3·4 ORT 적용에 따른 SI, SC 배관 LBB 영향평가

2001.03.31 2001.12.31 PSA FORTE 판매 및 Maintenance

2001.07.01 2004.06.30 계측제어시스템 기기국산화를 위한 설계 및 요건 개발

2001.04.01 2001.12.31 CANDU 원전용 계통분석 모델 개발

2001.07.02 2002.02.28 열확산식 기체유량 프로그램 2단계 개발

2001.04.01 2001.12.31 CANDU 원전용 Nuclear Plant Analyzer 개발계약

2001.07.10 2002.02.09 고리원자력 1·2호기 소내 전력설비 부하용역

2001.04.01 2002.03.31 원자로 내부구조물 건전성평가용역

2001.07.10 2002.01.09 고리 1호기 케이블 트레이 식별번호체계 개발용역

2001.04.01 2002.03.31 열수력 종합실증 실험장치 독립검토 및 SET항목 도출

2001.07.20 2002.03.19 인천 3·4/서천 1·2 질소산화물 저감방안 설계

2001.04.01 2002.03.31 일체형 원자로(SMART) 원자로계통설계 개발지원용역

2001.07.20 2002.03.19 345㎸ 의정부 S/S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 설계기술용역

2001.04.01 2002.03.31 DUPIC 핵연료장전 원자로 사고영향 평가용역

2001.07.25 2001.10.24 오리멀전 연료전환 타당성조사용역

2001.04.01 2002.03.31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 연계모듈 개발(2차년도)

2001.08.01 2002.12.31 영광 1~6호기 옥외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도면 작성

2001.04.01 2002.03.31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스템 요소비용 자료 국산화

2001.08.01 2001.12.28 월성원자력 3·4호기 원자로계통 제어루프 논리 설계

2001.04.01 2002.03.31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평가(III)

2001.08.01 2003.06.30 원전 주요 기기 앵커의 거동성능 및 설계기준 수립

2001.04.01 2002.03.31 가동원전 엔지니어링서비스 설계 기술개발용역

2001.08.01 2002.12.30 영광 5·6 2차계통 수질종합 운영관리 설비 1식

2001.04.01 2002.03.31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평가 기술개발용역

2001.08.08 2001.12.23 대만 타이충화전 9·10 고온, 고압배관의 배관응력 해석

2001.04.02 2003.10.01 울진원자력 5·6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최종평가

2001.08.14 2001.09.03 에너지관리공단 터빈 추가배관 보완 배관응력 해석

2001.04.23 2001.06.21 주변압기 수냉각설비 원격운전방안 도출용역

2001.08.20 2002.08.19 팔로버디원자력 노심보호 연산기계통 교체사업

2001.04.23 2003.04.22 인천화력 3·4호기 주증기관 교체 설계용역

2001.08.20 2002.02.15 345㎸ 신양재변전소 #3 주변압기 수송로 보강공사

2001.04.24 2002.07.23 복수탈염설비 재생폐액 방사선 설치 설계용역

2001.08.28 2002.09.15 고리원자력 2호기 재장전기중기 운전제어시스템 개선

2001.04.25 2002.07.18 월성원자력 1호기 주변압기 교체관련 설계용역

2001.08.31 2002.10.30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종합설계 기술용역

2001.04.26 2001.09.29 태안화력 1~4호기 지하전력구 소방설비 설계 및 공사

2001.09.01 2002.04.30 유효선량 반영, 원자로 냉각재 비방사능 평가용역

2001.05.01 2002.03.31 열취화 손상관리 적용기술 연구용역

2001.09.01 2002.08.31 공통유형 고장을 배제한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개발

2001.05.01 2002.03.31 기기내진 성능평가 절차개발

2001.09.05 2002.06.30 월드컵 축구경기장 방송전력 공급방안 수립 설치용역

2001.05.02 2007.03.31 삼천포화력 탈황 및 3·4호기 탈질설비 설계용역

2001.09.10 2003.12.31 두산중공업 Fujairah HRSG PJT 전기부문 A/E 설계

2001.05.02 2001.07.30 월성원자력 3·4호기 최종도면 검토용역

2001.09.12 2002.02.20 고리 시뮬레이터 1호기 설비 개선용역

2001.05.02 2003.03.02 신고리-북경남 T/L GIS 경과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2001.09.28 2003.06.27 월성원자력 1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2001.05.02 2003.03.02 북경남-서경북 T/L GIS 경과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2001.09.28 2003.06.27 월성원자력 1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갱년열화평가 II)

2001.05.02 2001.07.20 765㎸ 신태백 S/S 기기 기초설계용역

2001.09.28 2003.06.27 월성원자력 1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현상태 평가)

2001.05.03 2002.05.02 일반 규격품 대체사용 품질검증제도 개발용역

2001.10.01 2003.10.04 월성원자력 1호기 내외부 사건 PSA(DB 포함)

2001.05.04 2001.06.20 154㎸ 용성개폐소 연약지반 보강 실시설계용역

2001.10.01 2001.11.01 울진 1·2 핵연료 취급운전 방사선량률 최소 차폐평가

2001.05.10 2002.12.31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사전준비용역

2001.10.01 2002.09.30 미래원전 설계, 제작 및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2001.05.16 2001.08.15 울진원자력 4호기 연구과제(RI-ISI) 관련 기술자문용역

2001.10.01 2002.09.30 원전 지능형 예방정비 방법론 및 툴 개발(II)

2001.05.16 2001.07.20 LG 부곡복합화력 정밀실사 기술자문용역

2001.10.01 2002.09.30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미래 원전용 규제 및 설계 요건 완화

2001.05.16 2002.03.31 원전 기기검증용 신사고해석 방법론 개발 연구

2001.10.01 2002.09.30 영광1 누설연료봉 검사장비의 최적 기술개발

2001.05.16 2002.03.31 원전 기기검증용 신사고해석 방법론 개발연구

2001.10.04 2003.01.08 지하철 1~4호선(건축, 설비, 전기, 통신) 공사

2001.05.16 2002.03.31 제1정지계통 채널 연료교체시 저유량 트립신호 방지

2001.10.15 2002.10.14 고리원자력 1·2호기 격납용기 냉방설비 개선 설계용역

2001.05.16 2002.03.31 중수로원전 운전제한조건 기술배경 개발

2001.10.18 2002.01.18 Brooks 석탄화력 설계용역(1단계)

2001.05.16 2002.03.31 트립 유효범위 및 격납건물 다차원 수소분석 방법론 개발

2001.10.19 2001.12.17 삼천포화력 1·2호기 보일러 제매기 매체변경 기술용역

2001.05.16 2002.03.31 W/H형 원전 기기검증용 사고분석 기술개발

2001.10.19 2001.11.18 봉천 S/S M.TR 수냉각 설비 실시공사 설계기술용역

2001.05.16 2002.03.31 내환경 기기검증 사고분석 시범적용

2001.10.19 2001.12.17 부산화력 3·4호기 철거 설계기술용역

2001.05.21 2001.12.20 플라즈마 공정 실용급 냉각기 및 기술평가

2001.10.31 2004.10.30 월성 2~4호기 사용 후 연료 건식 이용설비 설치설계

2001.05.24 2006.04.30 분당복합화력 열교환기 냉각기 및 NG 가열기 설치

2001.11.01 2002.02.28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계획서 개발지원

2001.05.24 2001.09.30 대구전력㈜ 주기기 구매/평가 기술용역

2001.11.01 2003.10.31 부곡복합화력 기술자문용역

2001.05.28 2001.07.12 345㎸ 신강진 T/L 철탑기초 안전진단용역

2001.11.05 2002.01.31 가압경수로용 냉각재상실 사고해석 최적 평가체계 개발

2001.05.28 2001.06.10 해월 철탑 증도#1~4호간 외 21건 기초 안정성 기술검토

2001.11.09 2002.07.06 중수로 정지 및 출력변화에 따른 반응도계산 프로그램 개발

2001.06.01 2001.07.04 여수화력 터빈발전기 및 고압 급수가열기 입찰 평가

2001.11.10 2002.11.09 월성1 CANFLEX-NU 상용안전 안전성 분석용역

2001.06.01 2002.05.31 기기 성능검증 사양조사 및 표준절차서 개발용역

2001.11.20 2003.04.30 구리하수처리장 3차 고도 처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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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4 2002.06.29 광주제조창 냄새방지 Bio-Syst. 설치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2001.12.01 2003.11.30 저온탈질공정시스템 시범화 적용사업

2002.05.15 2005.05.31 성남시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2001.12.01 2001.12.31 과도해석 방법론 개발

2002.05.17 2003.08.31 고리 1호기 기기검증 BOP 사고해석 및 환경조건 결정

2001.12.03 2006.12.22 인천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2002.05.20 2003.05.31 고리 1호기 기기검증 소형 LOCA 질량/에너지 해석

2001.12.05 2002.05.04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최적체계 개발

2002.05.20 2002.07.31 대림산업㈜ 율촌복합화력 건설공사 입찰서류 작성용역

2001.12.06 2002.01.05 154㎸ 영광-고창 T/L 특수기초 설계용역

2002.06.01 2002.09.30 울진원자력 3·4호기 고유기술배경서(PSTG) 개발

2001.12.11 2003.08.01 345㎸ 신진천 S/S 건설공사 설계용역

2002.06.01 2002.10.31 평택화력 1~4호기 탈황설비제의서 작성용역

2001.12.11 2002.02.14 345㎸ 동해 외 4개 T/L 지장철탑 이설공사 설계기술용역

2002.06.01 2003.03.31 CANDU 원자로 기동모델(I)

2001.12.18 2001.12.18 산업설비 재료분석 및 평가시스템(PMAS) 판매

2002.06.07 2002.12.06 하동화력 후속호기 타당성조사용역

2001.12.20 2002.04.20 발전소 에너지절약 진단지침서 작성용역

2002.06.12 2003.04.11 고리원자력 2호기 격납용기 보호도장 열화평가용역

2001.12.24 2002.08.23 양동지구 지하수 지표면 개발사업

2002.06.14 2003.06.13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행을 위한 원전설비 건전성평가

2001.12.26 2004.06.30 여수화력 오리멀전 연료전환 설계 기술용역

2002.06.15 2004.06.30 매곡지방 산업단지 조성공사

2001.12.27 2002.12.31 표준형원전 열출력 감시방법의 최적기술 개발

2002.06.17 2004.04.30 광양복합화력 건설사업계통 연계설비 기본·상세 설계

2001.12.31 2004.12.30 한국표준형원전의 AOT/STI 요건 완화 연구용역

2002.06.19 2002.12.13 원자력발전소 노심보호연산기 I/O Simulator 제작공급

2002.01.01 2003.12.31 고리원자력 2호기 내·외부사건 및 격납건물 건전성 PSA

2002.06.24 2003.03.28 LG 부곡복합화력 2호기 개념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2002.01.01 2005.12.31 PSA FORTE 판매 및 Maintenance

2002.06.26 2004.12.31 분당복합화력 2호기 Block 열교환기 냉각기설치 ESCO

2002.01.01 2002.06.30 터키 Izmit Refinery 열병합 입찰설계 기술용역

2002.06.27 2003.12.26 고리원자력 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갱년열화평가 II)

2002.01.01 2006.12.20 과도해석 방법론 개발

2002.06.27 2003.12.26 고리원자력 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내환경 검증평가)

2002.01.03 2002.02.27 울산화력 4호기 고온재열증기관 건전성 검토용역

2002.06.28 2002.08.11 154㎸ 역곡 S/S M.Tr 수냉각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02.01.04 2002.08.31 영광본부 1차기기 정비공작실 신축설계용역

2002.07.01 2003.06.30 노심보호연산기 실용화 추진 타당성 검토

2002.01.04 2002.06.30 고리 3·4호기 RCS 중간배관과 PWR의 적정 Gap 평가

2002.07.01 2003.06.30 NSSS 계측제어 계통설계에 관한 기술지원

2002.01.22 2007.07.21 울진원자력 2호기 사용 후 연료 조밀저장대 교체설계

2002.07.02 2002.09.10 부산 정관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업성 검토자료

2002.01.30 2004.09.30 삼천포화력 1·2호기 제매기 매체변경 ESCO사업

2002.07.03 2002.09.30 154㎸ 진접분기 T/L 기초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2002.02.01 2003.01.31 저유황 연소 내연발전기 및 보일러 저온탈질 기술 개발

2002.07.09 2002.11.08 고리원자력 1호기 주변압기 설계용역

2002.02.04 2003.01.31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공사

2002.07.23 2002.11.22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사고해석 평가용역

2002.02.08 2002.04.15 Tachung Thermal Plant 비임계 배관 응력해석을 위한 설계

2002.08.06 2008.06.30 태안화력 7·8호기 설계기술용역

2002.02.15 2004.02.14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2002.08.09 2009.09.30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용역

2002.02.18 2005.10.17 고리원자력 소내 정전대처 설비 설계용역

2002.08.09 2010.09.30 신월성원자력 1·2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용역

2002.02.28 2004.03.31 고리원자력 2호기 발전소 소내 주전산기

2002.08.09 2009.09.30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종합설계용역

2002.03.19 2003.03.18 가동원전 설계기술용역

2002.08.09 2010.09.30 신월성원자력 1·2호기 종합설계용역

2002.03.29 2003.02.28 호남화력 석탄회 재활용설비 설치 설계용역

2002.08.12 2002.09.30 154㎸ 덕계-전곡 T/L 산림훼손지역 생태환경 복원용역

2002.04.01 2003.03.31 원자력 배관 안전 여유도 개선 소재 기술사양 적용성 연구

2002.08.16 2002.10.31 154㎸ 동우STI㈜ T/L 건설공사 기초설계용역

2002.04.01 2003.03.31 가동 중 중수로 경년열화 안전성 평가지침 개발

2002.08.19 2002.12.18 호남·울산 화력 종합수명평가 기술용역

2002.04.01 2003.02.28 위험도 정보 성능기반 규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2002.08.22 2003.04.21 고리원자력 3·4호기 RCS 주배관 파단전 누설 적용용역

2002.04.01 2003.03.31 원자력 배관 안전여유도 개선 소재기술사양 적용성 연구

2002.08.28 2002.11.26 양평군 석곡천 개수공사

2002.04.01 2003.03.31 가동원전 기기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2002.09.01 2004.08.31 위험도 및 성능기준 원전 화재분석 방법 및 적용기술

2002.04.01 2003.03.31 열취화 손상관리 적용기술 개발

2002.09.01 2003.05.31 가동원전(고리 3·4/영광 1·2 ) 출력증강 기술개발용역

2002.04.01 2003.02.28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 및 누설 평가기술 개발

2002.09.01 2005.08.31 발전소 I&C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위한 통합검증환경 구축

2002.04.01 2003.02.28 노심감시체계 및 NSSS 영향평가

2002.09.01 2005.02.28 예상 방사선원항 및 소외 방출량평가 기술개발

2002.04.01 2003.03.31 개량 FARE 기구 유동시험

2002.09.01 2003.08.31 웨스팅하우스형 가동원전 영구수조밀봉체 설계기술개발

2002.04.01 2003.03.31 내환경 기기검증용 LOCA 신사고 해석방법론 개발

2002.09.01 2005.08.31 UFM을 이용한 원전 주급수 유량측정 현장적용 기술개발

2002.04.03 2004.04.02 중수로 NUCIRC Code 최적모델링 방법 및 통합관리

2002.09.01 2003.05.31 가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I)-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

2002.04.15 2005.06.30 광양복합화력 건설사업 취배수 구조물 기본 설계용역

2002.09.01 2003.05.31 가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I)-BOP분야

2002.04.15 2002.04.15 LNG 저장탱크 설계용 OPTIME 프로그램 개발

2002.09.01 2003.08.31 고신뢰도 디지털 원자로 보호 계통 개발

2002.04.30 2003.12.21 안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2002.09.01 2003.02.28 LG-Caltex 정유화학설비 내진 안전성평가

2002.05.03 2003.08.24 울진 1·2호기 원자로 정비불능 완화설비 계통설계

2002.09.06 2002.10.20 LG에너지 부곡복합화력 증설에 대한 사업성 검토 자문

2002.05.03 2002.09.19 154㎸ 덕계-전곡 T/L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용역

2002.09.06 2003.01.15 영동화력 1호기 수해복구 설계기술용역

2002.05.07 2003.08.30 군포시 대야동 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2002.09.10 2008.03.31 당진화력 7·8호기 설계기술용역

2002.05.09 2005.06.30 가동원전 동력구동밸브 설계기준 검토용역

2002.09.12 2003.12.31 영광 7·8호기 내·외부사건 및 격납건물 건전성평가

2002.05.10 2002.05.23 알바니아 송변전 시설 개선사업 관련 검토업무

2002.09.17 2009.04.16 보령화력 7·8호기 설계기술용역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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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7 2002.11.15 154㎸ 군공 S/S 옥내화 토목설계용역

2003.04.01 2004.02.29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 및 누설 평가기술 개발

2002.09.30 2003.07.01 사우디 Sawamlah/Al-Leith 변전소 보호설비 설계

2003.04.01 2004.02.29 원자력 배관 안전여유도 개선 소재기술사양 적용성 연구

2002.10.01 2005.09.30 전 원전 방사선 폐기물 핵종분석장치 종합설계용역

2003.04.01 2004.02.29 개량 FARE 기구 유동시험(II)

2002.10.01 2004.08.31 전력산업 연구 개발사업 관련 시스템 개발요건 검토 자문

2003.04.01 2004.02.29 내환경 기기검증용 LOCA M/E 신사고 해석방법론 개발

2002.10.01 2005.06.30 일체형 원자로 기계기기 구조건전성 규제 기술개발

2003.04.01 2004.02.29 노심감시체계 및 NSSS 영향평가

2002.10.08 2005.06.30 고기능 암모니아계 탈질 나노촉매 기술개발

2003.04.01 2004.02.29 CANDU 원자로 기동모델 개발(II)계약

2002.10.16 2005.06.30 울진원자력 5·6호기 동력구동밸브 설계기준 검토용역

2003.04.07 2006.01.30 765㎸ 울진-신태백 T/L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2002.10.16 2004.12.30 고리 3·4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용역(경년열화평가)

2003.04.08 2003.06.06 삼천포화력 1·2호기 소내 전력계통 개선 설계기술용역

2002.10.21 2003.02.20 몽골 바얀틱석탄화력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2003.04.10 2003.06.08 월성 1호기 디지털 제어기 제어논리 도면작성용역

2002.10.21 2003.11.28 수원지사 열원시설 증설공사

2003.04.15 2004.02.08 신영일-천북 T/L 경과지선정 및 설계, 지적현황측량용역

2002.10.22 2002.12.21 태안화력 7·8호기 가동에 따른 대기환경영향평가용역

2003.04.15 2004.06.30 망우산 저류조 설치공사

2002.11.04 2007.10.31 남면-약목 국도 확장공사

2003.04.17 2004.06.15 수질분석 세트, 퍼스널 PC 외(울진 5·6 수질 전산설비)

2002.11.07 2003.11.01 신양양변전소 GIS를 이용한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2003.04.17 2004.06.15 울진원자력 5·6호기 2차계통 수질전산설비 1식

2002.11.10 2003.11.09 월성 1호기 CANFLEX-NU 장전노심 안전성평가

2003.04.28 2003.09.15 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축 연결방식 개선 설계

2002.11.18 2003.06.17 원전 수질종합 운영관리 설비 웹개발 개선용역

2003.04.29 2004.02.29 위험도정보 활용규제 기반 국내산업계 기술수준 평가

2002.11.20 2007.11.19 도암-강진 도로 확장공사

2003.05.14 2003.07.12 군산·장항 T/L 태풍취약 철탑보강개소 안정성 검토

2002.11.20 2003.05.19 예비부지 타당성조사용역

2003.05.20 2003.11.18 CEDMCS 코일전류 감시시스템 제작 구매계약(영광)

2002.11.22 2010.10.11 부안-태인 도로 건설공사(2공구)

2003.05.20 2006.05.30 이화-삼계간 도로확·포장 공사(1공구)

2002.11.25 2005.03.15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노반 신설공사

2003.05.26 2005.01.25 평택화력 1~4호기 보일러 제어설비 교체 설계기술용역

2002.11.26 2008.10.25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

2003.05.28 2004.09.27 월성원자력 1~4호기 345㎸ 스위치야드 개선 설계용역

2002.12.01 2005.11.30 한국형 배연탈황공정(KEPAR)의 격상 실증연구

2003.05.30 2004.12.31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관리 지원용역

2002.12.02 2003.03.31 International Reactor Physics Experiments Project 수행 자문

2003.06.04 2004.06.03 고리원자력 1·2호기 격납건물 살수첨가제 개선 상세설계

2002.12.09 2004.08.08 고리원자력 1호기 주발전기 및 상분리모선 교체 설계용역

2003.06.04 2003.10.01 345㎸ 인천 T/P B/S설치 및 신인천 S/S인출변경 제어설계

2002.12.18 2003.10.17 차세대 화력발전소 최적모델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2003.06.05 2003.12.15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내진실태조사

2002.12.23 2005.06.30 일체형 원자로 종합설계용역 1단계사업

2003.06.05 2003.11.01 영동 1호기 전기집진기 성능개선공사 설계기술용역

2002.12.27 2003.12.26 수도물 종합검사센터 신축공사

2003.06.07 2011.09.30 Golder사 기술인력 지원용역

2002.12.28 2004.12.15 동력변환계통 계통설계 2단계

2003.06.14 2004.06.13 원전설비 용접부 건전선평가 기술개발

2003.01.02 2003.02.01 전력계통 운영측면의 제주연계선 추가건설 타당성 검토

2003.06.16 2006.06.15 고리 4호기, 영광 1호기 조밀저장대 교체 설계용역

2003.01.02 2003.05.31 군산화력 폐지타당성 및 부지활용방안용역

2003.06.16 2007.02.15 국도 45호 확포장공사

2003.01.06 2003.07.05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 개발

2003.06.20 2005.06.19 원전 수질종합 운영관리설비 성능유지용역

2003.01.17 2005.06.30 율촌복합화력 건설 Owner’s Engineer 용역

2003.07.01 2004.06.30 NSSS 계측제어 계통설계에 관한 기술지원계약

2003.01.20 2006.01.19 부산농협 복합건물 신축공사

2003.07.01 2004.06.30 고활성 촉매, Hybrid SCR설계/실증 Plant 탈질기술개발

2003.01.28 2004.01.27 안성시 분뇨처리장 개선·보완 공사

2003.07.03 2003.10.13 필리핀 Panay 석탄화력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2003.01.29 2004.01.28 고리원자력 1호기 화재방호 개선 상세설계용역

2003.07.30 2004.06.30 태안화력 1~6호기 탈질설비 설계기술용역

2003.02.01 2004.01.31 저유황 연소 내연발전기 및 보일러용 저온탈질 기술개발

2003.08.01 2005.07.31 고온, 극산성 환경 하의 특수 보조 코팅제 기술개발

2003.02.04 2006.02.03 대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2003.08.18 2004.03.31 원자력기기 내진해석 응답스펙트럼 생성 프로그램 개발

2003.02.13 2003.10.12 한국 CHINO 원자력 품질보증시스템 수립 및 이행 자문

2003.08.18 2004.02.17 감손우라늄 처리 대책수립 자문용역

2003.02.28 2009.06.30 영흥화력 3·4호기 건설 설계기술용역

2003.08.19 2003.11.18 시뮬레이터 패널 설계변경

2003.03.05 2005.09.15 열수력 실험장치 상세설계용역

2003.08.26 2003.12.30 울진원자력 3·4호기 코일전류 감시시스템 공급 계약

2003.03.05 2005.09.15 열수력 실험장치 전기/계장 및 제어설비 제작, 설치, 시운전

2003.09.01 2004.12.31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 시설공사

2003.03.10 2003.08.06 여수화력 2호기 보일러 급수펌프 설계기술용역

2003.09.01 2003.12.10 엔지니어링 절차

2003.03.14 2005.02.13 Lingdong 원자력 건설지원을 위한 기술자문용역

2003.09.01 2004.08.31 차세대 화력발전시스템 기본설계

2003.03.15 2004.02.14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인허가 전문인력 지원

2003.09.01 2005.06.30 CAD 도면 제작, 변환 및 수정 업무 단가계약

2003.03.19 2003.11.30 농협하나로클럽 부산점(구농협하나로클럽) 신축공사

2003.09.01 2004.08.31 고신뢰도 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개발

2003.03.20 2004.12.08 (가칭)제주밀레니엄관 건축공사

2003.09.04 2003.09.24 OPTIME 프로그램 판매

2003.03.31 2004.01.25 원자로 냉각재 누설률 계산프로그램 개선용역

2003.09.05 2009.06.30 하동화력 7·8호기 건설공사 기술지원용역

2003.04.01 2005.07.31 고리 3·4호기 일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교체설계

2003.09.08 2003.12.06 초지조성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2003.04.01 2004.02.28 가동원전 기기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2003.09.16 2004.11.15 사우디 Safa 변전소 제어, 보호설비 설계 및 기자재 공급

2003.04.01 2004.02.29 가동 중 중수로 경년열화 안전성평가지침 개발

2003.09.17 2003.09.30 광양 9호 발전설비 EP(설계 및 기자재 공급) 비용 산정

2003.04.01 2004.02.29 열취화 손상관리 적용기술 개발

2003.09.25 2005.05.31 양산열원시설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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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2004.10.16 영광원자력 1·2호기 연료취급설비 개선용역

2003.10.01 2004.10.30 탈황설비 Duct 전자방식시스템 자재 5종

2004.03.09 2004.10.04 월성본부 사용 후 연료 조밀건식 저장시설부지 부지조사

2003.10.01 2004.01.31 여수공장 시설물 취약구간 내진보강 상세설계

2004.03.10 2004.07.09 서해에너지 열공급시설 기본계획수립 기술지원용역

2003.10.01 2006.09.30 원전부지 대기확산 평가기술 개발

2004.03.11 2005.12.10 인천화력 3~4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2003.10.01 2005.09.30 탈황설비용 전기방식 최적화 기술개발 및 적용 연구

2004.03.19 2005.06.30 월성원자력 1호기 열성층 배관평가

2003.10.06 2006.11.05 765㎸ 신안성-신가평 T/L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2004.03.25 2006.03.07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중 발전설비 공사

2003.10.13 2004.04.12 수영사업소 음식물 하수병합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2004.03.25 2006.03.07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중 송전선로 공사

2003.10.16 2004.10.09 송전선로 철탑부지법면 유지관리기준 제정용역

2004.04.01 2006.03.31 정지 저출력 위험도 분석 전산도구(KORAM) 개발

2003.10.22 2007.03.31 당진화력 1~4호기 탈질설비 설계기술용역

2004.04.01 2005.06.30 케이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용역

2003.11.01 2005.09.30 서천화력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2004.04.01 2005.03.31 미분탄화력발전소의 유동층 전환 경제성 평가모델개발

2003.11.01 2005.12.30 영광원자력 1·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경년열화)

2004.04.01 2007.03.31 KSNP형 저출력시 원전 안전성향상지침서 개발

2003.11.01 2006.10.31 플랜트 보조 및 제어 시스템 모델 개발 및 통합

2004.04.01 2007.03.31 I&C Up-grade를 위한 Architecture, 적용기준 개발

2003.11.05 2004.09.04 중장기전원개발 전략수립용역

2004.04.01 2006.03.31 W/H형 원전 PSA 품질향상 기술개발

2003.11.10 2005.06.01 765㎸ 울진-신태백 T/L 강관철탑 품질검사 기술용역

2004.04.01 2006.09.30 W/H형 원전구조물/계통/기기 성능목표 감시 Pro. 개발

2003.11.13 2006.05.12 고리원자력 1호기 공조설비 개선 설계용역

2004.04.14 2004.10.10 신수원-삼미 전력구공사 실시설계용역

2003.11.22 2003.12.31 군공 외 3개 T/L 태풍취약철탑 보강개소 안정성 검토

2004.04.16 2004.10.12 345㎸ 신가평-신포천 T/L 자재운반 기본설계용역

2003.12.01 2007.06.30 가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II)

2004.04.29 2005.09.20 345㎸ 양양-동해 T/L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재공고)

2003.12.02 2005.02.23 울진원자력 1·2호기 소내 전력계통 분석 및 진단용역

2004.04.31 2006.03.31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위험도감시 전산도구 개발

2003.12.04 2005.11.02 북경남분기 T/L 경과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2004.04.31 2006.03.31 서안양 S/S M.Tr 수냉각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03.12.05 2006.12.04 고리원자력 2호기 화재위험도 분석용역

2004.05.03 2005.05.31 웨스팅하우스사 O&M 참여용역

2003.12.10 2004.12.09 765㎸ 신고리-북경남 T/L 자재운반로 기본설계용역

2004.05.07 2004.10.06 복합화력 열효율 기준 전력량 요금 산정기준 변경방안 연구

2003.12.10 2004.08.09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사전설계용역

2004.05.10 2005.05.09 전산기 FLX프로그램건전성유지, 고장검출기제한수최적화

2003.12.11 2004.03.10 KSTAR 총사업비 및 기간 재산정 검증 기술용역

2004.05.14 2006.10.31 Plus 7 원자로계통설계 영향평가 및 인허가 지원용역

2003.12.11 2004.01.31 대전 3·4공단 탈황설비 용역사업 입찰설계용역

2004.05.24 2004.07.23 울산발전본부 기력 4~6호기 발전기 교체설비 영향평가

2003.12.16 2005.03.15 고리 1·2 최종 열제거원 온도제한치 재평가 상세설계

2004.05.25 2005.06.24 월성원자력 3호기 내 환경검증 안전해석용역

2003.12.17 2010.12.16 Stone & Webster사 역무지원계약

2004.05.27 2004.12.26 동해화력 공기압축기 증·이설 공사

2003.12.17 2007.09.30 하동화력 1~6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2004.06.01 2006.10.30 영광 1·2 안전주입계통 역지밸브 설비개선 기술용역

2003.12.18 2006.04.17 영광 1·2호기 일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교체 설계

2004.06.01 2007.11.30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공사 인력용역

2003.12.18 2004.04.17 월성 건식저장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용역

2004.06.01 2005.05.31 STEP 기반의 원전 데이터 모델을 위한 설계 요구분석

2003.12.19 2004.08.31 보령화력 3~6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설계기술

2004.06.07 2004.07.27 태안발전본부 석탄하역능력 증대방안용역(재공고)

2003.12.20 2004.03.31 345㎸ 청송분기 T/L 건설공사 입찰용 설계용역

2004.06.07 2006.02.26 154㎸ 곤지암-초월 T/L 건설공사

2003.12.23 2004.09.22 울산발전본부 기력 4~6호기의 수명연장 경제성평가

2004.06.08 2005.04.03 영남화력 2호기 공기예열기 이설 설계기술용역

2003.12.29 2006.11.12 북경남 제2분기 T/L 경과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2004.06.11 2005.08.01 리비아 Misurata 복합화력(750㎿) 입찰설계용역

2004.01.05 2004.06.02 울진 3·4호기 발전소 제어계통 Div. A/B간 실배선 설계

2004.06.14 2005.06.13 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전설비 용접부 건전성평가

2004.01.06 2004.09.05 영광 1·2호기 RCS 주배관 파단전 누설적용 연구계약

2004.06.16 2006.05.06 345㎸ 신충주분기 T/L 경과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2004.01.28 2004.05.26 삼천포 T/P 345㎸ S/Y 배전반 이설공사 제어케이블 설계

2004.06.21 2006.11.20 골프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04.01.29 2004.03.22 일리한복합화력 대기환경 평가용역

2004.06.23 2004.12.27 평택발전처 보조보일러 설치공사 설계기술용역

2004.02.02 2004.05.31 반월 구미발전소 탈황 및 탈질 설비공사 기본설계용역

2004.06.24 2005.09.23 시흥시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증설공사

2004.02.04 2005.06.03 저압 SNW System 2단계 건설 기술용역

2004.06.24 2004.09.21 345㎸ 신파주분기 T/L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2004.02.06 2005.12.31 울진원자력 1·2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용역

2004.06.28 2004.12.27 KSTAR 종합사업관리체계 개발 기술용역

2004.02.23 2004.07.21 안성시 분뇨처리장 개선·보완 공사(추가)

2004.06.29 2004.10.26 필리핀 Cebu 석탄화력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2004.02.26 2008.06.15 사우디 Aramco 열병합 구내 Switchyard 설계

2004.07.01 2005.06.30 고활성 탈질촉매 제조기술 개발

2004.03.01 2004.07.15 인도네시아 Bojonegara 복합화력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2004.07.01 2005.06.30 통합 성능검증 설비설계용역

2004.03.01 2005.02.28 원자력 배관 안전여유도 개선 소재기술사양 적용성 연구

2004.07.01 2005.06.30 개량형 주제어실 직무분석방안 수립

2004.03.01 2005.02.28 가동 중 중수로 경년열화 안전평가지침 개발

2004.07.01 2005.06.30 가동원전(W/H형) 디지털 안전계통 개발용역

2004.03.01 2005.02.28 위험도 정보활용 안전규제 기본지침 개발

2004.07.01 2005.06.30 안전계통 구조개발 및 기기/계통 평가용역

2004.03.01 2005.02.28 계측기 신호검증 방법론 개발용역

2004.07.08 2004.11.04 군산화력 철거공사 설계기술용역

2004.03.01 2005.02.28 CANDU 원자로 기동모델 개발(III)용역

2004.07.13 2005.08.12 고리2 기기검증 소형 LOCA 질량/에너지 해석용역

2004.03.01 2005.02.28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 및 누설평가 기술개발

2004.07.13 2005.08.13 고리 2호기 기기검증 BOP 사고해석 및 환경조건 결정

2004.03.02 2006.12.31 영광 3·4호기 사용 후 연료 조밀저장대 교체 설계

2004.07.14 2005.01.19 영광 1·2 원전연료 이송관 브라인드 플랜지 개선용역

APPENDIX

2003.09.25 2004.10.30 리비아 걸프발전소(4×350㎿) 입찰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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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준공일

사업명

2004.07.15 2005.02.28 개량형 노심보호 연산기계통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개발

준공일

사업명

2004.07.20 2006.07.19 고리원자력 1호기 소내 차단기 교체 설계용역

건식 재가공 핵연료 노심의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선량해석을
2005.01.17 2005.02.11
위한 기술자문 계약

2004.07.22 2006.05.21 월성원자력 3호기 가동원전 기기 내진적합성 평가용역

2005.01.24 2014.02.05 345kV 양양-동해T/L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004.07.23 2006.12.30 고리원자력 3·4호기 역지밸브 설계개선 기술용역
2004.07.27 2005.07.28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리화 원형설비 환경영향평가

2005.01.24 2005.02.28

OECD/NEA의 International Reactor Physics Experiments Project
수행을 위한 해외 자문용역 계약

2004.08.05 2004.10.03 대전 서남부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 작성용역

2005.01.28 2007.11.30 남제주3,4호기 탈황설비 구매사업

2004.08.05 2005.05.31 설계관리체계 기본계획 및 절차서 개발용역

2005.02.03 2005.03.24 고창 내죽도 농어촌전화공사 해월철탑 기초 실시설계 용역

2004.08.05 2004.12.0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

2005.02.04 2005.02.24 CPCS I/O Simulator 구동 프로그램 공급 계약

2004.08.06 2006.08.05 표준형원전 위험도 감시체계 개발
2004.08.10 2005.08.09 탈황설비계통 부식방지대책 연구용역
2004.08.20 2004.12.24 안정 LNG 복합화력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04.08.24 2004.09.25 압출 하니컴 탈질촉매 공급

2005.02.15 2006.07.31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시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2005.02.15 2005.04.14

산업체 발생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고효율,저비용
융합기술개발

2004.08.27 2005.04.26 양성자 가속기 부대시설 기본설계용역

2005.02.16 2006.12.15 고리1,2호기 RCS 주배관 구조 건전성 평가 용역 계약

2004.09.01 2005.08.31 차세대 화력발전 기본·상세 설계 기술개발

2005.02.18 2006.01.17 보령화력 1,2호기 수명연장 및 성능향상 타당성조사 기술용역

2004.09.01 2006.08.31 차세대 화력발전 제어계통 설계기술개발

2005.02.18 2005.02.24 표준원전 공기조화계통 상실에 의한 격실 온도분석용역

2004.09.02 2006.09.30 제주 한경풍력 2단계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

2005.02.21 2005.03.12 함등등 2개T/L 철탑기초보호설비보강 검토용역

2004.09.10 2004.12.09 캄보디아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타당성조사용역

2005.02.21 2007.02.20 원전 2차측 배관계통 감육 예측 및 경향분석 용역

2004.09.15 2005.02.14 여수화력 1·2호기 석탄 연료전환 타당성조사 기술용역
2004.09.20 2008.01.31 TDF 연소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설계기술/감리용역

2005.02.21 2007.04.30

죽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공사 설계기술 및
시공감리용역

2004.09.20 2005.06.30 원전용 DCS 개발 기술자문

2005.02.22 2005.12.21 연구용 시설부지 및 환경조사

2004.09.20 2009.08.31 금호 TDF 연소 열병합발전소 설계/감리기술 용역

2005.02.23 2005.08.21 765kV 신안성T/L(No.1-No.26)자재운반 기본설계용역

2004.09.30 2006.12.28 영광원자력 3·4호기 PSR(안전해석)용역

2005.02.24 2005.04.14 154kV 팔봉-북전주T/L외 3개 T/L 지반조사 및 기초설계용역

2004.10.01 2006.01.31 ITER프로젝트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자료관리체계 구축

2005.02.28 2005.06.27 양재 유통센터 리뉴얼 관련 증축공사(조경)

2004.10.06 2006.12.28 영광원자력 3·4호기 PSR(구조물 경년열화)평가

2005.02.28 2005.12.27 수원지방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2004.10.06 2006.12.28 영광원자력 3·4호기 PSR(기기 경년열화)평가

2005.03.01 2006.02.28 냉각수 우회와 증기바인딩의 불확실도 평가 계약

2004.10.20 2007.10.19 일산복합 가스터빈 질소산화물 저감설비설치 설계용역

2005.03.01 2006.02.28 765KV 변전설비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수립

2004.10.25 2005.02.21 영광원자력 1·2호기 터빈건물 방화벽 설계용역

2005.03.01 2008.02.29 원전배관 이종금속 용접부 설계 및 수명평가 기술개발

2004.11.01 2008.12.31 이스라엘 Retenberg“D”화력발전소 건설 자문용역
2004.11.08 2005.05.06 345㎸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 자재운반 기본설계용역
2004.11.11 2004.12.10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 추정비용 검토용역
2004.11.15 2005.09.14 고리원자력 1호기 갑종보호계전기반 교체 설계용역
2004.11.16 2006.03.16 고리원자력 1호기 BOP계통 계측설비개선 설계용역
2004.11.16 2007.06.30 반월발전소 탈황/탈질 설비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2004.11.19 2006.06.30 영광원자력 1·2호기 시뮬레이터 H/W 1식 제작

2005.03.01 2008.02.29

한국형 표준원전용 Advanced Refueling Machine 계통설계
기술개발 계약

2005.03.01 2008.02.28 IRWST 열수력 거동의 3차원 최적평가 기술개발사업
2005.03.01 2006.02.28

복합하중을 고려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열 및 누설평가
기술개발

2005.03.01 2006.02.28

개량형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개발
용역(2차년도) 계약

2004.12.03 2006.04.14 RCP 및 PHTP 기계적 밀봉장치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

2005.03.01 2006.02.28 중수로 종합안전설비교체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2004.12.06 2005.07.05 KNICS ESF-CCS 설계지원을 위한 기술검토

2005.03.02 2005.08.28 오송분기 전력구공사 설계용역

2004.12.10 2006.03.05 광주, 도척,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공사

2005.03.02 2007.05.01 월성1호기 계통, 기기 상세수명평가 및 노화관리 방안 수립

2004.12.13 2005.06.12 울진원자력 1·2호기 순환수 처리계통 설비개선 설계

2005.03.10 2006.09.09 원전안전관련 공기구동밸브 선정 및 설계기준분석 절차 개발

2004.12.13 2005.08.09 여수화력 1호기 주제어설비 개선 설계용역

2005.03.25 2005.11.17 고리 1호기 격납용기보호도장 열화평가용역

2004.12.15 2005.05.31 분말 농축폐액 고화 최적방안 연구용역
2004.12.15 2006.12.14 한국·중국 전력기자재 기술규격검토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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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2005.03.28 2005.12.27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번호체계 구축 및 설계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립 용역

2004.12.16 2008.03.15 월성원자력 3호기 13.8/4.16㎸ 차단기 교체 설계용역

2005.03.29 2005.08.25 중국 태원철강 연돌 구조물 설계용역

2004.12.20 2005.12.19 월성원자력 백색 비상발령 지원시스템 개발

2005.04.01 2007.12.31 영광1,2호기 연료취급설비개선 설계 용역 계약

2004.12.21 2006.08.20 고리원자력 1호기 주증기 안전밸브 교체 설계용역

2005.04.01 2008.03.31 고효율 배기가스 탈질용 비암모니아계 나노 촉매 개발

2004.12.22 2005.10.21 철탑기초 및 변전기기기초 설계 개선용역

2005.04.06 2006.12.31 전국 저유소 내진진단 용역

2004.12.28 2006.02.20 영광원자력 1호기 고체폐기물 취급설비 교체 설계용역

2005.04.11 2005.07.09 제부도 태양광 풍력 가로등설치 설계용역

2004.12.31 2005.12.30 목포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공사

2005.04.15 2007.01.14 중수로형 원전 위험도 감시체계 개발용역

2005.01.03 2005.07.02 순천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공사

2005.04.20 2008.04.19 성남 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3단계 증설공사

2005.01.06 2006.10.17 345㎸ 선산-신포항 송전선로 연결 경과지 설계용역

2005.04.22 2005.08.22 고리 1호기 주제어반 개선방안 조사용역

2005.01.10 2005.07.09 양재유통센터 리뉴얼 관련 증축공사(건축)

2005.04.25 2006.04.30 NIGERIA AFAM VI CCPP Project 입찰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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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하동화력7,8호기 Yard Island EPC 건설공사 (설계기준서, 연돌
2005.08.01 2009.05.31
기본 및 상세설계용역)

2005.05.18 2005.06.20 급식작업장 및 기계설비 부대공사

2005.08.05 2005.09.03 154kV 양양외 1개T/L 기초보강 기술검토용역

2005.05.19 2006.01.13 154kV 송탄-진위T/L 경과지설계용역

2005.08.16 2005.12.27 고리1호기 설계보고서 및 도면확보 기술용역

2005.05.20 2007.05.19 노내검출기(ICI)운전요건 완화방안 개발 용역 계약

2005.08.16 2007.07.15 원전용 Solenoid Valve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 계약

2005.06.01 2006.11.30 방사선 비상발령기준과 비상운전절차의 연계 타당성 연구용역

2005.08.17 2008.06.21 용인구성 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2005.06.01 2006.05.31 원전 기기검증 부품인증제도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기술자문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 권고를 위한 방사선량평가 프로그램
2005.06.01 2006.11.30
개발용역

2005.08.17 2005.10.16

울진 1,2호기 EDG 월간 정기시험방법 개선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작성 용역

2005.08.22 2006.08.21 월성 사용후연료 습식저장조 저장용량 확장설계 용역

2005.06.01 2005.10.31 시화열병합발전소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기본설계 용역

2005.08.22 2007.05.13 서서울S/S 362kV 용량부족차단기 대체공사 설계용역

STEP 원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계정보 분석 및 적용방안
2005.06.01 2006.05.31
개발사업

2005.08.22 2006.10.31

2005.06.01 2005.08.31 ITER 국내 전담기구(DA) 구축 및 총사업비 검증용역

2005.08.29 2007.08.28 원전 주기기 재료 열화 민감도 평가체제 구축

2005.06.02 2005.12.30 시험세트, 전자계통용 코일전류 0~25A 계약

2005.09.01 2008.08.31 구조/복합 모듈화 기술개발사업

2005.06.10 2005.11.30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선급수주) 입찰설계 기술용역

2005.09.01 2008.08.31 SC구조 설계 및 구조해석 기술개발사업

2005.06.10 2006.01.31 영광5,6호기 MSSV 관련 개방설정치 허용 용역 계약
2005.06.15 2005.09.14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헤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2005.09.01 2006.03.31

㈜오산에너지 집단에너지 기존설비 개조 기본 및
상세설계,감리용역

월성 1호기 종합설비개선관련 현행 규제요건 및 PSA요건평가
위탁용역

2005.06.20 2006.08.18 울산화력본부 가스냉각기 신규Module 선정 최적방안 기술용역

2005.09.02 2008.06.01 고리 1호기 계속운전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용역

인천청라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설비 건설공사 중 서인천발전처
2005.06.20 2012.12.31
열병합전환공사 상세설계용역

2005.09.05 2005.09.24 345kV 동서울변전소 인출송전선로 기초철탑(심형) 설계기술용역

2005.06.21 2006.02.20 호남화력1,2호기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2005.09.14 2007.10.31 강남(수서) 열원시설 개체공사

2005.06.21 2005.11.21 인천화력3,4호기 대체건설 및 열공급사업 타당성조사 공동용역

2005.09.14 2005.11.15 저온탈질 촉매 구매

2005.06.22 2006.12.21 고리 3,4호기 내환경검증 BOP 사고해석 및 환경조건 결정 용역

2005.09.22 2005.11.21 산청양수 계통 보호회로 개선용역

2005.06.22 2005.12.21 복합화력 시뮬레이터 구매(설치조건부)

2005.09.27 2006.05.31 울진 5,6호기 폐수처리설비 개선용 전기분해설비 구매용역

2005.06.23 2006.06.22 154kV 봉화-울진 T/L 위성영상을 이용한 경과지 선정

2005.09.28 2008.04.30 고리1호기 PSR(계통성능해석) 용역 계약

2005.06.24 2005.09.21 고리 1호기 안전등급 축전지 부하 용량 검토용역

2005.09.30 2014.09.30 분당복합1,2Block 배열회수보일러 폐열회수설비 설치(ESCO사업)

2005.06.24 2006.07.23 고리3,4호기 내환경검증 소형 LOCA 질량/에너지 해석 용역 계약

2005.10.01 2006.02.28 연구로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 안전성 평가용역

2005.06.27 2008.02.2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05.10.05 2008.04.30 고리1호기 열취화 AMP 개발

2005.06.29 2007.12.27 울진1,2호기 PSR 계측제어설비 경년열화

2005.10.10 2006.10.09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예비종합 개략설계 용역

2005.06.29 2007.12.27 울진1,2호기 PSR 구조물 경년열화

2005.10.13 2006.04.12 청평수력 증설(4호기신설) 타당성 조사용역

2005.06.29 2007.12.27 울진1,2호기 PSR 기기경년열화(I)

2005.10.17 2006.07.31 포항 345kV 수전체제구축 전력계통분석용역

2005.06.29 2007.12.27 울진1,2호기 PSR 기기경년열화(II)

2005.10.17 2009.01.16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2005.07.01 2005.11.30 필리핀 CEBU 석탄화력발전소 입찰설계용역

2005.10.18 2006.05.17 고리 1,2호기 주증기 압력방출밸브 후단소음기 개선용역

2005.07.01 2008.06.30 저비용.고활성 촉매 및 저에너지 소비형 공정시스템 개발

2005.10.19 2007.06.18 군산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

2005.07.01 2006.06.30 개량형 주제어실 직무분석 방안 수립

2005.10.20 2006.04.30 제어봉 위치지시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자문 용역 계약

2005.07.01 2006.06.30 KNICS MMIS-BOP 구조개발 및 요소기술 개발 지원

2005.10.24 2008.08.23 울진3,4호기 사용후연료 조밀저장대 교체 설계용역

2005.07.01 2006.06.30 가동원전(WH형) 디지털 안전계통 개발과제 II 계약

2005.10.24 2006.03.31 765kV,154kV 철탑 설계용역

2005.07.01 2006.06.30 안전계통 구조개발 및 기기/계통 평가과제 II 계약

2005.10.27 2006.02.27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시설 예정부지 지질조사용역

2005.07.01 2006.06.30 통합 성능검증 설비설계용역

2005.10.31 2007.12.05 안산 신길 A-3BL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2005.07.11 2008.07.10 고리1호기 안전성 증진 경년열화관리 프로그램 개발

2005.10.31 2007.12.31 NuStart AP1000 종합설계 용역

2005.07.12 2007.05.30 고리1호기 안전성증진사항을 반영한 PSA 재평가(RIMS포함)

2005.10.31 2007.12.31 NuStart AP1000 원자로계통설계 용역

2005.07.15 2008.04.14 양성자 가속기 부대시설 1차 실시설계용역

2005.10.31 2007.12.31 Subcontract for NuStart Participation between WEC and KOPEC

2005.07.22 2006.07.21 중소형 열병합 발전용 탈질 엔지니어링 기술개발(1차년도)

2005.11.01 2005.11.30 탈질환원 촉매 교체공사(대장동)

2005.07.22 2006.07.21 중소형 탈질설비 엔지니어링기술개발(1차년도)

2005.11.01 2005.11.30 탈질환원 촉매 교체공사(삼정동)

2005.07.25 2005.09.23 탈질환원촉매(삼정동)

2005.11.01 2008.04.19 대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2005.07.25 2005.09.23 탈질환원촉매(대장동)

2005.11.01 2008.06.30 고밀도 핵연료 저장대 설계기술 개발 용역 계약

2005.07.26 2005.12.25 여수화력 제2호기 연료전환사업 대기질 영향 검토용역

2005.11.04 2007.10.03 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건설 CM 용역

2005.07.29 2005.08.22 345kV 의정부 외 1개T/L 기초보강 기술검토용역

2005.11.14 2008.01.13 울진3,4호기 연료취급설비 성능개선설계 용역 계약

2005.08.01 2007.01.31 안전압력전송기 응답시간 시험요건 삭제 용역 계약

2005.11.17 2007.11.16 나사고정구 건전성 확보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

2005.08.01 2005.12.20 조류발전소 계통연계를 위한 계통도 설계 위탁연구과제

2005.11.17 2005.12.02 중국 CPI 사업관리 교육훈련 용역

2005.09.12 2006.09.11 철탑기초 보강공사 종합 개선용역

APPENDIX

LG에너지 부곡복합화력 2호기증설사업의 사업성검토를 위한
2005.05.13 2005.09.30
기술자문 용역

14
착수일

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준공일

사업명

2005.11.17 2005.12.20 RCOPS 가용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 인간기계연계화면 S/W 공급 계약
2005.11.18 2006.12.31

고리1호기 KREM LBLOCA 계산의 Bias 평가(UP1 모델 개발 자문)
용역 계약

준공일

사업명

2006.03.01 2007.02.28

복합하중을 고려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열 및 누설평가
기술개발

2005.11.21 2008.05.20 나이지리아 AFAM VI 복합화력발전소 설계용역

2006.03.09 2006.09.08 평택화력 발전설비를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005.11.24 2007.03.18 설계관리체계 구축 용역

2006.03.09 2006.05.15 765kV 1회선 철탑설계도서류의 신뢰성 검증 용역

2005.11.28 2008.05.27 월성 1호기 갑종보호계전기반 교체 설계용역

2006.03.13 2009.12.31 345kV 보령-청양 T/L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005.12.01 2006.06.30 송도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입찰 설계기술용역

2006.03.13 2006.09.08 삼천포 제2,3회처리장 증축공사 설계기술용역

2005.12.01 2008.05.31 부곡2호기 복합화력발전소건설공사 사업주 지원용역

2006.03.21 2006.07.20 통영생산기지 #13~14 저장탱크 내진설계 표준화 용역

2005.12.01 2006.11.30 RPCS 기능 확장을 위한 평가 용역 계약

2006.03.22 2006.12.30 오산열병합 자원회수시설 개체공사 기술지원 및 감리용역

2005.12.01 2006.11.30 전기설비의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방안 수립

2006.03.24 2007.04.23 영광 5,6 순환수펌프윤활수계통 공급원 변경 설계용역

2005.12.01 2009.08.31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대주단 기술자문용역

2006.03.28 2006.10.31 핵융합기술을 활용한 신에너지 개발전략 연구(신에너지 Master Plan)

2005.12.01 2008.11.30 한국형 배연탈황공정(KEPAR)의 격상 실증연구(2단계)

2006.03.30 2006.12.24 154kV 조암-양감 T/L 경과지 설계용역

능동형 텔레메트릭스 전력설비 상태감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2005.12.01 2008.11.30
구축지원 과제 계약

2006.03.31 2006.12.31

2005.12.01 2008.11.30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임계 및 방사선 해석 기술개발 과제 계약

2006.04.01 2008.01.31 고리1호기 발전기 차단기 신설 설계용역

2005.12.03 2006.05.02 "전력연구원 R&D 운영 정보체계 개선용역"에 대한 기술지원

2006.04.01 2007.01.31 조류발전소 계통연계를 위한 계통도 설계 2단계

2005.12.12 2007.08.11 영광1,2호기 주급수펌프 출구 역지밸브 기술용역

2006.04.03 2007.05.31 신울진 1,2호기 사전준비용역

2005.12.15 2007.06.14 영광 1,2호기 필수냉동기 교체 설계용역

2006.04.04 2007.07.30 고리1호기 ECCS 재순환집수조 성능평가 용역 계약

2005.12.15 2007.08.14 원자로건물 재순환집수조 성능평가 용역

2006.04.06 2006.04.15 강관주형 C/H철탑 기술자문용역

2005.12.15 2006.08.15 3,4호기 필수부하 차단기반 호기별분리 설계기술용역

2006.04.13 2006.09.09 삼천포 3,4호기 보일러 주제어설비 개조진단용역

2005.12.16 2006.12.15 울진1,2/표준형 출력증강 타당성 연구 용역 계약

2006.04.14 2006.07.12 회이송용 Belt Conveyor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5.12.19 2007.03.18 노후발전소 주증기배관 이물질 제거장치 개발용역

2006.04.14 2006.08.31 울진3,4호기 1차측 배관연장 설계용역

2005.12.19 2009.03.31 여수화력 2호기 설비개선사업 설계기술용역

2006.04.14 2006.08.30 울진3,4호기 1차 보조건물 온도저감화 설계용역

2005.12.19 2006.12.18 2006년 가동원전설계기술용역

2006.04.18 2009.09.30 인천복합 2호기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2005.12.23 2006.09.22 고리1호기 제어봉제어계통 설비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2006.04.20 2007.04.14 당진 T/P 스위치야드 전담설비구성 제어설계 용역

2005.12.30 2006.01.29 제주 실험용 풍력발전기 기초 설계기술용역

2006.04.20 2006.05.20 서천 실험용 풍력발전기 기초 설계기술용역

2005.12.30 2005.12.30 FORTE 해외판매

2006.04.26 2006.12.31 인력파견계약

2006.01.02 2006.08.01 울진 3,4호기 터빈건물 온도저감화 용역

2006.04.28 2006.11.3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 연계설계 및 검토용역

2006.01.05 2008.12.31 DU 폐촉매 자체처분 연구

2006.05.01 2007.01.31 ITER 종합관리시스템 절차서 및 전산시스템 개발

2006.01.10 2007.05.09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신축공사(건축)

2006.05.01 2009.01.30 APR1400 고유 RPCS 개발(계통성능 평가 및 제어논리 개발) 용역 계약

2006.01.10 2008.04.09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용역

2006.05.01 2007.02.28 안전계통(SIS/SCS) 신설계개념의 계통설계 적용 연구 용역 계약

2006.01.12 2006.07.01 파주지역 신규 전원입지 예비조사 용역

2006.05.02 2009.03.10 APR 1400 중대사고에 대한 원자로건물 성능평가 기술개발용역

2006.01.18 2007.04.17 고리 1호기 케이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2006.05.02 2009.01.30 IRWST 하중최종평가 및 배관계 설계영향평가용역

2006.01.20 2007.07.19 고리 2호기 PSA 재평가(RIMS 포함) 및 울진 1,2호기 RIMS 개발용역

2006.05.04 2006.08.01 345kV 보령-청양 송전선로 기술자문 용역

2006.01.23 2008.01.22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기술지원 용역

2006.05.10 2007.01.09 월성 1호기 열교환기 성능점검 절차개발용역

2006.01.25 2008.01.24 역지밸브 고장모드 분석 및 상태감시 데이터베이스 개발용역

2006.05.12 2009.05.11 고리 1호기 보조급수계통 개선 설계용역

2006.01.26 2009.01.25 평택 지상탱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06.05.15 2007.11.30 울진3,4호기 고온관 SI 역지밸브 개선 용역 계약

2006.01.26 2010.05.25 울산 추가비축기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06.05.16 2008.12.31 울진1,2호기 노심냉각감시기 설계, 설치 지원 용역 계약

2006.02.01 2007.07.31 송변전설비 전력영향평가시스템 개발용역

2006.05.17 2006.08.16 GS발전소건설 예비조사용역

2006.02.06 2008.06.05 고리 1호기 내환경검증 후속조치 설계용역

2006.05.25 2010.07.24 고리1호기 주제어반 및 부대설비 개선 설계용역

2006.02.07 2008.11.06 영광 1,2호기 및 울진 1,2호기 소내정전 대처설비 보강 설계용역

2006.05.29 2008.05.28 월성3호기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교체 설계요역

2006.02.13 2006.12.12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CDM 1단계사업용역
2006.02.16 2007.04.15 삼천포화력 제2,3회처리장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006.02.21 2008.05.31 부곡 2호기 복합화력발전소 설계기술용역
2006.02.21 2006.12.20 평택 고덕복합화력 전원입지 및 환경예비조사 용역

플랜트 3D 모델과 케이블 엔제니어링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술 용역

2006.06.01 2009.01.31

APR1400 중대사고 대처 원자로 단열체 설계 최적화 기술개발
용역 계약

2006.06.01 2009.01.31

APR1400 중대사고 대처 원자로 단열체 설계최적화
기술개발(원자로용기 단열체 연계요건)용역

2006.02.28 2009.01.28 화성태안3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006.06.07 2006.10.09 Co-op City Power Plant SCR 공급사업

2006.02.28 2009.11.11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

2006.06.13 2006.07.12 345kV 신제천 T/L 철탑기초 보강공사 기술용역

2006.03.01 2008.02.29 765kV 변전설비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수립
2006.03.01 2007.02.28 개량형 노심보호연산기계통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개발(3차년도) 계약

684

착수일

2006.03.01 2007.02.28 냉각수 우회와 증기바인딩의 불확실도 평가 계약

2006.03.01 2007.02.28 중수로 설비교체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2006.06.14 2009.04.30

APR1400 Full Model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기술의 실용화
연구용역

2006.06.14 2006.06.30 SAREX 전산프로그램 1set 구매

685
한국전력기술 40년사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2006.09.01 2006.12.30 영주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2006.06.16 2008.09.15 울진원전 격납건물 최대열부하 및 기기냉각계통 성능평가 용역

2006.09.01 2007.08.31 차세대 화력발전 종합설계 기술정립

2006.06.19 2009.01.18 주증기유량 기반 원자로 열출력 측정방법론 개발 용역 계약

2006.09.01 2008.08.31 차세대 화력발전 제어계통 설계 기술개발(제어표준화 설계 개발)

2006.06.20 2008.06.19 고리 1호기 순환수펌프 및 밸브 교체 설계용역

2006.09.01 2007.08.31 사용후연료 종합관리 DB 시스템 최적체계 개발 연구

2006.06.20 2006.08.10 영광 5,6호기 LRS LRDPS 전처리 설비 신설 설계용역

2006.09.05 2007.11.04 울진1,2호기 격납용기 인원출입구 개선 설계용역

2006.06.21 2006.12.30 OBITE CCPP PJ./Nigeria 입찰 설계용역

2006.09.05 2006.12.20 울진 1발 Access Tower 승강기증설 설계용역

2006.06.22 2006.08.31 ITER 공동개발사업 총사업비 산정 평가 및 종합검증 용역

2006.09.07 2006.09.27 평택화력 공기압축기(IAC) 용량증설 관련 설비검사 용역

2006.06.23 2007.10.22 고리 1호기 격납건물 고에너지배관 평가용역

2006.09.20 2007.12.19 노후수력 현대화 계획수립 용역

2006.06.28 2008.12.31 LING AO PHASE Ⅱ NPP 주제어실 환경 설계용역

2006.09.20 2007.12.29 고리1호기 주증기모관 응축수배관 개선 설계용역

2006.06.30 2006.12.31 RCOPS 예비안전성 분석 결과 및 제어봉 위치 표시 S/W 공급 계약

2006.09.20 2007.12.29 고리 1호기 안전등급 공기공급계통 설계용역

2006.07.01 2007.04.30 원전 DCS 사용성 평가를 위한 시험계통개발 및 시연 연구개발

2006.09.25 2007.03.24 군장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2006.07.01 2007.04.30 개량형 주제어실 직무분석 방안 수립

2006.09.29 2007.06.25 154kV 하개 T/L 종합성능진단 용역

2006.07.01 2007.04.30 MMIS-BOP 구조개발 및 요소기술 개발 지원

2006.09.29 2009.06.30 포스코파워 복합3,4호기 성능개선 ESCO 사업

2006.07.01 2007.06.30 SMART 원자로계통설계 사전실시용역 기술지원 계약

2006.09.29 2010.06.15 동력변환계통 요소설계용역

2006.07.01 2007.06.30 SMART 플랜트 개념 PPS 연구개발과제
2006.07.01 2007.04.30 가동원전(WH형) 디지털안전계통개발 III 위탁연구계약
2006.07.01 2007.04.30 안전계통 구조개발 및 기기/계통 평가 III 위탁연구계약
2006.07.10 2007.12.09

경수로 원전 재장전기중기용 연료누설 검사장비(IMS) 내진해석
기술용역

2006.09.30 2007.02.28

인천공항 1,2호기 가스터빈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촉매 공급 및
기본설계용역

2006.10.01 2010.09.30 원전 안전해석코드 개발(I) 계약
2006.10.13 2008.03.12 고리3,4호기 설계기술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계약
2006.10.16 2009.12.15 정비규정 이행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용역

2006.07.10 2006.12.15 원자로건물 설계 및 성능평가 구조해석기술 습득 위탁교육 용역

2006.10.24 2006.12.23 고리 1호기 복수기 진공펌프 냉각수 공급 이중화 설계용역

2006.07.11 2007.07.10 신현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건축)

2006.10.25 2006.10.31 원자로계통설계 관련 I&C계통 교육 용역 계약

2006.07.12 2011.01.11 월성1호기 압력관교체 기술지원용역

2006.10.30 2007.04.29 월성1,2호기 증기발생기 주급수 유량 검증 용역 계약

2006.07.13 2007.06.30 고리 1호기 설계자료 확보 기술용역

2006.11.03 2007.11.02 ITER 기술인력지원용역

2006.07.14 2007.02.13 고리1호기 SI계통 재순환 운전 자동화 설계 용역 계약

2006.11.03 2009.12.3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종합설계용역

2006.07.14 2007.01.13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타당성조사 용역
2006.07.19 2008.07.18 나이지리아 가스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운영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2006.11.06 2007.11.05

고리 2호기 우선전력 및 분전설비 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

2006.07.22 2007.07.21 중소형 열병합 발전용 탈질 엔지니어링 기술개발(2차년도)

2006.11.06 2007.05.05 공기조화계통 설계개선 용역

2006.07.22 2007.07.21 중소형 탈질설비 엔지니어링기술개발(2차년도)

2006.11.09 2007.01.03 울진3호기 Ar 기체주입기술 관련 계통 영향 평가 용역 계약

2006.07.25 2009.07.31 보령화력 1,2호기 성능개선 및 탈질설비설치 설계기술용역

2006.11.13 2009.05.12 고리 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계통개선 설계용역

2006.07.25 2008.03.24 원자로냉각재펌프 축 밀봉장치 건전성 감시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

2006.11.14 2006.12.20 고리 1호기 EDG 자동전압조정기 설계변경용역

2006.07.25 2007.11.30 YGN1,2 DCP Work for FHE Control Upgrade and Modification

2006.11.15 2007.03.15 월성1호기 안전계통 설비개선 예비 설계 용역 계약

2006.08.01 2007.07.31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민감도 평가 용역 계약

2006.11.15 2007.04.30 후속기 취배수방안 검토 용역

2006.08.01 2009.05.31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시설 건설 설계용역
2006.08.02 2010.07.31 Agreement for Secondment of KOPEC Employees to Bechtel

2006.11.16 2007.12.31

대전서남부 집단에너지시설공사 기본계획서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2006.08.07 2007.06.30 삼천포 5,6호기 필수부하 모선 호기별 분리공사 설계기술용역

2006.11.16 2006.12.30 울진5,6호기 1,2차측 설계변경 대상 44건 설계엔지니어링 용역

2006.08.10 2007.05.09 연료교환계통 중수공급압력제어기 설계용역 계약

2006.11.24 2009.05.31 월성2호기 PSR 용역(기기경년열화2)

2006.08.18 2011.03.17 고리1호기 원자로헤드개선 사업관리 지원 용역 계약

2006.11.24 2009.05.31 월성2호기 PSR 용역(기기경년열화1)

2006.08.18 2007.11.17 고리1호기 노외핵계측 설비개선 용역 계약

2006.11.27 2011.03.31 당진 제철가스 발전소 건설 발주자 지원 용역

2006.08.21 2008.08.20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

2006.11.28 2007.05.27 평택 #18~21 및 통영 #15,16 탱크 설계용역(내진설계분야)

2006.08.21 2009.04.06 765kV 신안성-신가평T/L 강관철탑 품질검사 기술용역
2006.08.22 2006.09.20 154kV 비아 T/L No.5호 관형 지지물 변위량 및 안전도 검토 용역

2006.11.30 2008.04.29

월성2,3,4호기 주증기안전밸브 설정압력 허용범위 확대변경
기술용역 계약

2006.08.24 2007.11.23 표준형원전 4채널 RSPT 적용 타당성 평가 용역 계약

2006.11.30 2007.03.31 울진 3,4호기 염소주입 배관 변경 설계용역

2006.08.25 2007.04.21 154kV 팔봉 T/L 종합 성능진단 용역

2006.12.01 2007.05.31 다기능 디지털 루프제어기 기술요건 개발

2006.08.25 2010.03.24 고리1호기 일차기기냉각수열교환기 교체 설계용역

2006.12.01 2008.02.29 영광1.2호기 주제어실 계측기 디지털화 설계용역사업

2006.08.25 2007.02.24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석탄화력 IPP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06.12.01 2008.03.31 종합폐수처리장 방사선감시기 설치 설계용역

2006.08.28 2007.04.24 154kV 호천외1개 T/L 종합 성능진단용역

2006.12.04 2007.12.03 Agreement for Temporary Exchange of KOPEC Employees to BMI

2006.08.28 2014.09.30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종합설계용역

2006.12.08 2007.06.30 당진 제철가스발전소의 사업성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06.08.28 2014.09.30 신고리원자력발전소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계약

2006.12.13 2008.12.01 345kV 신수원-신용인(1차)외 1개 T/L 철탑기초 설계용역

2006.08.29 2008.02.28 영광 1,2호기 RIMS 개발 용역(PSA 재평가)

2006.12.14 2008.03.13 DPPS 시험방법개선 기술 용역 계약

2006.08.30 2009.11.11 765kV 신고리-북경남 T/L 철탑기초 설계 기술용역

2006.12.18 2009.12.17 신울진 1,2호기 건설사업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용역

APPENDIX

2006.06.15 2008.04.14 양성자가속기 부대시설 2차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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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사업명

준공일

사업명

2007.03.28 2009.05.31 원전 해체 폐기물 및 방사능재고량 평가용역

2006.12.18 2008.08.17 고리 1호기 격납용기 방호도장 시스템 평가 기술자문용역

2007.03.29 2007.09.28 동해화력 유연탄 공급설비 건설타당성 조사

2006.12.21 2008.06.30 표준형원전 MSSV 시험요건 완화 용역 계약

2007.03.30 2009.03.29 보령시 보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사업

2006.12.26 2007.06.25 호남화력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환경화학설비 타당성조사

2007.03.30 2008.08.29 WH형 원전 불시정지 저감방안 타당성 평가 용역 계약

2006.12.27 2008.09.26 가동원전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 검토용역

2007.04.01 2007.12.3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표준 적용연구

2006.12.29 2007.06.28 조기경보 및 인공지능 로직 구축

2007.04.01 2008.02.29 I&C Upgrade 설계요건 및 기준 개발 계약

2007.01.01 2007.11.30 나이지리아 발전플랜트 프로젝트 입찰설계용역

2007.04.01 2010.02.28 증기발생기 교체공사 배관용접 및 공정기술개발

2007.01.02 2008.09.01 인천국제공항 2단계 시운전 기술지원 용역

2007.04.02 2007.06.08 POSAFE-Q PLC의 RCOPS 적용 적합성 평가 계약

2007.01.03 2008.11.02 월성 2,3,4호기 모의제어반 성능개선 용역

2007.04.03 2007.12.02 원자로헤드 상부구조물 단순화 타당성 평가 용역 계약

2007.01.03 2008.07.02 월성 1호기 내진적합성 예외기기해결용역

2007.04.03 2007.10.02 서천화력 유연탄 연소 타당성조사 용역

2007.01.08 2007.04.06 345kV 보령~청양 T/L 전력선 및 가공지선 설계기술용역

2007.04.03 2008.02.28 영광 1,2 호기 계통방사선감시기 경보설정치 재설정 용역

2007.01.15 2008.01.14 원전기술 수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

2007.04.06 2010.04.05 300MW급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UCN3,4 DCP(Design Change Package) Work for FHE(Fuel
2007.01.18 2008.08.30
Handling Equipment) Control Upgrade and Modification

2007.04.06 2007.07.05 안동복합화력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2007.01.22 2007.08.24 울진 3,4호기 주증기 대기방출밸브 구동기 및 제어함 교체 설계 용역

2007.04.12 2010.05.31 현대제철 수배전 엔지니어링 용역

2007.01.23 2007.10.22 양주복합 지점조사 전력계통연계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2007.04.16 2007.05.31 밀양풍력 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2007.01.24 2007.09.18 울진3,4호기 주급수 제어밸브 교체 설계 용역
2007.01.25 2007.04.25 전도성 코팅제 개발타당성 사전조사용역

2007.04.09 2007.11.08 KSNP형 유압식방진기 설계개선 용역 계약

2007.04.19 2015.01.19

Contract for Licensing Document Translation and Support Services
for Shin-Kori Nuclear Power Plants Units 3&4

2007.01.29 2008.06.28 청평수력증설(4호기신설)공사 환경영향평가

2007.04.23 2007.04.27 POSAFE-Q PLC의 RCOPS 적합성 평가 용역 계약

2007.01.30 2007.04.14 고덕 복합화력발전소의 사업성 검토를 의한 기술자문 용역

2007.04.23 2007.05.22 154kV 삼척분기 T/L 22호 철탑안전도 검토용역

2007.01.30 2007.03.10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보완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2007.04.23 2007.05.31 영광 6호기 1,2차측 정비편의설비 설계용역

2007.02.01 2007.11.30 원자력 국제표준화 활동 기반구축 및 국가표준 개발용역

2007.04.30 2007.06.29 수용성 작업용품 폐액의 전기분해 처리기술 실증시험 용역

2007.02.01 2007.08.20 고리 1호기 보조건물 공기정화기(ACU) 소화설비 신설 설계용역

2007.05.01 2008.04.30 개량형 주제어실 직무분석 방안 수립

2007.02.01 2008.01.31

ITER 프로젝트 종합사업관리시스템 절차서 및 전산시스템
개발용역

2007.05.03 2008.03.31 안양 발전소 HRSG 폐열회수 ESCO사업
2007.05.03 2008.08.31 부천 발전소 HRSG 폐열회수 ESCO사업

2007.02.07 2007.12.06 중수로 조절봉 최적화 타당성 연구 용역 계약

2007.05.09 2009.12.31 가동중 원전 장기냉각 성능평가 용역 계약

2007.02.07 2009.02.06 중수로원전 압력경계 누설 정의 연구 용역 계약

2007.05.10 2009.08.31 장기자산관리(LTAM)프로그램 개발 용역

2007.02.14 2008.10.13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용역

2007.05.22 2007.08.21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설계변경서 작성 용역

2007.02.14 2008.02.13 2007년도 가동원전 설계기술용역

2007.05.22 2007.10.19 삼척화력지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2007.02.15 2007.08.14 #2 공장 전력계통 설계진단 용역

2007.05.23 2008.07.31 삼중수소 배출설정치 재평가

2007.02.20 2008.02.19 기력제어용 공기압축기 용량증설 설계기술용역

2007.05.23 2008.05.31 영광5,6호기 급수제어계통 설계개선 기술용역 사업

Services Agreement for Cirebon 660MW Coal Fired Steam Power
2007.02.22 2007.06.21
Plant Project

2007.05.23 2007.10.02 동서식품 SCR Catalyst

2007.02.28 2008.05.31 포스코파워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주 기술지원 용역
2007.03.01 2009.02.28 중수로원전에서의 결함연료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계약

2007.05.28 2007.11.27 울산 1발전소 폐지 및 신규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2007.06.01 2007.11.30

사용후 핵연료 건식조밀저장설비 상세설계용역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자료 작성 및 인허가 지원)

2007.03.01 2010.02.28 원전용 안전주입펌프 국산화를 위한 최적화 설계시방서 개발 용역

2007.06.01 2008.08.31 PLUS7 2/3 노심용 RDB 디스크 제작을 위한 위탁 용역

2007.03.01 2008.02.28 고출력 핵연료 적용에 따른 원자로 대규모 출력증강 경제성 평가 계약

2007.06.07 2014.09.30 Agreement for Engineering Services

열화민감 용접부의 건전성에 미치는 보수용접의 영향평가
2007.03.01 2008.02.29
기술개발

2007.06.19 2007.07.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 연계설계 및 검토 용역

중수로형 원전 계속운전관련 안전/성능요건 국외현황조사 및
2007.03.01 2008.02.29
국내 적용방안 수립

2007.06.25 2007.11.30 ACR-1000 Reactor Physics 기술지원용역계약

2007.03.05 2008.03.04 고리1호기 주급수 우회제어밸브 설계 용역계약

2007.07.01 2008.10.31 원전계통설계 기술기준(KEPIC-ND) 제.개정연구용역

2007.03.15 2007.07.14 울진 3,4호기 에탄올아민 및 하이드라진 탱크 설치 설계용역

2007.07.02 2008.02.01 월성 1발 설계변경자료 IntEC DB 개선용역

2007.03.16 2009.12.30 영광3,4호기 연료취급설비 성능개선 설계 용역 계약

2007.07.02 2008.06.30 고리 3,4호기 리스크감시프로그램 모델 개정용역

2007.03.19 2007.11.13 고리본부 종합정비공작건물 신축 설계용역

2007.07.03 2007.12.02 울진 1,2호기 고압급수가열기 교체 기술지원용역

2007.03.19 2009.03.18 베트남 송배전설비 기술규격 검토서 개발

2007.07.03 2008.10.02 고리 1호기 케이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2단계)

2007.03.20 2007.09.19 울진 1,2호기 연료취급설비 성능개선 설계용역

2007.07.03 2007.11.30 고리 1호기 EDG 기동용 공기계통 설계용역

2007.03.20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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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2006.12.18 2007.05.17 영광3,4호기 주급수 제어계통 제어회로 다중화 설계 용역 계약

영광5,6호기 주급수제어계통 저출력유량제한 추적회로 개선연구
용역 계약

2007.03.27 2007.12.26 평택기력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 타당성 조사용역

2007.06.20 2010.02.19 신울진 1,2호기 부지 세부지질조사 용역
2007.06.27 2008.06.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

2007.07.04 2008.12.31 울산화력 4~6호기 탈황폐수 총질소 제거설비 설치 설계기술용역
2007.07.09 2008.10.08

삼천포 #1,2 수명연장, 성능개선 최적방안 및 #1~6 저회담수화
개조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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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2007.07.12 2007.08.11 고리 1호기 MOV 설비개선밸브 및 배관계 안전성 검토 용역
2007.07.16 2008.02.15

원전 이종금속 용접부의 균열민감도 분석 및 원전 잔류응력 상태
분석용역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Review Engineering Consulting Services Agreement for Ultra Mega
2007.10.01 2013.12.30
Power Plant (UMPP) MUNDRA
2007.10.01 2008.01.31 원자로건물 격리계통 냉각재 시료라인 격리밸브 이설 설계용역
2007.10.15 2010.04.14 월성1호기 FSAR 4.3절 및 노물리 설계서 개정 용역 계약

울진 3,4호기 고압배전반 운전상태 감시 및 분석장치 설치
2007.07.20 2007.11.19
설계용역

2007.10.15 2008.03.3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 운영인허가 관련문서 작성 용역

2007.07.22 2008.07.21 중소형 탈질설비 엔지니어링 기술개발(3차년도)

2007.10.19 2008.02.28 베트남 상업발전프로젝트 기술자문용역

2007.07.22 2008.07.21 중소형 열병합 발전용 탈질엔지니어링 기술개발(3차년도)

2007.10.22 2010.07.31 APR+ 시스템설계 분야 기술용역 계약

2007.07.25 2008.04.24 2007년 가동원전 형상관리미비점 보완 설계용역

2007.10.22 2009.07.31 APR+ 개발타당성 평가 연구 용역

2007.07.25 2009.10.24 주발전기 여자시스템(EX2000) 개선 설계용역

2007.10.22 2010.07.31 APR+ 종합설계분야 공통핵심기술 개발 용역

2007.07.26 2008.01.25 아제르바이잔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타당성조사
2007.07.31 2009.04.30 동남권역 유통단지 CES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2007.10.17 2007.12.14 신 CEAPDS 설계검증 용역 계약

2007.10.24 2008.02.23

인도네시아 빈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07.08.01 2008.10.31 울진 3,4호기 케이블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007.10.25 2010.07.31 RCP NSSS 적용기술 개발 용역 계약

2007.08.01 2009.02.28 신고리 3,4호기 NSSS제어계통 Stimulator 개발지원용역

2007.10.31 2016.03.31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 설계기술용역

2007.08.01 2011.12.30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2007.11.01 2008.07.31 SEMICON PARK 2차(전기)' 현장의 전력 및 전력제어계통 분석 용역

2007.08.01 2007.09.25 울진 3호기 Ar 기체 주입에 따른 방사선영향 평가

2007.11.01 2008.05.31 영광 5,6호기 격납건물 냉동기 냉각수 공통관 신설 연계설계용역

2007.08.01 2009.07.31 APR+ 개발 타당성 평가 용역 계약
2007.08.01 2010.07.31 발전설비에 적용 가능한 복합 SCR 탈질 기술개발

2007.11.01 2008.10.31

Polyethylene계 배관의 원전 적용을 위한 설계기반기술 개발의
타당성 연구

2007.08.01 2010.07.31 Corrugate형 촉매 제조 기술개발

2007.11.01 2008.04.30 평택생산기지 #22, 23 LNG 저장탱크 설계용역(내진설계분야)

2007.08.06 2009.11.04 345kV 신가평-신포천T/L외1건 철탑기초설계용역

2007.11.02 2010.10.31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종합평가기술개발

Engineering Services Agreement for Misurata and Benghazi Power
2007.08.06 2011.06.05
Station, Libya

2007.11.05 2008.06.01 남강수력 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07.08.13 2008.02.12 발전소 복수탈염설비 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

2007.11.07 2007.12.11 영광 5,6호기 방화벽 관통부 밀봉설계 현황조사 및 적정성 점검 용역

2007.08.13 2010.05.12 신고리 1,2호기 운영허가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용역

2007.11.07 2008.03.06 냉각재펌프 국산 밀봉장치 성능검증 용역

2007.08.13 2007.12.12 울진 1,2호기 습분분리재열기 교체 기술지원 용역

2007.11.12 2008.11.11 신울진 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자연경관영향 평가 용역

2007.08.13 2008.02.12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복합하중을 고려한 성능기준 분석용역

2007.11.12 2007.12.11 울진 2발 안전등급 접지감시설비 설계용역

2007.08.17 2007.09.15 154kV 화원-안좌T/L 공사비산출용역

2007.11.13 2007.12.12 154kV 진위임시선로T/L 경과지변경 설계용역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LFG 승압블로워 설치공사
2007.08.27 2007.09.20
기본설계 용역

2007.11.13 2008.06.12 원전폐열을 활용한 집단에너지공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07.08.27 2007.11.24 345kV 영흥T/L(시화호구간) 철탑기초 보강공사 설계기술용역

2007.11.16 2010.07.31 RCP 시험설비요건 및 시험방법론 개발 용역 계약

2007.08.31 2010.05.31 울진 3,4호기 PSR 용역(기기경년열화2)

2007.11.16 2008.03.15 김천산업단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07.08.31 2010.05.31 울진3,4호기 PSR(안전해석) 용역 계약
2007.08.31 2010.05.31 울진 3,4호기 PSR 용역(기기경년열화1)

2007.11.05 2008.05.04 고리 2호기 저압급수가열기 3A/B 교체 기술지원 용역

2007.11.15 2008.11.30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 추진을 위한 계통 적용성 평가 용역 계약

2007.11.16 2008.05.15

캄보디아 도시폐기물 및 볏짚을 이용한 디젤유 생산 플랜트
타당성 조사 용역

2007.09.01 2011.01.31 제어봉 낙하에 의한 정지 방지 방안 적용 용역 계약

2007.11.19 2011.01.18 월성 1호기 2차계통 설비개선 설계용역

2007.09.01 2008.08.31 사용후연료 종합관리 DB 시스템 최적체계 개발 연구

2007.11.22 2010.06.30 월성 3,4호기 PSR 용역(경년열화2)

2007.09.03 2007.12.31

345kV 선산송전선로 구미C.C관련 이설공사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2007.11.22 2010.06.30 월성 3,4호기 PSR 용역(경년열화1)
2007.11.26 2010.02.28 보령화력 제2부두 접안능력 증대공사 설계기술용역

2007.09.10 2009.01.09 영광 1,2호기 자동화재탐지 설비 개선 설계용역

2007.12.01 2008.11.30 중국 화력발전소 탈질설비 시범사업

2007.09.11 2009.03.30 HELCO KEAHOLE Project in Hawaii

2007.12.03 2009.06.02 고리본부 물양장 신축 환경영향평가 용역

2007.09.17 2009.09.16 고리 2호기 설계자료 확보 기술용역

2007.12.03 2010.06.30 Jebel Ali M PJT용 전기분야 설계용역

2007.09.17 2008.02.12 현대오일뱅크 제1공장 설계진단 용역

2007.12.10 2009.12.31 제주 삼달풍력발전소 건설공사 기술지원용역

2007.09.18 2010.07.31 통합검증기술 NSSS 설계 용역 계약
2007.09.18 2008.07.31 RCOPS S/W 개발 용역 계약
Agreement for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2007.09.19 2009.03.31 Computer Program and the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of
Nuclear Power Plant
2007.09.21 2008.09.20 베트남 원전기기 국산화 공동연구 용역
2007.09.21 2010.01.31 경수로 신연료 운송용기 공동 설계 계약

2007.12.10 2008.10.31

송도 1000MW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사업성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07.12.12 2011.09.30

아제르바이잔 750MW급 가스복합화력 건설 및 운영사업
사업주기술자문 용역

2007.12.17 2010.12.16 월성1호기 PSR 안전성 증진사항 설계용역 계약
2007.12.17 2008.06.30

수도권매립지 50MW LFG 승압블로워 설치공사
상세설계기술지원 용역

2007.09.21 2014.09.30 Agreement for Shin Kori 3&4 MMIS Participation

2007.12.24 2010.06.30 월성3,4호기 PSR(안전성평가) 용역 계약

2007.10.01 2008.05.31 월성 1호기 오염기기 정비실 신설 설계용역

2007.12.24 2009.06.30 신울진1,2호기 종합설계용역(초기분)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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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사업명

2007.12.24 2009.06.30 신울진원자력발전소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초기분 계약

준공일

사업명

2007.12.26 2010.12.25 성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블럭별)

고출력 핵연료 적용에 따른 원자로 대규모 출력증강 경제성
2008.03.01 2009.02.28
평가(2차년도) 과제 계약

2007.12.27 2008.02.14 154kV 남수원외 2개 송전선로 이설철탑 특수기초 실시설계용역

2008.03.02 2009.03.31 캐나다 BRUCE 원전 재가동 설계 기술자문 용역

2007.12.28 2008.06.30 Ras Azzour Independent Water & Power Project 입찰 설계 용역

2008.03.14 2009.11.30 울산 제2복합 에너지 회수용 열교환기 설치 ESCO 사업

2007.12.28 2009.12.27 CNPDC 원전 설계 지원을 위한 기술자문 용역

2008.03.18 2010.12.31 WEC AP1000 통합인허가 설계 참여 용역

2007.12.31 2008.07.30 사용후연료 관리방안 기본정책 연구 용역

2008.03.20 2011.06.19 고리1,2호기 제어봉제어계통 개선 설계용역 계약

2008.01.01 2008.11.30 원자력 국제표준화 활동 기반구축 및 국가표준 개발(2차년도)용역

2008.03.24 2008.04.04 촉매파우더 구매

2008.01.02 2009.01.01 영광3,4호기 주급수 제어계통 종합성능검증 용역 계약

2008.03.26 2012.01.25 고리3,4호기 내환경검증 후속조치 상세설계기술용역

2008.01.03 2009.05.02 영광 3,4호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설계용역

2008.03.28 2011.01.27 월성1호기 습분분리재열기 성능개선기술용역

2008.01.03 2011.03.02 월성1호기 안전해석 용역 계약

2008.03.31 2008.04.11 촉매파우더 구매

2008.01.03 2009.03.27 345kV 청연변전소 부지선정 용역

2008.04.01 2010.11.30 울진1,2호기 전동-발전기세트 설비개선 기술지원용역 계약

2008.01.03 2009.03.27 345kV 화평변전소부지선정용역

2008.04.01 2012.03.31 탈질 나노촉매 소재의 제조 및 고기능화 기술개발

2008.01.04 2008.06.30 표준원전의 발전정지유발기기(SPV) 관리체계 구축용역
방사선 감시시스템 Sampling Line에대한 전산해석 평가 및 Deposit
2008.01.07 2008.04.30
loss 계산 용역

2008.04.01 2009.09.30

울진원자력 1,2호기용 소내 전산기계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 물품구매 계약

2008.04.01 2008.08.31 서.신인천 해양소수력발전 타당성 조사 연구

2008.01.09 2008.10.31 부천열병합발전소 증설사업 사업성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08.04.01 2011.09.30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 5,6호기 건설공사 종합설계용역

울진1,2호기 RCS 주배관 LBB 적용 선별기준(Screen Criteria) 평가
2008.01.11 2010.03.10
용역 수주 계약

2008.04.01 2010.03.31 부곡복합화력 1,2호기 기술자문 용역

2008.01.14 2008.06.30 CHP 배연탈황설비 GGH 차압개선 기술용역

2008.04.03 2010.03.31 지진발생시 원전의 내진성능평가 기준 수립

YGN 3,4 DCP(Design Change Package) Work for FHS Upgrade &
2008.01.14 2009.11.29
Modification and Quotation

2008.04.10 2008.11.30 Sithe 발전소 탈질설비 공사

2008.01.15 2023.01.14

한수원 신재생에너지분야 청정개발체제(CDM)사업 1단계 용역

2008.01.16 2009.03.15 보령화력 항로준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2008.01.17 2013.01.16 월성1호기 안전계통 설비개선 설계 용역 계약

2008.04.03 2010.11.30 판교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2008.04.11 2009.05.31

KNICS 국산화기기의 신울진1,2호기 적용을 위한 성능평가
기술자문 계약

2008.04.21 2008.10.20

서아프리카 베냉 400MW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
타당성조사

2008.01.21 2008.07.20 노심보호연산기모듈 국산화 개발품 인허가용 통합검증 용역 계약

2008.04.24 2009.09.30 345kV 새만금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제반용역

현대제철 산소공장 전기설비 기본설계/전력계통해석 결과검토
2008.01.25 2008.05.31
기술용역

2008.04.25 2011.02.24 월성 1호기 내환경검증 후속조치 설계용역

중수로 원전 정비규정 개발을 위한 신뢰도 평가분야 기술
2008.01.25 2009.02.28
검토용역

2008.04.28 2008.06.16 영광5,6호기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시설 환경 개선 설계용역

2008.01.30 2008.11.29 원전 복합모듈화 사업관리기술 개발용역

2008.04.29 2010.04.28 리스크정보활용(Option 2&3) 국내 적용방안 타당성 연구

2008.01.31 2009.07.23 송전철탑 심형기초 설계프로그램 개발용역

2008.04.29 2009.12.31 WEC형 증기발생기 1차측 수실배관노즐 해석 용역 계약

북한 검덕 아연, 룡양 및 대흥 마그네사이트광산 사업타당성
2008.01.31 2008.03.31
전력부문용역

2008.05.01 2008.12.31 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표준 적용 연구(1차년도)

2008.02.01 2009.09.30 경수로 원전 폐수지 처리설비 개선 설계용역

2008.05.06 2010.05.05 고리2호기 보조급수 유량조절밸브 기기유형 변경 용역

2008.02.01 2008.11.3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표준 적용연구(2차년도)용역

2008.05.08 2009.11.07 영광3,4호기 고온관 안전주입 역지밸브 개선 설계 용역 계약

2008.02.01 2008.04.30

"154kV 장영T/L NO.34~37호간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관련
관형지지물 상부재 구조 해석 및 기초 설계용역

2008.02.14 2009.02.13 2008년도 가동원전 계통설계기술 용역
2008.02.16 2010.11.30 고리1호기 격납건물 내부 기기 방호도장 상태평가 지술지원
2008.02.18 2010.12.31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용역(경년열화/수명평가)
2008.02.18 2010.07.31 MMIS 기술개발용 BOP 설계용역
2008.02.25 2008.08.24

울진 3,4호기 발전기부싱 냉각수배관 격리밸브 설치 등 13건
설계용역

2008.04.25 2010.10.31 154kV 송도복합화력 계통연계설비 건설공사 설계용역
2008.04.28 2011.09.30 Owner's Engineer Support Services for Cirebon Power Plant

2008.05.02 2009.11.01 탄소강배관 감육관리 데이타베이스 보완 및 옥외배관 점검

2008.05.09 2008.09.08 태안 제9,10호기 석탄화력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2008.05.14 2010.01.13 345kV 신온양-신탕정 송전선로 철탑기초 실시설계용역
2008.05.16 2008.12.31

태안화력 제1,2호기 480V 공용 필수부하 모선 호기별 분리공사
설계용역

2008.05.16 2008.12.31

태안화력 제1~4호기 기동용 전원계통 6.9kV 기동모선 신설
설계용역

2008.05.20 2010.11.19 345kV 월성-신월성 기초설계용역
2008.05.26 2010.11.25 영광 1,2호기 주제어실 지시계 교체 설계용역

2008.02.25 2010.06.30 고리1호기 SUMP LOCA 시험 및 상세설계 용역 계약

2008.05.27 2008.09.26 러시아 KEMEROVO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타당성조사용역

2008.02.26 2008.06.25 월성 사용후연료 습식저장조 열수력 해석 용역

2008.05.28 2008.09.27 고리2호기 터빈온도 감시설비 개선설계용역

2008.02.26 2010.10.31 당진제철가스발전소 기술자문 용역

2008.06.01 2008.10.31 월성1호기 주증기관 Weak Link Assessment 지원 용역

2008.02.29 2013.02.28 여수 및 서산(부두포함)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008.06.02 2009.12.01 울진1,2호기 아날로그 계측채널 정기점검 시험주기 연장

2008.03.01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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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열화민감 용접부의 건전성에 미치는 보수용접의 영향 평가
기술개발(2차년도)

2008.06.02 2011.06.01 고리2호기 피로감시 시스템 개발 기술
2008.06.02 2011.06.30 가동원전 공기구동밸브 2단계 설계기준 검토
2008.06.09 2008.11.30 RCP Pump 국산화 추진단 제3자 자문용역(KOPEC수행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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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2008.06.13 2010.03.31 상암 2지구 CES 건설공사

헝가리 Tisza 2 450MW Repowering 복합화력건설공사
2008.09.01 2009.01.31
입찰설계용역

2008.06.16 2010.06.15 고리1호기 비안전설비 위치영향 분석

2008.09.01 2009.08.31 사용후 연료 종합관리 DB시스템 최적체계 개발 연구(3차년도)

Contract for Consultancy Services for the Super-Critical Area of
2008.06.17 2014.12.31
BTG (Boiler-Turbine-Generator) Package

2008.09.05 2010.02.28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용역

2008.06.19 2008.11.16 대구, 청주지사 보일러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기본설계용역
2008.06.19 2009.01.31 국내 가압경수로형 원전 가압기 이종금속 용접부의 잔류응력해석
2008.06.19 2011.04.18 기설 154kV 변전소 건축물/기기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개발
2008.06.23 2008.12.22 지진발생시 원자로자동정지 설계 용역 계약

2008.09.10 2008.11.08 울산화력 #6GT & HRSG 및 #3ST 전산제어설비 수명진단 용역
2008.09.10 2009.02.28

원전 수화학 측정센서 도입을 위한 1,2차측 기술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평가 용역 계약

2008.09.10 2009.02.28

원자로계통기기 재료 규격 변경에 대비한 설계 안전 여유도 영향
평가 용역 계약

2008.06.27 2009.01.26 베트남 상업용 발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기술자문용역

2008.09.17 2009.12.16 제1호기 주증기배관 이물질제거설비 용역

2008.06.30 2009.03.29 APR1400 핀란드내 건설타당성 연구 용역

2008.09.19 2008.11.18 영광5,6호기 정비 및 운전환경 개선 설계용역

2008.06.30 2008.09.24 터키 원전사업 비용산정을 위한 기술지원용역

2008.09.23 2011.01.30 영광5,6호기 연료취급기기 성능개선 설계 용역 계약

2008.07.01 2009.02.28 파이로 종합 시험시설(PRIDE) 설계용역

2008.09.24 2009.11.23 울돌목 조류발전 타당성조사 용역

2008.07.01 2010.10.31 송도복합화력 계통연계설비 건설공사 설비설계용역

2008.09.25 2009.02.21 보령화력 3~6호기 주제어설비 중장기 운영방안수립 용역

2008.07.02 2009.11.01 2008년 가동원전 일반설계기술 용역

2008.10.01 2009.05.31 삼천포 #1,2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2008.07.04 2008.08.31 중국 산서성 대동시 매간석 발전소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 용역

2008.10.01 2008.10.30 동서울 S/S 철탑심형기초 설계기술용역

2008.07.07 2008.12.06 울진 3,4호기 주급수펌프 출구 SCV 교체 타당성 검토 설계용역

2008.10.01 2009.07.31 SAUDI ARANMCO Manifa 변전소 및 송배전공사 전력계통분석

2008.07.10 2008.12.31 필리핀 세부화력발전소 연돌구조물 설계기술용역

2008.10.01 2011.09.30 UAE Shuweihat S2 IWPP Project

2008.07.11 2009.03.10 몽골 날라이흐구 열병합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2008.10.06 2008.12.19 기계종합장비실 신축관련 연결설비 설계용역

고리3,4호기 및 영광1,2호기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안전등급화
2008.07.14 2009.02.13
설계용역

2008.10.07 2009.03.31 촉매분말 구매

2008.07.15 2009.01.14 베트남 바이오매스(쌀겨연소형) 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08.10.09 2010.10.08

FORTE License Agreement, Software Maintenance and Support
2008.07.15 2009.07.14
Agreement

2008.10.10 2010.02.09 울진1,2호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설계용역

2008.07.18 2010.12.31 평창풍력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

2008.10.23 2013.05.31 고리1호기 순환수펌프하우스내 설비 이설 및 보강설계용역

2008.07.28 2011.07.27 고리3,4호기 연료취급설비 성능개선 설계용역 계약

2008.10.24 2010.10.23 345kV 군산-새만금 T/L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2008.07.28 2009.07.27 영광1,2호기 저압급수가열기 교체 설계용역

2008.10.24 2010.09.23 APR+ 원전기기/구조물 복합모듈화 기술개발(설계분야) 용역

영광3,4호기 부분충수운전용 Sight Glass 상부탭 분리 및 Loop
2008.08.01 2009.03.31
Seal 제거 설계용역

2008.10.29 2009.04.28 월성1호기 대규모 설비개선(안전계통) 용역 계약

2008.08.01 2010.07.30 RCOPS 소프트웨어 검증 및 인허가 지원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
2008.08.01 2010.02.28

당진 D-Project 지점 예비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건설타당성조사 용역

2008.08.01 2010.05.31 폭풍해일에 의한 가능 최고해수위 산정 및 안전성평가
2008.08.04 2010.08.03 고리1호기 가압기 하부헤드 및 밀림관 구조건전성 평가 용역 계약

2008.10.09 2009.10.08 고리1호기 지진사건 정량적 리스크 평가
ITER IO 전기기기 설치를 위한 설계지원 용역

2008.10.13 2011.08.12 고리3,4호기 480V MCC 차단기 교체 용역

2008.11.01 2009.10.31

GS EPS 부곡 LNG 복합화력발전소 3호기 건설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 용역

2008.11.01 2009.02.28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끄즐오르다 열병합발전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 용역

2008.11.01 2014.10.31

습식 알칸올아민을 이용한 석탄화력발전소 연소후 CO2
분리회수기술 개발과제(1단계)

2008.08.08 2009.02.28 중국 리동화공 해상출하부두 VOC저감설비 설계지원용역

2008.11.03 2009.09.02 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

2008.08.11 2009.04.10 동두천 복합화력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2008.11.03 2009.05.02 고리 3,4호기 MSR 1단, 2단재열기 배기배관 재질변경 설계 용역

2008.08.11 2011.01.27 765kV 신고리-북경남T/L 강관철탑품질검사용역

2008.11.04 2009.05.09 Entergy사 PSA 전문가 인력지원

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교체용 증기발생기 인허가지원
2008.08.13 2012.04.30
용역(NSSS분야) 계약

2008.11.05 2009.06.30 모로코 SAFI 석탄화력발전소(660MW x 2) 입찰설계용역

2008.08.13 2012.04.30 울진원자력1,2호기 교체용 증기발생기 인허가지원 용역(BOP분야)

2008.11.11 2011.10.31 정선풍력 발전설비 건설 설계기술용역

2008.08.18 2009.03.31 안양발전소 HRSG 폐열회수 성능개선 ESCO 사업
2008.08.19 2008.08.30 154KV수전설비 개선 검토

2008.11.11 2013.11.10 고리2호기 RSP 및 J3 구조변경 설계용역

2008.11.17 2010.06.30

인도네시아 Cirebon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연돌구조물 상세
설계용역

2008.08.20 2009.04.19 ITER한국사업단 운영 및 품질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2008.11.18 2012.06.30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제작 및 교체시공 기술지원 용역

2008.08.22 2012.08.21 고리2호기 EQ 후속조치 환경개선 기술용역

2008.11.18 2009.05.31 제1공장 전력계통 진단

2008.08.25 2010.02.24 ERP-연계 웹기반 통합 리스크 감시시스템 구축

2008.11.19 2009.07.18 원전 재료열화 연구 및 관리를 위한 종합 DB 구축

2008.08.28 2011.03.31 호남화력 1,2호기 수명연장 설계기술용역

2008.11.24 2009.02.23 나이지리아 Bayelsa 발전사업 예비 검토 자문

2008.09.01 2010.03.31 345kV 신김해-신녹산 T/L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2008.11.25 2009.04.24 울진1발 원자로보조건물 구조물 신설 설계용역

2008.09.01 2009.03.31 네덜란드 PALLAS 연구로 기술성 평가 연구 1건

2008.12.03 2009.12.02 고리1,2호기 지하매설물 종합관리 도면확보 1단계 기술

2008.09.01 2009.01.31 헝가리 Borsod CFB (165MW x 2) 화력건설공사 입찰설계용역

2008.12.08 2009.08.07

울진 5,6호기 원자로격납건물냉동기 기기냉각수 공급배관 개선
설계 용역

APPENDIX

2008.06.09 2008.11.20 시험세트, 전자계통용, 제어봉 코일 전류 감시시스템 구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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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사업명

준공일

사업명

2009.03.16 2012.01.15 영광1,2호기 핵계측계통 출력영역개선 용역 계약

2008.12.10 2011.12.09 신월성 1,2호기 운영허가용 방사선환경영향평가

2009.03.16 2011.06.30 청평수력증설(4호기신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008.12.11 2010.07.31 고리1호기 계통설계 과도상태 분석 기술 용역 계약

2009.03.16 2013.03.15 고리 1호기 격납건물 외부 고에너지 배관 설비개선 용역

2008.12.12 2011.03.10 154kV 풍기분기 송전선로 전력영향평가 용역

2009.03.23 2011.05.31 월성 1호기 대규모 설비개선 기술지원용역(공개)

2008.12.16 2009.03.31 베트남 Nghi Son 석탄화력발전소(300MW x 2) 입찰설계용역

2009.03.25 2009.08.24 울진 1발 및 3발 폐수처리장 연계 설계용역

2008.12.19 2010.11.30 중수로원전 재순환집수조 성능평가 용역 계약

2009.03.27 2009.12.3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나리오 용역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건설공사(제4공구) 관련 기초재
2008.12.19 2009.02.16
복구 설계용역

2009.04.01 2009.11.29 영동화력 1호기 연료공급설비 개조 ESCO 사업

2008.12.29 2009.03.28 울진2발 고체폐기물처리계통 시멘트고화설비 철거 설계용역

2009.04.01 2014.03.31 K-1,2 연료취급설비 성능개선 설계용역 계약

2009.01.01 2009.12.31 POSCO 개발 강재의 국내 발전설비 적용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및 인증

2009.04.01 2009.11.30 피동여과장치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 용역 계약

2009.01.01 2009.11.30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표준 적용 연구(2단계)

2009.04.01 2009.08.31 고리2호기 증기발생기 최종 급수공급원 변경 설계용역

2009.01.05 2010.07.04 고리1발전소 장기현안과제 기술용역

2009.04.01 2011.01.31 고리2호기 소내 차단기반 교체 설계용역

2009.01.05 2009.06.30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 입찰을 위한 사업비관련 기술지원용역

2009.04.01 2010.06.30 월성 1호기 사용후연료 건식운반설비 성능개선 설계기술용역

2009.01.07 2009.01.30 345kV 동서울T/L 지장철탑 이설공사 설계기술용역

2009.04.01 2009.11.30 베트남 Quang Binh 풍력발전 타당성조사용역

2009.01.09 2009.12.31 고리1호기 가압기 노즐 예방정비 용접에 대한 인허가 기술

2009.04.01 2011.11.30 원자력 국제표준화 활동 기반구축 및 국가표준 개발(III)

2009.01.12 2010.07.31 신고리 5,6호기 사전준비용역

2009.04.06 2009.12.31 분당복합 2단계 연돌열회수 ESCO 사업

2009.01.12 2011.08.31 신고리3,4 Fuel Rack 임계 및 방사선 해석 용역 계약

2009.04.14 2010.04.13 영광1,2호기 충전펌프 전동기 공기냉각기 설계 기술 용역

2009.01.20 2011.11.30 울진1호기 아연주입 적용 및 계통 안전성 평가 용역 계약
2009.01.23 2009.03.15 동우화인켐(주) SCR Catalyst 공급
2009.02.01 2010.01.31

양수발전 설비에 대한 효율적 수명관리 방안 및 현대화계획의
수립방법론 개발 연구

2009.04.01 2009.07.31 월성 1,2호기 화학실험실 항온항습기 설계용역

2009.04.15 2009.10.30

포스코파워(주) LNG복합화력 5,6호기 증설 및 광양
부생가스복합화력의 사업성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09.04.16 2009.11.30 KEPIC 용접분야 기술기준 개정 연구
2009.04.21 2009.08.20 행정중심복합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신규원전 인허가 적기 취득을 위한 예비안전성분서보고서(PSAR)
2009.02.02 2010.02.01
최적 작성 기준 개발

2009.04.27 2010.04.26 경수로원전 복수탈염설비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009.02.09 2009.03.30 JHH-80807 탈질설비용 촉매 제작,납품

2009.04.27 2010.12.10 고리본부 종합정비 공작건물 신축 기자재구매 기술지원 용역

2009.02.09 2009.03.30 JHH-80908 탈질설비용 촉매 제작,납품

2009.04.27 2009.06.10 고리 2호기 예비변압기 교체 설계용역

2009.02.11 2012.07.10 울진#1,2 노외핵계측계통 설비개선 설계용역 계약

2009.04.30 2009.07.29 영광 1,2호기 에탄올 아민 저장탱크 설비개선 용역

2009.02.13 2009.04.23 영광3,4호기 주급수제어계통 설계용역 계약

2009.05.06 2010.01.05 울진 1,2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화재 보호설비 개선 설계용역

2009.02.13 2009.09.12 제주삼달풍력발전소 건설공사 책임감리(기계,전기분야)용역

2009.05.06 2009.10.05 울진 1,2호기 폐액방출계통 펌프용량 증대 설계기술용역

2009.02.13 2009.12.31 베트남 Nghi Son #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주 입찰 기술자문

2009.05.06 2010.12.31 현장제어반 평가 및 개선등 8종

2009.02.14 2010.02.13 가동원전 계통설계기술 용역

2009.05.06 2010.12.31 일산열병합 #1~6 HRSG 배열회수용 열교환기설치 ESCO사업

2009.02.16 2012.11.15 영광 1,2호기 내환경 검증 환경개선 설계용역

2009.05.07 2013.05.06 고리 1호기 내진 1등급 SFP 보충수계통 신설 설계용역

2009.02.16 2009.05.15 표준형원전 발전소보호계통 시험회로 설비개선 설계 용역 계약

2009.05.08 2010.03.31 APR+ 표준상세설계 개발(BOP 및 플랜트종합설계)용역

2009.02.17 2009.05.11 ITER IO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 시스템 최적화 용역

2009.05.08 2010.03.31 APR+ 표준상세설계 NSSS 설계분야용역

2009.02.18 2009.06.30 판형핵연료 사용 연구용 원자로 연계기술 연구

2009.05.11 2010.06.10 영광 2발 소내전력계통 분석 및 진단기술용역

2009.02.18 2009.05.17 집단에너지공급시설 System 분석 및 신뢰성 향상대책 기술용역

2009.05.11 2010.06.30 울진3,4호기 주급수제어계통 종합 성능 검증 용역

2009.02.25 2010.08.24 영광 1,2호기 2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교체기술용역
2009.02.25 2011.05.31 월성 1호기 대규모 설비개선 기술지원 용역

2009.04.27 2009.07.26 고리3,4호기 낙뢰보호설비 적정성 평가용역

2009.05.14 2010.11.13

고리3,4호기 탄소강기기 감육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개선용역

2009.02.25 2012.07.31 영광3,4호기 제어봉제어계통 전면개선 설계 용역 계약

2009.05.15 2009.09.12 PRIDE 시설 공정장치 설계와 연계한 실시설계용역

2009.02.25 2011.08.24 주기기 재료신뢰도 기계해석 기술개발

2009.05.18 2012.03.08 확률론적 방법을 이용한 SSE 결정절차 작성 기반구축 연구

2009.02.27 2009.11.23 고리 1,2호기 비안전 등급 축전지 Duty Cycle 설계기술용역

2009.05.18 2009.12.10 시험세트, 전자계통용,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전류 감시시스템

2009.02.27 2010.12.31 발전정지 유발기기 감시 프로그램 개발

2009.05.19 2009.09.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기준 개발용역

2009.03.01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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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2008.12.09 2009.06.08 가동원전 시료채취배관 세정유로 설비개선 용역

열화민감 용접부의 건전성에 미치는 보수용접의 영향 평가
기술개발(3차년도)

2009.05.22 2009.08.21 월성1호기 배수라인 외곽플랜지 제거 설계용역
2009.05.25 2010.07.30 고리3,4호기 운전지원전산기 및 소내전산기 통합설계용역

고출력 핵연료 적용에 따른 원자로 대규모 출력증강 경제성
2009.03.01 2010.02.28
평가(3차년도) 용역

2009.05.29 2016.12.31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종합설계용역

2009.03.05 2010.12.04 고리 1,2호기 주증기 PORV 전단 차단밸브 개선용역

2009.06.01 2011.11.30 가동원전 설계기반문서(DBD) 개발 연구용역

2009.03.05 2012.11.04 전력설비 보호계전기반 개선 설계용역

2009.06.01 2009.10.31 ITER 방사성폐기물 처리ㆍ저장계통 설계 분석 및 최적화

2009.03.10 2009.11.09 재장전기중기 설비보강 설계용역 계약

2009.06.01 2011.05.31 APR1400 시장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협약

2009.03.16 2010.09.15 영광 3,4호기 화재위험도 분석 적합성 재평가 용역

2009.06.02 2010.03.31 카자흐스탄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입찰설계용역

2009.03.16 2013.05.15 고리 1호기 RCS 분기배관 설비개선 설계용역

2009.06.03 2011.06.02 삼천포화력 3,4호기 주제어설비 개조공사 설계기술용역

2009.06.01 2011.05.31 그리스 연구용원자로 (GRR-1) 냉각계통 개선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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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2009.08.21 2009.11.30 월성2,3,4호기 사용후연료 습식저장조 냉각계통 해석 용역

2009.06.10 2010.11.18 영광 1,2호기 EQ 2단계 인허가 기술자문 용역

2009.08.26 2013.01.06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전력영향평가 및 경과지설계용역

2009.06.10 2010.08.06 고리 3,4호기 EQ 2단계 인허가 기술자문 용역

2009.08.26 2010.02.25 삼척 생산기지 #1~4탱크 설계(내진설계)용역

2009.06.17 2009.10.16 인천화력 3,4호기 폐지 설계기술용역

2009.09.01 2011.05.31 원전용 공기구동밸브 개발 기술자문용역

2009.06.25 2011.02.14 154kV 한림변전소 전력영향평가용역

2009.09.01 2010.08.31 345kV 신수원-신용인 송전선로 심형기초 설계기술용역

2009.06.26 2009.11.25 월성 1호기 스위치기어실, 무정전전원실 자동화소화설비 설계용역

2009.09.01 2011.08.31 해외 가동원전 발전소감시계통 수출기반 조성사업

2009.06.26 2009.12.25 카자흐스탄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09.09.04 2010.11.27 154kV 강화#2변전소 전력영향평가 용역

2009.06.29 2009.09.28 수출형 OPR+ 설계 기술자문

2009.09.08 2010.09.07 Westhinghouse 중국 AP1000 건설현장 기술자문 용역

2009.06.29 2010.06.28 말레이시아 최초 원전 예비타당성검토 용역

2009.09.14 2013.01.13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 상세설계 용역

2009.07.01 2011.06.30 초저공해 탈질을 위한 중소형 탈질시스템 개발(총괄과제)

2009.09.15 2011.01.12 성남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공사

초저공해 탈질시스템을 위한 초고온 및 고밀도 Corrugate 탈질
2009.07.01 2011.06.30
촉매 개발

2009.09.15 2011.05.31

2009.07.01 2012.10.31

신고리1,2호기/신월성1,2호기 Plus7 연료 원자로계통설계 영향평가
인허가 지원용역

국제원자력기술요건 충족설계개발-안전계통설계 및
안전해석용역

2009.09.16 2011.08.15 APR1000 기본설계 위탁연구 용역
2009.09.21 2011.03.20 울진3,4호기 화재위험도분석(FHA) 적합성 재평가 용역

2009.07.06 2011.11.30 KSNP 및 FRAMATOME 원전 재순환집수조 성능평가

2009.09.22 2012.08.31 금호 낙포석탄부두 석탄취급시설 건설공사 설계기술/책임감리 용역

2009.07.08 2012.01.07 현대중공업 원자력 비상디젤발전기 입찰 및 공급 기술지원

2009.09.28 2010.11.27 월성1호기 안전계통 설계기술용역

2009.07.13 2010.04.12 영광 3,4호기 터빈제어시스템 설계기술 용역

2009.09.28 2010.10.27 월성 1호기 계전분야 계통설계 기술용역

2009.07.13 2011.10.31 울진1,2호기 내환경검증 BOP사고해석 및 환경조건 결정

2009.09.28 2013.11.27 울진1,2호기 출력증강 안전성분석 NSSS분야 용역

2009.07.13 2009.10.12 무전극램프용 조광제어기술 검토 기술자문

2009.09.28 2013.11.27 울진1,2호기 출력증강 안전성분석 용역(BOP분야)

2009.07.13 2010.06.30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전력계통 개조공사 기술자문

2009.09.30 2016.03.31 삼척화력 1,2호기 건설 종합설계기술용역

2009.07.15 2010.07.14 FORTE Software Maintenance and Support Agreement

2009.10.01 2011.05.31 동두천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009.07.17 2009.12.16 울진 1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 주입장치 연계설계 용역

2009.10.01 2010.02.28 파이로 공정장치 제작발주용 설계 및 일관공정운영체계구축 설계

현대그린파워 제철화력발전소 Island Operation 관련 전력 및
2009.07.17 2010.02.28
제어계통 분석 용역

2009.10.01 2012.04.30 하동화력 부대설비 설치공사 설계기술용역

2009.07.20 2010.05.19 영광1,2호기 붕소주입탱크 및 재순환설비 제거 설계용역

2009.10.06 2012.03.06 345kV 선산-신포항 T/L 건설공사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2009.07.21 2010.02.28 X-Gen 연료용 원자로 내부구조물 건전성평가 및 연계자료 생산 용역

2009.10.09 2012.03.26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009.07.29 2010.01.28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서작성용역

2009.10.15 2012.04.30 탄현지하차도 확장공사

영광5,6호기 FHE용 Fiber Optic Feed Through Engineering
2009.07.30 2010.12.30
Service용역

2009.10.16 2012.09.30 원주 RD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2009.07.30 2016.12.31

신울진원자력발전소1,2호기 응용 소프트웨어(PPS, QIAS-P 및
DPS) 설계

2009.07.31 2011.07.30 광교신도시 배수지 건설공사
2009.07.31 2013.05.31 이라크 쿠르드 Power Project Engineering Consulting 용역
2009.07.31 2016.12.31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
2009.08.01 2011.08.31 울진1,2호기 소형냉각재 상실사고 질량/에너지 방출해석
2009.08.03 2010.02.02

울진5,6호기 방사선작업관리용CCTV 설치 및 관리구역
비상출입문감시 시스템 구축설계

2009.10.05 2009.12.04 울진 5,6호기 주변압기 현장제어반 개선 설계용역

2009.10.21 2012.05.31 쿠웨이트 Sabiya CCGT Project 전기분야 설계지원용역
2009.10.28 2010.10.22 345kV 및 154kV 서안성분기 T/L 심형기초 설계기술용역
2009.10.28 2010.02.28 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09.10.29 2013.03.29 신울진 1,2호기 PWDB 통합 및 MMIS 기술자문 용역
2009.10.30 2010.10.29

울진 1,2호기 주증기 차단밸브 구동용 솔레노이드 밸브
이중화설계용역

2009.11.01 2010.03.31 영남화력 대체전원 중질 잔사유 IGCC 사업 타당성 연구
2009.11.01 2010.01.31 신고리/신월성1,2호기용 K-REDAP 수정업무 용역
2009.11.01 2011.12.31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종합설계

2009.08.03 2009.12.31 표준원전 배관의 재료규격 변경에 따른 LBB 안정성 해석

2009.11.01 2011.12.31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계통설계 지원

2009.08.03 2009.11.15 영광1,2호기 역여유도 공기구동밸브 공기공급원 변경 설계용역

2009.11.06 2012.02.03 154kV 상정-양북 T/L 전력영향평가 및 경과지 설계용역

2009.08.03 2011.08.02 ITER IO Engineering & Technical Support 용역

2009.11.16 2010.08.15 한반도 남서해안 중형 해상풍력단지 기본설계용역

2009.08.03 2010.02.02 인도네시아 잠비주 사로랑운 석탄화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09.11.20 2012.06.19 고리1호기 시뮬레이터 보조계통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

2009.08.05 2009.11.30 ITER 국제기구 경영평가 기술자문

2009.11.26 2013.12.30 인도 UMPP 소수력발전소 기술자문용역

2009.08.06 2009.11.20 판교열병합발전소 SCR Catalyst 공급

2009.11.30 2010.02.28 고출력 핵연료 적용에 따른 원자로 대규모 출력증강 경제성 평가

2009.08.14 2011.09.13 영광5,6호기 고온관 안전주입 헤더 역지밸브 개선 설계용역

2009.12.14 2011.09.13 표준형원전 주증기유량 기반 열출력 측정방법 확대적용 용역

2009.08.14 2009.12.31 여수산단 집단에너지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 용역

2009.12.23 2010.08.22 울진5,6호기 CCW계통 열수력 성능해석 및 계통건전성 평가 용역

2009.08.14 2012.10.30 고리1호기 원자로헤드 교체사업 인허가지원용역

2009.12.24 2012.06.23 고리 2호기 케이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009.08.17 2011.12.31 원자로냉각재유량 운전제한치 최적화 연구 용역

2009.12.30 2010.12.24 4대강 살리기사업 통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

2009.08.17 2010.01.13 4대강살리기 통합사업관리체계 구축용역

2010.01.01 2010.09.30 월성 1호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리스크감시모델 개발용역

DCP Workscope to Support Kori Units 3,4 for FHE Control Upgrade
2009.08.19 2011.08.01
& Modification용역사업 해외수주계약

2010.01.01 2010.12.31

POSCO 개발 강재의 국내 발전설비 적용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및
인증지원(2단계)

APPENDIX

2009.06.10 2012.09.09 울진1,2호기 제어봉제어 및 위치지시계통 설비개선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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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준공일

사업명

준공일

사업명

2010.05.03 2010.12.31 수원 SCR 촉매 성능진단 용역

2010.01.04 2010.06.03 제2 폐수처리설비 재이용수조 구조변경 설계용역

2010.05.07 2012.04.29 광교-북수원 연계관로 및 권선지구 열배관공사

2010.01.08 2013.05.31 보령화력 3~6호기 주제어설비 성능개선 설계기술용역

2010.05.07 2011.06.06 고리 2호기 주제어실 아나로그 지시계 교체 설계용역

사우디 200MW 집광형 태양력 발전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2010.01.12 2010.04.30
기술지원 용역

2010.05.10 2011.05.09 읍천단층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2010.01.13 2010.12.31 삼성토탈 대산공장 전력계통 분석용역

2010.05.12 2010.09.11 영광 5,6호기 예비용변압기 저장위치 확보 설계용역

2010.01.15 2013.01.14 고리 2호기 화재위험도 성능기반분석 용역

2010.05.12 2012.06.30 RCP 시험설비요건 및 시험방법론 개발 용역

2010.01.18 2010.08.17 원전 구조설계 통합시스템 개발방안 수립 연구용역

2010.05.17 2010.08.16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5-7호기 건설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2010.01.18 2012.05.17 울진1,2호기 터빈/MSR 제어 및 보호시스템 전면개선 설계용역

2010.05.20 2010.12.19 원자로헤드 배기관 오리피스이설 설계용역 수주계약

2010.01.23 2011.03.31 콘크리트용 앵커볼트의 경제적인 설계법 연구용역

2010.05.24 2012.04.28 신고리 1,2호기/신월성 1,2호기 RIMS 개발 용역

2010.01.25 2011.06.30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열수송관 설계용역

2010.05.31 2010.06.30 울진 4호기 SI노즐 TS제거 LBB평가 용역

2010.01.26 2011.03.25 고리2,3,4호기/영광1,2호기 가압기노즐 예방정비 기술지원용역

2010.06.01 2012.03.31 중수로 노심해석 전산코드(RFSP-IST) 전환 용역

포스코파워 인천 LNG 복합화력 5,6호기 및 광양 부생가스
2010.01.27 2011.07.31
복합화력 기술자문용역

2010.06.01 2011.02.28 원전부지 설계 지진평가 현안기술 실증 위탁연구 개발

나이지리아 AFAM VI 발전소공사 시운전 지원 및 구조진단
2010.02.01 2010.05.10
기술용역
2010.02.01 2012.05.31 울진 5,6호기 연료취급설비 성능개선 설계용역
2010.02.01 2010.11.30 KEPIC 용접분야 기술기준 개정연구(II) 용역

2010.05.03 2010.07.30 터키 시놉 원전 건설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2010.05.10 2013.05.09 신고리 3,4호기 운영허가용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용역

2010.06.01 2011.02.28

외국의 원전에 대한 항공기 충돌 평가 방법론 조사분석 위탁
연구개발

2010.06.01 2011.02.28 가동중 정비 제도화 기술현황 및 이행요소분석 위탁연구 개발
2010.06.01 2011.02.28

이종금속 용접부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예방정비기술 영향평가
위탁연구 개발

2010.02.08 2010.02.19 COOP CITY Power Plant Commissioning Service

2010.06.01 2013.05.31 폴리에틸렌 배관의 원전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2010.02.08 2010.07.31 원전 재료열화 연구 및 관리를 위한 종합 DB구축(II) 용역

2010.06.03 2010.12.02 영흥화력 7,8호기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2010.02.14 2011.02.13 2010년도 가동원전 계통설계 기술용역

2010.06.07 2013.06.30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 기술지원 용역

2010.02.17 2010.12.16 영광 5,6호기 RCGVS 솔레노이드밸브 개선 설계기술용역

2010.06.08 2011.12.31 익산 제2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사업주 지원용역

2010.02.22 2010.09.21 SC구조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규제대응 기술용역

2010.06.09 2011.01.31 네팔 제2국제공항 상세타당성조사 자문용역

2010.02.22 2012.07.19 북평화력건설지점예비조사, 건설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2010.06.09 2010.08.30 카자흐스탄 발하쉬 입찰설계용역

2010.03.01 2012.06.30 RCP 적용기술 개발 및 핵증기공급계통 적합성 평가용역(2단계)
2010.03.02 2010.09.01 삼척 합성천연가스(SNG) 생산시설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2010.06.11 2012.06.25

문산복합화력 민자발전소 사업 건설지점 조사, 건설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2010.03.08 2011.01.07 영광1발 발전정지 유발기기 논리회로 개선 설계 용역

2010.06.21 2010.11.30 신고리 1,2호기 수질종합 운영관리 설비 1식 공급 구매사업

2010.03.15 2010.09.14 영광 3,4호기 Class 1E 및 AAC 디젤발전기 계측기 이설 설계용역

2010.06.22 2012.08.31 가동원전 중장기설비관리(LTAM) 전략개발 용역

2010.03.15 2012.03.14 고리1발전소 옥외 지하매설물 종합관리 도면확보 2단계 기술용역

2010.06.24 2011.07.31 신고리3,4호기 모의제어반 보조계통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 용역

2010.03.16 2010.07.19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중수형원전 수명평가기술 수출용역

2010.06.29 2014.04.28 모로코 JORF LASFAR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용역

2010.03.18 2010.07.15 154kV 백학분기 T/L 자재운반 기본설계용역

2010.06.30 2020.05.01 UAE원전 원자로계통설계 용역

2010.03.22 2010.07.30 GS EPS 3호기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2010.07.01 2011.01.31 말련 신규원전 부지선정 및 평가 컨설팅용역

2010.03.25 2020.05.01 UAE ENP 1&2호기 및 3&4호기 종합설계용역

2010.07.09 2010.11.30 기술사 계속교육용 교재개발 사업

2010.04.01 2010.12.31 미국 ENTERGY사 PSA 전문가 기술자문 용역

2010.07.14 2010.12.20 장죽수도 조류발전 타당성조사 용역

2010.04.01 2012.12.31 2010년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2단계 협약
2010.04.05 2012.11.04 발전소 기능체계 활용 정비기반 구축용역
2010.04.07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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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포스코 R&BDE 설비구현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타당성
2010.01.01 2010.04.30
검토용역

고리 3,4호기 비안전성 제어설비 교체 설계용역

2010.07.16 2012.03.30

보령화력 1~8호기 석탄취급 운영설비 개선 및 3~6호기 혼탄설비
설치 설계기술용역

2010.07.16 2013.10.15 WEC형 원전 재순환집수조 여과기 설비개선 설계용역

영광5,6호기 고압배전반 운전상태 감시 및 분석장치 설치
2010.04.12 2010.08.11
설계용역

2010.07.30 2014.02.28 칠레 산타마리아 ∥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설계용역

2010.04.12 2010.08.11 평택기력 성능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2010.08.01 2012.12.31 APR+ 표준 상세설계 개발용역(BOP 및 플랜트 종합설계분야)

2010.04.12 2010.10.31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성 검토 기술자문 용역

2010.08.01 2012.12.31 APR+ 공통 핵심기술개발 종합설계 기술용역

2010.04.14 2010.06.13 삼성전자 K1공장 154kV 변전소 개폐써지 분석

2010.08.01 2012.12.31 APR+ 표준상세설계개발 2단계 용역

2010.04.14 2010.05.14 금호피엔비화학(주) SCR Catalyst 공급

2010.08.02 2010.09.15 E-1900(HCR/HMU) 전력계통 안정도 검토 용역

2010.04.19 2010.05.28 설계분야 KOPEC 위탁교육

2010.08.03 2010.12.24 월성2호기 전동기용 보호계전기 개선 설계용역

2010.04.26 2011.07.25 고리 2호기 SFP지역 활성탄 정화계통 개선 설계용역

2010.08.03 2011.08.02 ITER 상세수행절차서 개발 용역

Contract for DCP Workscope to Support Kori 1,2 for FHE Control
2010.04.30 2013.07.01
Upgrade & Modification

2010.08.04 2010.09.10 이백만CMH이상급의 석탄화력발전소 융합시스템 기본설계 용역

2010.05.01 2011.01.31 월성 3,4호기 별도 설계변경 기술용역

2010.08.06 2013.10.30 영광 1,2호기 송수전선로 개선 설계용역

2010.05.03 2010.11.02 표준형원전 발전소보호계통 설비개선 설계용역

2010.08.07 2011.05.30 신인천 증기터빈 9호기 긴급복구 EPC 공사

2010.08.01 2012.12.31 APR+ 공통 핵심기술개발 종합설계 기술용역

2010.08.05 2013.03.31 환경피로 설계 보수성 최적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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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2010.12.28 2011.06.30 표준원전 잔존 열전달완충판 제거 LBB 평가용역

2010.08.11 2010.08.20 촉매분말 구매 (대구지역, 평택화력)

2010.12.29 2012.11.28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체계 개발용역

2010.08.12 2012.01.11 영광 1,2호기 붕소열 재생계통 냉동기 교체 설계용역

2011.01.03 2012.05.02 고리2호기 원자로수조 밀봉체 개선용역

2010.08.16 2016.04.30 WEC형 원전 원자로 상부구조물 단순화 설계용역

2011.01.05 2016.08.30 고리 2호기, 영광 3,4호기 원자로헤드교체 기술지원용역

2010.09.01 2013.02.28 원전 이종금속 용접부 잔류응력 해석 및 균열건전성 평가 용역
2010.09.01 2011.08.31 R&DBE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관리체계 정립 용역

2011.01.05 2011.12.31

포스코 개발 강재의 국내 발전설비 적용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및
인증지원용역(III)

2010.09.03 2011.03.02 Manjung TPP PJ / 말레이시아 입찰설계용역

2011.01.10 2017.09.29 신보령 1,2호기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2010.09.06 2015.12.20 영광#5,6 및 울진#3~6 제어봉제어계통 전면개선 설계용역

2011.01.25 2011.02.20 삼천포화력 4호기 촉매분말 공급사업

2010.09.09 2011.03.07 일산열병합 #3CC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2011.02.01 2011.07.31 원전재료 열화 연구 및 관리를 위한 종합DB 구축(III)

2010.09.14 2010.12.20 PRIDE 전해환원 System 제작설치 사업

2011.02.01 2011.07.31 1,000MW 초초임계압 화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위탁용역

2010.09.15 2012.02.22 영동화력 1,2호기 보일러 절탄기 튜브 증설 ESCO사업

2011.02.10 2011.02.25 SAREX 1.2 전산프로그램 사용권 License(3Copy) 판매

2010.09.30 2013.09.29 리비아 Zwitina Add-on Project 설계기술용역

2011.02.11 2012.09.10 신울진 3,4호기 사전준비용역

2010.10.01 2011.08.31 해외가동원전 발전소감시계통 수출기반조성사업

2011.02.14 2012.02.13 2011년도 가동원전 계통설계 기술용역

2010.10.06 2013.03.06 345kV 북경남 2분기 T/L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2011.02.16 2012.02.15 울진 1,2호기 저압터빈 교체 설계변경서 작성 및 인허가지원 용역

2010.10.12 2011.03.31 칠레 Red Dragon 석탄화력발전소(350MW) 입찰설계용역

2011.02.18 2011.07.30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연소가스처리설비 촉매공급

2010.10.13 2012.10.12 신규원전 후보부지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2011.02.24 2012.09.23 삼천포화력 제1,2호기 통풍설비 교체 설계기술용역

2010.10.14 2011.02.1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장기 운영계획 개발 용역

2011.02.28 2013.11.30 부곡 3호기 복합발전 건설공사 상세설계 기술용역

2010.10.15 2010.11.05 울산화력 4호기 촉매용분말 구매사업

2011.03.01 2013.11.30 GS EPS(주) 부곡복합 3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주 지원용역

2010.10.18 2016.02.17 사용후 연료저장조(SFP) 열교환기 냉각용량 개선 설계용역

2011.03.02 2011.09.01 영광 1,2호기 격납건물 압력전송기 형식변경 설계용역

2010.10.18 2010.12.17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국내 사업비 증액 검토 및 분석 과제

2011.03.08 2012.12.31 APR1400 NRC DC 보완설계 및 사전 인허가 용역(NSSS분야)

2010.10.25 2012.12.31 고리1호기 CV 내부 고에너지 배관 파단평가용역

2011.03.08 2012.12.31 APR1400 NRC DC 보완설계 및 사전 인허가 용역(종합설계 분야)

2010.10.25 2012.04.24 고리2호기 SFP 냉각능력평가 및 설비개선 용역

2011.03.09 2012.06.30 울진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치 상향조정 용역(BOP 분야)

2010.10.25 2012.07.06 운영중인 화력발전소 구조물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작성 용역

2011.03.09 2012.06.30 울진3,4호기 증기발생기(SG) 관막음 허용치 상향조정(NSSS 분야) 용역

2010.10.28 2010.12.26 리투아니아 원전 연약지반 전문가 그룹 기술자문

2011.03.09 2016.09.30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주지원 용역

2010.11.01 2010.12.17 UAE 사업 APR1400계통기초교재 개발 용역

2011.03.11 2011.12.31 일산열병합 제1발전 흡수식히트펌프 ESCO사업

2010.11.01 2013.10.31 탄소강 배관 소재 액적충돌침식 손상진단 시스템개발

2011.03.14 2011.06.13 울진 5,6호기 주급수 제어밸브 제어회로 이중화 설계용역

2010.11.01 2014.09.30 10MW급 연소후 습식아민 CO2 포집기술개발

2011.03.14 2015.03.31 표준형원전 다양성보호계통(DPS) 설비개선 설계

2010.11.01 2014.09.30 10MW 연소 후 건식 CO2 포집기술개발 협약

2011.03.16 2013.03.15 영광 1,2호기 탄소강 배관 감육관리 프로그램 개선용역

2010.11.08 2012.11.30 영광/울진 #5,6 임계 및 차폐, 방사선 해석 용역

2011.03.18 2014.06.17 UAE Shuweihat S3 IPP Project 설계기술용역

2010.11.10 2011.02.07 50MW 발전시설 실록산(규소화합물류) 적정 정비기간 산정용역

2011.03.21 2011.06.03 UAE 교육훈련 계통기초교재 개발(2단계) 용역

2010.11.15 2011.04.30 인도네시아 Atadei 10MW 지열발전소 타당성조사 기술지원용역

2011.03.31 2011.12.31 동해화력 배기가스 폐열회수 ESCO사업

2010.11.15 2012.04.14 고리 1호기 안전주입계통 역지밸브 개선교체 설계용역

2011.03.31 2013.12.31 현대제철 고로3기 수배전 엔지니어링 용역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시설(50MW) 황산화물 전처리시설
2010.11.16 2011.04.30
설치공사

2011.04.04 2012.04.03 영광 1발전소 계통도면 개선 설계용역

2010.11.22 2013.10.22 WEC형 원전 원자로수조 영구밀봉링 설계용역

2011.04.08 2011.08.31 인도 Kochi 680MW x 2 CCPP 사업 기술지원용역

2010.11.22 2013.05.31 고리3,4호기 출력최적화(MUR) 안전성분석 용역

2011.04.11 2014.11.07 Rabigh VI SCR용 Urea설비 공급사업

2010.11.22 2013.05.31 고리3,4호기 출력최적화(MUR) 안전성분석 용역(BOP분야)

2011.04.11 2011.07.10 영광 3,4호기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온도제어회로 개선 설계용역

2010.11.25 2015.02.17 터키 Tufanbeyli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용역

2011.04.12 2012.12.31 울진5,6호기 FHE Site Engineering Service 용역

2010.11.30 2012.02.29 고양 축열조 증설 건설공사

2011.04.15 2012.04.16 울진 1,2호기 화재방호체 설치 기술지원용역

2010.12.03 2010.12.3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사업 조감도 제작용역

2011.04.20 2013.03.30 #2 BTX Project / 전력계통 해석 설계용역

2010.12.10 2017.09.09 고리3,4호기 및 영광1,2호기 고저압 스위치기어 개선 설계용역

2011.04.25 2016.07.31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2010.12.15 2014.09.30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5~8호기 건설 발주자 지원용역

2011.04.26 2011.06.30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교육 자문용역

다중변수를 고려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확률론적 건전성
2010.12.16 2012.12.15
평가기법 개발 용역

2011.04.27 2011.10.28 UAE원전 사업비 관리체계 개발 용역

2010.12.24 2011.03.31 SAREX 1.2 전산프로그램 사용권 1License 판매계약

2011.05.06 2011.12.31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분석 및 단계별 전략수립 연구용역

2010.12.24 2012.11.30 고리 3,4호기 복수탈염설비 제어반 개선 설계용역

2011.05.06 2011.12.31 사고시 선원항 분석 및 선량평가 적용기술 개발 용역

2010.12.24 2012.11.30 고리3,4호기 터빈 정적감시설비 개선 설계용역

2011.05.16 2014.12.31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술자문용역

2010.12.27 2011.12.21 4대강 살리기사업 통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

2011.05.17 2011.12.16 영광 3,4호기 공학적안전설비 부계전기 다중화 설계용역

2010.12.27 2011.02.25 2011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2010.12.27 2011.02.25 수출형 원전대비 면진시스템 적용개발

2011.04.04 2011.12.03 신고리 3,4호기 시뮬레이터용 NAPS SW 개발용역

2011.04.29 2011.12.31 분당복합 #1 Block 기기냉각수 폐열회수 ESCO사업

2011.05.20 2012.01.06

신울진1,2호기 인간공학 검증설비 보조계통 모델개발 및
시스템통합 용역

APPENDIX

2010.08.09 2014.02.28 행복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14
착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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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사업명

2011.05.24 2011.10.23 신평택 및 군산2단계 복합화력 건설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일

사업명

2011.05.25 2013.05.24 WEC형 원전 RCP 밀봉장치 개선 설계용역

영광1,2호기 주급수펌프 안전정지를 위한 제어성능개선
2011.09.15 2014.02.14
설계기술용역

2011.05.28 2011.12.27 영광 5,6호기 NCS 설비개선 타당성평가 용역

2011.09.16

2011.06.01 2017.03.31 태안 9,10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2011.09.26 2012.02.25 KEDO 증기발생기 종합 건전성 평가용역

2011.06.01 2012.04.30 고리 1,2호기 해수전해설비 전기설비 개선 설계용역

2011.09.29 2012.01.28 영광 3,4호기 축전지실 수소감시기 추가 및 신설 설계용역

2011.06.01 2011.10.31 프라이드 전해제련 및 염재생 장치 제작 설치사업

2011.10.01 2015.09.30 차세대 석탄발전용 연소전 CO2 포집 핵심기술개발(2단계)

2011.06.01 2014.05.31 APR1400 시장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2011.10.01 2014.05.31 울진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용역

2011.06.01 2014.05.31 APR1400 시장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2011.06.15 2014.12.31 평택기력 1~4호기 성능개선 설계기술용역
2011.06.17 2020.12.16 UAE원전 운영지원분야 기술지원 용역
2011.06.20 2012.01.19 월성 1,2호기 계전분야 설계기술용역

터키 투판베일리 석탄화력발전소 패키지 구매

2011.10.01 2014.06.30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 교체용 증기발생기
인허가지원(NSSS분야) 용역

2011.10.01 2014.06.30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 교체용 증기발생기
인허가지원(BOP분야) 용역

2011.06.24 2013.11.23 가동원전 수소제어설비 보강설계용역

2011.10.07 2012.01.06 영광3,4호기 관리구역 SUMP 수위값 PMS Point 추가설계용역

2011.06.29 2011.10.07 KEDO원전 기자재 국내원전 활용관련 호환성 검토 용역

2011.10.10 2012.12.09 처분시설 후속단계 부지배치 적합성 평가용역

2011.06.30 2012.08.02 345kV 영흥화력 5,6호기 접속 T/L 철탑기초 설계기술용역

2011.10.10 2013.03.31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증강 타당성평가 기술용역

2011.07.01 2011.10.31 영광3,4호기 배수밸브배관 연장 및 밸브 신설설계용역

2011.10.11 2014.07.10 표준형 원전 RI-ISI 적용체계 구축 기술용역

2011.07.01 2016.06.30 데이타기반 원전건설관리체계 기술개발

2011.10.18 2013.02.17 고리/월성 비상전원설비 구축 용역

2011.07.01 2013.06.30 신개념 명품원전의 기본요건 및 혁신적 안정성 향상 방안연구

2011.10.19 2012.03.31 H1-Project 건설타당성조사 용역

2011.07.01 2014.06.30 수출형 원전 대비 면진시스템 적용 기술개발

2011.10.20 2014.10.31 울산 #4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설계기술 용역

영광3,4호기 RCS등 6개 계통 밸브 핸드스위치 형식 및
2011.07.05 2011.12.04
연동변경설계용역

2011.10.20 2012.12.31 영광 3,4호기 가압기 노즐 오버레이 설계검증 및 평가 용역

2011.07.06 2015.09.30 동부그린발전소 1,2호기 건설 종합설계기술용역

2011.10.31 2012.02.15 PRIDE 일관 공정장치 제작 설치 1식 사업

2011.07.06 2011.08.31 Lead Shot Procurement - Japan Effort

2011.11.04 2012.05.31 삼척 석탄화력 발전부지 예비조사 용역

2011.07.07 2015.07.06 신규원전 제어봉관련 원자로정지 방지방안 적용 용역

2011.11.10 2013.04.30 사우디 Yanbu 2 촉매공급사업

2011.07.18 2011.12.17 영흥풍력 2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2011.11.10 2014.12.15 열전소자 에너지변환 핵심기기 개발 연구용역

2011.07.19 2012.01.18 영광 3,4호기 MSIV Room 온도저감화 설계용역

2011.11.11 2012.11.10 2011년 가동원전 일반설계기술(종합) 용역

2011.07.28 2013.03.27 원전 케이블 난연 성능 입증 용역

2011.11.15 2015.02.14 평택복합화력 2단계 종합설계기술용역

2011.07.28 2013.05.27 가동원전 터빈 기동정지 최적화 용역

2011.11.16 2013.07.15 사용후연료저장조 및 소방계통 대체수원 확보 설계용역

2011.08.03 2011.12.30 북동두천 복합화력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2011.11.21 2011.11.25 한국남동발전(주) 발전소 설계 기술교육 사업

2011.08.12 2012.07.20 기력 제4,5호기 Hybrid SCR 탈질시스템 구매(설치조건부)

2011.11.25 2012.12.31 20년 이상 원전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

2011.08.12 2011.12.20 포항 LNG 복합발전 NOx 저감 SCR 공급사업

2011.11.29 2014.05.31 영광 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용역

2011.08.12 2014.09.30 율촌복합화력 2단계 사업주 지원용역

2011.11.29 2014.01.31 원전부지 설계지진동 재평가 용역

2011.08.16 2011.12.15 원전해체 폐기물 실태조사 용역

2011.12.01 2012.06.30 신호남 석탄화력발전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2011.08.19 2011.09.17 고리 1호기 구원자로헤드 방사능량 평가 및 인허가 지원 용역

2011.12.01 2012.12.31 NSP IPP Project 건설지점조사, 건설타당성조사 용역

PRIDE 실험환경 개선을 위한 공조 및 아르곤 시스템 설계인자
2011.08.22 2011.10.21
검토 용역

2011.12.15 2016.07.31 북평화력발전소 1,2호기 Power Block 설계기술용역

2011.08.25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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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영광 3,4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추력베어링 윤활유 공급설비
개선 설계용역

2011.10.24 2013.02.23 월성 1호기 AMP 통합 관리방안 개발 용역

2011.12.20 2013.12.31 H1 Project 환경영향평가(4개 역무) 용역
2011.12.26 2012.05.23 남해그린화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2011.12.26 2012.08.21 보령 합성천연가스 생산시설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2011.08.26 2011.12.20 연계논리계통 입출력 전자카드 국산화 신뢰성 검증 자문용역

2011.12.26 2012.03.30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3,4호기 입찰제안서 작성 자문용역

2011.08.29 2014.01.28 월성 1호기 및 영광3,4호기 재순환집수조 여과기 상세설계용역

2011.12.29 2012.12.28 원전 SC구조 감쇠비 검증 연구

2011.08.29 2012.02.28 항만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사업화 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2012.01.01 2012.12.31 진산원전 재순환집수조 성능평가(I) 및 구매규격서 작성

2011.09.01 2011.10.31 동두천 복합화력 사업성검토서 검토 용역

2012.01.03 2012.04.30 삼성토탈 대산공장 전력계통 기술자문 용역

2011.09.01 2011.10.19 영광 3,4호기 노외선형출력 PMS 입력신호 신설 설계용역

2012.01.06 2013.07.0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사전설계용역

2011.09.01 2015.03.31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2012.01.30 2015.05.29 765kV 신중부변전소 입지선정 및 관련 송전선로 경과지 설계용역

ITER Type B 포장, 오염검사 및 적재방법 개념설계, 선원항 및
2011.09.01 2012.10.31
삼중수소 방출율 평가 위탁연구과제

2012.01.30 2012.12.31 Licensing Feasibility Study of EU-APR 1400

2011.09.05 2011.11.03 765kV 신안성~신가평 T/L 피해복구 설계용역

2012.02.13 2012.10.09 신서천 1,2호기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영광 5,6호기 MST 취급크레인 용량증대 및 크레인하우스 신축
2011.09.08 2013.01.07
설계용역

2012.02.14 2013.02.13 2012년도 가동원전 계통설계 기술용역

2011.09.09 2012.04.08 발전소보호계통(PPS) 전자카드 성능검증 용역

2012.02.22 2013.02.21 읍천단층을 고려한 월성4호기 기기 내진안전성 평가용역

2011.09.09 2012.01.08 『울산화력 #4-6 탈질촉매 성능진단 기술용역』

2012.02.22 2012.08.31 울진3,4호기 원자로용기 하이드라너트 설계기준 평가용역

2012.01.30 2012.12.31 Licensing Feasibility Study of EU-APR 1400 (AE)

2012.02.21 2018.10.20 가동원전 갑종보호계전기 삼중화 개선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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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2012.08.21 2014.07.20 군산복합 2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012.02.28 2014.04.27 가나 Takoradi T2 발전소 증설 및 복합화 EPC 사업

2012.08.21 2014.07.20 평택복합 3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012.03.01 2013.02.28 항공기 충돌에 의한 국부 및 전체적 응답 평가 위탁연구과제

2012.08.27 2013.08.26 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기술개발

2012.03.02 2013.05.31 고리3,4호기 제어봉위치지시설비 개선 설계용역

2012.08.28 2014.04.27 월성1호기 상분리모선 교체설계용역

2012.03.06 2013.03.31 고리3,4호기 가압기 및 원자로정지차단기 패널 개선 설계용역
울진 5,6호기 고압배전반 운전상태 감시 및 분석장치 설치
2012.03.07 2012.10.06
설계용역

2012.09.01 2012.11.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가속기
관련 비용 추정 및 기술적 분석 용역

2012.09.03 2013.04.02 고리1호기 AMP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2012.03.12 2012.12.31 대형 금속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

2012.09.12 2012.10.15 금호피엔비화학(주) SCR Catalyst 공급

2012.03.15 2014.06.30 고리3,4호기 발전소 경보설비개선 설계용역

2012.09.13 2014.04.12 삼척 에코파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삼척 에너지복합산업단지 발전단지 건설지점 예비조사,
2012.03.15 2014.03.14
건설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2012.09.13 2013.04.12 삼척 에코파워 건설 지점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12.03.23 2012.09.28

2012년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을 위한 사업비 산출용역
수주의뢰

2012.09.13 2013.09.30 APR1400 유럽표준설계 체계구축 및 개발용역(NSSS분야)
2012.09.13 2013.09.30 APR1400 유럽표준설계 체계구축 및 개발용역(종합설계분야)
2012.09.17 2016.03.16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 피로감시 시스템 구축용역

2012.04.10 2012.08.07 보령화력 1호기 복구공사 기술지원용역

2012.09.24 2020.02.28 평택2단계 건설사업 사후환경조사 용역

2012.04.16 2014.01.15 영광 3,4호기 연계논리계통 SPV 전자카드 루프 다중화 설계용역

2012.10.04 2016.04.03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여과기 설비개선 설계용역

2012.04.16 2013.01.15 영광 1발 주전산기와 운전지원전산기 기능통합 설계용역

2012.10.10 2015.12.31 아연주입 확대적용 계통 안전성평가 용역

2012.04.18 2015.04.17 울진 1,2호기 주증기 안전밸브 교체 설계용역

2012.10.11 2013.02.07 울진6호기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시험증판시 데이터 취득 용역

2012.04.19 2013.02.18 월성 1호기 기기냉각수계통 유량평형 및 계통건전성 평가용역

2012.10.12 2013.02.11 인도네시아 석탄가스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용역

2012.04.20 2013.02.19 고리2호기 안전주입계통 및 1차측 전기보온설비개선 설계용역

2012.10.22 2013.08.21 2012년 가동원전 일반설계(기계) 용역

2012.04.23 2013.11.22 G-Project 환경영향평가용역

2012.11.01 2013.06.30 태안화력 1,2호기 바이오매스 혼소 타당성조사 용역

2012.04.30 2017.04.30 ITER Cable Engineering Support Services

2012.11.01 2013.06.30 고리 2호기 안전주입계통 재순환 운전 자동화 설계용역

2012.05.01 2013.04.30 ENEC Sarex Software License Agreement
2012.05.02 2013.02.01 고리 3,4호기 FSAR 3.6장(고에너지배관 파단응력 분석) 개정용역

2012.11.05 2013.11.04

ITER Detailed Design of CODAC, CIS and CSS Network
Infrastructure

2012.05.07 2012.12.06 북동두천 복합화력 환경영향평가용역

2012.11.08 2016.03.31 고리3,4호기 발전소 경보설비 구매기술 지원용역

2012.05.07 2013.05.31 북평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12.11.12 2013.02.11 CENT 기반 NPA S/W 구매

2012.05.09 2013.05.08 엔지니어링 교육사업

2012.11.12 2012.12.20 제어기, 시험용, 전자계통용, 제어계통 성능검증 장비구매

2012.05.16 2012.12.21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개념설계 용역

2012.11.14 2013.04.30 SPACE 집중체적 특수열전달 모델 개발용역

고성 화력발전 건설사업을 위한 건설지점 예비조사 및
2012.05.18 2013.12.26
건설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012.12.20 2016.06.30 영광3,4호기 원자로헤드 교체사업 설계 및 인허가 지원

2012.05.24 2013.07.31 도로건설 사업관리절차서 개발용역

2013.01.01 2015.12.31 원전설계코드 인허가 및 원전적용 체계 구축과제사업

2012.06.01 2015.03.31 신고리 3,4호기 발전정지 유발기기(SPV) 선정 및 리스크 평가지원 용역

2013.01.02 2015.12.31 발전용 가스기기 현장기술지원 공동연구용역

2012.06.01 2013.11.30 신설 변전설비 내진설계 표준안 수립용역
유도가열 벤딩배관의 원자력 안전계통 적용을 위한 규제요건
2012.06.01 2013.04.30
분석 및 재료 성능평가 용역

2012.12.28 2013.07.07 동아주유소 부지내 오염토양 정화사업(반출정화)

2013.01.04 2015.04.03

고리 1,2호기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설정치 허용범위 확대
설계용역

2013.01.04 2014.06.30 HDOLBO전력계통 기술계산용역

2012.06.25 2018.01.24 표준형원전 원자로상부구조물단순화 설계용역

2013.01.07 2015.12.31 고리, 영광 원전 정지저출력 PSA 개발 용역

2012.06.26 2014.06.25 전열관 설계요건 개발용역

2013.01.18 2014.01.17 새만금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12.06.27 2015.12.31 전 원전 정지/저출력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개발용역

2013.01.23 2014.09.22 울진1,2호기 보조급수저장탱크 추가 설치 설계 용역

2012.07.01 2012.11.30 HCP MVR 설치에 따른 전력계통해석 용역

2013.01.25 2014.11.30 고리 3,4호기 노내핵계측계통 밀봉유닛 교체 설계용역

2012.07.04 2013.03.22 울진1,2호기 가압기 밀림관 구조건전성 평가용역

2013.01.28 2015.07.03 UAE 원전 시뮬레이터 NAPS 용역

영광1,2호기 저압터빈 교체 설계 변경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2012.07.04 2013.12.02
기술용역

2013.01.30 2014.10.30 가나 Takoradi T1 해수 취배수설비 EPC사업

2012.07.05 2013.04.04

영광 1,2호기 FSAR 3.6항 고에너지배관 파단응력 분석결과 검토
기술용역

2013.02.07 2015.09.30 밀림관 최적 배치설계 및 피로평가 용역
2013.02.08 2013.02.15 SAREX 1.2 전산프로그램 사용권(10copy) 판매
2013.02.14 2014.02.13 2013년도 가동원전 계통설계용역

2012.07.16 2013.02.28 SMART 안전성 향상을 위한 BOP설계 지원용역

2013.02.15 2015.02.14 월성원전부지(1~4호기) 수문특성평가 용역

2012.07.17 2013.05.15 삼척 청정에너지 복합산업단지 건설타당성 조사 용역

2013.02.15 2014.10.14 울진 1,2호기 탄소강배관 감육관리 프로그램 개선용역

2012.07.25 2014.12.31 저압 및 고압 전기설비분야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용역

2013.02.15 2014.09.15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5,6호기 RAC 성능개선 ESCO 사업

2012.07.30 2013.07.29 동부그린파워 건설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13.02.15 2013.11.14 ITER 형상관리프로그램 개선 및 이행 관리 지원 과제

2012.08.01 2015.07.31 APR1400 물리적방호 설계체계 구축 기술개발

2013.02.18 2014.11.17 신월성1,2호기 최종열제거원 온도제한치 재평가 검토용역

2012.08.16 2012.12.24 당진화력 3,4호기 유기성 고형연료 혼소설비 구매(설치조건부)

2013.02.20 2013.12.20 삼성토탈 대산공장 G2 Project 전력계통 분석 및 검토 기술용역

2012.08.20 2014.02.19 가동원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성능점검 기술용역

2013.03.01 2013.03.22 SAREX 1.2 전산프로그램 사용권 판매

APPENDIX

2012.02.23 2012.08.22 G-Project 건설 지점조사, 건설타당성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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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국내외 사업 수주실적

사업명

항공기 충돌에 의한 국부 및 전체적 응답 평가(2차년도)
2013.03.01 2014.02.28
위탁연구과제
2013.03.12 2014.10.31 영광3,4호기 증기발생기 허용 관막음률 상향조정 용역(NSSS분야)
2013.03.12 2014.10.31 영광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률 상향조정 용역

준공일

사업명

2013.09.16 2014.09.15 방폐장 부지단층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2013.09.25 2021.04.30

Central Interlock System Final Design, Procurement, Commissioning
and Maintenance

2013.03.18 2015.05.17 영광, 울진본부 및 신고리 1,2호기 비상전원설비 구축용역

2013.09.30 2016.03.01 코트디부아르 CIPREL IV Add-on EPC 사업

2013.03.21 2013.08.20 월성 2호기 비상기술지원실 개선 설계용역

2013.10.01 2013.11.29 인천 TP 송전계통 기술검토용역

울진 3,4호기 및 울진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분석에 필요한
2013.04.01 2015.09.30
열수력 분석용역

2013.10.01 2017.05.31 RCP Seal SBO 검증시험 요건 및 절차서 검토 용역

2013.04.01 2013.11.30 신규 화력 지점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2013.04.01 2013.09.30 극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 개념설계용역

2013.10.01 2016.07.31 고리2호기 원자로헤드 교체 인허가지원 용역
2013.10.01 2016.09.30

수출형 경수로 및 가동원전 파단전누설 설계 여유도 향상을 위한
최신평가기술 개발과제

2013.04.02 2015.11.30 명품 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2013.10.10 2014.06.30 고리 1호기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용역

2013.04.15 2017.04.14 수출용 신형연구로 및 부대시설의 종합설계 용역

2013.10.17 2018.04.30 혼합형 SIT 및 피동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요건 개발 용역

2013.04.22 2015.10.21 보령화력 저탄장 증설 및 석탄취급설비 성능개선 설계기술용역

2013.10.21 2015.03.31 고리 2호기 내진 소화수펌프 신설 및 옥내소화전 설치 설계용역

2013.04.22 2015.06.21 필수 안전정보표시계통 비상전원설비 구축 설계용역
2013.04.24 2015.03.31 사용후연료저장조(SFP) 계측기 안전등급 적용 설계용역
2013.04.24 2016.03.31 고리3,4호기 제어봉제어계통 설비개선 설계용역
2013.04.29 2014.04.28 울진1,2호기 내환경검증(EQ) 환경개선 상세분석 용역
2013.04.29 2014.02.28 신고리 3,4호기 리스크감시(RIMS) 모델 개발용역

2013.10.23 2016.04.29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고리2호기 및 한울5,6호기
기기경년열화평가) 용역

2013.10.24 2015.07.23 보령화력 총질소제거설비 설치 및 중수도설비 개선 설계기술용역
2013.11.04 2016.04.29

IAEA 신규 안전기준을 반영한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고리2
및 한울 5,6 안전해석

2013.05.06 2013.12.05 고리1,2호기 설계결과를 반영한 피로감시시스템 보완용역

2013.11.11 2016.05.10 154kV 김제-부안 T/L 특수기초 설계용역

2013.05.06 2013.10.25 ENEC 직원 엔지니어링 교육

2013.11.18 2015.12.31 월성본부 제1발전소 소화수계통 내진등급화 설계기술용역

2013.05.28 2015.08.31 베트남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검토자문용역
중대사고 설계적용을 위한 상부탑재형 노내 계측계통 및 내장형
2013.06.01 2018.05.31
제어봉구동장치 개발

2013.11.18 2014.12.31

대우 포천복합화력 민간발전소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13.11.21 2017.05.20 한울 3~6호기 송수전설비 개선 설계용역

2013.06.01 2016.05.31 수출형 노심보호계통 및 노심감시계통 개발과제

2013.12.01 2016.09.30 장수명 원전용 매설배관 수화학 및 부식 최적관리 시스템 개발

2013.06.01 2016.05.31 원전해체 선원항 평가기술개발과제

2013.12.02 2015.12.01 영광5,6호기 증기발생기 허용 관막음률 상향조정(BOP분야) 용역

2013.06.01 2018.05.31 무붕산 운전 계통설계 기술 및 적합소재 선정 기술개발

2013.12.02 2015.12.01 한빛5,6호기 증기발생기 허용 관막음률 상향조정 용역(NSSS분야)

2013.06.10 2013.08.09 울진 3,4호기 암모니아 주입설비 신설 설계용역
2013.06.10 2021.10.31 동양파워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주기술지원 용역

2013.12.03 2014.04.30

중대사고코드 연계를 위한 SPACE 집중체적 특수 열수력 모델
개발용역

2013.06.12 2015.11.30 APR+ 설계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BOP 및 플랜트 종합설계 분야 용역

2013.12.06 2015.03.05 월성1호기 주제어실 환기계통 댐퍼 설비개선 설계기술용역

2013.06.12 2015.11.30 APR+ 설계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NSSS 설계분야 용역

2013.12.06 2015.06.05 고리 2호기 125V 안전등급 축전지 부하용량 검토용역

2013.06.17 2014.12.16 한울 5,6호기 화재위험도분석(FHA) 적합성 재평가 용역

2013.12.23 2014.06.22 영월 친환경최첨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2013.06.19 2014.02.28 SMART 안전성 향상을 위한 BOP 설계(2차년도)지원용역

2013.12.30 2014.06.30 연천복합 건설타당성 조사 용역

한빛5,6호기 LDLB시 유출수 격리밸브 자동 닫힘 기능신설
2013.06.20 2014.05.20
설계용역

2014.01.06 2016.12.30 혼합형 SIT 및 피동비상노심냉각계통 배관설계 개발용역

2013.07.01 2014.09.30 한울5,6호기 케이블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013.07.01 2015.06.30 한울3,4호기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및 모델추가 용역
유도가열 벤딩배관의 원자력 안전계통 적용을 위한 규제요건
2013.07.01 2014.04.30
분석 및 재료성능평가 용역(II)

2014.01.22 2015.01.22

SAREX Software License Agreement & Maintenance and Support
Agreement with Scientech

2014.01.29 2015.02.28

해외원전(Point Lepreau) 다발 및 채널 출력 운전제한조건 적용
안전해석용역

2014.02.04 2015.04.03 신한울1,2호기 시뮬레이터용 안전계통 MMIS 및 NAPS 모델개발

2013.07.02 2014.05.30 고리 1호기 격납건물 내부 고에너지배관 설비개선 설계용역

2014.02.10 2015.02.09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고리 1호기 주급수차단밸브 및 우회밸브 자동화에 따른 격납건물
2013.07.05 2013.10.31
건전성평가 위탁용역

2014.02.12 2020.09.30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2013.07.11 2015.12.30

이종용접부 용접잔류응력 이완 열처리 최적공정도출을 위한
기계해석용역

2013.07.30 2014.02.28 소듐냉각고속로 BOP계통 개념설계 용역
2013.08.08 2016.09.30 영남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설계기술용역

2014.02.14 2015.02.13 2014년도 가동원전 계통설계 기술용역
2014.02.18 2015.02.17 신규 석탄발전기 투자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연구용역
2014.02.18 2014.06.30 가동원전 결함 앵커 재설계 용역
2014.02.19 2015.07.31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Management and Execution of
ITER Site Construction Activities

2013.08.12 2014.12.11 고리1,2발 비상대응시설(TSC 및 OSC)신축 설계용역

2014.02.24 2016.12.12 ENEC 직원 원자로계통설계 엔지니어링 교육

2013.08.20 2014.02.19 울산화력, 호남화력 신규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2014.03.01 2015.02.28 소듐냉각고속로 도입 시나리오 경제성 평가 위탁연구과제

2013.08.22 2014.08.21 고리 3호기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및 중대사고 모델 추가용역
2013.08.27 2015.08.26 원자로용기 회복열풀림 구조건전성 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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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2013.09.12 2015.12.31 중수로 개량연료(37M) 상용화 LOCA 사고해석용역

2013.09.01 2014.02.28 SFR 원형로 사업공정 개발 및 건설비 산정 위탁연구과제

2014.03.01 2015.02.28

항공기 충돌에 의한 국부 및 전체적 응답 평가(3차년도)
위탁연구과제

2014.03.10 2014.03.21 발전소 설계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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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착수일

준공일

사업명

2014.04.07 2015.02.06 신고리 3,4 RCP 국산밀봉장치 개발 기술지원용역

10MW급 연소후 건식 CO2 포집플랜트 운영을 통한 CO2 포집기술
2014.12.01 2017.09.30
상용패키지 개발

2014.04.11 2022.03.31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종합설계용역

2014.12.05 2017.02.24 배관감육관리 DB 및 체계 개발 용역

2014.04.11 2014.07.31 방폐장 결함 앵커 재설계 용역
2014.04.14 2014.12.15 GTG #3 증설로 인한 전력계통 영향 분석용역

2014.12.15 2018.12.14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제어봉제어계통 전면개선
설계용역

2014.05.01 2016.08.31 북평화력발전소 기술자문용역

2014.12.15 2017.06.10 가동원전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체계 구축용역

2014.05.01 2015.02.28 SFR 원형로 BOP계통 종합설계 연구개발과제

2014.12.16 2017.12.15 ITER Central Safety System Support Services

2014.05.13 2014.09.15 SBO 대처 수냉-공냉 복합냉각계통 검토용역
2014.05.13 2021.07.31 고성그린파워 Project 종합설계용역

2014.12.18 2016.07.31

신규원전 주증기 유량기반 열출력 측정방법 적용 및 ICI 운전요건
완화를 위한 PMS 프로그램 개정/설치 용역

2014.05.15 2015.05.14 고성그린파워 건설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14.12.22 2016.12.22 포천파워(주)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운영기간 기술자문용역

2014.05.16 2015.03.30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주급수계통 역지밸브 교체 설계용역

2014.12.23 2022.03.31 신고리5,6 PPS, QIAS-P, DPS 소프트웨어 제작 및 검증 용역

2014.05.26 2016.12.3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종합설계용역

2014.12.30 2017.05.31 전열관 설계요건 개발 2차 용역

2014.05.27 2015.02.28 SMART 안전성 향상을 위한 BOP설계 지원용역(3차년도)
2014.06.02 2016.06.01 풍력터빈타워 설계기술 개발과제
2014.06.02 2014.10.01 인천화력 1,2호기 폐지설계기술용역
2014.06.09 2014.06.13 발전소 설계 기술교육

2015.01.09 2015.09.09

Feasibility Study Agreement for the SPC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

2015.01.12 2015.12.31

Assystem ITER FWC Design Engineering, CAD and CAD Support
for ITER

2014.06.11 2019.12.31 신서천화력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2015.01.20 2017.04.30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PSR(안전해석) 용역

2014.06.23 2015.02.22 경수로 격납건물 배기 감압설비 최적추진안 검토용역

2015.01.28 2018.06.30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상세설계 기술용역

2014.06.30 2017.09.30 당진 4호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주 지원용역(기술검토)

2015.02.02 2016.12.31 전력계통 기술계산 용역

2014.07.01 2017.06.30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개발 및 해석체계 구축 기술개발과제
2014.07.23 2014.10.22 고리1호기 예비 안전성 평가용역

2015.02.05 2017.04.30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기기경년열화) 용역

2014.08.01 2015.06.30 포천 집단에너지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용역

2015.02.06 2015.09.30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기본설계용역

2014.08.01 2017.07.31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과제)

2015.02.23 2015.04.17 카자흐스탄 발하쉬 석탄화력 기술자문용역

2014.08.08 2014.12.07 발전선(Powership) 개발 및 운영사업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2015.03.01 2016.02.29 SFR 원형로 BOP계통 종합설계 기술개발과제

2014.08.19 2014.08.22 한국서부발전(주) 발전소 설계 기술교육

2015.03.03 2018.03.02 고리1발전소 화재위험도분석(FHA) 적합성 재평가 용역

APR1400 원자로계통 종합설계 분야 NRC DC 보완설계 및 인허가
2014.08.22 2017.10.31
지원(II)(NSSS 분야) 용역

2015.03.03 2017.03.02 고리 2호기 피난유도등 및 비상조명 설치 설계용역

APR1400 원자로계통 종합설계 분야 NRC DC 보완설계 및 인허가
2014.08.22 2017.10.31
지원(Ⅱ)(BOP 분야) 용역

2015.04.06 2015.04.10 한국중부발전(주) 발전소 설계 기술교육용역

2014.08.26 2016.03.31 한울 1,2호기 피로감시 프로그램(NuFMS)모델 개발용역

2015.04.16 2016.10.15 표준원전 소내전력계통 설계분석 및 진단 기술용역

2014.08.28 2022.03.31 신고리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용역

2015.04.24 2016.04.23 2015년 가동원전 일반종합설계 용역

2014.09.15 2019.08.31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용역

2015.04.27 2016.08.26 고리 3,4호기 하이드라진 옥외 저장탱크 설치 설계기술용역

2014.10.16 2017.06.30 대우 포천복합 발전소 기술자문용역

2015.05.11 2016.08.31 신한울 1,2호기 피로감시 프로그램(NuFMS) 모델 개발용역

2014.10.17 2017.09.01 한빛 5,6 및 한울 5,6호기용 모의제어반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 용역

2015.05.15 2015.08.31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동기 자동재기동 분석용역

2014.10.20 2015.10.19 2014년 가동원전 일반종합설계 용역
2014.10.28 2014.11.28 신고리 3,4호기 CEA 리콜에 따른 설계검토 용역
2014.11.11 2014.12.31 신월성 2호기 CEA 리콜에 따른 설계변경 용역
2014.11.20 2015.03.31 수출용 중형노형 APR1000+ 예비개념설계 개발용역
2014.11.20 2015.07.19 WEC APR1400 Prototype Operator Console 구조 평가용역
2014.11.24 2017.11.23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용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용역
2014.11.28 2015.12.31 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 안전성평가(기기경년열화) 용역
2014.11.28 2019.11.15 한빛3,4호기 교체용증기발생기 인허가지원용역(NSSS 분야)

2015.03.27 2018.09.30 제주 LNG발전소(200MW급) 설계기술용역
2015.04.16 2016.04.15 2015년 가동원전 일반설계(기계) 용역

2015.06.12 2016.02.11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의 SFR 원형로 적용성 예비 평가를 위한
엔지니어링 기반 연구용역

2015.02.14 2016.02.13 2015년 가동원전 계통설계 기술용역
2015.06.23 2016.09.22

월성1호기 SCA, S/B MCC 및 EPS지역 자동소화설비 신설
설계용역

2015.07.20 2017.09.19 한울 1호기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용역
2015.07.27 2015.08.14

한빛2발 S-PWHT 관련 제작밸브에 대한 기기검증 문서 3자 검증
용역

2014.11.28 2019.11.15 한빛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교체용 증기발생기 인허가지원 용역

2015.08.03 2018.12.02 한울본부 종합정비공작건물 신축 설계기술용역

SITE EVALUATION AND SITE CHARACTERIZATION WORK
2014.11.30 2017.11.30
CONTRACT

2015.08.07 2022.12.15 열전소자 연계 연구용역

2014.12.01 2017.09.30 10MW급 연소후 습식아민 CO2 포집기술 상용 패키지 개발과제
2014.12.01 2017.09.30

설계기준초과지진 조건에서 재질열화를 고려한 가동원전 주요
기기 결함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및 모사실험을 통한 검증과제

2014.12.01 2019.09.30 원전 부품설비 인검증 기술교육 프로그램개발과제

APPENDIX

2014.03.24 2016.08.22 ENEC 직원 엔지니어링 교육 AE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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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 현황

사업면허명

사업면허번호

등록기관 (현행)

등록기관 (변경)

1992.10.29

김천시청 환경관리과

2015.03.26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제97-68호

1997.12.19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제97-68호

1995.08.28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B09-20959-001

2006.06.22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소프트웨어사업

B09-20959-001

2008.04.25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제76호

2008.01.09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제1999-0029-5

1999.01.09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엔지니어링사업

제310525호

1993.07.09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1999.12.20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3호

건설기술용역업

경기1-2-96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건축사업
전기공사업

제310525호

1993.01.01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

제평-009호

1997.04.17

용인시청 에너지정책과

경북도청 청정에너지과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

제평-009호

1997.04.17

용인시청 에너지정책과

경북도청 청정에너지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제76호

1997.08.18

용인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남도회

김천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북도회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76호

2010.10.11

용인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남도회

김천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북도회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76호

1997.08.18

용인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남도회

김천소방서 한국소방시설협회 경북도회

정보통신공사업

제310525호

2009.08.0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북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북도회

측량업(공공측량업)

제02-03-10014호

2009.05.27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경북도청 토지정보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제310525호

2009.05.27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사업

제평-009호

2013.01.1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외건설업(종합)

제평-009호

1998.02.04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2003.06.14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전문공사업(대기)

제76호

1991.01.09

경기도청 기후대기과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

제76호

2013.11.11

경기도청 기후대기과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제76호

1991.01.09

경기도청 기후대기과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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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용인시청 하수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내용

1975
1975.02.06
1975.03.08
1975.05.21
1975.07.04
1975.09.09
1975.09.16
1975.09.24
1975.09.29
1975.09.30
1975.09.30
1975.10.01
1975.10.01
1975.10.01
1975.10.01

미국 번즈 앤 로우사를 합작선으로 결정
합작투자계약서, 정관 기술용역계약 합의각서 등에 가조인
합작투자계약서 정식서명
합작투자계약서 등 정부제출
합작투자계약서 정부허가
발기인 8명 선정
설립등기서류 법원 제출
창립발기인대회
주금납입 및 창립총회 개회(공릉동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창립사무소)
정관제정-원자력발전소 용역사업 및 부대사업
㈜코리아 아토믹 번즈 앤드 로(KABAR) 창립
법인설립 등기
납입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
공동대표 김종주(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 Kenneth A. Roe(번즈 앤 로우)
취임, 감사 김진휴, J. R. Burns 취임, 수석부사장 J. R. Farrant 취임

1975.10.01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사옥입주 및 현판식

1976
1976.01.05
1976.01.31
1976.02.24
1976.02.28
1976.02.28
1976.03.05
1976.06.15

신입사원 10명 확보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국산화방안 연구용역 최초로 수주
KABAR 창립 리셉션 개최
납입자본금 5,724만 4,000원으로 증자
기술용역육성법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종합기술용역업 등록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행정지원합의서 체결
정부, 국산화추진위원회 7차 대회에서 KABAR를 원자력발전소 주계약자로
육성의결

1976.06.15
1976.10.12
1976.11.02
1976.11.11
1976.11.18
1976.12.02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종합진단 수주
제2대 대표이사 사장 이해(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 취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번즈 앤 로우 지분 전액인수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NE)로 개편
대통령, KNE를 원자력 A/E국산화 단일전문회사로 정책적 지원결정
정부, 국산화추진의원회 10차 대회에서 KNE를 원자력발전소 주계약자로
육성의결

1977
1977
1977.03.15
1977.03.15
1977.03.15
1977.03.17
1977.04
1977.04.19
1977.04.21
1977.04.25
1977.05.17
1977.06
1977.06
1977.06.03
1977.06.08
1977.06.10
1977.06.14
1977.07.22
1977.07.29
1977.07.29

제4차 전원개발5개년계획 수립(1977~1981)
직제규정제정, 기계배관부 등 7부 1실 운영
사장, 감사, 사업개발담당부사장, 기술담당부사장 직제 설치
자체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 운영관리위원회 등 최초규정 제정
제129차 외자도입심의위에 고리 3,4호기 사업참여 관련안 상정
과학기술처, 원자력발전소 설계,건설기술 국산화추진계획 작성
경제차관회의에서 KNE를 국내 원자력발전 A/E 단일전문회사로 육성결정
경제기획원, 한전에 고리 3,4호기 기술도입계약 정부방침 통보
회계감사인 산경회계법인 선임
과학기술처에서 KNE의 민간기업 지분참여 결정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한전에 지분참여 요청
직원 임차보증금제도 실시
과학기술처 차관 주재로 열린 참여기업 대표회의 개최 지분참여 동의
납입자본금 1억 500만 원으로 증자
번즈 앤 로우와 기술제휴각서 교환(최초 기술도입)
미국 Westinghouse와 기술제휴각서 교환
종합설계부 신설
고리 2호기 공업규격 검토 수주
고리 2호기 예비안전분석보고서 수주

날짜
1977.07.30
1977.07.30
1977.08.01
1977.08.11
1977.08.11
1977.08.22
1977.08.22
1977.08.24
1977.09.01

내용
원전산업 계열화 육성을 위해 한전, 현대, 삼성 등 12업체 참여결정
한전과 11개 민간기업 출자로 납입자본금 2억 500만 원으로 증자
사규관리규정 제정
목적사업 확대 세분화 명시-발전사업에 필요한 아키텍트 엔지니어링
감사 전상근, 마경석 취임
제3대 대표이사사장 윤용구(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수석부사장 이해 취임
수석부사장, 프로젝트담당부사장제 설치
고리 1호기 사용연료 저장용량 확장공사 수주
미국 벡텔과 고리 3,4호기 Pre-project Engineering Services 계약 체결

1978
1978.04.07
1978.04.11
1978.05.01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가입
대한전기학회 가입
한전과 벡텔 간 고리 3,4호기 건설기술용역 공급계약 체결 - KNE를 기술이전
대상업체로 지정

1978.05.01
1978.05.01
1978.05.27
1978.06.01
1978.06.09
1978.06.27
1978.07.01
1978.07.11
1978.08.24

제4대 대표이사 사장 현경호(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취임
벡텔과 기술협력각서 교환
고리 3,4호기 관련 벡텔에 24명 해외훈련 및 실무참여
대통령, KNE를 정부주도형으로 육성 지시
수석부사장 신기조 취임
한전과 회의 - 한전의 지분 참여 의사 확인
각 부서별 소장자료 목록작성
동력자원부 주재회의에서 KNE의 육성 필요성 확인, 한전의 재원담당 결정
과학기술처 원자력발전소 설계국산화협의회 : KNE 육성은 민간주도보다
정부주도키로 함

1978.09.09
1978.09.18
1978.09.22
1978.10.17
1978.10.20
1978.11.01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공동주도형 회사로 육성합의 서명
고리 2호기 설계 및 공사방법 검토 기술용역 수주
벡텔과 고리 3,4호기 해외훈련 및 실무참여계약 체결
한전과 한국원자력연구소 간 자본과 경영 분리합의서 교환
납입자본금 4억 1,000만 원으로 증자
토목부와 건축부 분리, 근무성적 평정요령 제정 실시, 직급체계 개정(1~7직급,
기능원, 임시직), 설계직 신설

1978.11.14
1978.11.15
1978.11.20
1978.12
1978.12.18
1978.12.23

고리 3,4호기 설계용역 참여를 통한 기술연수차 벡텔에 직원 파견
프랑스 Framateg/Sofinel과 기술제휴 각서 교환
국내 원자력분야 유경험 기술인력 82명 공채
종합적인 자료관리 기본운영계획 수립
감사 이승재 취임
납입자본금 7억 5,971만 원으로 증자

1979
1979
1979.01.15

회사 최초 심벌마크 배지 제정
벨기에 Belgatom과 원자력발전소 계통설계를 위한 기술전수훈련 3,4단계계약
체결

1979.02.24
1979.03.12
1979.03.20
1979.04.12
1979.04.19
1979.04.25
1979.05.01
1979.05.08
1979.05.15
1979.06.02
1979.06.08

345㎸ 신제천변전소 설계용역 수주(송변전사업 시작)
제1기 신입사원 입사
부사장 문인보 취임
Belgatom과 원전 계통설계를 위한 기술전수훈련 5단계 계약 체결
납입자본금 12억 2,971만 원으로 증자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공사방법 검토 기술용역 수주
자료관리실 운영방침 제정
국제전기기술학회 한국 국내위원회 가입
고리 현장용역 수행을 위한 직원파견
납입자본금 15억 원으로 증자
Belgatom과 기술전수훈련 5단계 계약에 따라 원전설계기술 연수직원 42명
파견 (~1980.06.16)

1979.06.18

월성 1호기 현장용역 수행을 위한 직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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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6
날짜
1979.07.01
1979.07.06
1979.07.19
1979.08.01
1979.08.21
1979.08.22
1979.08.27
1979.09.11
1979.09.14
1979.10.01
1979.11.02
1979.11.16
1979.11.17
1979.12
1979.12.12
1979.12.20

연표

내용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의료보험조합 가입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최초로 사업 공동수행
납입자본금 18억 원으로 증자
용역사업 자료의 자료관리실 집중관리방침 수립
화력발전소모의장치(Simulator) 도입설치 및 기술용역수주
납입자본금 20억 1,371만 원으로 증자
플랜트엔지니어링 용역업 중 발전소 기술분야 등록
기술수준 확보 장기계획 수립
울진 1,2호기 부지 환경조사 수주
상조회 발족
고리 3,4호기 국산화 품목 검사용역 수주
캐나다 AECL과 월성 1호기 현장설계 인력지원계약 체결
영광 1,2호기 설계용역 참여 및 기술연수를 위한 제1진 벡텔사 파견
목표관리제도(MBO)인 일일업무보고서(Time Card) 도입
고리 1호기 도면 마이크로필름화 기본계획 수립
한전과 고리 3,4호기 현장설계 용역계약 체결

1980
1980.01.01
1980.01.01
1980.01.15
1980.01.31
1980.02.08
1980.03.17
1980.03.22
1980.03.29
1980.04.23
1980.05.08
1980.05.27
1980.06.02
1980.06.16
1980.06.24
1980.07.01
1980.07.11
1980.08.07
1980.08.20
1980.10
1980.10.31
1980.11.05
1980.11.28

자체예산 기술개발과제수행체제 도입, 20개 과정 선정
한국원자력연구소에 Batch, Interactive 터미널 연결(전산업무 개시)
벡텔과 고리 1,2호기 해외훈련, 실무참여계약 체결
예비군 중대 창설
벡텔에 영광 1,2호기 해외연수용역 참여(~1985. 03. 09)
대표이사사장 현경호 별세
수석부사장 신기조, 대표이사 취임(사장 직무대행)
납입자본금 32억 500만 원으로 증자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개발기획부 신설, 시스템개발담당 등 3개 전산담당 신설
제5대 대표이사 사장 차종희(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취임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가입
서해화력 1,2호기 건설 및 시운전 감리 수주
Belgatom사 파견직원 1년간 연수 완료 후 귀국
한국원자력기술 민방위대 편성
사업운영과 신설
프랑스 Sogreah사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체결
고리 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수주
전기부와계측제어부 통합, 전기부로 개편
직원 최초의 친목 동호회(신우회) 결성
자료관리규정 제정
원자력국산화품목에 대한공장검사 및 현장검사용역 수주
자료심의위원회 구성

1981
1981
1981
1981.01.13
1981.02.09
1981.02.28
1981.03.07
1981.03.07
1981.04.01
1981.04.07
1981.04.18
1981.05.29
1981.06.01
1981.06.18
198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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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다원화, 공해감소, 장기공급 관련사업육성기본방침 확정
한전의 LNG 인수기지 기본계획 수립
유전소발전소의 연료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수주
제2기 신입사원 입사
기술개발본부신설, 하부에 인력개발실 및 기술개발실설치
프랑스 Framatome과 울진 1,2호기 설계용역 참여계약 체결
영광 현장용역 수행을 위해 직원파견
Framatome과 울진 1,2호기 기술연구 참여(~1982.11.26)
여의도사옥(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으로 이전
예비군 한국원자력기술중대로 명칭 변경
대한건축사협회 가입
한국산업연구원(KIET) 회의 가입
울진 1,2호기 설계 및 공사방법 기술검토용역수주
상공부공고 81-49호, 발전설비 전문계열화 계획

날짜
1981.07.01
1981.08.11
1981.08.30
1981.09.01
1981.09.19
1981.09.30
1981.10
1981.10.02
1981.10.27
1981.12.08
1981.12.31

내용
조력발전소 설계기술연수를 위해 Sogreah 파견(~ 10.1)
직원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프랑스 Alstom Atlantique과 울진 1,2호기 2차 측 설계용역 참여계약 체결
한국비파괴검사학회 가입
고리 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 용역 수주
차종희 사장 Framatome 방문
KAIST에 전산기(CYBER 70-18)의 Remote Batch 터미널 설치
사보 ‘전력기술’ 창간호 발간
울진 1,2호기 현장설계 용역계약 체결
시스템개발실 설치
최초로 흑자전환

1982
1982
1982
1982.01.01

표준원전 건설 설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
제5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 수립(1982~1986)
회사 슬로건 개정(서로 믿고 웃으며 배우면서 일하자 →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

1982.01.01
1982.01.13
1982.01.16
1982.02.01
1982.02.09
1982.02.15
1982.02.19
1982.03.17
1982.03.31
1982.04.09
1982.04.17
1982.04.22
1982.05.10
1982.05.15
1982.05.17
1982.06.16
1982.07.01
1982.07.01
1982.07.02
1982.07.06
1982.07.06
1982.07.06
1982.07.12
1982.08.23
1982.08.23
1982.08.23
1982.08.23
1982.08.23
1982.08.23
1982.08.30
1982.09
1982.09
1982.09
1982.09
1982.09
1982.09.01
1982.09.01
1982.09.08

단일호봉제도와 직능급제도 실시
한전과 한국원자력연구소 간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기간 연장 체결
새마을운동협회 가입
프로젝트담당부사장을 사업담당부사장으로 개칭
한국기술용역협회 가입
차종희 사장 제1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참석
한국원자력연구소–KOPEC 간, ORICOM-KOPEC 간 Interactive 터미널 설치
세계동력회의 한국 국내위원회 가입
목표관리제도 운영
벨기에 Tracticnal 회장 Jacques Van Schueren 외 3명 내방
재미 과학자(벡텔 소속 엄영용) 초청세미나
미국 Coner & Lada 사장 Ernest W. Corner 내방
한강계 수력발전소 자동화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 수주
섬진강수력 증설 세부설계 수주
일본 공영사(Nippon Koei Co.)와 기술협약 체결
한전에서 민간기업 9개사 지분주식 인수
일일업무보고(Time Card)제도 실시
국제협력실 신설
한전의 민간회사 지분 인수(지분율 : 95.94%)
제6대 대표이사 사장 정근모 취임
한전기술주식회사(KOPEC)로 개편
한전기술 직장민방위대로 명의 변경
유치 과학자(재독 이상호 박사) 초청 세미나
관리본부, 개발본부, 기술본부, 사업본부 체제구축, 4본부 12부 5실
개발본부 산하에 사업개발부, 국제협력실 설치
관리본부 산하에 기획부, 총무부, 인력개발부, 시스템개발실 설치
기술본부 산하에 기계기술부 등 7개 부서 신설
사업본부 산하에 사업개발실, 원가공정실, 사업부서 설치
검사역실(검사역제) 설치
Alstom·Framatome 울진 1,2호기 2차 측 기술연수 참여
원자력설계 표준화계획 수립
표준화 설계사업 추진확정
전력기술자립화 촉진방안 수립
총무부 내 새마을 전담부서 설치
최초로 회사 안내서(브로슈어) 발간
6직급체제(수석, 책임, 주임, 선임, 원, 원보) 시행
기술직, 관리직, 기술관리직, 연구직, 설계직, 기능직, 별정직 체제 시행
한전과 한국원자력연구소 간 KOPEC 경영에 관한 합의서 폐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1982.09.15

원자력 후속기(영광 3,4호기) 추진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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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09.16
1982.09.17
1982.10.02
1982.10.04
1982.10.20
1982.10.20
1982.10.29
1982.11
1982.11.01
1982.11.02
1982.11.11
1982.11.12
1982.11.12
1982.11.13
1982.12
1982.12.01
1982.12.02
1982.12.03
1982.12.21
1982.12.22
1982.12.29

내용
사업개발부 사업개발담당업무에 홍보업무 신설
정근모 사장 IAEA 총회 참석
상호변경으로 기존 심볼 폐기, KOPEC 심벌마크 및 로고체 제정
번즈 앤 로우 고급관리요원 양성을 위한 기술연수 참여
한전에서 KOPEC을 원자력발전 후속기(영광 3,4호기) 주계약자로 선정 통보
여수화력 연료전환공사 세부설계 수주
캐나다 Canatom과 기술 및 사업 협력약정 체결
해외사업개발촉진계획수립, 해외사업개발부 추진반 구성
원자력 후속기(영광 3,4호기) 설계기준 작성에 대한 ATP접수
IBRD, ADB에 기술용역업체 등록
부설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 설립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기술협약 체결
정근모 사장 미국원자력학회 동계대회 참석
별관 임차(쌍마빌딩)
동력자원부와 한전에 전력기술 자립화방안 보고
제3기 공채사원 입사
한전의 민간회사 지분 인수(지분율 : 96.20%)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실시
해외 데이터뱅크 회원가입(Dialog 등)
한국기계연구소와 상호 기술협력약정 체결
번즈 앤 로우사와 공동 사업개발 협력약정 체결

1983
1983
1983
1983
1983.01.01
1983.01.07
1983.01.15
1983.01.19
1983.01.20
1983.01.20
1983.01.21
1983.01.28
1983.02
1983.02.04
1983.02.10
1983.02.18
1983.02.25
1983.02.28
1983.02.28
1983.03.08
1983.03.14
1983.03.15
1983.03.15
1983.03.17
1983.03.17
1983.03.18
1983.03.21
1983.03.24
1983.03.30
1983.04.01
1983.04.06
1983.04.13
1983.04.15
1983.04.16

한전의 경영평가로 인센티브 상여금제도 실시
사업관리업무절차서 제정
최초로 회사현황 홍보 슬라이드 마련
승급심사 매년1회 실시로 개정
과학기술처 산업설비용역업 등록(원자력산업, 산업공장)
기술용역육성법상 원자력부분 기술료 40% 적용규정
한국능률협회 가입
마이크로필름실 설치
정근모 사장 캐나다 AECL, 미국원자력학회 Executive Conference 참석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Nutech와 사업협력약정 체결
한국데이터통신의 DNS회원 가입
대한전기학회, 미국원자력학회 가입
해외 데이터뱅크 터미널 설치
삼랑진양수 기전설비 설계용역 수주
미국 Nutech와 최초 해외프로젝트(E.Q.Project) 참여계약 체결
사업수행 범위를 국내외 용역사업으로 확대
상임감사 강무원 취임
PC 최초로 구입, 부서로 배치
한전과 울진 1,2호기 현장설계 용역계약 체결
미국 Gilbert & Commonwealth와 해외프로젝트 참여 계약 체결
유원건설과 사업협력약정 체결
과학기술처, KOPEC을 국책연구과제 수행자로 지정
영광 3,4호기 주계약자 지정
환경기술부 신설
정근모 사장 제16차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참석
고리 3,4호기 현장 시운전 기술지원용역 수주
원자력 후속기 설계기준 작성용역 수주
기본교육과정 개설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기술협력약정 체결
Nutech와 ASME N-Certificate 취득을 위한 기술협력계약 체결
월성 1호기 자재목록 편수용역 수주
일본 공영사와 공동사업개발 및 수행협력약정 체결

날짜

내용

1983.04.20
1983.04.20
1983.04.26
1983.05
1983.05.01
1983.05.03
1983.05.03
1983.05.11
1983.05.21
1983.05.24
1983.06.01
1983.06.08
1983.06.23
1983.06.30
1983.07.01
1983.07.01

원전 설계표준화사업 계약 체결(1차분)
표준원자력발전소 설계에 관한 연구 수주
미국원자력학회(ANS) 한국지부 창설
영문판 브로슈어 발간
Nutech에 사무실 개설
영광 1,2호기 부속건물 설계용역 수주
한전 사장 박정기 내방
한국중공업과 사업협력 약정 체결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시행
General Physics Co.와 기술 및 사업 협력약정
인사 데이터 관리 전산화
정우엔지니어링과 기술협력약정 체결
정화운동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마이크로필름 관리요령 제정
사업관리 개선방안 수립 / 매트릭스체제 도입
번즈 앤 로우와 원자력 후속기(영광 3,4호기) 설계기준 작성을 위한
자문용역계약 체결

1983.07.01
1983.07.12
1983.07.25
1983.08.08
1983.08.10
1983.08.12
1983.08.12
1983.09.02
1983.09.02
1983.09.02
1983.09.02
1983.09.02
1983.09.02
1983.09.03
1983.09.28
1983.09.30
1983.09.30
1983.10.07
1983.10.20
1983.11.02
1983.11.08
1983.11.09
1983.11.22
1983.12
1983.12
1983.12
1983.12.07
1983.12.07
1983.12.19
1983.12.29
1983.12.30
1983.12.31

사업단에 매트릭스시스템 도입
Japan Nus Co.와 기술 및 사업 협력약정 체결
한국외환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계좌 개설
건설부 해외건설업면허 취득(제29호)
서호주 전력청장 J. B. Kirkwood 내방
ON-THE-JOB Training Agreement 수주
Westinghouse 사장 Thomas J. Murrin 내방
계속교육제도(CEP) 석사대우과정 개설
검사역실을 감사실로 개편
운전사업본부 발족
자료관리실을 관리본부에서 기술본부로 이관
선진전력기술연구개발센터를 본부급으로 승격
품질보증부 명칭 변경
정근모 사장 제4차 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 참석
예비군 대대 발대
고리 3,4호기 마이크로필름 제작용역계약 체결
대한엔지니어링과 기술용역 사업협력약정 체결
핀란드 Ekono와 사업개발 및 기술전수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수주
고리 3,4호기 기술용역 수주
예산편성 및 운용업무절차 제정 시행
영국 Bpec Co.와 기술 및 사업 협력약정 체결
원자력 후속기(영광 3,4호기) 사전 작업착수지시서(APT) 접수
벡텔에 영광 1,2호기 Off-Shore
Framatome에 울진 1,2호기 Off-Shore
Alstom에 울진 1,2호기 Off-Shore
한전의 민간회사 지분 인수(지분율 : 96.72%)
현대엔지니어링과 기술협력약정 체결
미국 Westinghouse와 영광 1,2호기 시뮬레이터 참여용역계약 체결
번즈 앤 로우와 제3국에 대한 공동사업개발 협력약정 체결
종업원 단체퇴직보험 가입제도 실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적용(법률 제3690호)

1984
1984
1984.01.01
1984.01.01
1984.01.04
1984.01.17

Nuclear Netuoric 등 해외 데이터 뱅크 터미널 설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직원개선 제안제도 최초 실시
국내 최초로 계속교육제도(CEP) 개강
홍보출판실 신설

APPENDIX

날짜

16
날짜
1984.01.19
1984.01.20
1984.01.20
1984.01.21
1984.01.23
1984.02.01
1984.02.01
1984.02.28
1984.03
1984.03
1984.03.01
1984.03.04
1984.03.04
1984.03.08
1984.03.16
1984.03.20
1984.04
1984.04.09
1984.04.24
1984.04.24
1984.05.02
1984.05.15
1984.05.30
1984.06
1984.06.01
1984.06.08
1984.06.13
1984.06.25
1984.06.30
1984.07.01
1984.07.13
1984.07.19
1984.07.30
1984.07.31
1984.08.06
1984.08.22
1984.09
1984.09.01
1984.09.11
1984.09.11
1984.09.11
1984.09.22
1984.10.05
1984.10.06
1984.10.19
1984.10.20
1984.10.29
1984.11.01
1984.11.01
1984.11.01
1984.11.01
1984.11.07
1984.11.22
1984.12.29
1984.12.31

702

연표

내용
번즈 앤 로우 사장 Kenneth A. Roe 업무협의차 내방
영광 1,2호기 현장상주 설계지원용역 수주
개발본부개편, 국제협력실을 계약관리부로 변경
Gilbert & Commonwealth International Inc.와 기술협정서 교환
번즈 앤 로우와 후속기 기술협력약정 체결
동력자원부로부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동원업체로 지정
한전 사장 박정기 내방
수석부사장제 폐지(정부투자기관육성기본관리법 시행)
납입자본금 42억 500만 원으로 증자
사업부서설치요령제정, 계열사업 총괄제
제4기 공채사원 입사
안전관리실신설, 임원실 신설
홍보업무담당 사장 보좌역 설치
Alstom Atlantique 회장 J. P. Desgeorges 업무협의차 내방
격주휴무제도 신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동시행령 시행
전력그룹협력회 구성(의장 : 한전 사장)
ASME Survey Team 내방, 신기조 고문 포상식
Model Shop 개설
General Physics Co.과 사업 및 기술 협력약정 체결
Ebasco 그룹 부사장 Leonard F. C. Reiche 업무협의차 내방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소속 건축사
LNG 인수기지 건설공사 공정검토용역 수주
목동 지역난방 설계사업 수주
대형 범용전산기(CYBER170-815) 도입
대형전산기, Intergraph CAD시스템 도입(VAXII/751) 운용
최초의 전산시스템 개발용역(원전 운영관리 전산화) 수주
ASME N-Certificate 취득
제1차 장기경영계획 수립
싱글러브 장군 내방
영광현장 직원사택 착공
울진사택 착공
전력그룹협의회 발족
과학기술처 장관 이정오 내방
기획부를 기획조사부로 변경
체육부 차관 정선호 내방
영문 업태조서(Pregualification) 제작
상법개정임원임기변경(이사3년, 감사 2년)
영광 1,2호기 현장 시운전 기술지원용역 수주
석탄화력사업표준화 설계 착수
제1차 한기 - 에연협의회 발족
정근모사장, 세계동력회의(WEC) 국제집행이사회 한국대표로 참석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전산기(CAD) 가동식 거행
추계 체육대회 개최
본부장을 경영간부제도로 변경, 임명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사내 영어시험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수주
고리원자력발전소 견학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적용 예산편성 시행
이한빈 박사 내방
연구본부 연구관리실, 홍보출판실 신설 – 6개 본부체제 정비
영광 1,2호기 현장기술지원용역 수주
용인 사옥부지 확정
납입자본금 50억 9,600만 원으로 증자

날짜

내용

1985
1985.01.01
1985.01.18
1985.01.19
1985.01.21
1985.01.23
1985.01.25
1985.02.01
1985.02.02
1985.02.06
1985.02.14

업무수행보고서 작성(Time Card)절차서 시행
개발본부 산하 국내사업개발부를 해외사업개발부로 변경 설치
사가 제정(작사 : 정근모, 작곡 : 장일남)
경영간부 임명장 수여
연말연시 공직자 경제교육
Gilbert & Commonwealth의 G/C CUE 도입
홍재훈 사우 88올림픽 표어 최우수작 당선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National Board사 Allison 내방
반월공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기술용역 수주
정근모 사장 세계기술용역업자연맹(FIDIC) 아세아태평양 지역총회 정기총회
참석(태국 방콕)

1985.03.01
1985.03.01
1985.03.02
1985.03.11
1985.03.13
1985.03.26

상무호칭부여지침 시행에 의거 수석급 8명 상무 임명
제5기 신입사원 입사
전력그룹협력회의, 그룹 내의 용역은 KOPEC이 수행하도록 함
정근모 사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문위원회 참석(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란 전력청 관계자 내방
컴퓨터임대사업, 정보처리 전문용역사업, 수출입업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추가

1985.03.27
1985.04
1985.04
1985.04.08
1985.04.16
1985.04.18
1985.04.24
1985.04.24
1985.04.24
1985.05.06
1985.05.28
1985.06.01
1985.06.11
1985.06.29
1985.07.25
1985.07.29
1985.07.31
1985.08.09
1985.08.15
1985.08.27
1985.08.27
1985.09.04
1985.09.09
1985.09.26
1985.09.26
1985.09.27
1985.10.02
1985.10.23
1985.10.31
1985.11.04
1985.11.12
1985.11.12
1985.11.15
1985.11.21
1985.11.30
1985.12.07

회계감사인 산동회계법인으로 상호 변경
직원 건강진단 최초 실시
UNDP 등 5개 국제금융기관 신규등록
Framatome 사장 Leny, 업무협의차 내방.
한국기술용역협회, 원자력산업부분 기술용역 단일집중육성 건의
주한 파키스탄 대사 Abdul Kamal 원자력사업에 관한 의견교환차 내방
정보처리면허 획득
과학기술처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록
과학기술처 컴퓨터 임대업 등록
CEP 학사대우과정 개강
영광현장 사택준공
자료선정실무위원회 개최(제1회)
호남화력 연료전환공사 준공
원자력 후속기 설계용역 수주
말레이지아 전력청 부청장 Ibak Abu Hussein 상호 관심 의견 교환차 내방
울진현장 사택준공
원자력후속기(영광 3,4호기) 설계기술용역 발주 의향서 접수
워싱턴사무소, 마닐라사무소 신설
ANS 조찬회 및 NRC 위원장 Palladino 내방
KNFC 핵연료가공공장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자력발전소 표준화설계를 위한 조사용역 수주
WEC 한국위 제2차 이사회
말레이지아 전력청 관계자 내방
제1회 미술사진전 개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다과회
85년도 추계체육대회
회사 10년사 발간
창립 10주년 기념 전력기술 세미나 개최
벡텔 사장 Harry O. Reinsch 업무협의차 내방
영광 3,4호기 입찰안내서 발행
전력그룹 회원사 감사협의회 회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자료 교환
S&L 회장 내방
85년도 사내 영어시험 실시
파키스탄 전력청 관계자 내방
85년도 간부수련회(10년 후의 KOPEC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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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10
1985.12.12
1985.12.12
1985.12.20
1985.12.27

내용
제1회 CEP석사대우과정 수료식
대덕지역사업부 현판식
Ebasco그룹 부사장 내방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합동 결연식
제7대 대표이사사장 민경식 취임

1986
1986.01.06
1986.01.13
1986.01.31
1986.02.01
1986.02.20
1986.03.01
1986.03.01
1986.03.18
1986.04.03
1986.04.07
1986.05.12
1986.05.13

MRR 설계기술용역(다목적 연구로 설계 건조사업 설계기술) 수주
Stone & Webster 사장 R. W. Lafavre 업무협의차 내방
KBS ‘오늘의 CEP’ 방영
ASME N-Certificate 갱신사업 참여
사장 특별정신교육
필리핀 말라야 1,2호기 성능복구공사 기술용역 수주
제6기 신입사원 입사
한전 사장 박정기 내방
번즈 앤 로우 사장 Kenneth A. Roe 업무협의차 내방
민경식 사장 일본 원산 제19차 연차회의 참석
반월 현장사무소 현판식
조직 전면개편. 기획관리본부, 기술본부, 원자력사업본부, 수화력사업본부 체제
구축

1986.05.24
1986.06.03
1986.06.10
1986.06.24
1986.07.07
1986.08.23
1986.10.01
1986.10.05
1986.10.06
1986.10.15
1986.10.15
1986.11.05
1986.11.07
1986.11.16
1986.12.18

개발본부 및 홍보출판실 현판식
보령화력 3,4호기 1단계 설계기술용역 수주
기술개발종합보고서
종합도형정보시스템 개발연구용역 수주
도면관리지침 제정 시행
홍은동사원아파트, 북제주내연 준공
마르상디수력 인력지원용역 수주
세계에너지회의(WEC) 칸느 전시회 참가
영광 3,4호기사업 설계준비 업무용역 수주
엔지니어링산업 육성대책(안), 기술진흥심의회 심의확정
방글라데시 전력손실 감소방안 수립을 위한 기술자문용역 수주
예비군 대대 발대식
인도네시아 전력청 기획이사 내방
민경식 사장 ANS/AIF 합동회의 참석
영동 신사옥(강남구 삼성동 87번지)으로 이전

날짜
1987.09.10
1987.09.14
1987.09.16
1987.09.28
1987.09.29
1987.10.28
1987.10.31
1987.11.01
1987.11.17
1987.12.07
1987.12.24

내용
노사협의회 발족
전문기술자 교육 개시
WEC-IEC 전시회 참가
1987년도 추계 체육대회
제1차 임시노사협의회
IAEA 자문단 일행 내방
전산실 UNISYS 시스템 도입(대형전산기 UNISYS 1100/72HI 가동)
S&L 기술도입자료 인수(표준자료, 컴퓨터 매뉴얼, 참조발전소 자료)
제1회 KOPEC Focus 사진전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발족(초대위원장 김종구)
노조결성 보고대회

1988
1988.01.11
1988.01.19
1988.01.20
1988.03
1988.03.03
1988.03.04
1988.04.04
1988.04.11
1988.04.13
1988.05.21
1988.05.28
1988.08.09
1988.08.30
1988.09.20
1988.10.14
1988.11.04
1988.11.09
1988.11.17

제8기 신입사원 입사
British Library Document Service Center 가입
원자력보수훈련센터 모델
경영진과의 대화의 장 개설
KOPEC인의 행동지침 제정
부서별 노조대의원 선거
8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민경식 사장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연차대회 참석
노조대의원대회
체련의 날 행사 시작(매월 3째 토요일)
인사제도 개정 관련 설명회
천리안 Ⅱ 가입
감사원 감사 최초수감
제1회 합창단 발표회
국회동력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언론 데이터베이스시스템(1단계) 개발 수주
대만 원자력 시찰단 내방
미국 Battlle Memorial Inc.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 건설관련
기술협약

1988.12.01
1988.12.06
1988.12.30

제2회 KOPEC Focus 사진전
노조창립 1주년 기념식
표준원전설계 3단계용역 수주

1989

1987
1987
1987.01.20
1987.03.01
1987.03.04
1987.03.25
1987.03.26
1987.04.09
1987.04.09
1987.04.09
1987.06.23
1987.06.26
1987.07.01
1987.07.09
1987.07.23
1987.08.04
1987.08.19
1987.08.27
1987.08.31

제6차 전원개발5개년계획 수립(1987~1991)
한전, 출자회사관리 효율화지침 시달
제7기 공채사원 입사
상무임명장수여식, 상무제도시행
상임감사 오두창 취임
언론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발 연구용역 수주
영광 3,4 호기 종합설계 주계약 체결
원전 플랜트종합설계 기술도입계약
영광 3,4호기 계약추진반 해단
한국전기 100년 종합전시관 설계 제작 및 설치용역 수주
방글라데시 전력청 General Manager C. J. Kabar 내방
한국전기 100년 종합전시회 참가
보령화력 3,4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농업진흥공사와 사업협력약정
한전 사장 한봉수 내방
부산 사상공단 이사장 내방
예술의 전당 종합전산화계획수립 및 제1단계 전산시스템 개발용역 수주
액면가 주당 1만 원으로 변경, 주권 재교부(한국원자력연구소 : 2.06%, 한전 :
97.94%)

1987.08.31

S&L 표준자료 및 전산프로그램 관련 자료 인수

1989.01.17
1989.01.27
1989.01.28
1989.02.10
1989.02.10
1989.03.01
1989.03.15
1989.03.17
1989.03.17
1989.04
1989.04.07
1989.05.03
1989.05.12
1989.06
1989.06.05
1989.06.14
1989.07.18
1989.07.25
1989.08.04

제8대 대표이사 사장 신기조 취임
태안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서산화력 1,2호기 용역계약 체결
노무부 신설
제9기 신입사원 입사
사옥 대치별관 임차
일도복합화력 2단계 설계기술계약 체결
동력자원부 장관 업무보고
345㎸ 북부산-남부산 지중 송전선로 전력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수주
장기전원개발계획 수립(1989~2001)
무주양수 1,2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89년도 단체협약 체결
노사화합 합동 산행(국사봉)
프라자 패밀리 타운 콘도 20구좌 구입(직원 및 가족 이용)
HP3000/935 전산기 도입 및 MIS시스템 변환
과기처 원자력국장 한영성 외 4명 내방
제10기 신입사원 입사
삼천포화력 3,4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89년도 임금협약 체결

APPENDIX

날짜

16
날짜
1989.08.11
1989.08.22
1989.08.22
1989.08.28
1989.08.30
1989.09.26
1989.10.05
1989.10.26
1989.11.10
1989.11.25
1989.12.15
1989.12.16
1989.12.28

연표

내용
월성 2호기 사업지원용역 수주
일도복합화력 설계기술 수주
서인천복합화력 1단계 설계기술용역 수주
홍보실 신설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1단계)용역 수주
미국원자력학회(ANS) 회장 Walter Loewenstein 내방
제11기 신입사원 입사
대만 PECL과 일반협력협정 체결
보령화력 5,6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한전기술동우회 창립(초대회장 김종주)
한기문예 시상식
노사화합 합동 산행(조령 3관문)
노사합동 송년토론회(사내 각계각층의 이해증진방안)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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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
1990.01.16
1990.01.18
1990.01.29
1990.01.31
1990.02.10
1990.03.01
1990.04.10
1990.05
1990.05
1990.05.04

내부원가에 의한 사업부문별 목표관리 시행
직제개편 설명회
사보 제호 ‘한기’로 개명 발간
사업단별 매트릭스제도 도입
이란 원자력위원회 부위원장 내방
기획조정부및사업개발부하부조직신설로기획, 사업개발기능 강화
제12기 신입사원 입사
기술정보업무지침서(DITIL) 작성
중·단기전력수급계획 수립
한전 사장 내방
동력자원부, 원전 안전대책 강화와 홍보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
통보

1990.05.11
1990.06.11
1990.06.15
1990.06.15
1990.06.25
1990.07.01
1990.07.13
1990.07.25
1990.07.25
1990.07.25
1990.07.31
1990.07.31
1990.08.01
1990.08.07
1990.08.21
1990.09.24
1990.09.27
1990.10.05
1990.10.10
1990.10.15
1990.10.18
1990.10.22
1990.10.23
1990.11.01
1990.11.07
1990.12.07
1990.12.24
1990.12.24
1990.12.24

제1회 한기노조 대동제(덕유산)
남제주내연 3,4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제9대 대표이사사장 이종훈 취임
90년도 단체 및 임금 협약 체결
미국기계학회 ASME N-Certificate 자격갱신
생수 공급시작
새 정신운동 연찬회
당진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하동화력 1,2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과학기술처 차관 최영환 내방
분당집단에너지 공급 전기설비 설계기술 지원 용역 수주
안양집단에너지 공급 전기설비 설계기술 지원 용역 수주
직원가족 고리원자력발전소 견학(제2차)
제13기 신입사원 입사
중국 하얼빈전력 사장 내방
사옥 및 사택 건설추진반 발족
제2회 미술사진전
창립 15주년 기념 새 심벌마크 및 로고체 제정
창립 15주년 기념 체육대회
영광현장 마이크로필름실 설치
창립 15주년 기념 전력기술 심포지엄 개최
대만전력 부사장 내방
한전, 출자회사 중장기 관리기본계획 시달
전임 사장단 내방
동력자원부, 1991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제2대 노조위원장 김혁종 취임
국제 박람회 전력관 설계용역 수주
파키스탄 대사 내방
캐나다 AECL 사장 내방

날짜
1990.12.24
1990.12.28
1990.12.28

내용
벡텔사 부사장 내방
월성 2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계약 체결
월성 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수주

1991
1991.01.09
1991.01.16
1991.01.31
1991.02.08
1991.02.18
1991.02.19
1991.02.22
1991.02.27
1991.03.01
1991.03.07
1991.03.14
1991.03.14
1991.03.15
1991.03.27
1991.03.28
1991.03.28
1991.03.28
1991.03.28
1991.03.28
1991.03.31
1991.04.16
1991.04.27
1991.05.09
1991.05.14
1991.05.24
1991.05.31
1991.06.05
1991.06.14
1991.06.17
1991.07.01
1991.07.02
1991.07.05
1991.07.05
1991.07.12
1991.07.22
1991.07.22
1991.08.05
1991.09.06
1991.09.07
1991.09.18
1991.09.27
1991.09.30
1991.10
1991.10.06
1991.10.11
1991.10.18
1991.10.25
1991.11.11
1991.11.15
1991.11.25
1991.11.25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소음진동, 수질, 대기오염 3개 분야)
S&L W. Chittenden 회장단 내방
제2차 영광 사원아파트 건립 기공식
주택자금 대부 시행
제14기 신입사원 입사
BNFL Engineering 사장 내방
WEC 사무총장 내방
AECL 사장 내방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신설
기술정보시스템(KOTILS) 가동
프로젝트관리회 현판식
서정욱 차관 내방
서인천복합화력 2단계 설계기술 수주
회계감사인 동화회계법인으로 변경 선임
기자재 구매 대행업을 구매업으로 변경
상임감사 차수정 취임
컴퓨터 임대사업을 컴퓨터 관련업으로 변경
수출입업 및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을 무역대리업으로 변경
환경분야관련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전면 책임감리업 신설
제2대 동우회 회장 신기조 취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상임위원 K. C. Rogers 내방
1991년도 단체 및 임금협약 체결
수화력사업단 역삼빌딩으로 이전
역삼별관사옥임차, 수화력사업단 이전
대동제(덕유산)
전력기술개발연구소 현판식
영국 환경재단 이사장 내방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관리 개선방안 의결
캐나다 몬트리올사무소 개소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경제기획원, 출자회사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지침 결정
원전 수명연장 통합감시시스템 개발
대만 전력청 내방
벡텔 사장 A. Zaccaria 내방
울진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수주
IRS Master Plan 수립
제15기 신입사원 입사
벡텔 수주사업 참여용역계약 체결
한전, 출자회사관리 개선방안 전달
동우회 사무실 현판식
갑류 무역업 허가 획득
캐나다 AECL 회장 내방
제1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1991~2006)
이종훈 사장 해외사업 개발을 위한 동남아지역(필리핀 외 3국) 순회
월성 3,4호기 사업지원 용역계약 체결
추계 체육대회
울진 3,4호기 설계자문 용역계약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지정면허 취득
한전, 출자회사관리규정 개정
평택복합화력 설계기술 용역계약 체결
제1차 생활관 연수, 설악프라자에서 실시

705
한국전력기술 40년사

1991.12.16
1991.12.17
1991.12.20
1991.12.23
1991.12.27

내용
중국 원전안전협력단 내방
사내기술대학(원), 과학기술처 인정서 취득
일본 JAERI 방문단 내방
KOPEC 한마당 개최
제3회 한기문예 작품공모 시상식

1992

날짜
1992.12.10
1992.12.17
1992.12.28
1992.12.29
1992.12.30

내용
1993년도 전력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동력자원부 회의
한기문예전 시행
한전, 자회사 사장단 회의 개최
전기공사업(1종) 면허 취득
신형 원자로 기술개발 I단계사업(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수주

1993

1992
1992.01.27
1992.01.29
1992.02.10
1992.02.13
1992.02.22
1992.02.26
1992.03.17
1992.03.19
1992.03.23
1992.03.31
1992.04.12
1992.04.20
1992.04.27
1992.05.12
1992.05.15
1992.05.18
1992.05.25
1992.06.05
1992.06.11
1992.06.18
1992.06.18
1992.06.18
1992.08.01
1992.08.05
1992.08.17
1992.08.22
1992.08.26
1992.09.04
1992.09.07

회계감사인 동화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 합병, 신한회계법인으로 변경 선임
원전산업 기술기준 개발(2단계) 수주
별관 자료실 설치
제16기 신입사원 입사
동경전력 사장 Seiji Kimura 내방
K-SPEC·2000 추진선포식, 기업이념 선포
CAD용 워크스테이션(82대 도입) 및 LAN 가동식 거행
K-SPEC·2000 미래토론회
벡텔 Power사 사장 Ajaccaria 내방
1992년도 단체 및 임금협약 체결
영광 홍농 사원아파트 준공
이종훈 사장 제8차 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 참석
미국원자력학회(ANS) 부회장 Dr. D. Rossin 내방
경영과학과 석사대우과정 추가신설
벡텔 Power 수석부사장 내방
K-SPEC·2000 미래토론회(2차)
사옥계획 설계안 확정
프랑스 원자력청 국제협력실장 Dela Fortelle 내방
생활관연수시행(일반생활연수, 결혼기념연수)
월성원자력 2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용역 수주
목적사업 변경 및 추가신설
건설업을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변경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 신설
제3대 노조위원장 김종구 취임
제17기 신입사원 입사
중국 광동핵전합영유한공사 제1부총리 등 일행 내방
중국 GNPJVC와 가동원전 기술교류 협력협약
한전, 출자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 협의
대동제(덕유산)
전력기술개발연구소 하부조직 보강, 기술표준화사업부와
신원전기술개발사업부 신설

1992.09.15
1992.09.15
1992.09.18
1992.10.06
1992.10.08
1992.10.15
1992.10.19
1992.10.20
1992.10.29
1992.10.29
1992.11.04
1992.11.05
1992.11.06
1992.11.06
1992.11.15
1992.11.16
1992.11.23
1992.12.04

산업설비용역업(종합환경분야) 등록
건설기술용역업(토목구조 및 수자원분야) 등록
월성 3,4호기 플랜트종합설계용역 수주
제3회 미술사진전
장기경영계획 수정본 확정
월성 현장사무소 개소
장기경영계획 제작 및 배부
가을음악회 개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등록
NRC 직원 방문
대만 PECL과 전력기술 Engineering분야 협력협약
이란 국영전력공사 부사장 일행 내방
영국 원자력청 내방
일본 원자력연구소 방문단 내방
OA용 LAN(PC 255대 연결) 구축 운영
코오롱상사와 해외사업개발을 위한 협력약정
K-SPEC·2000 미래토론회(3차)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1993.01.01
1993.01.05
1993.01.07
1993.01.22
1993.02.22
1993.03.01
1993.03.01
1993.03.05
1993.03.30
1993.04.02
1993.04.09
1993.04.12
1993.04.14
1993.05.01
1993.05.06
1993.05.20
1993.05.20
1993.05.21
1993.05.27
1993.06.14
1993.06.15
1993.06.18
1993.06.25
1993.06.25
1993.07.14
1993.07.19
1993.07.19
1993.07.19
1993.07.21
1993.07.26
1993.07.27
1993.07.27
1993.08.11
1993.08.16
1993.08.17
1993.08.20
1993.08.26
1993.09.15
1993.09.22

전기공사업 등록
이스라엘 전력 사장 내방
다목적 연구로 건조사업 기술지원 수주
새로운 기업이념 선포 - 인간·환경·기술의 융화
한진중공업과 해외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협정
기획관리본부 산하에 경리부 신설, 기술개발본부 산하에 발전운영기술부 신설
제18기 신입사원 입사
K-SPEC·2000 미래토론회 개최(4차)
상임감사 이태영 취임
고속철도 건설사업관리분야 자문용역계약 체결
삼천포화력 5,6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영국 에너지성 차관보 Dr. T. Walker 일행 내방
제10대 대표이사 사장 장기옥 취임
직무 발명 보상규정 제정
벡텔 사장 내방
동해화력 건설 설계기술용역 수주
영광 5,6호기 계약지원 및 사전준비용역 계약 체결
한전기술정보센터 및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기공식
태안화력 3,4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중국 연길시 열전청과 연길시 발주 20만㎾ 열병합발전소 건설협력
중국 동국전력설계원(NEPDI)과 발전플랜트 설계협력
대동제(경기도 광주)
미국 에너지성 차관보 D. J. McGoft 일행 내방
영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D. W. L. Wilkinson 내방
감리 전문회사(종합) 등록
하계휴양소 운영
중요 자료실 출입자 관리시스템 설치
9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중국 전력공업부 종합계획사 부사장 Gao Anze 일행 내방
최적중유회소각로설계, 설치 운전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턴키로 수주
월성 2~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 수주
일류한기 촉성 추진계획 수립
가압중수로 원전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
제19기 신입사원 입사
사내기술대학(원), 한기기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및 제도 변경
PC를 통한 사장-직원 간 직통언로인 ‘한기직통’ 개설
필리핀 전력공사 부사장 F. T. Delgado 내방
AECL 그룹 사장 B. I. Howe 내방
핵공학기술부 신뢰도분석팀, 제9회 경향 전기에너지 대상 원자력부문 본상
수상

1993.10.15
1993.10.16
1993.10.24
1993.10.25

추계 체육대회
일류한기 촉성 혁신방안 설명회 개최
포항공대와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협정 체결
필리핀 Bataan/Malaya 가스터빈발전소 복합화력전환 타당성조사사업 계약
체결

1993.10.25
1993.10.27
1993.10.29
1993.11

국제협력단 서명
중국 전력공업부(NPIC) 사장 Zheng Kemin 일행 내방
Black & Veatch 발주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제2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1993~2006)

APPENDIX

날짜

16
날짜
1993.11.12
1993.11.16
1993.11.22
1993.11.24
1993.11.27
1993.12.02
1993.12.07
1993.12.15
1993.12.30

연표

내용
호주가스협회 회장 Woodward 내방
쌍용과 필리핀 전력사업개발협력
원전 수명관리 연구(I) 용역 수주
사내 전산프로그램 저작물 등록
서인천복합화력 3단계 설계기술 수주
문예전 시상식 개최
제4대 노조위원장 김종구 취임
HP 시스템으로 예산편성시스템 구축
문서관리용 광화일시스템 설치

1994
1994.01.01
1994.01.01
1994.02.14
1994.02.21
1994.02.22
1994.02.22
1994.02.23
1994.02.28
1994.03.01
1994.03.05
1994.03.15
1994.03.24
1994.03.25
1994.03.31
1994.04.06
1994.04.12
1994.04.28
1994.04.29
1994.05.02
1994.05.24
1994.06.04
1994.06.07
1994.06.22
1994.06.23
1994.06.24
1994.06.29
1994.07.13
1994.07.16
1994.07.18
1994.07.19
1994.08.01
1994.08.03
1994.08.12
1994.08.30
1994.08.30
1994.09.01
1994.09.09
1994.09.13
1994.10.08
1994.10.10
1994.10.10
1994.10.21
1994.10.27
1994.11.03
199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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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중심으로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기술직, 설계직을 기술직으로 통합, 기술관리직, 관리직을 사무직으로 통합
루마니아 사업담당 수석차관 Baltac 일행 내방
번즈 앤 로우 회장 K. Roe 일행 내방
중국 방문단 내방(VTR 상영)
원자력기술상 수상
신용협동조합 설립방안 수립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
제20기 신입사원 입사
장기옥 사장 미국 Black & Veatch 및 S&L 방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방식 비교평가용역 수주
중국 핵공업전람회 참가
캐나다 Nova Scotia 전력 사장 Comeau 일행 내방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제9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한전기술정보센터 착공
종합전산화계획(1994~1999년) 수립
정기옥 사장 호주 시드니 제9차 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 참석
산청양수 1,2호기 설계기술용역(기전분야) 수주
중국 핵공업총공사(CNNC) 협력단 일행 내방
한전기술정보센터 상량식
하동화력 3~6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가락동 쌍용아파트 건설 시공감리 용역계약 체결
Gilbert & Commonwealth사 사장 일행 내방
대동제(오대산)
영광 5,6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연구용역 수주
설계관리절차서 전면 개정
출퇴근시차제 시범운영 실시
미국 GE와 해외 발전플랜트 공동개발 협력
일류한기 촉성 혁신방안 종료 보고
제21기 신입사원 입사
Framel Consultant 내방
페루 Electro-Lima 발전소민영화 국제입찰 관련 기술자문용역 수주
가압중수로 원전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용역계약 체결
Black & Veatch 부사장 Stan Krug 일행 내방
중국 동북전력집단공사 대표단 내방
영국 BNFL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건설사업 개발 협력
BNFL, Stone & Webster 회장 Ben Charlson일행 내방
한기가족 가을음악회(KBS홀)
자료검색시스템(IRS) Master Plan 수립
중북 화북전력집단 대표단 방문
추계 체육대회(북한산)
경영회의에서 신협 설립방침 확정
중국 산동성 원전조사단 내방
해운대 지역난방공급 시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입찰 수주

날짜
1994.11.15
1994.11.15
1994.11.16
1994.11.18
1994.11.22
1994.11.29
1994.12
1994.12.06
1994.12.06
1994.12.08
1994.12.09
1994.12.26
1994.12.27
1994.12.29
1994.12.30

내용
월성원자력 물처리 설비 무인자동화 공사용역 수주
Babcock & Wilcox 사장 Eric Ralstone 내방
Duke Power Co. 부사장 내방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시설 책임감리 수주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 체결서명식
제6회 문예작품 시상식
장기경영계획 전면개편(EC 출범)
HPEC 대표단 내방
Canatom 사장 Rene Godin 내방
Lan Auderson 수석부사장 일행 내방
S&L 내방
765㎸ 철탑기초 지질조사 및 설계기술용역 수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영동화력 1,2호기 탈황설비 설치공사 수주
배연탈황 실증설비(200㎿) 연구개발(영동화력 2호기) 용역 수주

1995
1995.01.09
1995.01.27
1995.02.07
1995.02.09
1995.02.16
1995.02.22
1995.03.16
1995.03.21
1995.03.21
1995.03.22
1995.03.23
1995.03.29
1995.03.29
1995.04.04
1995.04.06
1995.04.16
1995.05.04
1995.05.10
1995.05.11
1995.05.12
1995.05.16
1995.05.18
1995.05.18
1995.05.19
1995.05.24
1995.05.30
1995.05.31
1995.06.02
1995.06.13
1995.06.16
1995.06.17
1995.06.23
1995.06.26
1995.07.01
1995.07.01
1995.08.16
1995.08.17
1995.08.21
1995.08.24

한기가족 PC교육
765㎸ 송전선로 실시설계(조립 및 가선) 기술용역 수주
주식회사 전기실업 설립
벡텔 Power 부사장 F. Marsh 내방
번즈 앤 로우 회장 Keith Roe 일행 내방
울산 제2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수주
제22기 신입사원 입사
Stone & Webster 사장 내방
AEA 회장단 내방
중수로 모의제어반 설계용역 수주
중국 광동 2핵공사 부사장 Yan Bai Min 일행 내방
영광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소외 전원상실 사고 포함) 수주
영광 5,6호기 종합설계 수주
ABB-CE Nuclear System 사장 내방
제10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출퇴근 시차제 운영
영흥화력 1,2호기 종합설계기술 용역계약 체결
Parson Co. 사장 W. Hall 내방
Canatom 신임사장 Pavid R. Anderson내방
IAEA 교육생 회사 견학
Black & Veatch 부사장 일행 내방
S&L Exe. Vice Parther Werhane 내방
S/W Engin Corp. 회장 R. C. Wiesel 내방
영국 AEA와 엔지니어링분야 기술/정보 상호 기술협력 협정체결
신용협동조합 발기인 대회
벡텔Power 사장 Langmo, Henderson 내방
Gilbert & Commonwealth 사장 W. K. Burkhart 내방
ABB Exec. Vice President 사장 Armin Meyer 내방
BNFL Marketing Director 사장 Ted Williorns 내방
대동제(오대산)
당진화력 3,4호기 설계기술 수주
쟁의 47일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 부지특성평가 수주
제23기 신입사원 입사
고용보험 가입
AGRA Monen Co. 사장 Alex Taylor 내방
영광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수주
체코 Skoda 일행 내방
아르헨티나 원자력위원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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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4
1995.08.28
1995.08.29
1995.08.29
1995.08.30
1995.08.31
1995.09.01
1995.09.12
1995.09.13
1995.09.18
1995.09.18
1995.09.22
1995.09.22
1995.09.26
1995.10.02
1995.10.02
1995.10.08
1995.10.15
1995.10.18
1995.11.04
1995.11.08
1995.11.09
1995.11.10
1995.11.17
1995.11.18
1995.11.24
1995.11.29
1995.11.30
1995.12.06
1995.12.06
1995.12.06
1995.12.08
1995.12.15
1995.12.20
1995.12.21
1995.12.27
1995.12.29
1995.12.31
1995.12.31

내용
중국 진산원전 대표단 내방
건설교통부일반건설업(토목,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
쌍용정유 기존 및 RFCC Plant 전력계통 진단용역 수주
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Gilbert & Commonwealth사 Vice President Jones Mackey 내방
G-7 배연탈황실증설비 설치공사 기공식, 영동화력 현장사무소 현판식
동북전력설계원 원장 적요희 일행 내방
Gilbert & Commonwealth 사장 W. K. Burkhart 내방
중국 Nedai와 중국 사업진출을 위한 기술협력
독일 Uhde Gmbh와 전력사업 공동개발 협력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부시장 일행 내방
Babcock & Wilcox 부사장 Mady 내방
용인사옥 LAN 네트워크 구축(100Mbps백본)
영동화력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 수주
용인사옥 미술장식품 ‘브론즈, 빛-1995’ 제작설치
WEC 동경총회 전시회 전력그룹사 공동 참가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시
한전기술정보센터 및 전력기술개발연구소로 사옥 이전
추계 체육대회(관악산)
제4회 미술사진전
한전기술정보센터 및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사옥 준공식
사옥 준공기념 연합음악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의무실 위탁운영 실시
제7회 문예작품 시상식
중국 동방전기집단공사와 발전플랜트 사업개발 협력협정 체결
창립 20주년 기념 사사자료 전시회 및 도서바자회와 정보교양강좌
북제주화력 2·3호기 건설 설계기술 수주
IAEA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훈련지원 기관 지정
S&L 사장 Wattelet 내방
1995년도 한국사보대상 편집부문상 수상
만남의 광장(한기호프)
전력산업기술기준 개발(3단계)용역 수주
20년사 <세계 속의 미래를 설계하며> 발간
제3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1996~2010)
한전기술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신협중앙회)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설계 기술자립 완료
직원 1인 1PC 도입/ 배부

1996
1996.01.01
1996.01.03
1996.01.03
1996.01.08
1996.01.11

영광 3,4호기 기록자료 전산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용역(RMS) 수행
중유화력발전소 배연탈황 설비공사 설계기술용역 수주
근무상황보고서(Time Card) 전산화 완료
제1차 이사회 신임이사장 선거준비의 건 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 차원의 원자력 추진체제
마련

1996.01.26

영광 3,4호기 프로젝트 CECI Special Achievement상 수상 - 미국 일리노이주
Springfield에서 시상식 거행

1996.02.01
1996.02.09
1996.02.13
1996.02.16
1996.02.17
1996.02.22
1996.02.23

조직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한 ‘만남의 광장(한기호프)’ 실시
제24기 신입사원 입사
미국 EST Int’l 사장 Kenneth D. Cohen 일행 내방
노사 임금단체협약 체결
설립등기 완료
노사화합 축제한마당
제2차 이사회 제규정 채택 등 6건 의결

날짜

내용

1996.02.27
1996.03.07
1996.03.07
1996.03.08
1996.03.14
1996.03.18
1996.03.22
1996.03.27
1996.04.01
1996.04.02
1996.04.11
1996.04.15
1996.04.19
1996.04.21
1996.05.03
1996.05.04
1996.05.06
1996.05.10
1996.05.15
1996.05.16
1996.05.20
1996.05.29
1996.05.31
1996.06.08

사업자등록 완료
어학성적(TOEIC) 인증제도 도입
중국 전력공업부 원전사업 실무조사단 내방
제3차 이사회 조합거래은행 지정의 건 의결
중국 전력공업부 부부장 일행 내방
번즈 앤 로우 회장 Keith Roe 일행 방문
ABB-CE Nuclear Systems사 R. E. Newman President 내방
과학기술처 장관 내방
PC OS 전환(Windows 3.1 → Windows 95)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 1,2호기 성능복구공사 기술용역계약 체결
제11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제11대 대표이사 사장 이호림 취임
제4차 이사회 중도해지 및 연체이율 결정 의결
중수로 기술협력회의 전시회 참가
중국 핵공업총공사 대표단 내방
구성초등학교 어린이초청 문화행사개최(480명)
중국 동북전력 대표단 내방
한기노래마당
중국 진산원전 부사장 Qian Jian Qiu 외 9명 내방
제25기 신입사원 입사
상임감사 이태영 취임
대만 전력청 기획처장 내방
Duke Power Engineering 부사장 Richard W.Bonsall 내방
방글라데시 Khulna 지역 송배전망 확충사업 자문용역계약 서명식(장소 :
방글라데시 Dhaka)

1996.06.13
1996.06.14
1996.06.18
1996.06.25

기술개발종합보고서 발간
대동제(덕유산)
미얀마 송매전망 성능개선공사 자문용역 수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계통설계업무 인력 및
설계결과물, 재산권, 설비를 KOPEC으로 이관

1996.06.30

예산편성시스템을 중앙처리방식에서 Client Server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사용자
편의성 확보

1996.07.01
1996.07.08
1996.07.11
1996.07.11
1996.07.15
1996.07.25
1996.07.25
1996.07.26
1996.08.09

제26기 신입사원 입사
수지사옥 현판식
고리현장 사택 취득
월성현장 사택 취득
경영정보시스템(MIS)을 Client/Server 버전으로 변환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II) 용역 수주
창원현장 사택취득
중국 산서성 전력국 일행 방문
위원회규정제정(경영회의기술심의위원회, 사업심의위원회, 인사관리위원회,
관리심의위원회, 직장방위협의회, 보안협의회)

1996.08.09
1996.08.27
1996.08.29
1996.09.02
1996.09.04
1996.09.06
1996.09.24
1996.10.05
1996.10.07
1996.10.14
1996.10.15
1996.10.18
1996.10.21
1996.10.28

중국 광동 원전 Liu Shu Min 외 2명 내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영문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시스템안내서 발간
부산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수주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관 및 경영구조 개편 설명회
용인 독신자숙소 취득
중국 링아오핵전유한공사 BOP기술진 방문
제3회 가을음악회(일명 가을여행, Out of the City, 장소 :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경수로 기획단장 장선섭 방문
중국 광동원전 사장 유석재 일행 방문
KEDO / TSC 내방
국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한영성 일행 내방
제10차 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PBNC) 전시회 참가(일본 고베)
‘Nucleonics Week’지 유럽지역 편집인 Mark Hibbs 방한

APPENDIX

날짜

16
날짜
1996.10.29
1996.10.29
1996.11.02
1996.11.02
1996.11.11
1996.11.14
1996.11.21
1996.11.22
1996.11.23
1996.12.06
1996.12.06
1996.12.09
1996.12.16
1996.12.16

연표

내용
Canatom 사장 Anderson 내방
스웨덴 Swedpower 사장 Janinge Gidlund 내방
필리핀 말라야발전소 1,2호기 성능복구공사 기술용역계약 체결
베트남정부 원자력 주요인사 Ha Hoc Trac(장관급) 외 9명 방문
핀란드 원자력학회 학회장 Eero Patrakka 외 11명 방문
서천화력 1,2호기 배연탈황 설치공사 수주
프랑스 전력공사(EDF) 극동지역 담당이사 Smedts 외 1명 방문
울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수주
북제주화력 2·3호기 건설 설계기술용역 수주
S&L사 사장 Dr. P. L. Wattelet 내방
제5대 노조위원장 이광영 취임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양도양수협약서 체결
제8회 문예작품 시상식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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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1
1997.01.03
1997.01.03
1997.01.10
1997.01.16
1997.02.01
1997.02.05
1997.02.05
1997.02.10
1997.02.17
1997.02.27
1997.02.28
1997.03.06
1997.03.1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로시스템 설계인력 344명 이적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열충격 해석연구용역 수주
원자로설계개발단 현판식
Canatom과 제3국 CANDU 공동개발 협력
제27기 신입사원 입사
Burns & McDonnell 부사장 Greg Graves 일행 방문
영광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계약 수주
울진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계약 수주
태안화력 5,6호기 종합설계용역 수주
제1차이사회, 1996 결산 승인안 등 의결
정기총회 개최
경영정보 예산통제시스템 활용 주관부서별 예산통제 권한위임 시행
ABB-CE 사장 R. E. Newman 일행 방문
대만 FullPower 사장단 일행 방문(방문자 : FullPower사, Best Industry사, 선경
대만지사장)

1997.04.01
1997.04.03
1997.04.17
1997.04.24
1997.04.25
1997.05.02
1997.05.06
1997.05.12
1997.05.15
1997.05.16
1997.05.16
1997.05.17
1997.05.28
1997.06.07
1997.06.09
1997.06.15
1997.06.19
1997.06.20
1997.07.02
1997.07.04
1997.07.07
1997.07.10
1997.07.16
1997.07.16
1997.08.08

한기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구축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12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및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 등록
345㎸ 영흥 T/L 실시설계 기술용역 수주
S&L Executive Vice President Alan Wendorf 일행 방문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II) 원자로계통설계 개발용역 수주
에리트리아 Hirgigo 내연발전소 실시설계용역 수주
인도 Adan Constructions과 한-인도 공동사업 개발협력
한전, 한중, 한연, 한원연과 기술사용협정 서명식
LG 부곡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 수주
이태리 Ansaldo사 회장 Bruno Musso 외 1명 내방
원자로설계개발단 체육대회
부사장 직속의 건설사업처를 신설
기술관리처에서 기술교육훈련 주관으로 전환
캐나다 SNC-Lavalin과 제3국 발전소건설사업 진출 협력협약
한전 출자회사 관리규정 적용 제외 및 경영관리협약 체결
1997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서명식
책임경영 출범식
인도 IDEA, TEEC, DCL과 한-인도 공동사업개발협력
성과급제도 구축 설명회 개최
소방시설 설계업 및 감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
역대 사장단 초청만찬 행사실시
3D-CAD 통합시스템 발표회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
도면 및 설계문서 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날짜
1997.08.13
1997.08.18
1997.08.19
1997.08.26
1997.09.11
1997.09.19
1997.10.21
1997.11.06
1997.11.10
1997.11.14
1997.11.20
1997.11.25
1997.12.04
1997.12.05
1997.12.05
1997.12.19
1997.12.22

내용
Full Power 사장단 일행 방문
소방시설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이호림 사장 대북 경수로 착공식 참석(신포)
성과급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실적 평가기준 마련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설명회
삼천포화력 1,2 호기 제어설비 개조공사용역 수주
베트남 원자력계 주요인사 Dr. Bui Van Tuan 외 2명 내방
Swedpower와 사업개발, 기술협력에 관한 일반협력협정 체결
PSA용 정량화 소프트웨어 해외판매협약 체결
제2차이사회, 임시총회 개최안 의결
미얀마 전력청(MFPE) 기자재 Inspection Team 방문
추계체육대회(각본부, 단별 개최)
ABB-CE 사장단 일행 내방
제9회 문예작품 시상식
노조창립 10주년 기념식
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 등록
제5회 미술사진전 시상식

1998
1998.01.01
1998.01.03
1998.01.19
1998.01.20
1998.01.22
1998.01.26
1998.02.05
1998.02.10
1998.02.23
1998.03.06
1998.03.27
1998.03.31
1998.04.01
1998.04.10
1998.04.14
1998.04.14
1998.04.16
1998.04.17
1998.04.23
1998.05.11
1998.05.12
1998.06.05
1998.06.23
1998.07.09
1998.07.16
1998.08
1998.08.05
1998.08.18
1998.08.20
1998.08.31
1998.09.02
1998.09.11
1998.09.28
1998.10.01
1998.10.12
1998.11.01
1998.11.01

사보 제호 ‘KOPEC’으로 개명 발간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운영 개시
IMF경제체제 하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신설
원자력품질보증 자문용역 수주
나라사랑 금모으기 행사
한국표준원전(1,000㎿) 설계개선용역 수주
미국 Black&Veatch, 독일 Teagag와 탈질설비촉매 환원법분야 공동개발
제1차이사회, 1997년 결산승인안 등 의결
루마니아 원자력청장 Dr. Dumitru Bengulescu 방문
노조 복지관 개관 및 다과회
베네수엘라 대사 방문
Project Director R. W. Hooks 일행 내방
인터넷 구매시스템 도입·적용
아나바다 행사 개최
미국 Nalco와 탈질설비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사업개발협력
제13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Framatome 극동지역 부사장 Jacques Barraul 일행 내방
동우회 현판식
제2차이사회, 신협대출 보증인제도 개선안 의결
베네수엘라 대사 일행 및 비토르사 사장 일행 방문
베네수엘라 B-Tumenes와 오리멀전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
제12대 대표이사사장 박상기, 상임감사 소병일 취임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용역, 시설투자 및 관리진단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
Parson 사장 일행 내방
미국 MPR사와 MOV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1998~2015)
기획예산처,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
제3차이사회, 정관변경안 등 의결
제1차 임시총회
중국 상해핵공정설계원장 심진요 외 2명 내방
전자파일 이관지침서 작성
한전 출자회사에 대한 한전의 경영목표설정 지침 부여제도 폐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및 노화관리방안 분석용역 수주
중국 Snerdi와 한·중 원전사업개발을 위한 협력
몽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조사사업 수주
사업단별 예산편성 목표 및 권한 부여하는 책임회계제도 시행
조직 전면개편(홍보실 폐지 등 대폭적 조직 축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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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3
1998.11.03
1998.11.05
1998.11.10
1998.11.23
1998.11.25
1998.12.03
1998.12.08
1998.12.28
1998.12.31

내용
동아건설산업㈜와 턴키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SK건설㈜와해외(가나, 라틴아메리카) 턴키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원활한 구조조정 및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한시 퇴직
제4차 이사회, 결원이사 보선안 등 의결
제5차이사회, 신협대출 보증인제도 개선안 의결
분사방침 확정
중국 광동Ⅱ단계 원전 사장 방문
KOCEN 법인 설립등기
KOCEN과 경영협약서 체결
분사인력 퇴직

1999
1999.01.05
1999.01.09
1999.01.14
1999.01.21
1999.01.28
1999.01.30
1999.02.10
1999.02.22
1999.02.26
1999.03.05
1999.03.12
1999.03.23
1999.04.07
1999.04.08
1999.05.13
1999.05.19
1999.05.28
1999.06.01
1999.06.08
1999.06.11
1999.06.14
1999.06.30
1999.07.01
1999.07.14
1999.07.27
1999.07.29
1999.07.30
1999.08.10
1999.08.13
1999.08.19
1999.08.20
1999.09
1999.09.01
1999.09.02
1999.09.16
1999.09.17
1999.09.17
1999.09.20
1999.09.22
1999.09.27
1999.10.01
1999.10.06
1999.10.08
1999.10.19

1998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
KOCEN 현판식
경영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혁신추진반 결성
망간계 금속산화물 이용 SCR용 저온탈질촉매 기술개발과제용역 수주
S&L과 중국시장 개발을 위한 협력
제1차 이사회, 1998년 결산승인안 등 의결
미국 전력연구소(EPRI) 부소장 Robin Jones 외 2명 내방
제2의 건국실천 다짐대회 개최
자문위원 강창균 교수 외 10명 내방
노사화합 대화의 장(베어스타운 리조트)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경영협력합의서 체결
제14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계총공정 2사 사장 서옥명 외 2명 내방
몽골 에너지청 부청장 다바얌 외 2명 내방(교육훈련차)
Burns & McDonnell 기술인력 지원용역 수주
박상기 사장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신원환경기술과 KSBNR을 적용한 오수처리기능 협력
방글라데시 전력청 Secretary Md.lqbal Hossain Khan 외 1명 내방
제2단계분사추진확정(안)작성, 시행 보류
원자력사업단의 기계계통기술처를 원자력기계기술처로 조직 변경
한전과 경영관리협약 변경 체결
사장경영계약제 도입
SK건설과 양해각서 체결
대만 Lungmen Project 기술인력 지원용역 수주
중국진산원전 3단계 인력지원용역 수주
한전과 감사협약 체결
제2차 이사회, 보증보험증권 관련 등 의결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필리핀 일리한 복합 BOT사업문서 전자화 진원용역 역무 수행
필리핀 일리한발전소 사업주 기술지원용역 수주
한국중공업과 UCN 5,6 EDG 설치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
경영공시제도 도입
정풍개발과 발전설비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한전이사회, 자회사 민영화추진기본계획 의결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III) NSSS 설계용역 수주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III) 플랜트종합설계용역 수주
분사관련 장기경영정책 방향 발표(사장)
캐나다 AECL 기술용역 수주
현대건설과 건설사업관리사업 협력합의서 체결
임원 및 경영간부 경영계약제 시행
삼성물산과 턴키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제3차이사회, 대출이자율 변경 의결
박상기 사장 영흥화력 1,2호기 착공식 참석

날짜
1999.10.22
1999.10.23
1999.10.24
1999.10.29
1999.11
1999.11.04
1999.11.11
1999.11.26
1999.12.03
1999.12.08
1999.12.13
1999.12.16
1999.12.23
1999.12.28
1999.12.30
1999.12.31
1999.12.31

내용
일체형 원자로계통설계 개발용역 수주
영주신제조창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S&L 기술인력 지원용역 수주
분사관련 방침 변경
한진중공업과 플랜트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필리핀 현장사무소 설치
해제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수주
중국 Snerdi사 Cai Jianping 부사장급 일행 내방
노조창립 12주년기념행사, 위원장 이취임식(제6대 노조위원장 : 박용성)
국도 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 수주
산동회계법인을 수화력 매각자문사로 선정(법률자문 : 세종법률사무소)
2000년도 원전 동력구동밸브 안전성평가용역 수주
일리한복합화력 경유 하역부두 건설공사 수주
KEDO원전 종합설계용역 수주
KEDO원전 원자로계통설계용역 수주
경영혁신 추진
경영혁신제도 개선분야 노사합의서 체결

2000
2000.01.04
2000.01.05
2000.01.12
2000.01.13
2000.01.25
2000.01.26
2000.02.03
2000.02.07
2000.02.08

한기DL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유통 및 공유기반확립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2000~2015)
망간계 금속산화물 이용 SCR용 저온탈질촉매 및 공정개발용역 수주
KEDO원전 원자로계통 설계지원계약 서명식(ABB인터컨티넨탈호텔)
우수감리업체상 수상(인천국제공항 감리수행공로)
현대산업개발과 플랜트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경영혁신제도 개선분야 관련 노사서명식
Parsons Power Group 사장 Ralph DiSibio 일행 내방
해외건설업등록(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2000.02.11
2000.02.19
2000.02.22
2000.02.23
2000.02.25
2000.03.17
2000.03.20
2000.03.24
2000.03.29
2000.03.30

제1차이사회, 1999년 결산승인안 등 의결
수화력사업 매각입찰 공고(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쟁의 42일
한전연구원과 가스층 다공판형 습식배연 탈황방법 및 장치 등 기술사용계약
필리핀 일리한 500㎸ Switchyard 건설공사 수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중국 핵공업전람회 참가
플랜트사업단 매각 설명회
협상유찰 결정
국가에너지관련 연구개발 활동의 선구적 역할로 과기부우수기업연구소상
수상

2000.04.04
2000.04.10
2000.04.18
2000.04.20
2000.05.20
2000.06.07
2000.06.16
2000.06.20
2000.06.29
2000.07.01
2000.07.04
2000.07.06
2000.07.07
2000.07.20
2000.07.26
2000.07.28

노사화합 및 무분규 선언
경영지원본부 하부에 노사협력실 신설
제15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1999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제13대 대표이사 사장 박용택 취임
베트남 원자력안전청 대표단 일행 내방
춘계 체육대회(대동제)
세계 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문화단지 건립공사 수주
원자로설계개발단 전자기록물 자료 이관
임차사택제도 실시
한전, 자회사 민영화기본계획 정부에 보고
벡텔 기술인력 자문용역 수주
제2차 이사회, 이사 보선 의결
연봉제 설명회 및 토론회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등록
영광 5호기 동력구동밸브 안전성평가

APPENDIX

날짜

16
날짜
2000.08.01
2000.08.01
2000.08.04
2000.08.08
2000.08.21
2000.08.23
2000.08.28
2000.08.28
2000.08.30
2000.09.06
2000.09.06
2000.09.07
2000.09.15
2000.09.19
2000.09.19
2000.09.20
2000.09.20
2000.09.21
2000.09.25
2000.09.26
2000.09.28
2000.09.28
2000.09.30
2000.10.18
2000.10.19
2000.10.26
2000.10.29
2000.11.01
2000.11.01
2000.11.02
2000.11.06
2000.11.06
2000.11.27
2000.11.29
2000.11.30
2000.12.15
2000.12.23
2000.12.23
2000.12.27
2000.12.28
2000.12.29
2000.12.29
2000.12.29

연표

내용
한국코트렐과 역무이행 협력약정서 체결
회사 심볼활용 개선방안(표기기준) 수립 및 시행
Business English Intensive Course 도입
인터넷 침입 차단시스템(Firewall) 구축
대경기계기술과 플랜트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Business Writing 교육 도입
국제전력연구협력체(IERE) 가입
Framatome 한국지사장 일행 내방
이집트 원자력발전청장 일행 내방
필리핀 일리한 500㎸ Switchyard EPC 수주
일본 Mitsubishi중공업 사장 일행 내방
쌍용중공업과 플랜트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울진 1,2호기 원자로 하부구조 환기계통 설비개선용역 수주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수주
원전 위험도감시 전산시스템 및 운영기술 개발용역 수주
전기관통부(EPA) 기기검증 자문용역 수주
저온촉매를 이용한 탈질설비촉매 특허획득
동두천 송내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공사 수주
상해 핵공정설계원 일행 내방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개발연구용역 수주
일체형 원자로 경제성평가용역 수주
동아건설산업과 턴키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대우중공업과 플랜트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전력산업기술기준 개발 연구용역 계약
Hirgigo 내연발전소 상세설계용역 수주
현대중공업과 플랜트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PBNC-2000 전시회 참가
월성 삼중수소 제거설비 설계용역 수주
루마니아 원자력 관련 인사 Dr. Biro 내방
월성 TRF 설계용역계약 서명식 촬영(AECL)
PAR 설계최적화 및 수소제어분석 자문용역계약 체결
광동원전 고문 증문성 일행 내방
당진화력 5,6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BNF테크놀로지 현판식
영월화력 3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협력협약 체결
사장공모제 도입. 정관에 사장추천위원회 근거조항 신설
노사 현안 합의서 서명식
울산화력 4~6호기 탈질설비설치 설계용역 수주
한전 이사회에 KOPEC 민영화 기본계획 보고
BNF테크놀로지와 분사 서명식
원평-금구 간 도로건설공사 수주
지하 2·3층 주차장 준공식

2001
2001.01.05
2001.01.19
2001.01.19
2001.01.22
2001.01.26
2001.02.05
2001.02.06
2001.02.09
2001.02.20
2001.02.22
20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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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4~6호기 탈질설비 설치설계용역 수주
지하철 1~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 공사(토목) 수주
독일 Siemens와 사업협력약정 체결
345㎸ 서인천C/C S.W. 증설 토목 기초설계용역 수주
경기 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공사 수주
지역주민 PC교육(1차)
미국 Par과 사업협력약정 체결
한기DL시스템 구축사업 자료이용 관리체계방안 수립
현대MOBIS, 매그린과 소각로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정관에 우리사주조합 신주 우선배정 근거 조합 신설
지식경영시스템 도입 및 지식경영 전담조직 신설

날짜

내용

2001.02.26
2001.02.27
2001.02.28
2001.02.28
2001.03.02
2001.03.06
2001.03.07
2001.03.09
2001.03.12
2001.03.12
2001.03.15
2001.03.21
2001.03.21
2001.03.22
2001.03.29
2001.03.30
2001.03.30
2001.04.01
2001.04.06
2001.04.09
2001.04.09
2001.04.10
2001.04.16
2001.04.19
2001.04.23
2001.04.28
2001.05.09
2001.05.10
2001.05.14
2001.05.15
2001.05.22
2001.05.25
2001.06.03
2001.06.05
2001.06.16
2001.06.20
2001.07.11
2001.07.19
2001.07.31
2001.08.01
2001.08.06
2001.08.08
2001.08.10
2001.08.13
2001.08.20
2001.08.23
2001.09.10
2001.09.14
2001.09.17
2001.10.04
2001.10.05
2001.10.08
2001.10.11
2001.10.18
2001.11.06
2001.11.23

우리사주조합총회개최, 규약제정, 임원선출, 제1대 조합장 김경동 취임
사장-조합장 우리사주조합 약정 체결
민영화관련입찰공고(매일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친절서비스강화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Green, Yellow 카드제 운용 등)
우리사주조합 출범
2001년 동력구동밸브 안전성평가 설계기준검토
한라산업개발과 플랜트사업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기획예산처, 산자부, 한전 우리사주제도 정책건의
루마니아 산업자원부원자력국장 Fatu Ioan 외 4명 방문
한전 우리사주 배정관련 조치사항 요청
언양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수주
PSA FORTE 판매 및 Maintenance 수주
대통령표창(인천공항건설 사업 선진관리기법 적용, 체계적 관리)
박용택 사장 인천국제공항 개항식 참석
상임감사 김길조 취임
제4회 국제핵공업전람회 참가
K&M사 회장 Khappaz 내방
삼천포화력 1~4호기 탈황 및 3,4호기 탈질설비 설계용역 수주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Nguyen Tien Nguyen 일행 내방
미국 Duratek과 제연 및 해체 사업 개발협력
Duratek사 Vice President Glen Rae 일행 내방
박용택 사장 제18회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참가
제16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중국 핵공업집단공사 사장 대표단 일행 내방
벡텔사 사장 및 부사장 일행 내방
영광사택 매각
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 차관 대표단 일행 방문
독일 DSD사 엔지니어 일행 내방
종업원지주제 전파 제프게이츠 박사 내방
Business Presentation 교육도입
민주노총 단병오 위원장 초청 특별강연
미국 Advent과 사업협력 약정체결
박용택 사장 미국 전력시장 진출 협의 미국 출장
K&M과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 체결
노사화합 산행(광교산)
삼창기업과 상호협력협약 체결
O&M 사업설명회 개최
기술력 육성방안 토론회
장기경영계획 개정 수립
일체형원자로(SMART) 원자로계통설계 개발지원용역 수주
루마니아 Cition 사장 Adraian Panait Senior, Design Engineer Maria Radu 내방
대만 타이충화발전소 9,10호기 고온, 고압배관의 배관응력해석 설계용역 수주
KOTILS 시스템을 DL(Digital Library) 시스템으로 확대 개발
사우디 Binladin Group과 사업공동개발 협력약정 체결
조직개편
자율복장 착용기준 마련
On-line 영어교육 도입
입찰제의요청서(RFP) 발송(5개 업체)
UAE Fujairah 담수공장 복합화력 전기분야 설계기술용역 수주
지하철1~4호선(건축, 설비, 전기, 통신) 공사 수주
동우회 회원 초청 리셉션
한기DL시스템 가동식
2000년 단체협약 체결
Brooks 석탄화력 설계용역(1단계) 수주
루마니아 전문가 일행 내방
인천복합화력 설계기술 용역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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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6
2001.12.16
2001.12.19
2001.12.26
2001.12.29
2001.12.31

내용
경영혁신정보화추진반 신설
체력단련휴가 폐지 등 휴가제도 개정
민영화 2차 입찰(1개사 입찰참가의향서 통과로 유찰)
여수화력 오리멀전 연료전환 설계기술용역 수주
고리 2호기 내·외부 사건 및 격납건물 확률론적 안정성평가
한국표준원전의 AOT/STI 요건완화 연구용역 수주

2002
2002.01.03
2002.01.17
2002.01.22
2002.01.26
2002.01.30
2002.02.00
2002.02.05
2002.02.06
2002.02.07
2002.02.18
2002.02.19
2002.02.27
2002.03
2002.03.01
2002.03.04
2002.03.06
2002.03.15
2002.03.16
2002.03.20
2002.03.20
2002.03.21
2002.03.25
2002.03.26
2002.03.29
2002.04
2002.04.03
2002.04.11
2002.04.12
2002.04.17
2002.04.17
2002.04.17
2002.04.18
2002.04.23
2002.04.30
2002.05

울산화력 4호기 고온재열증기관 교체설계용역 수주
울진 2호기 사용 후 연료조열저장제 교체설계용역 수주
PB Power 수석부사장 Rod Ragan 외 5명 내방
무상증자(50%), 납입자본금 76억 4,400만 원
삼천포화력 1,2호기 제매기 매체변경 ESCO사업 수주
제2대 조합장 이광영 취임
우리사주조합총회(임원선출, 자문비 각출)
우수 경영혁신기관 감사원장 표창 수상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수주
기획조정처를기획처, 기술기획처를 기술관리처로 변경하여 기획기능을 일원화
제1차이사회, 2001년 결산승인안 등 의결
한진중공업 사장 내방
차세대원전 APR1400 설계기술 개발 과학기술부 인가 취득
한기기술대학원 휴교
액면분할(주당 1만원을 500원으로)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종합설계기술용역 수주
제1기 KOPEC 가족 리포터 위촉장 수여식
WANO 전시회 참가
미국 Westinghouse Electric사와 사업협력약정 체결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사장 I. Rotaru 일행 내방
Informatics Corp. 회장 일행 내방
지적재산권 관리규정 및 지적 재산권 관리업무절차 제정
호남화력 석탄회 재활용설비 설치설계용역 수주
민영화 관련 추가적인 검토로 증시상장 연기 결정
미국 Parsons Brinckerhoff Power와 사업협력약정 체결
우리사주조합 현판식
대만 Temes과 사업협력약정 체결
노동부 법 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한수원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자력 1호기 기능지원용역계약 체결
제17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Westinghouse 사장 일행 내방
국제청년원자력기술자대회 참가
안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혁신추진계획 제출
한진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과 평택화력 1~4호기 탈황설비 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2002.05.06
2002.05.07
2002.05.14
2002.05.15
2002.05.17
2002.05.27
2002.05.30
2002.06.07

Stone & Webster사(캐나다 L. P.사) 사장 Gerald Kiegly 일행 내방
신형경수로(APR1400) 표준설계 과학기술부 인가 취득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내방
사보 제호 ‘KOPEC FAMILY’로 개명 발간
PBC와 중국 광동원자력 시설개발 협력
춘계 체육대회 실시
한국건설관리공사 및 대한컨설턴트 사장 일행 내방
정보통신처를 정보화추진처로 변경하여 경영지원본부 산하로 이관, 회사
전체적인 정보화 추진기능 강화

2002.06.10
2002.06.20
2002.06.22

2002 한·일 월드컵 한·미 예선전 단체 관람(6층 강당 대형스크린 설치)
임시이사회, 출자금감자승인안 의결
제24회 국제환경기술전 참가

날짜

내용

2002.06.25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컨설턴트와 사업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

2002.06.27
2002.07
2002.07.01
2002.07.02
2002.07.04
2002.07.12
2002.07.18
2002.07.19
2002.07.26
2002.07.31
2002.08
2002.08.06
2002.08.06
2002.08.07
2002.08.09
2002.08.09
2002.08.09
2002.08.09
2002.08.09
2002.08.16
2002.08.16
2002.08.22
2002.08.27
2002.08.29
2002.08.30
2002.09.06
2002.09.09
2002.09.10
2002.09.12
2002.09.17
2002.09.17
2002.09.23
2002.09.30

고리 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경년열화평가 Ⅱ)용역 수주
사우디 Bemco, 삼환기업과 사업합의서 약정체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행
가동원전 동력구동밸브 설계기준 검토용역 수주
한국건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사업공동수주 협력합의서 체결
정보화심의위원회 신설
영국 정부 한국무역진흥실 수출진흥 수출담당관 내방
사우디아라비아 SBG-IPP사 부사장 내방
한수원, 두산중공업, 한전기공과 북미지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약
미국 Coal-Gen 2002 전시회 참가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태안화력 7,8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한기DL시스템 사용방법 소개 관련 영상물 제작
박용택 사장 KEDO원전 최초 콘크리트 타설식 참석
신월성 1,2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용역 수주
신고리 1,2호기 종합설계용역 수주
신월성 1,2호기 종합설계용역 수주
신고리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수주
S&L과 경영협력 양해각서 체결
증시상장 주간사 입찰 철회 한전 공문 접수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 내방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회원 내방
멕시코 Power Gen Latin 전시회 참가
제3회 환경신기술전시회 참가
한전과 감사협약 변경 체결
박용택 사장 제8회 원자력 안전의 날 기념식 참석
분당 저온탈질 현장사무소 현판식
당진화력 7,8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노동조합수해복구봉사활동(삼척, 20명)
보령화력 7,8호기 설계기술용역 수주
한국CM협회 가입
건설사업관리협회 등록
사우디아라비아 Sawamlah/Al-Leith 변전소 제어 및 보호설비 설계 및
공급용역 수주

2002.10.04
2002.10.07
2002.10.07
2002.10.14
2002.10.16
2002.10.18
2002.10.18

한기DL시스템 가동 기념행사
싱가폴 Power Gen Asia 전시회 참가
PHYSOR 2002 전시회 참가
정보화 기본계획(02~05년)수립
고리 3,4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경년열화 평가) 용역 수주
추계 체육대회 실시
한수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3호기 공사재개
기초공사 국제협력

2002.10.25
2002.10.31
2002.11.22
2002.11.26
2002.12.01
2002.12.01
2002.12.04
2002.12.05
2002.12.06
2002.12.06
2002.12.06
2002.12.21

제14회 한기문예전 및 제6회 미술전 시상식
BNFL 회장 일행 내방
상해 국제공업박람회 참가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관리기술지원 용역 수주
전자입찰시스템 도입
한수원과 베트남 원전도입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합의서 체결
2000~2003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및 노사현안합의서 체결
노사공동 평화선언문 선포식
KOPEC 역사관 개관식
국내 최초 건설사업관리(CM) 능력 국내 1위로 평가
제7대 노조위원장 박용성 취임
OECD/NEA의 Irphe Project 자문용역 수주

APPENDIX

날짜

16
날짜
2002.12.23
2002.12.23
2002.12.27
2002.12.28

연표

내용
일체형 원자로 종합설계용역 1단계사업 수주
SMART-P 플랜트 연구를 위한 종합설계용역 수주
2002년도 경영혁신 보고대회 개최
동력변환계통 기본설계 및 배치연구용역 수주

2003
2003.01.08
2003.01.21
2003.01.23
2003.01.29
2003.01.29
2003.02.17
2003.02.19
2003.02.26
2003.02.28
2003.03.02
2003.03.07
2003.03.10
2003.03.13
2003.03.14
2003.03.28
2003.04.01
2003.04.03
2003.04.09
2003.04.10
2003.04.10
2003.04.16
2003.04.16
2003.04.17
2003.04.18
2003.04.22
2003.04.23
2003.04.23
2003.04.24
2003.04.25
2003.04.29
2003.05
2003.05.13
2003.05.20
2003.05.23
2003.05.29
2003.06.10
2003.06.13
2003.06.16
2003.06.17
2003.06.17
2003.06.20
2003.07.01
2003.07.03
2003.07.11
2003.07.23
2003.07.24
2003.07.25
2003.07.28
2003.07.30
20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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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수강(Off-line) 지원교육 도입
안성시분뇨처리장 개선보완공사 수주
Westinghouse Electric사와 양해각서 체결
대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수주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in-Korea) 가입
제1차 이사회, 2002년 결산승인안 등 의결
율촌복합화력 건설 Owner’s Engineer 용역 수주
필리핀 국회의원 일행 내방
영흥화력 3,4호기 건설 설계기술용역 수주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의연금 모금 및 기탁
전문계열화 추진 노사공동협의회 구성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통보 및 경영혁신추진계획 제출
농협하나로클럽 부산점 신축공사 수주
Lingdong 원자력 건설지원을 위한 기술자문용역 수주
인천공항 건설기술전시회 참가
경수로계획단 국장 신동식 내방
한국가스기술공업 기술협력협정 체결
제18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박용택 사장 제19회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참가
능률협회 녹색경영 청정기술부문 최우수상
윤리경영 실천계획 수립 시행
국내 최초 개발 저온탈질촉매 정부 신기술(NT) 인증 취득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
윤리경영 실천다짐대회
전문계열화 관련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한국 ESOP)
전문계열화 추진방안 확정
한국형 배연탈황공정(KEPAR)의 격상실증연구 수주
PB Power 사장 일행 내방
우리사주조합 총회 규약개정
AECL과 상호협력협정 체결
우리사주제도 공기업 시범사업장으로 KOPEC 선정
한국원자력기기검증협회 현판식
제14대 대표이사 사장 정경남 취임
평택화력 1~4호기 보일러 제어설비 교체설계 기술용역 수주
윤리경영 행동규범 제정으로 회사 윤리경영제도 도입
저온탈질촉매 미국특허등록
노사화합 한마당 개최(본사)
국도 45호 확·포장공사 수주
Golder 기술인력 지원용역 수주
국제환경기술전 전시회 참가
홍보실 및 원가공정실 신설
필리핀 Panay 석탄화력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수주
전력 관련 노동조합 연대회의(전력연대) 출범식
벡텔 원자력사업분야 사장 Jim Reinsch 일행 내방
회사 종합소개서 신규 제작
Entech Pollutec Asia 참가
루마니아 경제산업부 차관 A. Grigorescu 일행 내방
APR1400 열수력 실중실험 결과자료 기술 실시계약
태안화력 1~6호기 탈질설비 설계기술용역 수주
고활성촉매, Hybrid SCR 설계/실증 Plant에 의한 탈질공정기술 개발용역 수주

날짜

내용

2003.08.07
2003.08.11
2003.08.11
2003.08.27
2003.08.28
2003.08.28
2003.09
2003.09.01
2003.09.01
2003.09.02

전문계열화 추진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중국 서북전력설계연구원 부원장 일행 내방
한기 한마음축구대회
서울 국제플랜트 기술전 참가
리비아 전산연구원 원장 일행 내방
녹색경영대상 수상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홍보를 위한 지역 농산물구매운동 실시
차세대 화력발전시스템 기본설계용역수주
제도개선분야 노사합의서 체결
한수원, 한전기공, KNFC, 한국원자력연구소,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해외 원전시장 공동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2003.09.03
2003.09.05
2003.09.12
2003.09.16
2003.09.19
2003.09.19
2003.09.20
2003.09.22
2003.09.22
2003.09.23
2003.09.23
2003.09.25
2003.09.25
2003.09.29
2003.10.01
2003.10.02
2003.10.06
2003.10.15
2003.10.16
2003.10.16
2003.10.20
2003.10.22
2003.10.24
2003.10.27
2003.10.31
2003.11.06
2003.11.11
2003.11.17
2003.11.18
2003.11.25
2003.12.02
2003.12.10
2003.12.12
2003.12.15
2003.12.17
2003.12.17
2003.12.19

중국 NPCC사 사장 Li Zhen Zhong 일행 내방
하동화력 7,8호기 건설공사 기술지원 용역 수주
정경남 사장 IAEA 총회 참석
사우디아라비아 Safa 변전소 제어 보호설비 설계 및 기자재공급용역 수주
양산열원시설 건설공사 수주
태풍 매미 수재민돕기 성금모금 및 기탁
지역사회유대강화, 마성초등학교 나무 기증(황금측백나무 42그루)
임직원 금강산 체험연수 실시
베트남 산업부 산하 기계연구소장 일행 내방
Power Gen Asia 전시회 참가
전문계열화 관련 노동조합 총회
리비아 걸프발전소(4×350㎿) 입찰설계용역 수주
노사합동 수해복구 대민지원활동(80명, 창원, 강원도)
대덕연구단지 30주년 전시회 참가
한기 한마음축구대회 결승전 및 기념 축하 행사
765㎸ 신안성-신가평 T/C 철탑기초 설계용역 수주
한국외국어대 글로벌경영자과정 1기 과정 입학식
저온탈질시스템 시범화사업 완료보고 및 시연회(분당열병합)
환경 신기술 발표회 전시회 참가
제3차이사회, 여·수신업무규정 세칙안 의결
중국 수도강철 부사장 및 녹창그룹 사장 일행 내방
당진화력 1~4호기 탈질설비 설계기술용역 수주
서천화력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수주
영광 1,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경년열화 평가) 용역 수주
대동제(강원 횡성 현대성우리조트)
2003년 하반기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인증서 선정
플랜트 보조 및 제어시스템 모델 개발 및 통합
전문계열화 관련 노동조합 총회
Lingdong 원전 IMS 실무자 일행 내방
중국 전력투자집단공사(CPI) 부사장 일행 내방
프랑스 환경산업박람회 참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전 설계용역수주
한국 신기술 인증제품 대전 참가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 참가
하동화력 1~6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수주
Stone & Webster사 역무지원계약 수주
보령화력 3~6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수주

2004
2004.01.09
2004.01.27
2004.02.05
2004.02.13
2004.02.16
2004.02.23

이스라엘 전력공사 일행 내방
반월, 구미 발전소 탈황 및 탈질 설비공사 기본설계용역 수주
이라크 전력부 차관 에마드 일행 내방
두산중공업과 상호협력협약 체결
제1차이사회, 2003년 결산승인안 등 의결
우리사주제도 공청회 개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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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40년사

내용

날짜

내용

2004.02.24
2004.02.30
2004.03.01
2004.03.02
2004.03.08
2004.03.10
2004.03.12
2004.03.15
2004.03.16
2004.03.17
2004.03.18
2004.03.22
2004.03.25
2004.03.28
2004.03.31
2004.04.07
2004.04.09
2004.04.13
2004.04.14
2004.04.25
2004.04.28
2004.04.30
2004.05.10
2004.05.18
2004.05.19
2004.05.21
2004.05.25
2004.05.26
2004.06.01
2004.06.03
2004.06.03
2004.06.08
2004.06.11
2004.06.17
2004.06.18
2004.06.24
2004.06.24
2004.06.24
2004.07.01
2004.07.08
2004.07.13
2004.07.15
2004.07.15
2004.07.21
2004.07.23

인도네시아 PLN-E 인사 내방
울진 1,2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용역 수주
인도네시아 Bojonegara 복합화력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수주
제28기 신입사원 입사
Westinghouse사 O&M 참여용역 수주
인천화력 3~4호기 질소산화물저감설비 설계기술용역 수주
정경남 사장 제1회 원자력원로포럼 참석
Beijing Datang Co. Production Manager Huang Xin Teag 일행 내방
북경 CINIE(NIC’2004) 참가
일본 Nano Tech 2004 참가
노사 단체협약 체결
신성장 동력개발추진반 신설
수도권 매립지매립가스자원화사업 중송전선로공사 수주
우수 친환경 상품전 참가
한기동우회 제3대 회장 장기옥 취임
사단법인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특별회원 가입
사우디 Aramco 열병합 구내 Switchyard 설계 및 기자재 공급 수주
상임감사 김은규 취임
기록관리절차 개선 추진반 신설
제19회 원자력산업전시회 참가
APEC 회원국 한국원전기술 연수참가자 회사 방문
골프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사내 중국어회화 교육 도입
SAREX 미국상표 등록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 참가
단병호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강연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설문조사
국제원자력기술전람회 참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공사 인력용역 수주
154㎸ 곤지암-초월 T/L 건설공사 수주
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PEA) 사장 Paichit Thienpaitoon 일행 내방
말레이시아 환경전시회 참가
리비아 Misurata 복합화력(750㎿) 입찰설계 용역 수주
제15대 대표이사 사장 임성춘 취임
시흥시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증설공사 수주
KSTAR 종합사업관리체계 개발 기술용역
필리핀 Cebu 석탄화력 건설타당성조사용역 수주
지역사회 공로 표창장 수여(경기도지사)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및 탄력적 근무시간제 중지
사업단에 사업관리실 신설
한국일보 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 획득
중국 산동성 전력 관련 인사 내방
제3차이사회, 출자금 증자승인안 의결
우리사주제도 관련 국제 세미나 참석
고활성탈질촉매 제조기술 개발, Hybrid SCR 설계,실증 Plant에 의한 탈질공정
기술개발 수주

2004.09.17
2004.09.17
2004.09.20
2004.09.30
2004.10.01
2004.10.04
2004.10.08
2004.10.21
2004.10.27
2004.10.28
2004.10.28
2004.10.29
2004.11.01
2004.11.02
2004.11.04
2004.11.09
2004.11.12
2004.11.16
2004.11.22
2004.11.23
2004.11.29
2004.11.30
2004.12
2004.12.08
2004.12.09
2004.12.13
2004.12.20

MPR과 양해각서 체결
중국 핵동력연구설계원(NPIC) 원장 일행 내방
TDF 연소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설계기술/감리용역수주
제7대 노조위원장 박용성 퇴임
ITER프로젝트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자료체계 구축용역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가입
S&L 경영진 내방 및 협력방안 협의
2004년 한기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용인실내체육관)
제8대 노조위원장 이경목 취임
측량업(공공측량업) 등록
환경신기술 발표회 전시회 참가
하노이 국제산업박람회 참가
이스라엘 Rutenberg ‘D’화력 건설 자문용역 수주
전력산업 기반조성과제 전시회 참가
2004 상해 국제공업박람회 참가
북경 국제탈황탈질전시회 참가
Westinghouse사 Senior Vice President James A. Fici 일행 내방
반월발전소탈황/탈질설비 설계및 건설사업관리용역수주
중국 CNPEC사 부사장 Zheng Keping 내방
2004 국제친환경 엑스포 참가
광주, 도척, 남한산성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 시설 공사 수주
2004 발전 컨퍼런스 참가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2004 나노기술전시회 참가
여수화력 1호기 주제어설비 개선 설계용역 수주
제5차 이사회, 신협직원 신규채용 계획안 의결
남제주화력 3,4호기 탈황설비 설치공사 수주(공개경쟁을 통해 수주한 최초의
환경신기술 분야 턴키사업)

2004.12.21
2004.12.23
2004.12.23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7
2004.12.28
2004.12.30
2004.12.31
2004.12.31

철탑기초 및 변전기기 기초설계개선용역 수주
창립 30주년 공식 엠블렘 제정
영흥화력 1,2호기 및 송전선로 종합준공 (우리회사 설계)
제29기 신입사원 입사
구갈 별관사옥 임차
원자력마크 수상(과기부 원자력학회)
2004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
순천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공사 수주
정보화심의위원회 폐지
345㎸ 선산-신포항 송전선로 연결 경과지 설계용역 수주
목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공사 수주

2004.08.05
2004.08.16
2004.08.16
2004.08.24
2004.08.26
2004.08.26
2004.09.01
2004.09.02
2004.09.15
2004.09.16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 수주
부서자료 공유시스템 운영
2004년도 임단협 체결
Nano Korea 2004 참가
Nano Korea 2004 나노산업기술상 시상식(은상 수상)
한국우리사주협회 회원사 가입
2004 오사카 뉴 환경전 참가
제주도 한경풍력 2단계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 수주
국가지정 연구실(NRL)사업 전시회 참가
산동성 국제 Green lndustries 전시회 참가

2005
2005.01
2005.01.12
2005.01.20
2005.01.24
2005.03.01
2005.03.02

제3회 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 최우수상 수상(전력선 신호분석 기술)
한미파슨스와 MOU 체결
생산성 임금협약제 시행공문 접수
구갈 별관사옥으로 4개 부서 이전(토목기술처 등 308명)
클린카드제도 전면 실시
중국 광동 Ling Ao Phase II 원전건설 기술자문용역 계약 서명식(PBC
파워빌트컨설팅)

2005.03.09
2005.03.21
2005.03.23
2005.03.28
2005.03.30
2005.03.30
2005.04.05
2005.04.15

경영혁신실 신설
가동원전 출력증강 기술개발(II) CRT 교육(현대정보기술 아카데미)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패 수여
한수원 시스템엔지니어 제1차 설계기술교육
중국 구리산 발전사업 한전컨소시엄 주주 간 계약 서명식
회계감사인 하나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 선임
직원 및 자녀 결혼 축하화환 전달 시행
원자력발전소 폐수처리설비 COD/T-N 동시제거 공정개발 기술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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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날짜

내용

2005.04.20
2005.04.22
2005.04.22
2005.04.27
2005.05.03
2005.05.06
2005.05.06
2005.05.09
2005.05.19
2005.05.19
2005.05.19
2005.05.23
2005.05.24
2005.06.01
2005.06.08
2005.06.10
2005.06.10
2005.06.16
2005.06.16
2005.06.17
2005.06.17
2005.06.22
2005.06.24
2005.06.24
2005.06.30
2005.07.01
2005.07.21
2005.07.25
2005.07.25
2005.07.26
2005.07.31
2005.08.09
2005.08.11
2005.08.12
2005.08.30
2005.09.26
2005.09.29
2005.09.30
2005.10
2005.10.13
2005.10.25
2005.10.31
2005.11.09
2005.11.15
2005.11.16
2005.11.17
2005.11.24
2005.11.29
2005.11.29
2005.11.30
2005.12.09

KOPEC 방식시스템 특허 취득
제1회 원자력사업단 기술세미나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알림
CM 대상부문 동상 수상
산동성 백년전력발전고분유한공사 부총경리 일행 내방
관리체계 혁신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제1회 공공기관 이전대책 노사공동위원회
미국 KBR과 MOU 체결
경영혁신 정착을 위한 신입사원 멘토링 결연식 및 교육
2004년도 입사 신입사원 대상 멘토링그룹 결연식
평택화력 한국형배연탈황설비 준공
제7회 한기미술사진전 심사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KOEX) 참석
Network Loan 제도 시행(중소협력업체 생산 초기 운전자금 지원 제도)
기술개발방향정립 토론회 개최
국가환경경영대상 수상(탈황설비기술)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임성춘 사장)
중국 구리산화력발전사업 출자 참여
장려금 결정, 경영평가 주체 이사회에서 한전으로 변경
창립 30주년 기념 정근모 박사 초청강연회
원자로설계개발단 양재영 부장 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 초대 회장 선임
한중 원전기술포럼
지방이전 지역 결정(경상북도)
울진 1,2호기 PSR 경년열화평가 용역 수주
제7회 미술사진서예전
신고리 1,2호기 건설허가 취득
SAREX 원자력안전마크 수상
2005년 한국우수환경산업체 선정
전기방식용 양극조립체 특허 취득
한국우수환경업체 선정
SAUDI ARAMCO 열병합 발전소 230kV Switchyard 수전 성공
중국현지사무소 개소(중국 청도)
울진 5,6호기 종합준공
참사랑봉사단 창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행 기본협약 체결
신월성 1,2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연구소 수명관리관련 연구사업 수주 100억 달성
창립30주념 기념 ‘한기가족 한마음 대축제’
30년사 사사대상 수상
삼천포화력 1~4호기 탈황설비 및 3,4호기 탈질설비 종합준공
사장추천위원회 및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웨스팅하우스와 NuStart 프로젝트 계약 체결
창립30주년 노사한마음대토론회 개최
KOPEC 참사랑봉사단 농어촌마을과 결연(경기 가평균 설악면 묵안1리)
윤리경영사이버교육 시행
베트남사무소 개소(베트남 하노이)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기술지원교육 시행
탈질촉매 KoNOxⓇ 출원 상표 등록 결정
고객만족추진 실천대회
YES 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개관
2005년도 임단협 체결(임단협 체결 및 관리체계 혁신제도 도입에 전력그룹사
최초로 합의 서명)

2005.12.27

경영혁신경진대회 개최

날짜

내용

2006
2006.01.03
2006.01.19
2006.03.09
2006.03.28
2006.04.03
2006.04.04
2006.04.28
2006.05.28
2006.05.29
2006.06
2006.06.09
2006.07.10
2006.07.11
2006.07.21
2006.07.21
2006.08.03
2006.08.25
2006.08.28
2006.08.28
2006.08.28
2006.09.15
2006.09.21
2006.09.28
2006.09.29
2006.10.17
2006.11
2006.11.01
2006.11.03
2006.11.08
2006.11.09
2006.11.14
2006.12.06
2006.12.22
2006.12.22

저온탈질촉매 국내 특허 취득
나이지리아 AFAM VI 복합화력발전소 설계용역 수주
신고리 1,2호기 종합설계용역 현장사무소 개소
신울진 1,2호기 사전준비용역 수주
공사 및 용역 발주업무 전자입찰 시행
인천복합 2호기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수주
신월성 1,2호기 건설 기공식
조류발전소 2단계 용역 수주
베트남 원자력 인력양성 교육 실시
SAREX 판매(통합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전산 소프트웨어)
국내 최초 초초임계 발전소 당진화력 5,6호기 준공
한신정주 신용등급평가 AA-등급 획득
전력·전기산업투자조합에 1억 원 출자
배가스 폐열회수처리시스템 특허 획득
탈황 폐수의 총 질소 제거장치 및 방법 특허 취득
미국 벡텔에 기술인력 파견
산업자원부 주관 혁신성과 협약 서명
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용역/원자로계통설계용역 수주
중소협력업체 초청 상생협력 컨퍼런스
원자력발전소 제어봉 불시낙하 방지 장치 및 방법 특허 취득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노동부장관 표창 수상(임성춘 사장)
원자로용 관통노즐의 인장잔류응력 감소장치 및 방법 특허 취득
VIP KOPEC Program 시행
회사 창립 31주년 기념식
초음파유량계 기술 우수과제로 선정
주급수 제어계통 개선사항 중국 특허 취득
국정감사 우수피감기관 선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종합설계용역 수주
에너지절약촉진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2006 사회공헌기업 대상 수상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전력그룹사 중소기업지원 성과경진대회 수상
생산성협약임금제 시행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정

2007
2007.01.29
2007.02.15
2007.02.20
2007.03.20
2007.03.21
2007.04.03
2007.04.19
2007.04.27
2007.04.30
2007.05.02
2007.06.01
2007.06.01
2007.06.04
2007.06.18
2007.06.20
2007.06.25
2007.07.12

Vision 2007 대한민국 혁신기업 경영혁신부문 대상 수상
천연 망간 광석을 포함하는 바나듐/타니아계 탈질촉매 특허 취득
원자로공동 영구수조밀봉체 특허 취득
300㎿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플랜트종합설계 기술용역 수주
상임감사 김행영 취임
박막형 부식매질 환경하의 전기방식 장치 및 방법 미국특허 취득
WEC와 신고리 3,4호기 인허가 지원 계약
탈질 촉매 유라시아 특허 취득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 UN 등록
중국 원전건설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한 협약서 체결
신울진 1,2호기 종합설계용역 사전작업 착수지시서 접수
신월성 1,2호기 종합설계용역 현장사무소 개소
신월성 1,2호기 건설허가 취득
제16대 대표이사 사장 송인회 취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 수주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기술지원용역 수주
상임이사 취임(이종성 경영지원본부장, 허영석 원자력사업단장,
변재엽 전력기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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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날짜

내용

2007.07.12
2007.07.14
2007.07.20
2007.07.23
2007.07.24
2007.07.31
2007.08.06
2007.08.10
2007.08.16
2007.08.20
2007.08.22
2007.09.01
2007.09.05
2007.09.05
2007.09.13
2007.09.13
2007.09.20
2007.09.21
2007.10.01
2007.10.12
2007.10.15
2007.10.25
2007.10.31
2007.11.19
2007.11.20
2007.11.28
2007.12.05
2007.12.10
2007.12.10
2007.12.11
2007.12.17
2007.12.18
2007.12.24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종합설계기술용역 수주
이옥재 플랜트사업단장, 노태선 원자로설계개발단장 취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제3차 한기 경영혁신아카데미 개최
Dream2010 추진위원회 발족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관련 출원 상표 등록 완료 (PIMS)
리비아 Misurata and Benghazi 복합화력발전소 설계기술용역 수주
영주 농협 파머스마켓 신축공사 준공
전력그룹청렴실천결의대회
APR+ 개발 타당성 평가과제 협약 체결
보령화력 1,2호기 한국형배연탈황설비(KEPAR) 격상실증연구 시공 계약 체결
200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자매결연 1사1촌상 수상
초고온탈질촉매 특허 획득
신고리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중소협력업체 대상 발전소 현장체험단 행사
경북 혁신도시 기공
KOPEC 200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회사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DREAM 2010 선포식
2007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007 한국의 경영대상 생산성 대상 수상
당진화력 9,10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수주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전력계통분석 용역 수주
국내 전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PSR의 경년열화 용역 수주
2007 사회공헌기업 대상 ‘자원봉사 부문’ 대상 수상
신고리 3,4호기 기공식
2007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 공공부문 재미있는 일터상 수상
중소기업지원 활용부서 및 전력그룹사 지원성과 우수사례 선정
개선된 질량 및 에너지 방출 해석방법론 KIMERA 승인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 획득
2007년 노사문화대상 수상
태안 기름유출 지역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실시
신울진 1,2호기 종합설계용역 초기분 / 원자로계통설계용역 초기분 계약체결

2008.10.09
2008.10.09
2008.10.16
2008.10.28
2008.10.29
2008.10.31
2008.11.14
2008.11.18
2008.11.20
2008.11.26
2008.11.28
2008.12.22
2008.12.29

2008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 연구개발 부문 대상 수상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설계 참여
2008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 공공부문 재미있는 일터상 수상
제17대 대표이사 사장 권오철 취임
2008년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아랍에미리트 Shuweihat S2 IWPP 복합화력발전소 종합설계용역 수주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제작 및 교체시공 기술지원용역 수주
2008 한국의 경영대상 생산성대상 종합대상,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2008년도 국가품질상품질경영상 수상
2008 사회공헌기업 대상 자원봉사부문 대상 수상
청렴실천 결의행사 개최
노사합동 한마음 대화의 날
3본부 1단체제 도입(기획마케팅본부, 원자력본부, 플랜트본부,
원자로설계개발단)

2008
2008.01.09
2008.01.17
2008.01.24
2008.02.19
2008.02.27
2008.03.31
2008.03.31
2008.04.02
2008.04.10
2008.04.15
2008.04.17
2008.05.02
2008.05.23
2008.05.28
2008.06.10
2008.06.13
2008.06.23
2008.07.01
2008.07.01
2008.07.19
2008.08.0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기념행사
다경험 직원을 위한 생애설계 교육
제주한경풍력발전소 준공
제1차 Global Standard 품질경영 아카데미 개최
AP1000 COL Demostration & Design Finalization Project 계약 체결
신고리 1호기 원자로 설치 기념식
안양 및 부천 열병합발전소 HRSG 폐열회수 ESCO사업 준공
하이닉스 반도체와 탈질사업 계약 체결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취득 및 본관기초굴착공사 착수
포스코파워 복합화력발전소 종합설계기술용역 수주
인도네시아 Cirebon 기술자문용역 수주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해외 연구용원자로시장 공동개발 협력MOU 체결
2008 국가환경경영대상 전문상 수상
당진화력 7,8호기 준공
2008년 임금협약 무교섭 체결(2년 연속 무교섭 체결)
모듈형 원자로 상부집합체 특허 취득
제어봉구동장치 내진지지판용 충격흡수장치 특허 취득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음식 전달
상임감사 김주완 취임

2009
2009.01.14
2009.01.22
2009.02.06
2009.02.25
2009.03.26
2009.03.30
2009.04.06
2009.04.13
2009.04.22
2009.04.30
2009.05.14
2009.05.25
2009.05.26
2009.05.29
2009.06.12
2009.06.19
2009.06.22
2009.06.25
2009.06.29
2009.07.08
2009.07.17
2009.07.27
2009.07.29
2009.07.31
2009.08.03
2009.08.05
2009.08.14
2009.08.19
2009.08.20
2009.09.16
2009.10.01
2009.10.13
2009.10.19
2009.10.20
2009.10.23
2009.10.27
2009.11.10
2009.11.26
2009.12.14
2009.12.21

상임이사 취임 - 박치선 플랜트본부장
그리스 GRR-1 연구로 설계개선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새 출발 새 다짐’ 한기호프데이
울진 현장사택 매각(안) 승인
자율창업지원 추진(안) 승인
정원감축(-10.2%, 195명)
분당복합화력 2단계 연돌열회수 ESCO사업 수주
경수로원전 복수탈염설비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수주
영광솔라파크/고리풍력발전 CDM사업 UN 등록
APR 표준상세설계개발 사업수주
그리스 GRP-1 연구로설계개선용역 수주
제18대 대표이사 사장 안승규 취임
급여규정 개정(2009.06.01 이후 입사하는 직원급여의 15.2% 하향 조정)
신울진 1,2호기 종합설계용역 수주
상장회사 표준정관반영 정관변경, 액면분할 및 주식상장 의결
CEO 주도 미래비전 설정 워크숍
강릉 탈질촉매공장 준공
ITER 한국사업단 발주 방사성폐기물 과제 계약 체결
말레이시아 최초 원전 예비타당성 검토사업 수주
3통의 장 실시(사장과 직원 간 대화의 시간)
APR1400 시장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과제 협약 체결
신월성 1호기 원자로 설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UN 등록
신울진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수주
인도네시아 잠비주 사로랑운 석탄호력발전 타당성 용역 수주
이라크 쿠르드 중유발전소 건설 기술자문용역 수주
KEPCO INGS 설립에 관한 협약체결
상임이사 취임 – 이배수 기획마케팅본부장, 강선구 원자력본부장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립참여 및 출연 승인
APR1000 기본설계 개발용역 수주
회사 창립 34주년 기념식 및 2020 New Vision 선포식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종합설계기술 용역 수주
고객기술지원센터 설치
존경받는 기업대상 윤리경영부문 최우수상 수상
ASME N-Certificate of Authorization 인증취득
New 비전 및 전략 공유 확산을 위한 체인지 교육 실시
2009년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제어봉 낙하시 원자로정지 방지 실증시험 성공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양준석 원자로설계개발단장 취임

APPENDIX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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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9.12.29
2009.12.29
2009.12.29

연표

내용
중장기 경영계획 개정(New Vision 및 중장기 전략방향)
임원교육훈련규정 제정
직원 연봉제 확대 시행(직원연봉규정 개정)

2010
2010.03.12
2010.04.20

저온 탈질 특성 촉매 국제 특허(캐나다) 획득
회사 지방이전 계획 및 신사옥 건립 기본계획 및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회사신사옥부지 매매계약체결(안) 승인

2010.05.10
2010.05.27

김천혁신도시 신사옥 부지 매매계약 체결
SMART기술검증및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협약서및합의서체결승인 - KEPCO
컨소시엄 참여(분담금 100억 원, 참여지분 10%)

2010.05.27
2010.05.27
2010.06.15
2010.06.17
2010.06.22
2010.06.30
2010.07.05
2010.07.09
2010.09.16
2010.09.28
2010.10.12
2010.10.20
2010.11.03
2010.11.10
2010.11.10
2010.11.11
2010.12.21
2010.12.24

영문사명 변경(KOPEC → KEPCO E&C)
사우디아라비아 지사 설립 승인
2009년도 그룹사 경영평가 1위
아랍에미리트(UAE) 지사 설립 승인
김천시 신사옥 건립 설계 공모
UAE원전 원자로계통설계 공급계약 체결
인재개발교육원 개원
CI 제막식
보령 1,2호기 한국형배연탈황설비 실증 연구사업 준공
2010년 정원조정(1,715명→1,997명, 282명 증원)
2010 한국의 경영대상 존경받는 기업대상 수상
2010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010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 수상
중장기 경영계획 개정(Vision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보완 및 추가)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체계 구축
UAE 지사 개소식 개최
신사옥 건립 설계용역 계약체결
2011년도 정원 증원(1,997명→2,171명, 174명 증원)

2011
2011.01.07
2011.02.09
2011.03.29
2011.04.22
2011.05.31
2011.06.28
2011.09.02
2011.09.16
2011.09.28
2011.09.30
2011.10.13
2011.11.02
2011.11.23
2011.11.24
2011.12.08
2011.12.28
2011.12.28
2011.12.28

신보령화력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설계용역 수주
월성사택 매각(안) 승인
상임감사 김장수 취임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기술용역 수주
태안화력 9,10호기 종합설계용역 수주
KEPCO IGCC사업 지분출자 승인
지방이전계획 변경(이전 예상인원 및 이전규모 재산정) 승인
터키 화력발전소 기자재 공급 수주
원자력안전설계센터 신설
회사 창립36주년 기념식 및 회사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개최
IAEA 신규원전 도입급 멘토링 워크숍 참가단 내방
존경받는 기업대상 종합대상 수상
가나 지사 설립 승인
2011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토양제염기술 기술실시 계약 체결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EPCO INGS) 운영 출연(13.7억 원) 승인
2009.06.01 이후 입사직원 급여 정상화
2012년도 정원 증원(2,171명→2,232명, 61명 증원)

2012
2012.01.25
2012.02.09
2012.03.28
2012.07.17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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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정년 57세 → 59세 변경
KEPCO ASIA Int'l Ltd 청산(중국 구리산 화력발전사업 중단)
상임이사 취임 - 이덕규 플랜트본부장
가나 발전소 증설 EPC 사업 수주
UAE 바라카원전 1,2호기 건설허가 취득 및 최초 콘크리트 타설

날짜
2012.10.12
2012.10.19
2012.10.30
2012.12.03
2012.12.03
2012.12.04
2012.12.06
2012.12.10
2012.12.22
2012.12.28
2012.12.28
2012.12.28

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협약 체결 승인
상임이사 취임 – 윤순철 원자력본부장, 김종식 기획마케팅본부장
김천혁신도시 신사옥 착공식
토론토사무소 개소 및 Korea-Canada Energy Day 행사 개최
2012 가족친화경영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2012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 종합대상 수상
경수로형 원전 안전해석기술로 기술대상 수상
미국 ENR지 원자력발전 해외설계부문 매출 세계 1위 기록
가나 Takoradi T2발전소 증설사업 현장사무소 개소
2013년도 정원 증원(2,232명→2,316명, 84명 증원)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으로 구분운영
자사주 매입 승인 : 총발행 주식 수의 1%(38만 주), 250억 내외 매입

2013
2013.02.14
2013.02.14
2013.03.18
2013.04.08
2013.05.06
2013.06.07
2013.07.18
2013.07.23
2013.08.01
2013.09.02
2013.09.11
2013.09.25
2013.09.30
2013.10.18
2013.11.20
2013.11.20
2013.11.22
2013.12.03
2013.12.16
2013.12.30

코트디부아르 지사 설립 승인
재무제표 관련 조항 정비(연결재무제표 포함 등)
해외 EPC 사업관리직원 교육 시행
가나 타코라디 T2 Expansion 사업 착공식
UAE사업 ENEC직원 엔지니어링 교육 실시
위기극복 비상경영체제 돌입
제19대 대표이사 사장 안승규 해임
코트디부아르 CIPREL발전소 증설 EPC사업 수주
국제핵융합로(ITER) 중앙연동제어장치 턴키사업 수주
기동감찰팀 신설 운영
오산집단에너지 공급사업 EPC 참여를 위한 지분출자 승인
ITER 중앙연동제어장치 턴키사업 수주
코트디부아르 CIPREL발전소 증설 EPC사업 NTP 발급
제19대 대표이사 사장 박구원 취임
오산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주주협약(안) 승인
자사주 매입(자사주 신탁계약으로 500억 원 매입) 승인
서종태 원자로설계개발단장 취임
오산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주주협약서 및 금융약정서 체결(지분출자 등)
미국 ENR지 원자력발전 해외설계부문 매출 2년 연속 세계 1위 기록
주임급 이상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

2014
2014.01.23
2014.01.24
2014.01.24
2014.02.08
2014.02.14
2014.03.17
2014.04.04
2014.04.11
2014.04.11

명품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식
코트디부아르 CIPREL IV Volet B EPC 사업 착공식
디자인연구회 창립총회
원자로설계개발단 ASME 원자력 인증서 취득
ISO27001 인증 획득
제1차 두드림(Do Dream) 교육 실시
전문기술인 윤리강령 선포식 개최
신고리 5,6호기 종합설계용역 수주
상임이사 취임 – 김재원 플랜트본부장, 신문철 경영관리본부장, 조직래
원자력본부장

2014.04.24
2014.05.09
2014.05.15
2014.05.18
2014.05.20
2014.06.06
2014.06.11
2014.08.14
2014.08.28
2014.09.1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종합설계용역 수주
용인사옥 매각 처분(안) 승인
경상북도와 원전해체 기술개발 협약 체결
BNPP 1~4호기 NSSS설계 현장사무소 개소
바라카 1호기 원자로설치
프랑스 연락사무소 개설
신서천화력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수주
차세대 신형원전 APR+ 표준설계인가 획득
신고리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수주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술지원용역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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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2014.10.10
2014.10.29
2014.10.30
2014.10.30
2014.11.13
2014.11.25
2014.11.28
2014.12.10
2014.12.15
2014.12.22

내용
상임감사 김순견 취임
고성그린파워 Project 종합설계용역 수주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제규정 개정
요르단 최초 원전 부지 평가 용역 수주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준공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취득
일본 RANDEC과 세슘오염 소각재 제염 실증사업 업무협약 체결
‘가나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 메인 스폰서 참가
코트디부아르 씨프렐(CIPREL) IV Volet B EPC 사업 무재해 100만 M/H 달성
미국 ENR지 원자력발전 해외설계부문 매출 3년 연속 세계 1위 기록
필리핀 나가(Naga) 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 수주

2015
2015.02.09
2015.03.04
2015.03.26
2015.03.27
2015.04.01
2015.04.15
2015.04.30
2015.05.03
2015.05.08
2015.05.31
2015.06.10
2015.07.01
2015.07.17
2015.07.31
2015.08.10
2015.08.13
2015.08.31
2015.09.09
2015.10.15

캐나다 SNC Lavalin/Aecon Joint Venture 주관 품질감사 실시
APR1400 설계 미국 NRC 사전심사 통과
Invest in Provence Award 수상
직원협동조합설립추진반 신설
한국전력기술 윤리경영 백서 발간
코트디부아르 씨프렐(CIPREL) IV Volet B EPC 사업 무재해 200만 M/H 달성
가나 ‘Takoradi T2 EPC 사업’ 최초전원계통병입(Initial Synchronization) 성공
윤동주문학상 백일장대회 협력·지원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
명품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최초전원가압 기념행사
김천혁신도시 신사옥 준공
가나 ‘Takoradi T2 EPC 사업’ 전체계통병입 완료
표준근무시간대 변경 및 탄력근무제 시행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기부금 1억 원 전달
독일 E.ON테크놀로지스와 원전해체 기술전수계약 체결
IT센터 이전 및 안정화 작업 완료
김천혁신도시 신사옥 이전 완료
독일 E.ON사와 원전해체기술 워크숍
ISO27001 : 2013 전환인증 획득
김천혁신도시 신사옥 개청식 및 설립 40주년 기념행사

APPENDIX

날짜

편찬 후기

40년을 가슴에
담은 시간
40년의 역사를 한권의 책에 담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삼스레 500년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을 남긴 선조들의 위대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고되고 고민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溫故而知新이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과거를 기억하고 지나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해야만 바른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장차 우리 후배들이 물려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기 40년사 편찬추진반’은 사명감과 열정으로 편찬에 임했으며, 방대한
자료와 수많은 분들의 고증을 통해 <한국전력기술 40년사>를 펴냄으로써 도전과 성장의 역사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40년의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선배와 동료들이 걸어왔던 길이며, 그 길에 아직도 남아 있는
고통, 좌절, 열정, 희열, 자부심과 영광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길을 다시 따라가면서 우리의
선배와 동료들이 느꼈을 감동을 이 순간 <한국전력기술 40년사>를 보고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가 빛을 볼 수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배님들과 ‘테마스토리’에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선후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여나 우리의 선배와 동료들이 흘렸을 땀과 열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전력기술 40년사>가 향후 기록될
50년사, 100년사에도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기 40년사 편찬추진반장 김영호

양재영	40년사인 만큼 정확한 내용이 담기기를 원했고
책꽂이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기보다는 읽혀서 표지가
닳는 사사가 됐으면 했다. 그래서 원로 인터뷰도 하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열심히 수집했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시작할 때의
막막함은 털어내도 되지 싶다.
장진영	40년사가 김천 이주 전까지의 모습이라면
이주 후 10년, 강산이 변한 모습이 담길 50년사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40년사의 씨앗이 심어졌으니
50년사에서는 모든 일들이 찬란히 꽃피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규선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던가….
50년사는 영화로 기록해 보자. 그게 사극 영화든
판타지 영화든 1,000만은 돌파할 것이 분명하다.
Long Live KOPEC!!!
이은주	회사의 40년 역사를 기록하는 데 참여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이 모여 또 다른 40년을 일굴 수
있도록 하루하루 더 충실해야겠습니다.
이흥우	40년사 편찬에 참여하면서 지금의 회사가 있기까지
수많은 선배님들께서 겪으셨을 노고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생애의 하루하루가 네 역사의
한 장 한 장이다”라는 말처럼 장차 우리의 지금과
미래가 사사의 한 부분으로 찬란히 기록될 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태영	40년사 편찬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작업에
참여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사편찬추진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반식	한기가 걸어온 빛나는 40년 역사가 앞으로 한기가
나아가는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전력기술 화이팅!
김주백	오늘의 노력이 미래를 결정하듯이 과거 선배님들의
헌신과 기술 축적이 오늘의 한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기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4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남군우	창립 30주년에 30기로 입사하여 어느덧 10년이 지나,
한기 40년사 편찬에 참여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와 함께
한기 역사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미정 40년사 편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임정혁	배움을 실행하며 혁신을 지향하는 한기, 우리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빛이 될 한기의 지나온 길 40년.
이태윤	눈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다. 눈 녹은 발자국을
찾는 사람도 있었다. 기억과 기록을 위해 괴롭혔던
원설단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한다. 사사 편찬을
위해 옥신각신 했던 모든 분들 수고했습니다!
한은경	우리 회사 40년사 발간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아주 오랜
역사가 만들어지고 커가는 한국전력기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혜	한기의 40년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낸
땀내 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또한 한기의 50년, 70년,
100년을 나의 하루가 만들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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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언제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성장의 시간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2011년 8월 미국의
한 공군기지에서 목성탐사선 주노가 발사되었습니다. 주노는 5년간 7억 1,600km를 날아 2016년 7월이면 목성
상공 5,000km 지점에 도착해 목성 탐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목성 탐사라는 목적을 위해 길고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주노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목성을 향한 방향이 전제가
됩니다. 아무리 빨리 뛴 들 지향점이 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헛심을 쓰는 일입니다. 제구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160km의 강속구 투수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설계 기술자립을 위해 지난 40년 한국전력기술이 걸어온 길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신념에 기반했습니다. 돌아보면 긴 시간 우리는 기술자립을 위해 끊임없이 추진속도를 높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항상 지향점을 가진 추진력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발전소를
설계하겠다는 목표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축적은 이제 다시 세계로 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기 구성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엮은 <한국전력기술 40년사>의 별책은 한기의 구성원들이 한 방향을
보고 달려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의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고 프로젝트 수행의
역경을 뛰어 넘어 진화해 온 지난 40년의 기록이며, 구호물자를 받듯이 도움을 받으며 초창기를 견딘 한기가
성장의 변곡점을 찍고 도약한 성공의 회고이자, 그립고 애틋한 사람들에 대한 헌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담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구색은 갖추지 못했지만 모양은 빠지지 않으며, 유려함은 없지만
소박함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땐 그랬지 하며 읽고, 그 얘기도 있었는데 하며 아쉬워한다면, 이 책은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 무던히 참고 견뎠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일은 현재를 충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앞으로’라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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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아침을 여는 얼리버드의

더욱이 근무시간이 8 to 5로 정착되면서 용인에서는 얼리버드 문화가 자연스레 자리 잡혔다.
억을 깊이 간직하기 위해 용인사옥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돌아보면 그리움은 그 곳에 있다.

고향으로 변모시켰다. 김천으로 이전한 한기인들에게 20년의 세월을 품은 용인사옥은 이제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그 공간의 추

음 맞닥뜨린 이곳의 풍경은 쉽사리 정을 주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은 그런 낯섦을 익숙함으로 바꾸었고, 점차 한기인의

허허벌판이었다. 홀로 우뚝 솟은 번듯한 사옥은 낙후된 주변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극치였다.”라는 누군가의 회고처럼, 처

있

물러났지만, 떠나는 이들의 마음엔 많은 추억을 간직한 공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20년 전 처음 용인으로 이사 올 때 이곳은

에

2015년 8월, 한기는 용인에서의 20년을 뒤로하고 김천으로 이전했다. 성장과 도약의 시대를 함께한 용인사옥은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곳

+ P r o l o g u e

그
다

飛上

_ 비상

어둠이 가시고 동이 트기 무섭게 용인사옥은 또 다른 하루를 여느라 기지개를 켰다. 분당과 죽전, 오리역을 지나

수원 IC 못미처 위치한 한국전력기술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구성역이 개통되면서 지하철로 출근하는 이들도 있

지만, 접근성이 용이치 않은 까닭에 서울이나 경기도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서둘러 출근하기 때문이다.

07:20

하나의 목표를 향해,

出勤

_ 출근

출근자들의 차량이 속속 주차장에 진입하고, 강남 환승 지하철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 회사 인근 지하철역을
오가는 통근버스도 현관에 사람들을 내려 놓았다. 출근이 정점에 달하면 회사는 더욱 활기가 넘치고, 직원들
의 경쾌한 아침인사로 사무실은 왁자하다.

07:40

청명한 정신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餘裕

출근을 서두른 이들이 현관 게이트를 들어선다. 러시아워를 피해 남보다 한발 먼저 출근한 이들은 그만큼의
이득을 얻는다.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거나, 밀린 업무를 일찍 시작해 야근을 피하거나,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여유를 갖는다. 무엇보다 하루를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덕택에 짜임새 있는 하루, 보람찬 일과를
보낼 수 있었다.

_ 여유

08:00

업무의 바다에 그물을 놓다,

活氣

_ 활기

밝은 아침인사와 간단한 정돈으로 활력을 충전한 사무실엔 활기가 넘쳤다. 새로운 하루의 출발선에 선
한기인들은 차분한 준비로 업무의 시작을 맞았다. 화살을 메긴 팽팽한 시위처럼 긴장감이 엿보이기도 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과녁을 향해 곁눈질 하지 않고 날아가듯 한기인의 업무 몰입은 정평이 나 있다.

10:00

소통을 통한 완성,

協議

_ 협의

각자 업무에 열중하느라 고요한 사무실과 달리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회의실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기는 업무 특성상 프로젝트에 따라 부서 간 협조가 많고, 외부 협력업체와 협업이 상시적이어서 회의가
유독 많다. 일상적인 회의문화 덕분에 부서 회의실은 물론이고, 공동 회의실은 항시 만원이다.
회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회의실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용인의 일상이었다.

11:00

미소를 찾는 시간,

休息

_ 휴식

근무에 열중하던 이들이 한숨 돌리는 시각. 업무차 들른 옆 부서 동기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고, 가벼운 농
담도 떠돈다. 또한 이 시각이면 1층 카페에는 잠깐의 휴식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특별한 인테리어를 갖
추진 않았지만,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커피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는 공간이었다. 회사 주변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탓에 외부 손님과 미팅하는 공간으로도 애용되었다.

12:00

한솥밥을 먹는다는 참된 의미,

食口

하루의 절반을 마감하는 점심시간. 저마다의 메뉴를 찾아 바깥으로 나서는 미식가들은 짧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외출을 서두르지만, 고민 없이 한 끼 해결하기엔 구내식당이 제격이다.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 평균
850명으로 조식 150명, 중식 550명, 석식 150명가량이 이곳에서 허기를 달랬다. 사옥 주변엔 부족한
편의시설만큼이나 식당도 많지 않아 외식하기가 쉽지 않았다. 초창기에는 이마저도 복에 겨워 분식집 한 곳이
유일한 식당이었다고 한다.

_ 식구

15:00

작은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責任

오후 3시, 업무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우리나라 주요 발전소 설계 업무가 한기에 집중되고 대부분이 장기
프로젝트라 부서별로 업무량이 폭주한다. 발전소 설계 업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눈코 뜰 새
가 없지만 어느 프로젝트 하나 소홀할 수 없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한기인에게
나태함은 먼 나라 이야기다.

_ 책임

12:30

모든 에너지의 원천,

健康

_ 건강

구내식당에서 서둘러 점심을 마친 이들에겐 여가시간이 생긴다. 전날의 숙취를 달래기 위해 사무실 의자에서
쪽잠을 즐기거나 옥상 벤치에서 한담을 나누기도 하지만, 체력단련실과 탁구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바벨을 들어올리고 탁구채를 휘두르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업무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7:00

퇴근 후 함께 나누는 행복,

同友

_ 동우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 끝났다. 야근이 부득이한 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퇴근을 서두르며 사무실을 나선
다. 그러나 모두가 회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밴드동우회를 비롯해 탁구동호회 등
각종 동우회 활동을 하는 이들은 집 대신 동아리실로 향했다. 올해 새로 조직된 합창단도 화음을 맞추느라
입 맞추는 날이 많았다. 업무라는 틀 안에서 만날 때보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료로서 만나는 시간에 그들은
더 많은 흉금을 털어놓았다.

20:30

꺼지지 않는 불빛,

熱情

_ 열정

야근이 직장인들의 숙명이라면, 한기인들은 숙명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다. 프로젝트가 시간을 다투는 일들
이라 야근이 잦기에 용인사옥의 밤은 낮만큼이나 뜨거웠다. 불 꺼진 사무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퇴근을 잊은 동료들이 일에 몰두하는 풍경은 일상 다반사였다. 그렇게 열정을 바쳤기에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동료애도 끈끈했으리라.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을 달래던 야근 후의 소맥 한 잔은
감로수의 맛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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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지난 40년 한결같은 마음,

진 용인사옥의 장엄하고 기특한 모습은 오랫동안 각인하고픈 풍경이다.

一念

_ 일념

불 밝힌 용인사옥의 마지막 모습은 범접하기 어려운 아우라를 내뿜었다. 20년을 하루같이 우리나라 발전소 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일념이 깃든 신성함 같은 것이다. 건물 자체가 갖는 힘이라기보다는 그곳에 둥지를 틀었던

이들의 정신이 곳곳에 배여 만들어낸 장관이다. 빈틈없이 불 켜진 사무실에서는 이육사의 시 ‘청포도’처럼 한기의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발전소 설계 기술자립의 꿈이 알알이 들어와 박혔을 것이다. 한기 20년 세월을 이고
한기의 베이스캠프였던 용인사옥은 많은 성과와 추억을 남긴 채 이별을 고했다. 그러나 역사는 이곳을 기억할 것이다.

2015년 7월 이전을 시작해 8월 홍보실을 마지막으로 김천신사옥 이전이 완료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출발과 함께 지난 20년간

이 다 들었지만, 결국 정든 직장을 떠날 수는 없었다. 주말마다 서울과 김천을 오가는 생활이 힘겹지만 천천히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두 명씩 퇴직자 소식을 접할 때면 남은 이들의 마음 한편이 허전하다. 주말형 기러기 아빠가 된 어느 팀장은 “이전을 앞두고 별별 생각

부서별로 다른 이사 날짜와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 이사 형태가 달라지면서 생활밀착형 인사가 보편화 된 것이다. 사정에 따라 부서마다

본격적인 이사를 앞두고 한기인들 사이에는 “언제 이사 가느냐?”는 것이 안부 인사가 되었고, “김천에서 만나요”가 작별인사가 되었다.

+ e p i l o g u e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력기술

사옥 변천사
1975년 10월 1일 태동한 한국전력기술은 공릉동 한국원자력연구소 건물에 더부
살이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사업 수주가 늘어나며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사
옥으로 이전한 뒤 1986년에는 삼성동 한국중공업 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그
리고 마침내 10년 만에 용인에 단독사옥을 마련했으며, 20년 만에 다시 둥지를
김천으로 옮겨 글로벌 EPC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5

출범 40년,
힘찬 날개를 달다

김천

김천, 새로운 도약대에 서다
한기는 2015년 8월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에 조성된 신사
옥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대지면적 12만 1,919㎡, 시설면
적 14만 5,864㎡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로 건설된 신
사옥은 에너지 효율 1등급 건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을 극대화한 에너지 절약형 사옥으로 건립되었다. 신사옥
의 건립으로 여러 지붕 아래 흩어져 있던 한기 직원들은
한 자리에 모였다. 한기는 20년 전인 1995년 용인사옥 이
전 때처럼 한 곳에 터를 잡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

지역과 함께하는 ‘더불어 삶’
“우리 한기는 김천 신사옥에서 ‘인간·환경·기술의 융화’
라는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고 혁신과 창조의 중심이 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와의 공존도 모색해 김천을 명품도시로 만드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한기의 석·박사급 엔지니어 730여 명을 비롯해
2,300여 명의 고급 인재들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는 물론 주변 대학과 산학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박구원 사장

새로운 출발
그리고 더부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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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공릉동

풍경, 빈곤의 시절
공릉동 시절은 모든 것이 부족했다. 전체 직원이라야 고작 스무 명 남짓으로 조촐했다. 1년
만에 합작형태가 바뀌어 사명이 변경되었을 때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몇 명이 회사를 떠
나기도 했다. 월급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아 고충을 겪기도 했으며, 친정이랄 수 있는 원
자력연구소에 자주 손(차입)을 벌려야 했다. 격세지감의 세월이었다.

추억 속의 공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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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는 배 밭이 많아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를 찾았다. 가히 도심 속의 별유천지
같았다. 출퇴근 때면 연구소의 통근차를 주로 이용했는데, 어쩌다 통근차를 놓치면 드물게
다니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그럴 때면 연구소 입구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고즈넉
한 길을 걸었는데, 그 전원적인 분위기 때문에 고향집의 푸근한 느낌을 받곤 했다.”
- 최봉기

사업의 확장과

홀로서기
여의도 한전 남서울 사옥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국산화방안 연구조사용역’을 첫 사업으로
고리 3,4호기 현장설계용역, 영광(한빛) 1,2호기 사업 참여와 울
진(한울) 1,2호기 설계용역 체결로 사세가 신장됐다. 이에 따라,
많은 인력 소요를 감안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벗어나 여의도 한
전 남서울전력 사옥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6,7층을 사용했다. 여
의도 시대의 개막은 한기가 비로소 홀로설 수 있는 독자적 사업
영역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의도 별관(쌍마빌딩)

여의도 별관(두레빌딩)

1981

여의도
한기의 사기는 ‘배구’
공릉동 시절 시작된 배구는 남서울전력으로 이사를 하며 절정
의 인기를 구가했다. 한전 측에 요청해 주차장 한쪽에 구멍을
파고 지주를 세우고 네트를 걸어 배구를 즐겼다. 계절 불문에
쌓인 눈까지 치우며 배구 경기에 탐닉했다. 부서별로 술내기가
주를 이뤘고, 사내 체육대회에서도 배구는 가장 이목을 집중시
키는 종목이었다. 1986년 삼성동으로 사옥을 옮기면서는 배구
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핵공학부는 어떻게 배구의 지존이 됐나?

여의도 본사 (1981.01~1986.12)

핵공학부는 어떻게 배구의 지존이 됐나?
“핵공학부는 공릉동 원자력연구소 생명과학동에서 여의도 남
서울전력 건물로 이사 와서도 우승을 도맡아 했다. 전기나 토목
등 타부서에서 수많은 도전장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도전을 물
리쳤다. 회사 체육대회 우승도 떼 놓은 당상으로 매번 50만 원
의 상금을 독차지했다. 이는 핵공학부가 배구를 좋아해서이기
도 하지만, 현역 선수들을 초빙해 비밀 훈련을 할 정도로 승부
욕이 강했기 때문이다.”
- 신재인

강남 전력 벨트 입성,
성장의 발판
삼성동 한국중공업 빌딩
사세 확장에 따라 한전 남서울사옥으로 이전했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사업영역이 더욱 확장되면서 공간부족으로 인해 여의도 3
개 건물에 사무실이 분산되어 업무효율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
1986년 12월 13일 삼성동 한국중공업 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해
한기 조직을 한 자리에 모았다. 삼성동에는 한전 본사를 비롯한
전력관계 회사들이 터를 잡고 있었기에 업무협조에 유리한 측
면을 고려했다.

삼성동 본사 (1986.12~1995.10)

1986

삼성동
한국전력의 그림자
한국중공업 사옥은 한전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1986년 삼성동 한국전력 신사옥 건립에 따
라 또다시 이사를 가면서 비게 된 사무실을 물려받았다. 한기는 이미 1981년 여의도로 이
전할 때도 한전이 한국중공업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을 물려받은 바 있어, 한전이
떠난 자리를 연속으로 이어받은 셈이 되었다. 한전은 1978년 한기의 지분 74.19%를 확보하
며 대주주가 됨으로써 한기의 모회사가 되었으며, 한기는 한전의 기술적 창구 역할을 하며
상부상조의 긴밀한 관계가 이어졌다.

삼성동 별관(대치빌딩)

상전벽해의 시절
“우리 회사는 삼성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당시 경제발전과 발맞춰 급속히 성장했다.
당시 한기는 삼성동 영동대교와 삼성역 중간에 있었는데 그 주변은 노지와 허술한 건물로
미개발 지역이나 다름없었다. 1987년 영광(한빛) 3,4호기 사업조직 인원 40여 명 중 자가용
을 가진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지만, 몇 년 후에는 전 직원이 차를 소유하게 되었다. 회사도
개인도 조금씩 윤택해지던 시기였다.”
- 유석태

삼성동 별관(역삼빌딩)

꿈에도 소원은 독립 사옥

용인사옥 건립을 위한 준비

삼성동 사옥 이전 후 영광(한빛) 3,4호기에 이어 보령화력 3,4호
기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따라 인력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공업 사옥으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1989
년 3월과 12월에 잇따라 대치동 소재 빌딩 2곳에 사무실을 임차
해 별관을 운용했다. 그럼에도 공간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아
1991년 5월에는 수화력사업단을 역삼동 소재 빌딩으로 이전하
면서 본관, 대치동 별관, 역삼동 별관으로 분리해 운영했다. 이
로 인해 업무 협조가 원활치 않았고, 업무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애를 먹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 지출이
늘어났다.
1990년대 초 자사 소유의 사옥을 통한 조직일원화는 당시
2000여 명까지 불어난 한기인의 ‘꿈에도 소원’ 이었다.

1990년대 초 자사 소유의 사옥을 통한 조직일원화는 당시
2000여 명까지 불어난 한기인의 ‘꿈에도 소원’ 이었다. 1990년
9월 ‘사옥 및 사택 건설추진반’이 발족하면서 숙원의 첫 발을 떼
었다. 추진반은 우선 수도권 일대 50여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를 최종 부지로
확정해 1991년 1월 9,210㎡의 부지를 매입했다.

인텔리젠트 빌딩의 구현

소망의 결실,
용인시대의 개막

1995

엔지니어링 회사의 특성을 살린 건축물을 지향하면서 최첨단
IBS 빌딩으로 계획된 신사옥은 1993년 5월 21일 착공해 1995년
10월 완공되었다. 약 419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신사옥은 지
상 7층, 지하 3층 연면적 3만 9,917㎡로 통신망을 비롯한 사무자
동화설비, 빌딩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체력단련실과 휴게
실, 식당 등 부대시설도 갖추었다. 또한 직원 복지시설도 구비
되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구현했다.

분당과 수지별관 운영
공간 걱정은 없을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은 사세가 확장되면서
다시 빗나갔다. 사업 영역 다각화와 수주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서 결국 용인사옥만으로는 한기 직원들을 수용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분당과 수지별관을 마련해 넘쳐나는 직원
들을 수용했다.

용인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대전사옥(1997.01~)

분당 별관(2010.02~2015.08)
용인 사옥 (1995.10~2015.08)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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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에는 좋은 사공들이 많았습니다.
한기가 산으로 가지 않고 대해로 갈 수 있게 한
이들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가진 국민은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한기도 좋은 리더들이 있어 행복했고
성장했습니다. 척박하고 궁핍했던 시절
대열의 선두에서 구심점이 되었던 그들은 지금
노병이 되어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따뜻하고
귀한 소리입니다.

I n t e r v i e w
명

불

허

전

1

정근모 박사의
‘행복했던 CEO 인생’

“가장 즐겁게 일했고, 후회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한기를 이끌었던 정근모 전 사장은 한국전력기술 역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리더
로 꼽힌다. 회사를 이끈 기간은 채 4년이 되지 않았지만, 100년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의 족적
은 뚜렷했다.

천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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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새로운

미래를

열다

학기술정책수단 연구사업 멤버이자 정근모 박사와는

-

절친한 경기고 동기동창이었다. 김 수석은 전두환 전

1982년 3월의 어느 날. 정근모 박사가 근무하는 미국과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제5공화국의 경제대통령

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정책연구

으로 통하던 인물이었다.

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

“정 박사가 보내 준 논문을 읽었는데 무척 감명적이었

재익 경제수석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개원 이

어. 그 논문을 읽다보니 아무래도 당신이 와서 한국원

후 연구모임으로는 처음 설립된 과학사회연구실의 과

자력기술(KNE) 사장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27

읽었는데 무척 감명적이었어.
그 논문을 읽다보니 아무래도
당신이 와서 한국원자력기술(KNE)
사장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들었어. 과학기술처와도 상의를 했고, 대통령의 재가도

1979년 미국을 혼란에 빠트린 TMI 원전사고에서 비롯

받았으니 정 박사가 돌아와서 그 논문대로 제대로 된

됐다.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어주게.”

TMI 원전사고는 스리마일 섬(TMI : Three Mile Island)

1971년 탄생한 KAIST 설립의 단초를 제공하고 초대 교

의 원전 2호기에서 원자로의 용융이 발생한 최악의 사

수 겸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한국과학 교육의 밀알을 뿌

고였다. 이 사고로 원자로는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고,

렸던 정근모 박사는 KAIST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제적 손실

인 1970년대 중반 미국으로 되돌아가 뉴욕 공대에 복귀

만도 10억 달러에 달했다.

했다. 정근모 박사가 KAIST 총장 제의까지 고사하고 미

TMI 사고의 원인은 증기발생기가 고장을 일으켰는데,

국으로 돌아간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신부전증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운전원의 실수로 냉각장치가

을 앓고 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한 것이 첫 번째였고, 우

파열돼 냉각수가 유출된 것이며 그 결과 건물 내 방사

리나라의 자주국방 체계를 세우기 위해 미국의 국방체

능 수치가 1,000배나 높아졌고, 노심이 절반가량 녹아

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두번째 이유였다.

내렸다. 다행히 방사능 누출은 없었지만 원전 안전성

이후 정근모 박사는 브룩헤이븐국립연구소 내 기밀연구

문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원

조직 멤버가 되었고, 미국 국방성 방위공동연구계획국

전건설을 중단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원전을 짓지

연구개발업무에도 참여했다.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미

않았다.

국과학재단에서 에너지정책 회의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의

한국전력기술(당시 KNE) 사장직 제의의 발단이 된 논

실수 외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지적되었다. 미국 내

문도 미국과학재단 일에 관여하며 쓴 논문이었다. 김

원전의 원자로 건설방식이 4가지 이상이었고 이를 설

재익 경제수석의 마음을 움직인 논문이 태어난 배경은

계하는 메이저 엔지니어링 회사만 13개에 달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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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사가 보내 준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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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가지 형태의 원전이 건설되어 안전한 원전 표준모델

그의 번민과 갈등에 길을 제시한 이들은 미국 과학계

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미국과학재단은 안

동료들이었다. ‘아들 걱정은 하지 마라. 너의 고국을 위

전한 원전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안전성을 담보하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망설이

는 길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설계, 건설, 품질 보증,

던 그의 등을 떠밀어주었다. 때마침 신앙생활이 깊어지

운전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면서 정근모 박사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있었다. 결국

는 보고서도 내놓았다.

인간의 생명은 신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지 의사의 의

정근모 박사도 과학한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논문을 작

술이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

성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과학기술 입국

각이 들었다. 아들의 치료 역시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연구소 못지않게

것은 없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라는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기술자립

소리가 마음에서 울렸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명감을

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앞서 본격적인 엔지니어링 회

가지고 1982년 7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원자력 기술자립도 이

정근모 박사는 1970년대 서울대가 낳은 3대 천재로 불

와 같은 원리로 훌륭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세우고 이를

렸다. 경기고 1학년 때 대입검정고시에서 수석 합격한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표준

후 이듬해 서울대 문리대학에 차석으로 입학했으며 대

원전도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회사가 기술자립을 선도

학 졸업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 미국 미시간대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

담겼다.

고 20대에 뉴욕 공대 전기물리학과 부교수직에 임명돼

정근모 박사는 이 논문을 미국 내 잡지에 게재하는 한

화제에 올랐다. 이후 귀국하여 KAIST 부원장, 세계은행

편,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도 보내 참고하기를 권했다.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한국표준연구소 특별고문, 미국

그리고 그 논문은 부메랑이 되어 그를 고국으로 손짓

국무성 국제개발처(AID) 자문위원, 미국과학재단 에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정근모 박사는 김 수석의 전화

지정책 수석정책심의관, 한국전력기술 사장, 한국원자

를 받은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과 한국 과학계

력산업회의 부회장 등을 거치며, 한국엔지니어클럽 부

의 가교 역할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원자

회장, 미국원자력학회 한국지부회장, 명지대 총장과 한

력 기술자립에 힘을 보탤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병세

국과학기술한림원장을 겸직하기도 했고, 한국과학재단

가 호전되지 않은 아들의 뒷바라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이사장과 12대, 15대 과학기술처 장관 등의 중책을 맡

없었다.

은 한국 과학계의 보물 같은 존재이다.

K N E 가

K O P E C 이

된

029

사 연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HEMESTORY
INTERVIEW _ 명불허전 名不虛傳

정근모 박사는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NE)의 사장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사명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취
임 전 한기 주식의 96%를 가진 한전의 성낙정 사장을
찾아가 미리 인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요구사항
을 전달했다.
“한전에서 좀 도와주셔야 KNE가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로부터 신임사장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로 변경했다.

연락을 받은 터라 성낙정 사장도 어느 정도 돕겠다는

한국전력기술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분위기도 쇄신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결국 인력을 운용해서 수익이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으니, 말씀해 보세요.”

나는 곳인데, 사명을 변경하면서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회사 이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인력도 증원되면서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경우 백이면 백 금전적 지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

사명 변경 이전까지 한전에서 한기는 찬밥 취급을 받았

다. 그런데 느닷없이 회사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에 성

다. 엔지니어가 찾아가도 한전 담당자는 제 볼일 보기

낙정 사장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바빴다. 프로젝트 달라고 쫓아다니는 하도급 회사 취급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을 무

을 받은 것이다.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엇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까?”

발전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대기업들

“네. 회사명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로 바꾸었으면 합

이 대부분 이를 나누어 수주하는 상황이었다. 민간 대

니다.”

기업들은 실력도 뛰어났지만, 로비도 한 몫을 했다. 그

“그런데 회사 이름을 바꾸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런데 사명을 바꾼 뒤로는 자회사인 한기를 제쳐두고 민

“현재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 대부분의 주식은 한전

간 대기업에 프로젝트를 줄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보유하고 있고, 회사 경영에서도 한전의 지원을 받

갑작스레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난 비결은 ‘팔은 안으로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러한 회사

굽는’ 이치 덕분이었다.

정체성이 표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직원 채용도 늘었고,

름을 바꿈으로써 한전의 자회사로서 정체성과 함께 보

이익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1년 설립 6년 만에 2억

다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원 여의 소폭 흑자를 기록했던 한기는 사명을 변경한

한 사명에 원자력을 명시함으로써 화력이나 수력발전

1982년에는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며 정상궤도에 진

소 분야 진출에 제약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다 다

입했다.

각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사명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익이 증가하면서 정근모 박사는 먼저 직원들의 처우

는 생각입니다.”

를 향상시켰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

성낙정 사장은 흔쾌히 수락했다.

사였다. 그러나 외국 엔지니어들과 비교해 실력은 떨어

“알겠습니다. 임시주총을 열어 사명 변경을 추진하도록

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근모 박사는 간부회의를 소집

하겠습니다.”

했다.

이후 임시주총을 열어 한전은 민간 기업이 보유한 주

“지식이 없이는 한기의 지속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

식 인수와 함께, 사명 변경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서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1982년 7월 2일에는 9개 민간 기업이 보유한 KNE의

익의 일부분은 직원들의 재교육에 투자를 하게될 것입

주식을 인수하고, 정근모 박사의 6대 대표이사 취임에

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

맞춰 7월 6일 사명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

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부장급부터 해외연수를 보내기로 했다. 부장들이

동원해서 교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차로 모시고 오

선진 기술을 먼저 배워야 영이 서고, 조직이 원활하게

지, 강사료 많이 주지, 진짜 열심히들 가르쳤습니다.”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부장들이 짧

그러나 문교부 허가가 없어 공식적인 학위 인정은 되지

게는 3개월, 길면 1년씩 자리를 비우면 회사 운영이 어

않았다.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근모 박사는 이를 강력히 추

떠나면 회사의 성장은 요원했다. 떠나지 않게 하는 방

진했다. 반발도 있었다. 부장급으로서 당시 총무부장이

법은 대우를 잘해주는 것이다. 비록 문교부가 인정하는

마지막 해외연수 명단에 올랐는데, 해외 연수를 이해할

석사는 아니더라도 회사는 이를 인정해주었고, 오히려

수 없다며 사장실을 찾았다.

일반대학 석사보다도 플러스알파를 해주었다.

“저는 영어도 못하고, 외국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자신

정근모 박사는 회사명을 바꿈으로써 한전으로부터 독

이 없습니다. 더구나 엔지니어도 아닌데 굳이 해외 연

점적 지위를 얻는 한편, 해외 연수와 직장대학원을 추

수를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의 관리와 살림을

진함으로써 한기 구성원의 실력을 높여 나갔으며, 엔지

책임지는 일은 굳이 해외 연수가 필요치 않으니 제고해

니어들의 급여도 대폭 인상해 자긍심도 심어주었다. 한

주십시오.”

편 엔지니어들의 모교인

일면 타당한 항변이었다. 미국 물 먹은 천재 과학자이

대학에도 발전기금을 기탁

자 젊은 사장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힐난의 뜻도 담

했다.

겨 있었다. 그러나 정근모 박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흑자가 커지면서 사회 환

“부장들이 다 가는데 이번 기회에 다녀오십시오. 후회

원도 시도했습니다. 우리

하지 않을 겁니다.”

엔지니어들의 출신 학교를

결국 사장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총무부장은 ‘울며

조사하라고 했더니, 국내

겨자 먹기’로 라면 2박스를 챙겨 미국으로 떠났다. 그곳

최초로 원자력공학과를 설

에서의 어려움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짐작이 갔다.

립한 한양대가 가장 많았

그러나 억지춘향으로 떠난 미국 연수가 총무부장을 변

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열

화시켰다. 미국 연수에서 돌아온 총무부장의 태도가 확

심히 일해 흑자가 났으니

바뀌었다.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행정부서가 어떤

당연히 대학에도 감사를

일을 하는지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미국 연수 이전 총

표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

무부의 태도가 엔지니어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었다면,

해서 한양대 김연준 이사

연수 이후에는 조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연수를 다

장에게 1,000만 원의 발전

녀온 부장이 “우리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은 엔지니어

기금을 전달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놀라는 표

들이다. 우리는 엔지니어들을 도와주는 것이 임무다.”

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전기협회장학회, 재향군

며 지원부서로서 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한 것 때문이었

인회, 경우장학회에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다. 회사의 중심이 행정에서 엔지니어로 바뀐 것이다.

정근모 박사는 1980년대부터 이미 상생의 경영을 펼쳤

한편, 인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근모

다. 연말결산 때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해 격려금도 전

박사는 해외 연수를 통해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쌓도

달했다. 낯선 풍경에 협력업체들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록 독려하는 한편 직장대학원을 설립해 면학 분위기 조

존중과 협력의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력회사도 하나고 엔지
니어링 회사도 하나뿐이니 우리나라
야 말로 표준설계와 표준원자력발전
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
각했습니다.

성에도 공을 들였다.
“당시는 아무래도 실력이 모자라던 시절이었습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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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국

표

준

원

전

의

탄

생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직장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서

-

울에 있는 대학 중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강의를

정근모 박사 취임 당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

하고, 강사료도 2~3배를 주었습니다. 임원차량을 다

준은 외국회사가 주설계를 담당하고 우리나라가 보조

할 수 있습니까?”

기술자립과 함께 표준설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근모 박사도 물러서지 않고 설득했다.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장관님, 표준설계를 해서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한국이야말로 원자력발전소 설계표준사업을 하게 되

이 10년입니다. 지금 우리 엔지니어들이 30대인데, 40

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

대가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력회사가 700개가 되고, 원자로를 제공하는 회사가 4개

원자력기술은 미국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도 최첨단의

나 되며, 엔지니어링 회사가 열 몇 개에 이르다보니 설

기술입니다. 우리 젊은 기술자들도 3년이면 박사 학위

계기준이 다 달라서 표준화를 하려면 엄청난 이해관계

를 따고 기술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10년이면 우리 손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본만 해도 원자력은 오사카 중

으로 못할 리가 없습니다. 10년 후를 생각해주십시오.

심으로 한 남쪽과 동경 중심으로 한 북쪽으로 나뉘고

절대 미국 회사에 우리 원자력 시설을 진상하는 일이

전력회사도 10여 개가 되는 터라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원자력회사들이 어렵습니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력회사도 하나고 엔지니어링 회사

다.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

도 하나뿐이니 우리나라야 말로 표준설계와 표준원자력

회입니다.”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설계표준사업은 일각의 반대에 부딪치며 전진했다. 취

그러나 정근모 박사의 충정을 모두가 이해하고 지지한

임 이후 특수연구용역을 통해 정부 연구비를 출연 받

것은 아니었다. 그의 보고서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

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회사의 역량을 키운 끝에

들도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과학계의 정부 수장인 과

1985년에야 본격적인 표준설계 용역이 시작되었다. 회

학기술처 장관조차 오해를 했다. 한번은 장관실로 그를

사가 성장하면서 인력들도 많아지고 사기도 높아졌다.

불러 질타하기도 했다.

표준설계사업 계약을 앞두고 동력자원부 주관으로 회

“우리나라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표준설계를 한다고 합

의가 열렸다. 사업의 주체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당

니까. 만약 정 박사 말대로 하면 앞으로 한국 원자력시

시 동력자원부는 최동규 장관이 재임 중이었는데, 마침

장은 한 회사에 독점할 것이고, 지금까지 미국 웨스팅

정근모 사장의 경기고 1년 선배로 KAIST 설립 당시 예

하우스가 5개를 지었는데, 웨스팅하우스에 한국 시장을

산국장으로 인연이 적지 않았다. 회의에는 한전 문희성

바치기 위해서 표준설계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겨

부사장, 원자력연구소 한필순 박사, 한기 정근모 박사

우 박사가 두 사람 밖에 없는 한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 참석했다. 최동규 장관이 회의의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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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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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 사업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 자

야 최대의 국제회의로, 당시 수교관계가 없었던 중국도

리에서 교통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10년이 걸리는 국가

초청대상인 만큼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후 사직

중대사업인 만큼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서를 내겠다고 했다.

토의가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도권은 한기로

결국 정근모 박사는 타의에 의해 한기를 떠났다. 그러

넘어왔다. 정근모 박사의 회상이다.

나 한기의 미래를 단단히 하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개념

립의 씨를 뿌렸던 한국표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이후 상세설계

준원전 개발 사업은 우리

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매도 하고 건설도 하고 시

의 독창적인 연구로 큰 성

운전도 할 수 있어요. 그 전체가 공학설계의 핵심적인

공을 거두었다. 선진국이

시스템 설계인데, 여기서 시스템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

설계한 원전보다 여러 가

는 곳이 어디인가, 원자로까지 다 알아야 하니까 한기

지 면에서 크게 개량된 것

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고, 그 자리에서 최

으로 한국형 원전의 안전

동규 장관을 비롯한 네 사람이 사인을 했습니다.”

도는 선진국보다 사고확률

이후 1985년 8월 27일 한기는 한전으로부터 ‘원자력발

이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

전소 표준화설계를 위한 조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다. 또한 각종 기기의 모듈

정근모 박사는 한 달 후 사장직 사퇴를 종용받았다. 조

화에 성공함으로써 경제성

사용역 수주 과정에서 원자력연구소 등과의 갈등이 크

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를

게 작용했다.

계기로 우리나라는 원전

정근모 박사는 사퇴 압박에도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기술자립의 초석을 단단히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형표준화설계에 대한 아쉬움도

했고, 한기는 단순한 기술

있었지만, 1985년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국내 최초로

회사에서 탈피해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기

개최하는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PBNC) 조직위원장

술회사의 입지를 다졌다.

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새로운 변화도 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설계에 컴퓨터

을 위한 태평양연안국 간의 지역 협력과 유대강화를 위

를 도입한 것이다. 1984년 플랜트 설계업무 및 건축설

해 1976년부터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원자력 분

계 업무에서 우수한 인터그라프(Intergraph)의 CAD 시

나는 KOPEC 사장 할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왜냐면 나로 하여금
이론으로 생각했던 걸 실천하게 해
주었고, 많은 과학기술자들을 실무
중심의 엔지니어로 육성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이미 설계 도면을 컴퓨터

급하게 전달된 쪽지 한 장은 한기에겐 위기를 넘기는

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인터그라프라는 회사 프로그

묘약이 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정근모 박사는 다시

램이었는데,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사람마다 다른 도면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입각했다. 당시 정 장관의 과학기

으로 혼선을 겪을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우

술 정책 소신 중 하나가 중간진입전략이었다. 기초과학

리나라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개하는 회사가 없어서

부터 내실을 키우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

결국 내가 미국 본사에 가서 프로그램 구매협상을 했어

문에 중간단계부터 시작해 기술개발을 해서 바로 상업

요. 그때 그 회사에서 부른 가격이 100만 달러 정도였

화를 하고 이를 다시 기술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의

는데, 한기가 한국 내 에이전트(판매대행)를 맡는다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전략에 가장

조건으로 20만 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적합한 분야 중 하나가 한국표준원전 설계였다. 한 나

이를 계기로 한기는 각종 발전소 및 플랜트의 설계와

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 엔지니어링 회사가 굉장히

건설에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품질과 신뢰성을 높

중요한데, 한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가장 성공적으로

일 수 있었다.

수행한 것이다.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인 정근모 박사가 기업의 CEO로
재직한 것은 한기가 유일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여러

인 연 의

고 리 ,

그 후 로 도

오 랫 동 안

차례 제안이 있었지만, 이를 고사하고 학자와 과학행정

-

가로서 우리나라 과학발전에만 전념했다. 인터뷰가 있

한기를 그만 둔 정근모 박사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던 날도 ‘KOPEC’ 로고가 새겨진 오래된 유니폼을 입고

미국과학재단에서 강의를 했다. 이후 아주대학교 석좌

있었다. 정 박사는 사장 재직 시 착용했던 한기 유니폼

교수를 거쳐 1988년에는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을 맡았

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할 뿐 아니라, 평소에도 작업복

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창설한 국제원자력안

으로 즐겨 입는다고 했다. 그의 인생에서 한기가 얼마

전그룹의 한국대표로 참여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

나 각별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 총회의장에 오르기도 했다. 1990년에는 과학기술처

“나는 KOPEC 사장 할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왜냐면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관료의 길을 걸었다.

나로 하여금 이론으로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게 해주었

정근모 박사의 장관 입각은 한기로서도 축복이었다. 정

고, 많은 과학기술자들을 실무중심의 엔지니어로 육성

근모 박사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원자력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시 40대 초반

발전소 설계의 독점적 지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과학

의 젊은 학자 출신임에도 성공적인 경영자가 될 수 있

기술처의 공고가 관보에 실릴 계획이었다. 한기로서는

었던 것은 젊은 사장의 좌충우돌을 다 껴안아준 신기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

수석부사장, 기술담당 김상연 부사장, 한전에서 행정전

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립은 물

문가로 덕망이 높았던 이교선 부사장을 비롯해 많은 임

론이고 한기로서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었다. 이를 막

직원들의 조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전의

을 수 있는 사람은 과기처 장관이 된 정근모 박사밖에

성낙정 사장, 박정기 사장의 통큰 지원에 대해서도 감

는 없었다. 당시 수행 업무를 한기에서 파견된 신영균

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연들을 지금도 소

박사가 맡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국무회의에 참석

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인 정근모 박사에게 쪽지에 적어 전달했다.

CEO로서 잊지 못할 귀한 경험을 얻고, 소중한 인연을

“전임 장관이 결재까지 마친 사안이라 발표를 하면 시

맺은 한기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소 설계의 중심이

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되기를 정근모 박사는 소망하고 있다.

국무회의 도중 회의장을 벗어나 공보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관보 게재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한기의
기술자립이 미진한 상황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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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일괄 도입했다.

I n t e r v i e w
명

불

허

전

2

이교선 부사장의
‘살림의 지혜’

“경쟁력을 갖춰야 꿈이 있고,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살림은 쉬이 펴지지 않았다. 한전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그나마 형편이 피
기 시작했다. 이교선 부사장은 한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한기에 부임해 관리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에서 이교선 부사장의 공이 컸다.

경 영 관 리 의

034

기 틀 을

다 지 다

었기에 그만한 적임자도 없었다.

-

“한전에서 재무이사를 끝으로 민간 기업으로 옮기려 사

1977년부터 1980년까지 한전에서 기획, 총무, 인사, 재

직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김영준 한전 사장께서 아직

무 분야의 관리이사를 맡으며 큰 살림을 책임졌던 이교

은 공기업에서 더 봉사할 나이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

선 부사장이 1981년 KNE 부사장으로 부임했다. 1978년

면서 KNE가 앞으로 한전 자회사가 될 터이니, 그곳으

부터 3년간 한전이 30억 원을 출자했을 때 한전의 자

로 가라고 했습니다. 한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출자

금을 담당한 터라 KNE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지원과 경영합의서 문제를 알고 있는 저를 부사장으로

035

발령을 낸 것입니다.”

력연구소와 민간기업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는 관리체
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아 골격을 세우는 일부터 착수했

정근모 사장이 차기 사장에

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일감을 확보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였다. 독자적 기술력을 쌓아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였다. 그 무렵 정근모 박
사가 6대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
“정근모 박사님이 차기 사장에 내정되고 취임 직전 따

내정되고 취임 전 따로 만났습니다.
이미 정부의 내락을 받은 뒤였는데,
그 자리에서 회사 이름을

로 만났습니다. 이미 정부의 내락을 받은 뒤였는데, 그
자리에서 회사 이름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로 바꾸
라는 숙제를 내주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취임 전까지
사명 변경이 제 책임 아래 진행이 되었는데, 정관개정

한국전력기술㈜로 바꾸라는 숙제를
내주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을 위한 임시주총 전까지 동력자원부의 승인이 떨어지
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동자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
어 이봉서 당시 장관과 정근모 사장의 각별한 관계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끝에 겨우 승인을

자력발전소는 40%로 책정되어 있었다. 설계용역대가

받았습니다.”

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한기의 재무구조는 획기적

정근모 박사의 인터뷰에도 거론되었지만 사명 변경은

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 마침 기술용역대가를 책정하기

여러 실익이 동반되는 일이었다. 이교선 부사장도 사명

위해 동분서주할 무렵 과기처 차관에 김용한 씨가 임명

변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었다.

되었다. 이교선 부사장과는 경제기획원 국장 시절부터

“사명 변경을 통해 첫째, 원자력 A/E로 국한되던 업무

인연이 있었다.

영역이 전력사업 전 분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원전 건설현장 시찰을 건의해

다. 둘째는 한전 자회사로서의 대 한전 업무가 원활해

김용한 차관과 한전 문희성 부사장을 모시고 고리 현장

질 수 있었습니다. 자회사라는 특수 관계가 작용되면서

을 찾았습니다. 당시 시찰에서 김 차관과 문 부사장은

일감확보도 원활해진 것입니다. 셋째는 대외 이미지의

거대한 건설현장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제고인데, 한전 그룹의 한 축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직원

한 첨단기술의 집합체라는 인식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

들의 사기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자력
기술요율의 현실화(40%)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술용역대가 산정은 순풍을 만났다.

기 술 의

가 치 를

인 정 받 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실무자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아

-

두 달째 기안이 올라가지 않았다. 결국 이교선 부사장

사명변경과 함께 용역대가 변경은 이교선 부사장에게

은 다시 김용한 차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기술용역대가는 과학

“김 차관이 담당 국장을 불러 실무자들이 기안을 올리

기술처가 입안하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협의해 승

지 않으면 당신이 직접 기안을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았

인하는 사항이었다. 한기의 가장 큰 수입은 기술용역대

고, 당일로 기안이 올라와 결재가 이뤄졌습니다. 그후

가인 만큼, 대가가 제대로 책정되어야 재무구조가 개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면서 저와 경제기획원, 재무부

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담당국장 3인이 협의한 끝에 5년의 시한을 두고 1983년

이교선 부사장은 먼저 일본의 경우를 조사했다. 그 결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용역대가를 올리는 개정 틀을 마련

과 화력발전소는 설계용역의 기술요율이 20%였고, 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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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부사장은 부임하면서부터 할 일이 많았다. 원자

전이 대주주이다 보니 주요 인사문제까지 좌우했습니
다. 한기가 한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
다. 다행히 제가 한전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같이 일하던 이들이 대부분 중책을 맡고 있어 많은 도
움을 받을 수 있었고,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
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종속 관계였지만, 인간적 유대를
통해 껄끄러운 문제를 풀어갔다. 대표적인 것이 기성문
기술용역대가 요율이 높아지면서 당장 재무개선 효과가

제 해결이었다.

나타났다. 1982년 3억 원의 첫 흑자를 냈던 한기는 요율

“기성문제는 살림살이와

상승이 시작된 1983년, 1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관계된 것이라 매우 예민

기술용역대가 변경과 함께 한기의 독점적 시장을 지키

한 사항이었습니다. 크게

는 일도 매우 긴박했다.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로 한기를 원자력기술전문회사로 육성한다는 원칙이

첫째는 원자력 요율 변경

세워졌고, 전력기술전담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1978년

에 의한 용역대가 개정을

출자를 통한 한전의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한기는 명확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느냐

한 목적회사로 설정되었다. 1982년에는 한전이 원자력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전

연구소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고, 1983년 민간기업 출

은 이미 기 계약된 사업에

자분까지 한전이 인수하면서 한전 자회사로 편입되었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하다

다. 그러나 한기의 원전 설계용역 분야의 독점적 지위

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기

는 198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다.

계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 기업들이 매년 과기처에 원

신규 기성부터 적용하자는

자력 A/E 회사로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것이었습니다.”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제가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한기를 떠난 1990년에는 과기처가 등록개방 방침을 정

맞섰다. 한전의 수용 불가 논리 중에는 계약 금액보다

하면서 관보 인쇄 직전까지 간 것을 당시 과기처 장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경우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을

이었던 정근모 박사님이 막았습니다. 한기가 기술력을

것이라는 주장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교선 부사

가진 회사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

장은 감사원에서 문제 삼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

해서는 보호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

당시 한전과 한기의 관계는 무척
긴밀했습니다. 한전 출자관리 규정
에 따라 한기의 예산승인도 받아야
했고, 수행하는 사업의 90%는
한전 업무였습니다.

다. 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감사원에서도 합리
적인 소명에 납득함으로써 이 문제는 무난히 해결되었

한 전 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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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

다. 여기서도 이교선 부사장의 인맥이 빛을 발했다. 당

-

시 감사원 담당국장이 절친했던 후배였던 탓에 충분한

1980년대 한기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중심에 있었

소명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던 이교선 부사장은 특히 한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

두 번째 기성문제는 정산의 범위와 횟수였다. 한기 입

할을 맡았다. 한전에 오랫동안 근무하며 다진 인맥이

장에서는 사업 정산 대금을 2~3개월에 한 번씩 받는

큰 도움이 되었다.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절차와 증빙서류 제출 요건이

“당시 한전과 한기의 관계는 무척 긴밀했습니다. 한전

까다로워 기성 정산에 애를 먹었다. 결국 이 부사장은

출자관리 규정에 따라 한기의 예산승인도 받아야 했고,

결산이 아닌 만큼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경리부서로

수행하는 사업의 90%는 한전 업무였습니다. 더욱이 한

이관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마쳤다. 경리부서는 한전

를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는 한기에 대한 염려를

이뤄졌다.

토해냈다.

대 한전 업무에 탁월했던 이교선 부사장은 조직의 운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야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쏟았다. 일의 수월성과

합니다. 그런데 2012년과 2014년 매출을 비교하면 매

능률 향상을 위해 전산실 기능을 강화한 것도 이교선

출은 7% 늘었는데, 이익은 57%가 감소했습니다. 최고

부사장 재임시절의 일이었다. 그러나 더 관심이 있었던

14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도 3만 원대 중반을 오락가락

것은 조직의 융합이었다.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

“행정 업무는 사업부서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조

다는 측면에서 한기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

직인데, 행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

다. 부디 임직원들이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다. 두 조직이 따로 놀면서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

이교선 부사장은 이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

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데 연결고리가 되고자 노력을

체적인 방안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비에너지 분야

많이 했습니다. 사업부서 역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

를 비롯한 신사업 영역의 발굴, 둘째 창의력과 첨단기

고 협동되어야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셋째 원가개념의 면밀한 적

링 회사의 본질은 협동과 융합에 있습니다. 한기가 그런

용과 책임감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넷째 경영자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나름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직원이 소통하고 협조하는 노사협조가 그것이다.

훗날 한기를 떠나 한전KPS 3대 사장으로 중책을 맡을

애정이 수반돼야 할 수 있는 지적이자 고언인 만큼 새

당시에도 이교선 부사장은 조직의 화합을 이끈 CEO란

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평가를 받았다.

남겼다.
“앞으로 100년 기업의 역사를 쓰기에는 더 많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40년은 기술자립이라는 명분

김

천

시

대

를

위

한

고

언

아래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아 보호 속에서 치열한 경쟁

-

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민영화

한기는 2015년 7월부터 김천에 둥지를 틀었다. 공릉동,

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의도, 삼성동, 용인에 이은 다섯 번째 둥지다. 역사에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도전하고 대비한다면 100년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용인 사옥 대신 삼성동

기업은 꿈이 아닐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꿈을 꿀

사옥을 가질 기회도 있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중공업

수 있고,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

본사 옆에 공터 1만 6,500여㎡를 매입해 신사옥 건립

리 한기인이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계획을 세우다 중도에 무산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4년 12월 박정기 한전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금
까지 출자를 받았습니다. 한기 단독 사옥이 아니라 에
너지회관 건립이라는 명분으로 건물을 짓고 공동 사용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반대하
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현대산업개발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반환 소송을 내면서 결국 한국중
공업이 소송에서 졌는데, 만약 그때 그 부지를 매입했
다면, 매우 복잡한 송사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교선 부사장은 용인 사옥 시대를 같이 하지는 못했
다. 한기보다는 한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한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애정도 깊다. 그래서일까 구체적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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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절 소관 부서였기 때문에 대금지급이 신속하게

I n t e r v i e w
명

불

허

전

3

신재인 박사의
‘표준원전을 위한 노력’

“벡텔에서 우리는 돈과 자신감, 그리고 미래를 얻었습니다”
원전의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떼 놓고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우리나라 원
전 기술자립 역시 미국 유학파들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MIT에서 공부한 신재인 박사도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초
석을 닦고, 한국전력기술이 도약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그리고 현재도 현역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발전에 일
익을 담당하고 있다.

젊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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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 력

인 재 의

등 용

피운 곳이 바로 한국전력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전

-

을 도입하면서 한기가 국가과학기술을 이끌어간 부분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은 원자력이 이끌어 왔다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의 역사가 이번 <한국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의 과학연구소나 기술연구소

력기술 40년사>에서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들의 역사가 40년 안팎인데, 원자력연구소는 56주년을

프로젝트를 했다는 서술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

맞았으니 어느 분야보다 앞서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를

와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의 꽃을

한기에서 개발본부장, 원자력사업단장, 기술본부장을

039

목말라하던 1970년대에 젊은
과학도들은 과학입국과 새로운
학문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다.
신재인 박사도 그들 중 하나였다.

역임하며 기술자립에 힘을 보탠 신재인 박사는 한국전

1977년 입국해 한기의 전신인 KNE에 입사했다.

력기술이 걸어온 길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오히려

“1976년 번즈 앤 로우(Burna & Roe)와의 관계를 청산

한기의 구성원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에

하면서 KABAR에서 한국원자력주식회사(KNE)로 사명

아쉬움을 표했다.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을 변경하고 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이 대표이사를 겸임

한기의 역사도 그렇지만 신재인 박사도 우리나라 원자

하게 되는데, 1977년 6월 무렵에 KNE에서 일해 달라는

력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고리 3,4호기의 설계

연구소장과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용역 입찰에 참여한 벡텔(Bechtel)에 들러 입찰평가를

3월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위해 만들어진 ‘한국핵융합협의회’ 초대 회장과 한국기
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으며, 여전히 현역으로 활

고 리

3, 4 호 기

계 약 의

비 사

동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 과학기술을 목말라하던

-

1970년대에 젊은 과학도들은 과학입국과 새로운 학문

벡텔 본사에서 3개월을 체류하며 선진기술과 시스템을

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다. 신재인 박사도 그들 중 하

엿본 신재인 박사는 KNE에 입사하면서 핵공학부 책임

나였다. 신재인 박사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

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 사이 고리 3,4호기 주계약자로

고 군대에 다녀온 직후 원자력연구소에 입사해 TRIGA

벡텔이 선정되면서 한기와의 업무 조율은 그의 몫이었다.

Mark-Ⅲ의 튜닝 작업에 투입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벡텔이 주계약자이고 우리가 하도급을 받는 입장이라

그리고 5년 후 좀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협상의 칼자루는 그들이 쥐고 있었어요. 벡텔 관계자

이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은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반도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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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 과학기술을

묵으면서 우리를 호출했습니다. 벡텔의 부름에 우리는

치고 싶지 않았던 신재인 박사는 과학기술처 담당국장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들과 몇 시간씩 협상을 합니다.

을 찾아갔다. OJP로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

보니까 벡텔 사람들은 힘들다 싶으면 침대나 소파에서

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인허가 승인에 대한

쉬기도 하고 음식까지 먹어가며 여유 있게 협상을 하

전권이 필요하니 그걸 달라고 읍소를 했다. 이야기를

는데, 우리는 한 자리에 꼿꼿이 앉아 협상을 하다보니

전해들은 담당국장은 전권을 줄 테니 협상을 잘하라는

까 항상 우리가 먼저 지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격려까지 해주었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신재인 박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협상 전략을 바꾸

사는 그 권한을 충분히 활

었습니다. KNE 사무실이 있는 공릉동으로 그들을 부

용해 협상을 유리한 방향

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오지 않겠다고 버

으로 이끌어 갔다.

텼습니다.”

“다시 협상을 재개하면서

당시 신재인 박사는 KNE 핵공학부 책임자이기도 했지

벡텔 관계자들에게 먼저

만, 원자력연구소 안전해석실의 책임자도 겸직하고 있

안전해석실 실장 신분증

었다. 안전해석실은 사실 인허가 규제의 직접적인 권한

을 복사해 전달하며, 과학

은 없지만, 막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기술처로부터 인허가 승인

을 가진 부서였다. 그 권한을 이용해 벡텔 관계자를 불

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

러들였다. 한기 직책은 하도급을 받는 입장이지만, 원

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자력연구소의 직책은 인허가라는 무기로 그들을 압박

당신들이 한전에 가서 무

할 수 있는 위치였다. 결국 벡텔 관계자들은 두 손을 들

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

고 공릉동으로 들어왔다. 신재인 박사는 하청업체이자

고 있다. 그런데 OJP를 받

감독관이라는 갑과 을의 입장을 오가며 협상을 했다.

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나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도 중요한 항목이었지만, 설계

름대로 생각이 있다. 공사

에 참여하는 우리 인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협상

설계방법에 대한 질문서를 수없이 보내고, 설계 바꾸라

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기술연수 형식의

고 요구해서 OJP로 들어갈 비용 이상의 출혈을 감수하

OJT(On the Job Training)가 아니라 벡텔 임금 규정에

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벡텔

따라 월급을 받는 공동업무 수행 형식의 OJP(On the

도 두 손을 들고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Jop Participation)를 추진했어요. 당시 회사의 재정 상

협상이 KNE에 유리하게 매듭지어진 이후 벡텔이 먼저

태가 매우 열악해 봉급날만 되면 경영진이 애를 태우고

한전을 찾아가 하도급 계약을 OJP로 하겠다고 의사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벡텔 파견 직원들의 임금을 벡텔

전달하자 한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애초 6개

수준에 맞춰 받는다면 체류비용은 물론, 회사 자금 문

월 간격으로 정산되는 용역비용 지급 문제도 우여곡절

제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을 거친 끝에 KNE에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벡텔이 KNE

벡텔은 KNE의 제의를 거절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발주

에 지급할 예상 정산 내역을 한전에 보내면 한전이 KNE

처인 한전을 찾아가 KNE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에 선지급하고, 한전이 벡텔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했
다. 그들의 볼멘소리에 놀란 한전 책임자는 신재인 박
사에게 한전이 연수비용을 지불하겠다며 OJT로 계약하
라고 종용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실질적 사업주인
한전의 은근한 압력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한전의 연
수비용 보조를 받고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봉급은 고사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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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놓

벡텔로 파견을 떠난 엔지니어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자료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경영진도 직원들을 파견 보내면서
분야별로 담당을 정해 확보할
기술 목록을 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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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 지급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HEMESTORY
INTERVIEW _ 명불허전 名不虛傳

이에 따라 1978년 5월 1일 고리 3,4호기의 주계약자인
벡텔과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24명의 직원을 파견한 데
이어 1978년 9월 22일 훈련 및 실무참여계약을 체결하
고 11월부터 OJP 기술진들을 파견했다. 이후 영광 1,2호
기는 해외 수행분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는 계약을 벡
텔과 다시 맺었다. 당시 신재인 박사가 거둔 성과는 이
뿐이 아니었다. 장기간 파견에 가족들이 동행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했다.
“적어도 기술연수나 업무참여를 통해 선진 기술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생각에 장기
파견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해
외에 나가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 성과가 미
약하다는 생각에 가족동반을 추진했습니다. 당시는 파
독 광부, 중동파견 등 인력 송출이 외화 획득의 큰 흐름
이었는데,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가 없어서 이를 추진
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족비자 발급 가능성을 타진해 긍정적

기술자료와 연구보고서를 복사해 한국으로 전달하는

인 대답을 얻었지만, 당시 여권 발급이 쉽지 않아 가족

것도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결국 기술정보를 보호하려

들의 여권 발급이 지체돼 자칫하면 가족동반 해외 파견

는 벡텔 측과 사달이 나기도 했다.

은 물 건너가는 듯 했다. 신재인 박사는 외교부의 지인

“한번은 벡텔 측에서 저를 불러 경고를 했습니다. 내

을 통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결과, 실

부 자료를 유출한다며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알고 보

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예외 조항으로

니 우리 직원들이 퇴근할 때 자료를 가지고 나와 복사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승인

를 하고 다음날 원본은 벡텔에 반납하고는 했는데, 하

을 받는 것이 방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외교부

필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사가게 주인이 이를 이상

차관을 만나 원자력 기술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

하게 여기고 벡텔에 제보를 한 겁니다. 고만고만한 동

득에 성공했고, 위원회를 조직해 여권발급을 받으면서

양인들이 거의 매일 찾아와서 벡텔 로고가 박힌 서류들

가족 동반이 가능해졌다.

을 복사해 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것이지요.”
그 사건 이후 신재인 박사는 최신 복사기를 구입해 자
신의 집에 설치했다. 직원들이 퇴근할 때 자료를 들고

벡

텔

에

서

얻

은

것

들

와 다음날 출근 전에 신 박사의 집에 들러 복사를 하도

-

록 한 것이다. 당시 벡텔 부사장실에 있던 자료들까지

원자력 엔지니어링회사로 설립이 되었지만 기술을 축

망라됐으니,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었다. 그렇

적할 기회가 드물었던 한기로서는 벡텔 파견을 계기로

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는 LA 총영사관의 외교행낭을

르네상스가 열렸다. 봉급 걱정도 사라졌고, 새로운 기

통해 우리나라로 공수되기도 했다.

술을 접하게 되면서 조직은 활력이 넘쳤다.

정보는 아는 만큼 접한다. 당시 한기의 엔지니어들이

벡텔로 파견을 떠난 엔지니어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

OJT로 벡텔에 갔다면 그 방대한 자료를 접할 기회는 그

자료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경영진도

만큼 차단되었을 것이다. 신재인 박사가 OJP를 적극 주

직원들을 파견 보내면서 분야별로 담당을 정해 확보할

장한 것은 한기 입사 직전 벡텔에서 3개월가량 머물며

기술 목록을 작성토록 했다. 그러자니 파견 직원들은

입찰평가에 참여할 당시 만난 대만 친구의 조언이 큰 영

향을 미쳤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1년 앞서 고리 3,4호
기와 같은 모델의 원전 건설을 결정했고, 신 박사가 벡텔
에 갔을 때는 대만의 엔지니어들이 OJT 중이었다. 당시
우연히 친분을 쌓은 대만측 PM은 벡텔의 OJT에 적지 않
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당시 벡텔은 대만 엔지니어들을 위해 저녁에 1년짜리
단기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의 대만 OJT 참여자들은 석사과정에 등록해 열심히 공
부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PM은 이것이 불만이었습니

한 국 표 준 원 전 을

위 한

걸 음

다. 여기 온 목적이 일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인

-

데, 석사과정을 준비하다 보니 시험공부에 몰두해 본말

신재인 박사는 1981년 잠시 한기를 떠났다. 업무조정 과

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술이전

정에서 발생한 작은 갈등이 불씨가 되었다. 미국으로 되

은 최대한 줄이면서 연수생들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벡

돌아간 신재인 박사는 미국 회사에 입사했고, 미진했던

텔의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 한국에서 할 때는

공부를 하느라 바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차에 정근모

이런 방식의 OJT는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더군요. 제가

박사가 그를 찾아왔다. 한

OJP의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표준원전을 개발해야 하

미국에서 얻어 온 것은 기술자료만은 아니었다. 가족들

는데, 원자력발전소 전체를

이 가다 보니 장기 파견에 새로운 자녀들이 미국 현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신

에서 태어나 출국인원보다 귀국 인원이 부쩍 늘었다.

박사 밖에 없으니 꼭 좀 도

이와 함께 파견 직원 대부분은 기술사 자격증도 취득해

와줘야겠다며 그를 설득했

돌아왔다.

다. 굳은 결심을 하고 미국

“대만 엔지니어들이 OJT와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던 것

생활을 시작한 그의 마음

을 보면서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흔들렸고, 그는 다시 한

현지에서 미국기술사를 취득하도록 시험에 응시할 수

기에 입사해 한국표준원전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기술사 시험에 응시

기술개발에 참여했다.

한 한기 출신 엔지니어 합격률은 100%였어요. ‘한국 기

“정근모 박사님은 처음 한

술자들은 다들 천재’라는 제목의 기사가 애너하임 지방

국표준원전 모델을 해상

신문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가 한국 기술사협회

원전으로 구상을 하고 있

임원을 맡고 있어서 미국 기술사 자격증을 우리나라 기

었습니다. 그러나 해상 원

술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전은 어느 나라에서도 시

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허가를 얻을 때 분야에 따라 기

도하지 않은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

술사 인력 보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회사에도 도움

웠지만, 현실적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

이 되었습니다.”

이 바다에 유입돼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벡텔의 해외 파견은 벨기에 벨가톰(Belgatom) 해외 연

이 때문에 정근모 박사님과 수시로 논쟁이 오갔습니다.

수의 물꼬를 텄다. 벡텔 해외용역에서 벌어들인 돈으

하루는 정근모 박사님이 토론을 제의해서 하루 종일 토

로 직원들을 벨가톰으로 별도 훈련을 보낸 것이다. 또

론을 벌이게 됐는데 저녁이 될 무렵 불현듯 ‘신 박사,

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교육연수도 실시했는

오늘처럼 머리가 맑아진 적이 없어’ 하시며, 당신의 주

데, 당시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했다.

장을 철회하고 지금의 표준화 모델 구상으로 마음을 바

표준원전개발과 원전기술자립은
여러 모함과 방해도 있었지만 국가
미래를 위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
으며 첨단기술을 개발한다는
자부심이 있어 계속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꾸셨습니다.”

042

표준원전의 방향이 가닥을 잡은 직후 다시 불거진 문제

던 사례도 전면 표준화로 가는 타산지석이 되었다.

었다. 원자력연구소는 안전성을 우선으로 300~500㎿

한기는 1982년 4월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표준원자력

급의 중소형 원전을 지어 표준화를 하자는 것이었고,

발전소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탁 받아 한국표준원전

한전은 원전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와 경제성을 앞세

개발을 국내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1985년 8월 이 연구

워 1,400㎿급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재인

결과의 후속 연구로서 한전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표

박사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를 순회하며 현장조사를

준화 설계를 위한 조사용역’을 수탁 받아 한국표준원전

벌이는 한편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들도 방문해 의견을

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수립하게 되었다.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선정되지 않은 업

해답은 현장에 있었다. 한국중공업의 기술자들을 면담

체로부터 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다는 모함을 받아 신

해보니 1,400㎿급 터빈이나 블레이드 제작은 당시 인

박사를 비롯해 많은 엔지니어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

프라와 기술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

를 받기도 했다.

다. 이와 함께 사업주인 한전에는 전력 공급비율이 높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벡텔 등과 줄곧 일해 왔는데, 영

은 1,400㎿급 원전 2기의 출력중단 비상상황이 발생할

광 3,4호기 때는 CE와 S&L 등 다른 업체를 선정했어

경우,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요. 그런데 두 곳 중 한 곳에서 감사원과 청와대에 진정

제기하며 설득했다. 그 결과 1,000㎿급으로 결정되었다.

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일로 한전 박정기 사장을 포함

표준원전 개발사업은 부문 표준화냐 전면 표준화냐를

해 200여 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

두고 전략적 선택의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한국표준원

람을 조사해도 뭐가 나오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

전은 원전 전체를 표준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중에는 조사하던 검사에게서 정말 국가를 위해 일하는

따라 핵증기 공급계통설비(NSSS), 터빈발전기를 포함

조직인 것 같다는 치사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한 발전수전계통과 발전설비 건물에 대한 설계 및 배치

얼마나 진정성있게 기술전수를 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를 범위로 확정하고, 설계 모형 원전으로는 건설할 영

중요한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한국표준원전 개발에 도

광 3,4호기로 하고 그 이후 건설할 원전은 모두 한국표

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준원전을 우리가 설계, 건설하기로 했다. 1976년 대만이

한국표준원전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융합거대과학기술

통제실과 안전설비 등 부문 표준화를 시도하다 실패했

이 성공적으로 정착, 자립화되는 효시가 되었다. 이 일
은 단순히 원전기술의 자립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관
리, 품질관리, 산업기술 기준 및 표준 제정, 기술 경험
인력양성제도 구축 등의 부수적 산업기술들이 확립되
어 우리나라 조선, 자동차, 가스에너지, 신공항 건설 및
운영 등 국가 산업화 주요 분야에 전파돼 국가경제발전
에 큰 공헌을 했다. 그리고 그 근저에 한국전력기술이
있었다.
처음 가는 길은 그토록 힘겹다. 그래도 먼저 간 선배들
이 있어 뒤따르는 후배들에겐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그 희망은 지금 원전 수출국이라는 이름으로 찬연히 빛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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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표준원전의 출력을 어느 선으로 하느냐는 것이

I n t e r v i e w
명

불

허

전

4

김삼곤 전무의
진리탐구를 향한 열정

“기술자립을 위한 갈구는 한기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한기의 발전기를 이끈 리더 중 김삼곤 전무의 리더십도 조명을 받고 있다. 해박한 인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추진력과
함께 직원들을 아우르는 포용력이 뛰어난 선배로 기억된다. 기술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지식과 실력이 회자될 정도
로 수재의 풍모도 갖추고 있었다.

우 리 나 라

044

엔 지 니 어 링 의

효 시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기가 바로 원자력발전소 건

-

설의 주역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의 역사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개념

김삼곤 전무는 한기가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정립하

을 바꾸어 놓은 걸음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고, 종합적인 건축사의 역할인 아키텍트 엔지니어

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Architect Engineer)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한다. 설계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탈석유 정책과 함께

는 물론 부지조성과 용도, 자재의 결정, 공정 및 품질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

리, 인허가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쳐 원전건설에 깊숙

045

이 관여하면서, 비축된 개인의 경험과 원자력 사업에서

공개경쟁으로 발주된 신공항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를

혹독한 교육을 시키면서

수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설파했다.
한기의 괄목할 이정표 중 하나는 품질 영역에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품질보증 제도를 정착시켰
던 점이다. 김삼곤 전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인 ISO가 1987년 ISO 9000시리즈를 제
정해 국제기준의 품질보증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규격준수 여부가 세계적인 경향으로 발전했습니
다. 그런데 한기는 이전부터 ASME 인증이라는 훨씬 강

벡텔을 설득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으면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적응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니 인정해 달라.

력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ASME는 발
전설비 설계와 재료ㆍ제작ㆍ시험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과 표준규격을 제정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원전 건

로 규정돼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설과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의 품질보증 능력을 평가하

EGS(Engineering Group Supervisor) 정도로 격상시켜

는 인증입니다. 한기는 우리나라 어떤 기업보다 앞서서

달라고 했습니다. 벡텔에서 보면 황당하죠. 교육을 받

품질보증 시스템을 적용하고 운영해 왔고, 이런 전통으

아도 안 될 사람들이 무슨 배짱이냐, 그런 반응이었습

로 품질보증 분야에서 한기 출신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

니다.”

습니다. 전력산업기술기준인 KEPIC은 전기협회가 전담

신재인 박사의 회고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기구로 인증하는 국내 원자력사업 진출의 기본자격 요

한기 경영진은 벡텔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기의 엔지

건으로, 1995년 기준작성에 한기가 참여해 1996년 원자

니어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에

력안전법에 의해 보증 수단으로 채택되는데 기여했습니

가기 전 사전교육을 시작했다. 벡텔에 연수교육으로 입

다. 이런 자부심을 후배들이 가져야 합니다.”

수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교재를 만들고, 영어교육도 병
행했다. 혹독한 교육을 통해서 벡텔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들을 파견할 준비를 한 것이다. 아니 대등한 엔지

벡 텔 ,

성 장 의

단 초 를

놓 다

니어로 대접받을 기반을 만든 것이다.

-

“우리 엔지니어들을 혹독하게 교육시키면서 벡텔을 설

한기 엔지니어링의 시작은 벡텔 기술연수 및 사업 참여

득했습니다. 카운터 파트로서 역량을 보여주겠다, 신입

가 그 근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벡텔은 초창기 멤

사원을 뽑으면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

버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자, 한기

냐며 적응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을

가 오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을 얻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승부수를 띄운 게

은 곳이기도 했다. 김삼곤 전무도 벡텔에 대해서는 할

6개월 후 시험을 보고, 만약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야기가 많다.

우리 직원들을 돌려보내도 좋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벡텔과의 분할발주 계약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으

그래서 저부터 시험 쳐서 합격하고, 서른 몇 명 중에서

로 고리 3,4호기 때에 국가 지원으로 교육을 받고 참

한 명인가 떨어지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깜짝

여하게 됐는데, 영광 1,2호기 계약 때는 한기 엔지니

놀라고, 벡텔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가족까지 다 같이

어들의 패기가 높아 단순 참여가 아닌 카운터 파트

간 상태라 직원들도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당시 우리

벡텔 직원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역할은 초보적인 수준의 RE(Responsible Engineer)

조치였지만 처음 부여된 등급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HEMESTORY
INTERVIEW _ 명불허전 名不虛傳

그간에 쌓은 한기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러나 낭중지추라고 한기 인력들은 현지에서 두각을 나

스템과 설계전산화를 통해 축적하면서 기술자립에 한

타내기 시작했다. 1년 후에는 등급이 올라가고, 2년 사

발 더 다가섰다.

이에 2단계를 올라간 이들도 있었다. 그 실력에 벡텔의

데이터화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기는 영광 3,4호기 종

엔지니어들도 혀를 내둘렀다.

합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나라는 원전기술의 95%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대내외
적으로 천명했다.

기

술

자

립

에

대

한

소

고

“사실 95% 기술자립이라

-

는 용어는 치밀한 계산에

원자력 기술자립은 국가적 목표였다. 한기는 그 일의

서 나온 게 아니라 매스컴

중심에 서 있었고, 김삼곤 전무는 1991년부터 3년간 원

을 의식한 수사였습니다.

자력사업단장을 맡으면서 기술자립에 힘을 보탰다.

우리가 영광 3,4호기 사업

“원자력사업단장을 맡기 직전에 영광 3,4호기 프로젝트

을 수행하면서 기술자립의

A/E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운터 파트로서 계약을 담당

95%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했습니다. 영광 3,4호기는 우리나라 표준원전의 참조모

대외적으로는 위안이 되

델이라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그 내용이 엄청나

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게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떤 플랜트를 하려면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우리 수준이 좀 멀었다는 생각을

레퍼런스(Reference)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모델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1,000㎿급을 하는데 레퍼런스가 1,200㎿급이었습니다.

(Moving Target) 겁니다. 완성이 아니라, 매 순간 발전

그래서 오버사이즈(Over Size)가 되어 이걸 줄여서 적

하고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술자립 운운은 각주구

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공기를 맞추는 것도

검(刻舟求劍)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공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달성한 것입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다. 그후 원자력사업단장을 맡아서 기술자립 부분을 보

기술은 움직인다는 김삼곤 전무의 견해는 적절하다. 그

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후의 관련 자료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마음가짐일 터

를 축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진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다. 우리의 원자력 역사도 끊임없이 움직였기에 오늘의

프로젝트 수행 후에는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성공이 가능했다. 김삼곤 전무는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

휴식을 취하면서 기술서를 만들고는 했는데, 그 방식을

에서 발전의 전환점을 이렇게 꼽았다.

본떠 우리도 그렇게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고리 1호기 건설로 우리는 21번째 원전보유국이 되면

그러나 옛날 방식의 데이터 축적으로는 방대한 자료를

서 우리의 원전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

3,4호기를 통해 한국표준원전을 완성하고 기술자립의

다. 원전 종합설계에 필요한 도면은 수만 장에 이르고

토대를 갖추었고, UAE 수출로 세 번째 터닝 포인트를

수많은 계산서가 만들어지는데 수작업으로는 감당이

기록했습니다. 원자력에서만큼은 이제 세계 5~6위권

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들을 라이브러리(Library) 시

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술은 움직인다는 김삼곤 전무의
견해는 적절하다.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마음가짐일 터다.

노력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뤄 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온 고 지 신 의

지 혜 를

말 하 다

세상은 변한다. 초창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원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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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에는 지금의 한기가 조금은 낯설다. 배워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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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수 있다는 마음에 스파이처럼 자료를 입수하는 일

업무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

도 마다하지 않았던 세대에게 지금 후배들의 모습은 어

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떻게 비춰질까.

초로의 원로는 후배들이 보다 공부하는 자세를 갖기를

“1980년대 초반 원자력 기술자립을 위해 사력을 다 했

권한다. 특별히 김삼곤 전무는 엔지니어에게 수학의 중

어요.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는 슬로건에

요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이 개인

“수학은 공학과 과학의 언어입니다. 첨단 기술일수록

의 발전이고, 개인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 된다는 생

고등수학이 필요하지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는 많

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는 갈력진

은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내진해석,

충(竭力盡忠)이라는 말처럼 힘을 다해 충성을 했습니

안전성 분석, 각종 사고 분석, 중대사고 분석 등에 고등

다. 회사에 와서 하루 일하면 하루가 큰다고 생각하고,

수학은 필수불가결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할

밤을 새우는 돌관 작업에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는 후배들에게 수학공부를 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

지금은 모든 자료가 축적되고, 언제라도 경험을 쌓을

다. 그걸 항상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논문도 보게 되고,

수 있는 현장이 있음에도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 같아

수학 공부에 자신이 붙으면 어려운 책도 찾아 읽게 되

아쉽습니다. 본질의 자세,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

면서 개인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너무 고루한 것일까요.”

김삼곤 전무의 생각은 공학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수

술은 한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업무의 윤활제다. 김삼

학만이 아니다. 인문학적 소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곤 전무 역시 술자리에 빠지지 않는 주당이었다. 그러

이 그의 견해다.

나 그 술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만은 아니

“인문학은 폭 넓은 사고를 가능케 해 줍니다. 인문을 지

었다. 서로 다른 부서원들이 친목을 다지고 협조를 만

금은 문화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세계화 돼가는 이 과

들어내는 과정을 위한 촉매였다.

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의 요소 중에 3C가 있어요. 서로 협조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결국 문화의 지배를 받는데, 인문

Cooperation, 조율을 하는 Coordination, 소통을 하는

이 그 문화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기업의 윤리 정신

Communication입니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원활

과 정의감, 자유로운 상상력 이 모든 것이 철학을 바탕

하기 위해서는 3C가 잘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업무

으로 한 인문의 힘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 국가적

를 상대에게 리뷰(Review)를 받고, 우리는 이렇게 설계

가치관을 만들어 내는 요소입니다. 공학도들에게도 이

하는데 너희 의견은 어떠냐고 수시로 소통을 해야 합니

런 소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부서별로도 술자리가 많았지만, 설계, 토목, 전기 분

그의 당부는 가슴 깊이 새길 가치가 충분하다.

야를 막론하고 함께 어울려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I n t e r v i e w
명

불

허

전

5

김옥대 전무의
‘멈추지 않는 시계’

“함께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의 매출 절반은 화력플랜트 분야에서 발생한다. 원자력 분야에 치중했던 초창기를 벗어나면서 사업다
각화에 성공한 덕분이다. 김옥대 전무는 한기가 수화력 사업으로 분야를 넓혀간 1980년대 초반부터 ‘오버타임 김’
으로 불리며 밤샘을 밥 먹듯이 한 이 분야의 산증인이다.

1 9 8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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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다

생활을 시작해 현대중공업에서 초대형엔진 제작에 참

-

여했으며, 현대종합기술에서 기계부장으로 근무할 당

두산중공업 고문으로 여전히 우리나라 발전산업 분야

시에는 삼천포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등

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옥대 전무는 1981년 입사해 한기

다채로운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화력 분야에서 한기의 역사와 함께했다. 1974년 열원

김옥대 전무의 입사 무렵 한기는 본격적으로 석탄화력

동기 분야에서 산업계 최초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설계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김 전무는 한기 입사 이전 공기업인 대한중석에서 사회

“1982년 10월 한기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1,2차 석

049

유파동의 여파로 유류전소발전소를 석탄화력발전소로

300㎿급 각 1기씩의 연료전환공사 세부설계용역을 수
주했습니다. 한기가 화력발전소 분야로 진출하는 신호
탄이었습니다. 사업수행 초기에는 벡텔에서 원전설계
연수를 받고 귀국한 일부 엔지니어들이 참여하면서 새
로운 분야에 눈을 떴습니다.”

한국표준형 첫 실증 프로젝트인
보령화력 3,4호기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파워 플랜트 엔지니어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1970년대 전반까지
는 외국회사가 주도하는 턴키방식으로 수행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 종합설계회
사가 태동하면서 국내 회사와 외국사의 협력 형태의 종
합설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82년 연료전환사업을

링업계 최초로 산업훈장을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기점으로 우리나라 후속 화력발전소 건설 종합설계는
한기가 전담하게 되었다.
1984년에는 500㎿급 표준석탄화력 개발용역을 수주하
며 석탄화력 분야에서 기술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파워 플랜트 분

삼았다.

야 엔지니어들은 낮밤을 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거의

“당시 건설 중이던 우리나라 500㎿급 석탄화력발전소

매일 야근을 한다고 오버타임 김(Overtime Kim)으로 불

는 드럼타입의 아임계압 주증기 조건, 기저부하용으로

릴 정도로 일에 파묻혀 지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삼천포화력 1,2호기(560㎿급 2기)와 보령화력 1,2호기
(500㎿급 2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기가 500㎿급 표
준석탄화력발전소 모델 개발을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원 자 력 보 다

앞 서

해 외

진 출

독일 지역의 화력발전소 현황 및 향후 방향에 관한 자

-

료를 항목별로 수집정리 했습니다. 이후 한전의 승인을

한기는 1994년 800㎿급 차세대 표준석탄화력 개발용

받아 관류형 초임계압 고효율 중간부하 및 환경오염배

역을 수주하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

출 최소화 설비를 갖춘 한국표준형화력발전소 설계기

“세계에서 규모가 비슷하고 성능이 우수한 사례들을

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취합하여 새로운 최신의 화력발전소건설 종합설계를

한국표준형화력발전소 개발과 함께 1987년 7월 한기는

구축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기

한국표준형 첫 적용 호기인 보령화력 3,4호기 건설 종

의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격론을 벌였는지, 싸움을 한

합설계기술용역을 수주했다. 김옥대 전무에게는 가장

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구성원들의 열정은 남달랐습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뒤에 이뤄진 일이지만 1999년

“한국표준형 첫 실증 프로젝트인 보령화력 3,4호기의

착공해 2004년 완공된 영흥화력 1,2호기의 완공으로

성공적인 준공으로 파워 플랜트 엔지니어링업계 최초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영흥화력은 대용량 석탄발전소

로 산업훈장을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

로 건설하면서도 친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살려 전기집

니다. 한기의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회사의 명예

진기를 비롯해 배연탈황설비, 배연탈질설비, 석탄회 정

와 기술자립의 사명감을 갖고 고군분투한 결과였습니

제설비 등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춘 뛰어난 발전

다. 그 훈장은 함께 뛰어 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

소였습니다.”

다는 점에서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한기의 석탄화력 기술자립은 빠르게 궤도에 올랐다.

때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화력발전소 기술자

500㎿급과 800㎿급 한국표준형 석탄화력은 개발된 이

립을 위한 일정이 워낙 숨가쁘게 돌아가고, 프로젝트가

후 32기의 실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건설된 화력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HEMESTORY
INTERVIEW _ 명불허전 名不虛傳

개조하는 호남화력 280㎿급 2기와 여수화력 200㎿급,

E P C 사 업

진 출 을

응 원 하 다

일흔을 넘긴 김옥대 전무는 1998년 한기를 떠나 민간
기업에서 우리나라 전력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한기의 파워 플랜트 엔지니어들은 국내 관련 기업에서
환영받는 존재들입니다. 1998년 퇴임 이후에도 복합화
력발전소 건설사업 및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
주기기 납품과 EPC 역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기술자
발전소들은 기술적으로도 안정화됐으며, 세계에서 가

문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 운전 신뢰도가 높은 발전소로 정평이 나 있다.

그만큼 한기 엔지니어들의

“한기 인력의 기술습득 능력은 외국 기술자문가들이 놀

실력이 민간 기업에서도

랄 정도였습니다. 기술자문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도 여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

러 번이었습니다. 한기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매료되

기도 합니다. 한기 엔지니

어 기술자문가들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는 사람들

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

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기술자로 초임계압,

재인지 저를 통해서도 확

일일기동정지(DSS) 화력발전소건설 종합설계 당시 자

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을 맡았던 스위스계 독일인인 Mr. Ockard라는 분이

한기의 파워 플랜트사업

있었습니다. 고령에도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분야는 한때 위협을 받기

주어 시스템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

도 했다. IMF 외환위기 당

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 플랜트사업단 매각을

빠른 기술자립 속도로 해외 진출도 가시화되었다. 화력

추진하면서 조직에 상처를

발전소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면서 다음 단계로 해외시

남겼다.

장 진출을 목표로 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

더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화력발

는다는 진리는 우리 엔지

전소 건설의 타당성조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EPC 및

니어링 업계에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당시 한기의 높

O&M을 관장하는 기술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은 기술력과 우수한 구성원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대

쌓았다.

기업들에게는 몹시 탐나는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그 우

“전무로 재임할 당시 석탄화력, 복합화력, 열병합발전,

수한 기술 인력들이 흩어졌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는

양수발전 등 여러 형태의 수화력발전소 건설 종합설계

한기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다발적으로 수행하면서 원가관리 및 사업관리

현재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종합설계회사는 한기가 유

분야를 총괄하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합니다. 그 가치가 국가적으로도 크고, 실적 또한 세

한기는 1995년 한전의 투자사업인 필리핀 말라야 발전

계적인 수준입니다. 당시 매각이 중단된 것은 정말 다

소 성능복구공사를 시작으로 한전 해외투자사업에서

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아프리카 Hirgigo 디젤

한기의 플랜트 분야는 원자력 분야에 버금가는 기술력

발전소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사업 경험

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외 EPC 사업은 정체

은 아프리카의 가나와 코트디브아르 및 국내 오산열병

된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미래의 성장산업이 될 전망이

합 EPC 사업 수행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 김옥대 전무의 견해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한기는 고난을 극복할 때 더 높이
성장하는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한기는 그간 발전소건설 종합설계 영역을 주 업무로
성장해 왔습니다. 설계 및 시공감리의 다양한 실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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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축적해 온 역사는 실로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미

로는 서로를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엔지니어

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절로 응원을 했습니

링은 결국 협동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다.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은 마땅한 선

그의 당부는 이어진다.

택입니다. 특히 EPC 사업은 품질관리, 기자재 구매, 설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삶에 항상 함께

치, 시공, 시운전, 공무, 안전, 각종 법규 행정 등 다양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한기는 고난을

한 분야를 망라합니다. 이 경험은 설계전문가, 사업주

극복할 때 더 높이 성장하는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결

엔지니어링 지원 스페셜리스트, 컨설턴트 등 다양한 스

속된 조직의 힘은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근

펙트럼을 가진 전문가를 또 양성하게 합니다. 이런 선

원입니다. 한기 구성원 모두 중지를 모아 회사의 숭고

순환을 통해 작지만 강한 회사로 글로벌 EPC 기업으로

한 성장 목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어주기를 바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니다.”
한기 40년의 역사에서 명멸해 간 시간들은 오늘을 위
한 지렛대였다. 그리고 김옥대 전무 역시 후배들이 딛

새

로

운

시

대

정

신

을

고 올라설 수 있는 든든한 하나의 계단이 되어주었다.

-

<한국전력기술 40년사>에 그가 덧붙이는 말은 그래서

김천 시대는 여러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구성원들이

뜻깊다.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문제와 함께 기업문화도 변화

“역사란 현재와 과거뿐 아니라 미래와의 대화에 의해서

가 예상된다. 우수한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기도 하면서

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념과 조직의 비전

어수선한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역사도 새롭게

“제가 귀감이 되는 선배는 아니지만, 제가 가진 마음가

변할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넓은

짐을 얘기하자면 진인사대천명, 솔선수범, 말조심으로

세계로 가지를 뻗고, 보다 깊게 뿌리를 내리는 한기가

대변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되기를 바랍니다.”

치 않겠으나, 말조심은 다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상
처를 주는 말은 자제하고 가능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일에 있어서는 엔지니어
로서의 소신과 가치를 피력하는 것이 좋지만, 인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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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기술 인력을 풍부하게 갖춘 한기가 EPC 사업

喜怒
哀樂
THEME 1

프
로
젝
트 喜怒哀樂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집을 짓듯이
한기의 지난 40년은 수많은 프로젝트가 켜켜이 쌓이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기도 했지만,
멀리 제주도에서 영종도까지 우리나라 곳곳과
육로로는 갈 수 없는 북한과 아프리카까지 해외로도 그 흔적이
뻗어 있습니다. 처음이어서 힘들고, 기술이 부족해서
돌아가야 했으며, 경험 미숙에 울어야 했던 숱한 추억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립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시절을 돌아보는 마음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01
처음,
그 가슴 설레는
순간들
기업의 성장 역사에는 항상 처음이 존재한다. 미숙하고 힘겨웠던 첫 순간들이 쌓여
성공의 역사를 만들고 성장의 길을 연다. 한국전력기술의 지난 40년도 숱한 처음의
사건들이 중첩되며, 오늘을 만들었다. 여기 어느 한기인의 가슴에 각인된 세 번의 처
음이 있다. 그 처음은 한국전력기술 역사의 새 장을 열었던 가슴 뛰는 순간이었다.

정병조 / 기계배관기술그룹(플랜트)
		
		

1981년 2월 9일 한국전력기술의 전신인 KNE에 입사했다. 공릉동 원자력연구소 건물에 터를 잡

고 있었던 때인데 어떤 일을 하는 지도 모른 채 원자력발전소 관련 일을 한다는 사실만 알고 지원했다. 그래도 입사
당시 ‘우리나라 최고 대우를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라’는 면접관의 말에 내심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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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근무인원은 대략 150명 정도였다. 입사하고 무슨 일을 맡게 될까 기대하고 있을 무렵 미국연수를 다녀온 선배
들이 그룹 리더를 맡고 그들을 중심으로 약 25명 정도가 각 팀을 이루어 일을 시작했다.
당시 우리가 처음 맡은 일은 고리 5,6호기 Pipe Support 설계용역이었다. 이 용역사업은 벡텔(Bechtel)이 고리 5,6호
기 종합설계를 하면서 미국 C&L에 하도급 준 업무를 재하도급 형식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한기 출범 이후 규모를 갖
춘 사업으로는 최초의 설계용역으로 회사 안팎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프로젝트였다.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미국 C&L에서는 자문역으로 2명을 파견했는데, 우리가 설계한 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두 미국인은 위치가 위치인 만큼 위세가 당당했고, 실력도 대단해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묻고 배우기를 좋아했다. 그들의 이름은 ‘카팔카(Kapalka)’와 ‘랄프(Ralph)’로 업무 중에 존칭이나 직위 대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한기 직원끼리도 서로의 호칭을 영문 약자를 따 JR, MB, KP, BJ 등으로 부르며 즐겁게
일했다.
일하는 방식이 자유롭고, 동기들이 많아서인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몰랐고, 새로운 기
술 자료를 접할 때면 복사해서 동료들과 공유하고 토론하기를 즐겼던 기억이 새롭다. 오죽하면 부서 관리자가 복사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복사기를 지키고 서서 복사를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다행히 프로젝트 수행 과정이 행
복했던 만큼 결과도 잘 나왔고, 배관응력해석과 배관지지물 설계 및 지지구조물 계산 등 한기의 배관기술 분야의 초
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대내외적으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았다.
지금과 비교하면 당시 수행한 프로젝트는 소소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이러한 작은 기술들을 배우고 그 노하
우가 쌓이면서 현재의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용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Pipe Support 설
계용역은 바로 그 작은 밀알이었다.

		
		

한기는 1980년대에 500㎿급 석탄화력 표준화를 완성하면서 500㎿급 석탄화력발전소 시리즈

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탰다.
500㎿급 시리즈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전은 용량 증대와 효율 증대에 관심을 갖고 500㎿에서 1,000㎿로 가
기 전의 중간 단계인 800㎿급 석탄화력 개발에 착수했고, 한전으로부터 표준화 용역과 동시에 영흥화력 1,2호기 종

합설계용역을 1994년 수주했다. 용역 금액이 800억 원을 상회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였기에 화력본부에서는 모든 역
량을 집중했다.
800㎿급은 첫 사업이다 보니 준비단계부터 해외 주기기 업체와 자문사를 선정하기로 하고, 한전의 김재섭 고문을 단
장으로 각 분야 책임자들이 미국 현지조사에 나섰다. 대형 프로젝트이고 후속 프로젝트 수행 계획이 잡힌 상태라 미
국 대상 업체들은 현지조사단을 극진히 환대해 주었다.
출장 기간 보름 동안 조사단은 가능한 많은 업체 방문을 위해 일정을 촘촘히 잡았고, 여러 회사를 방문하며 800㎿에
대한 다양한 기술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미국 발전소 현장을 견학하면서는 실망감이 컸다. 국내 발
전소보다 운영 및 설계가 뒤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조사단 활동 중 특별히 기억나는 업체는 첫 번째 방문업체였던 캐나다 보일러업체 B&W였다. 헬기투어까지 준
비해 조사단을 감동시켰는데, 헬기투어는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저녁 만찬 초대만큼은 거절키 어려워 함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진 레스토랑에서 바닷가재를 먹었던 그날의 풍경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럼에도 아쉽게 인연을 맺지는 못했고, B&W는 지금까지 한국 발전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B&W보다 더 깊은 인상을 받은 곳은 PP(Parson Power)였다. 그들이 보유한 높은 기술력도 인상적이었지만 정성들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이 방문단을 감동시켰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PP와 맺기로 결정했다. 그
리고 계약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 부사장 Mr. Alder와 담판을 통해 한기 엔지니어 20여 명의 무상 기술교육도
약속받았다. 당시 그 회사의 부사장이 우리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호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화통한 배포로
우리를 매료시킨 그는 그 회사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외모와 매너를 갖춘 신사로 한기
직원들 사이에서도 멋쟁이로 통했다.
당시 PP는 3D 모델을 통한 Physical 설계를 이미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도 플라스틱 모델을 3D 모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환경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대기환경 관련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데 큰 도
움을 받았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즐기며 수행했던 영흥화력 1,2호기는 터빈 출력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닥쳤지
만,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어 영흥화력 3,4호기에서는 더 완성된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1,000㎿ 석탄화력 시대로 가는 든든한 발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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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2009년 안승규 사장 취임으로 ‘해외 EPC를 통한 세계 TOP 5 달성’이라는 큰 비전과 포

부를 안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그리고 2011년 SK건설로부터 터키 투판밸리 화력 EPC 사업을 수주하면서 새로
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해외 화력 발전플랜트 시장 진출의 문을 열었다. 플랜트본부는 계속해서 가나 타코라디 해외
EPC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새로운 블루오션의 영역을 넓혔다.
해외 EPC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는 실패를 겪기도 했다. 한기가 최초로 해외 발전소 EPC 입찰에 참여한 것은
2011년 바하마 디젤발전소(80㎿) 건설공사였다. 입찰을 앞두고 한기는 사내 TFT를 만들고 두산엔진과 컨소시엄을 구
성했다. 두산은 엔진 공급 및 시운전, 한기는 설계, 보조기기 구매, 시공 업무를 총괄 수행키로 사전 조율을 마치고 입
찰을 준비했다.
최초의 EPC 사업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TFT는 부담을 크게 느꼈다. 게다가 EPC 사업의 특성상 입찰 규모가 커지면
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판단이 쉽지 않았다. 그럴수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경쟁자로 예상되는
현대중공업과의 경쟁을 대비해 여러 경우의 수를 준비했다.
최초의 턴키방식 해외 입찰이라 축적된 자료도 미흡했지만 발로 뛰면서 자료를 확보했고,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인 두산엔진의 도움도 받았다.
그리고 최종 응찰을 위해 입찰 금
액을 산정했고, 사장 결재를 받
아 두산엔진과 합산을 했는데,
그 금액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두산엔진은 이 금액으로는 어
림도 없다며, 입찰을 포기하자
는 것이냐고 입찰불가론을 폈
다. 추후 금액 조정을 거치며
입찰액을 낮추었지만, 조정
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두산엔진이 반발하는 가운

가나 타코
라디 EP
C사업 계
약

기념식(2
012.01.09
)

데 한기는 입찰액을 결정하고 이를 두산엔진에 통보했다.
처음이라는 준비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입찰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2등이었다. 강
력한 경쟁자로 여겼던 현대중공업은 3위에 그쳤고, 1등은 예상 밖에 있던 덴마크 업체였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아쉬웠다. 2,000억 원이 넘는 공사 규모에서 1위 업체와의 응찰금액 차이가 3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다. 10만 달러
만 낮추었어도, 한기는 첫 해외 EPC 입찰에서 수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TFT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첫 입찰에서 이 정도 했으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민간기업 출신인 한기 최
고경영자의 생각은 실무자들과 거리가 있었다. 결국 TFT 책임자를 불러 질책을 했다.
“왜 2등을 했으면 1등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
비록 2등으로 떨어졌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부랴부랴 TFT는 창원의 두산엔진
을 찾아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았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
으며, 그 실패의 경험과 교훈은 이후 해외 EPC 사업 수주의 보약이 되었다. 처음이라서 두려웠던 길, 그러나 그 길에
오름으로써 새로운 해외 EPC 사업의 길을 뚫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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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

국내 최초의
‘석사대학’
을 열다
1982년 새롭게 제정한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라는 사훈에 맞춤한 사내
석사대우 과정(CEP) - 한기기술대학원이 1983년 9월 개설되었다. 정근모 사장이
1982년 취임하면서 회사에 여러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는 그 첫 번째 작품이었다.
유학파인 정근모 사장은 해외 기업과 일하기 위해서는 영어회화가 전제라며 아침
근무 1시간 전 직접 영어강의를 맡았으며, 공부하는 엔지니어가 되라고 CEP 과정도
만들고, 직원 해외 유학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최고경영자의 진심에 감동한 나는 CEP 과정의 첫 수강자로 등록을 했다.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일과 후에 이어지는 강의와 많은 과제에 부담을 느껴 중
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학사관리가 엄격했던 KAIST 교수의 수학 과목이 가
장 큰 걸림돌로 수강생의 절반이 여기서 포기하고 말았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라 초빙된 교수진 대부분이 엄격한 잣대를 들
이댔다. 결국 이런 분위기 때문에 1기 수료생은 나를 포함해 단 5명에 그쳤다. 그럼
에도 회사에서는 가족들을 초청해 성대한 수료식을 열어주었다. 어렵게 공부한 것
에 대한 격려였다. 그후로도 오랫동안 CEP 제도가 지속되었지만, 수료 인원이 많아
짐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줄어들고, 외부의 야간 대학원 학위 과정을 듣는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돌이켜보면 주경야독으로 보낸 그 시간들이 있어 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웠다.
- 정병조

02
CCPP의
정복자가 된
작은 거인
복합화력발전소 종합설계 강자로 우뚝 선 한기는 첫 종합설계를 맡은 일도복합화력
에서 최근 진행 중인 서울복합화력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많은 경험과 기
술을 축적했다. 주요 프로젝트에 얽힌 뒷이야기들을 정리했다.

최종석 / 前 기계배관기술그룹(플랜트)

		
		

1977년 12월, 외국 설계업체의 손을 빌려 군산복합화력, 영월복합화력, 울산복합화력을 완공하

면서 우리나라도 복합화력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12년 후 우리 손으로 설계한 복합화력발전소가 최초로 착공되었다.
인천시 경서동에 세운 서인천복합화력이 그 주인공이었다.
서인천복합화력은 900㎿급 LNG 복합화력으로 1989년 3월 착공해 1993년 3월 설계기술용역을 완료했다. 한기는 국

060

061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HEMESTORY
THEME 1 _ 프로젝트 喜怒哀樂

내 최초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조성과 제반 복합화력 발전설비 및 부대 시설물의 전 과정에 대한 기
본설계와 세부설계를 실시한 종합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하면서 역사적인 걸음을 떼었다.
처음은 위태롭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한전으로부터 복합화력발전소 종합설계기술용역을 수주했을 때도 기쁨과 함께
불안감이 함께 엄습했다. 설계경험 인력 및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용역수행기간도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에 비해 짧아 숙련된 기술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술자문은 벡텔에서 파견한 기술자 1명이 전부였
고, 발주처인 한전은 한기의 설계능력을 의심해 기술자문자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만 승인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수행처인 한기도 발주처인 한전도 불안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만으로 프로젝트는 대단원의 막을 올렸
다. 선행호기이자 12년 전 외국사가 설계한 군산, 영월, 울산복합화력의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사업초기 자료협조를 위해 찾은 군산복합화력에서 우리를 안내한 곳은 먼지가 겹겹이 쌓인 창고였다. 몇몇 눈에 띄
는 자료는 누렇게 색이 바랬고 여기저기 좀이 먹고 있었다. 건설공사 입찰을 위한 공사설계서는 등사용 잉크로 복사
한 것이고 철끈으로 묶었을 정도로 낡은 상태였다.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역시나 자료는 거의 보관되지 않아 도움
을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공사비 산정도 애를 먹었다. 공사비 누락을 막고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해 선행호기 설계도서가 있어야 하나 현실적
으로 불가능해, 한전과 우리 담당자가 유사발전소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용량보정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다.
경험도 자료도 없으니 몸이 고생하느라 시간외 근무는 예사였다. 그해 여름 집중호우로 한강 강둑이 무너져 마포 근
방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같이 야근을 하던 여직원이 울음을 터트리는 바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홍수가 발생한 곳이 여직원의 동네였던 것이다. 가족들은 무사한지, 집은 물에 잠기지 않았는지도 모른 채
야근을 하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시작은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길이 보였다. 가장 어렵다는 발전소 계통설계의 계통흐름도 작성도 무사
히 마쳤다.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면 원자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심지어는 화공플랜트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수
집해 분석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백지 상태의 제도용지 A1을 펴놓고 해당계통과 일일이 비교해가며 한 장 한 장
설계도를 완성해 나갔다. 먼저 주요기기를 배치하고 기기로부터 소요처까지 배관을 연결한 다음 밸브 등 구성기기를
짜깁기 하는 방식이었다. 그때 버린 제도용지는 수백 장에 달했으며, 시행착오를 밥 먹듯이 하며 매달린 끝에 성공적
으로 설계를 마쳤다. 우리가 해 놓고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발전소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해 출동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해 발전소에서 더 큰

일이 벌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속도위반을 하고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자 경찰도 놀라며 경례를 붙여주었다.
“아, 그랬군요. 그래도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서울과 평택을 매일 오가며 1994년 6월 준공한 500㎿급 평택복합화력 때의 진풍경이다. 1단계 설계로 본관건물 착공
에서 가스터빈 전 출력운전까지 9개월이라는 국내외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최단 기간에 가스터빈 4기 운전
을 성공리에 마쳐야 하는 프로젝트였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도로 위의 무법자를 마다하지 않았고, 한기 동
료들의 무한책임의식 덕택에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
평택복합화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진행한 한림복합화력과 보령복합화력 설계기술용역은 돌이켜보면 피눈물나
는 프로젝트였다. 두 프로젝트는 한전에서 1995년 2월, 6월에 각각 사전착수지시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5년 6월 총파업과 함께 1995년 7월 한전으로부터 업무
종결 통보를 받고 철수한 사업이다. 한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한림복합화력은 대우엔지니어링
이, 보령복합화력은 현대에지니
어링이 후속사업을 승계함으로
써 경쟁사의 입지를 넓혀주고
말았다. 그로 인해 국내 화력
발전시장 설계용역에서 두
회사와 피나는 경쟁을 감
수해야 했던 가슴 아픈
프로젝트였다.
신인천복합화력 9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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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터빈 긴급복구공사 EPC사업은 발 빠른 대처 능력을 확인시켜 준 프로젝트였다. 2010년 7월 하계 피크전력을 담
당하던 신인천복합화력 9호기 150㎿급 증기터빈의 사고로 터빈 및 발전기 주변기기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하여 증
기터빈 건물 내 기기, 배관, 전기, 계장, 토목 및 건축물이 손상을 입었다. 남부발전은 당시 긴급 복구공사를 한기에
EPC로 발주했고, 한여름 화재로 그을린 현장에 검댕이를 뒤집어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을 수행한 끝에 2011년 1
월 정상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와 시공을 해냈다. 이로 인해 남부발전과의 신뢰관계는 더
욱 돈독해졌다.
현재 수행하는 복합화력 프로젝트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존 서울화력 부지에 건설 중인 서울복합화력발전소다.
국내 최초로 지하화가 결정된 발전소로 2007년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서울화력 현 부지에 지하화 건설
을 최종 결정했다. 서울복합화력은 800㎿급으로 국내 최초로 발전소 전체를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가스시설, 소방시
설 그리고 환기시설 등 최고의 안정성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한기가 종합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지하부 최저 깊이는 24m로 주요기기 모두가 지하층에 설치되고 지상층은 공원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활
용도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역사의 길을 만들어왔던 한기는 복합화력에서도 최초 최고의 길을 닦으며,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다.

03
명품 공항의
탄생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종합설계에서 건설과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간
접으로 경험한 한기는 다양한 사업관리 경험을 토대로 국가 기간시설 건설에도 참여
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인천국제공항 사업관리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 공항으
로 인정받는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저변에는 한기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오명갑 / 사업관리기술그룹
		
		

새로운 밀레니엄과 함께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태어난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명품이다. 국

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005년부터 내리 10년째 항공업계의 노벨상이라는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각종 공항 관련 시상식에서 단골로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명품 반열에
서 좋은 평가를 받을 때면 나도 모르게 절로 미소가 그려진다. 그 명품 탄생의 뒤에 한국전력기술의 땀과 노력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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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한기의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확인하는 시설물로 한기가 발전소 종합설계에서 벗
어나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도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대외 상징물이다.
발전소 종합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한기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경영다각화 입장에서
추진된 일이었다. 1980년대 대형 플랜트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기도 발전
소 설계사업 수주에서 벗어나 설계, 구매,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EC 발전전략을 1986년 최초로 수
립했고, 원전의 종합사업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SOC 건설사업 관리 분야 진출도 모색했다. 그 결과물이 ‘인천국제공
항 건설사업관리용역(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이었다.
한기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인천공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수주부터가 난관이었다. 한기는 당시까지 한전을 주
고객으로 하여 해외는 물론 국내조차 수의계약을 통해 주로 사업을 수주해 왔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사업은 국제
경쟁 입찰로 쟁쟁한 해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었다. 입찰 경험도 부족한 가운데 생
소한 분야에서 국제입찰에 참여해 수주하는 일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
해외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입찰에 필요한 준비를 하며 해외 파트너를 찾기 위해 동분
서주했지만,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해 입찰제안서 마감을 목전에 두고도 컨소시엄 구성은 지지부진했다. 뒤에 알
게 된 사실이지만 각국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 다국적기업 B사의 견제가 원흉이었다.
입찰 포기를 검토하는 시점까지 몰려서야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지금은 작고한 이문국 전
부사장이 해법을 제시했다. 지인인 재미교포 기업가를 통해 극적으로 미국의 파슨스(Parsons)와 접촉할 수 있는 창
구를 마련했고, 입찰 3주 전 극적으로 외국 3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 마음고생을 보상이라
도 하듯이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대한민국의 하늘 길을 여는 사업관리 업무가 한기의 손에 쥐어졌다.

		
		

용역협상 및 계약을 완료한 직후인 1994년 12월 2일, 진금택 단장을 비롯한 선발대를 업무에 투

입했다. 이후 최소 60명에서 최대 150여 명의 한기인이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참여했다. 다
소 생소한 분야였지만 참여자 모두가 자긍심을 지니고, 단순 용역사가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
로 열정을 품고 일했다.

인천국제공항 종합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던 초기에는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토론이 이어져, 막차에 지친 몸을 싣고
퇴근하기 일쑤였다. 매일 이어지는 야근에 발주처는 추가근무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도 하겠다며, 먼저 연장근무 수
당 지급을 제안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기 직원들의 열정을 발주사가 먼저 인정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중요한 사안은 공항공사 부이사장이 의장을 맡은 기술조정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한 번은
발주처 건설이사가 협력사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주장을 꺾지 않아 기술조정회의가 공전되고 있었다. ‘공항 입지가
준설매립지인 점을 고려하여 연약지반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침하를 안심할 수 없기에 공항부지 전역에 1미터 간격
으로 격자형 맹암거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안전문제를 보다 철저히 짚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 건설이사의 주장은 기우였다. 결
국 건설이사의 주장이 워낙 강경한 까닭에 기술조정회의의 의장을 맡은 부이사장은 한기의 PM용역단에 회의 참석
을 요청했고, PM용역단은 처음 기술조정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도 건설이사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설계용역사의 단장, 공단의 건설시험소장 및 토목처장 등은 모두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
한 부이사장은 마지막으로 PM용역단의 의견을 물었다. 우리의 대답은 간결했다.
“어느 의견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이사님이 주장하는 공법으로 공항건설을 진행
할 경우 18개월의 지연요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공항 개항 일정을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기 PM용역단의 대답은 지금까지 공방을 단칼에 해결하는 ‘신의 한 수’였고, 건설이사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 일을 계기로 한기 PM용역단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음은 불문가지다.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사업비는 처음 참여하던 1995년 초 3조 원을 밑도는 금액이 책정되
었으나, 기본계획변경과 상세설계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준공 시점에는 비용이 5조 원을 넘어섰다. 사업비 관
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만 우리로선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
그래도 우리의 뜻을 관철해 양보를 얻어내 많은 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었다. 여객터미널 앞에 있는 복합교통센터
건설 과정에서였다. 복합교통센터는 당초 9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건설할 경우 4,000
억 원을 웃도는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항의 성격상 기능 중심의 건축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나치게
외형에 치우쳐 벌어진 일이었다. IMF 이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때인지라 강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하며 3D 형상을
갖춘 지붕을 없애고, 지상주차장으로 시공하고, 공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상조업 관제시설을 교통센터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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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안을 내놓았다. 결국 지상조업 관제시설은 없앴으나 3D 형상의 지붕은 공모대로 지어져 반쪽 예산절감에 그
쳤지만 교통센터 일부를 개항시점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의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인천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1995년과 1999년 두 번에 걸쳐 벌어진 총파업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국가적으로 손해가
컸고 한기에 대한 신뢰문제도 있어 노조집행부의 협조를 받아 1995년에는 1주일의 동조파업 후 현장에 복귀했다. 그
러나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른 1999년 총파업 때는 집행부가 현업복귀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행
히 노조원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 덕에 차질 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자칫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임박하면서 한기 PM용역단은 개항준비에 돌입했다.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외국 기업
으로 구성된 DLIA컨소시엄의 도움을 받아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지만, 이런 성공을 기반으로
발전소설계뿐 아니라 건설 사업관리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의 기본계획 변경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시운전 및 시험운영에 걸쳐 프로젝트의 전 과
정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공항에 대한 기술 경험이 없더라도 항상 체계적인 사고와 더불어 책임
의식을 갖고 부단히 노력한 대가라 믿고 싶다. 특히 시험운영 과정에서는 경험이 없음에도 모든 업무를 선도하며 공
항 이전 업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해 냈다.
개항 당일 새벽 5시, 첫 비행기의 착륙 소식을 기다릴 때 내리던 함박눈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비행기 착륙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면서도 지난 6년 세월을 노심초사한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늘의 작은 축복이라 위안했다. 그리
고 그 시간을 함께 견뎌 낸 동료들에게 마음 속으로 한없는 고마움을 표했다.
대한민국의 하늘 길이 새롭게 열리던 날, 우리 한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 다소 힘들고 불안한 현실이 닥치더라도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도 발견했다. 회사 창립 40주년을 맞으며, 그날의 감동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
단한 사람들이며, 한기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조직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지
금도 내 가슴은 여전히 뜨겁고 두려움이 없다.

04
동토의 땅에
동포가
살고 있다
경수로 대북지원사업인 KEDO는 한기에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기술적 성과를 드높
인 이정표나 괄목할 사업적 성과는 아니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렸던 한민족이 잠시라
도 반목과 대치라는 이념의 장벽을 허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의미가 깊다. 금호(신
포) 현장에서 민낯으로 만난 남과 북의 이야기는 그래서 흥미롭다.

신현조 / 토목건축기술그룹(원자력)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인 KEDO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진을 뺐다.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과 황

장엽 탈북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조사단 방북 일정은 두 번이나 연기되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통일원의 정신교
육도 지루하고 진부했다. 북경에서 비자를 기다릴 때는 지질조사단의 끝없는 투정에 지쳐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
다. 현장조사단의 책임자로서 동요하는 조사단원들을 보고 있자니 불안감은 물론이고, 왜 이토록 어려운 자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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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었나 하는 원망까지 들었다. 조사단의 북한 비자를 받고는 한국 취재진들에게 환한 표정을 지으며 속 다르고 겉
다른 인터뷰까지 했다.
공항에 내린 후 곧 바로 고려호텔로 이동해 숨을 돌린 후, 북측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버스에 탑승했다. 평양역에서
는 특이하게 승강장까지 버스가 진입해 버스에서 곧바로 기차로 옮겨 타는 진기한 경험을 했다. 기차에 탄 시각은 늦
은 밤이었고, 우리를 실은 기차는 밤새 달려 이튿날인 3월 2일 새벽 신포에 도착했다. 이후 금호리의 외국인 숙소에
여장을 풀고 북측의 전문가 및 안내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가벼운 인사가 끝나고부터는 북측 관계자들과 단장회의, 부지조사 설명회, 분야별 보장(지원)회의 등 끝없는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는 매번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 힘겨루기 양상이 되고 말았다. 협의가 아니라 협상이 되곤 했다. 그러
는 사이 부지경계 측량 및 시추조사 위치측량을 실시했다. 각종 장비도 일주일 만에 도착하면서 부지 진입로 입구에
시추기를 운반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
신포에서의 하루하루는 심신이 지쳐가는 나날이었다. 외국인 숙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분야별 협상은 무한한 인내심
을 요구했으며, 현장 측량작업은 몸서리치는 추위와 바람, 매의 눈으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예닐곱 명의 안내
원의 통제 속에 이뤄졌다. 북측이 지원한 장비는 골동품 수준으로 작업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 숙소 로비에 있는 상
점에서 갖는 소박한 술자리조차 안내원들이 동석해 사진 찍지 말라, 방금 발언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니 공식
사과하라, 등등의 간섭으로 분위기를 냉각시켰다. 방에서의 대화도 도청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니 심리적 압박이 상
당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다. 북을 도우러 와서도 감시와 구속을 받고, 부지조사의 계획공정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연락
조차 되지 않는 고통을 감내하는 조사단원들에게 감사는커녕 시비를 거는 북측 태도를 바꾸어야 했다. 한전 최규은
과장, 자원연구소 책임자인 최영섭 박사와 숙의를 한 끝에 3월 10일의 기계 설비 완료일을 전환점으로 삼기로 하고
그날 고사(告祀)를 지내기로 했다. 미신으로 치부되는 고사를 지내겠다는 그 발상이 모험처럼 보였지만 북측의 어떠
한 반대가 있더라도 밀어붙이기로 작심을 했다.
우리측 요청으로 이뤄진 3월 9일 단장회의부터 분위기를 띄웠다. 먼저 북측이 제공하기로 한 장비의 부실함을 지적
하며 부지조사 공정지연의 책임을 추궁했다. 아울러 부지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조사단이 보다 자유로
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북측의 공감도 이끌어냈다. 회의 말미 고사 얘기를 꺼냈다. 내
일 오후 기계 설치가 완료된 이후 부지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고사를 지낼 계획이니 북측 관계자들도 모두 참

석해 양측의 안전을 비는 행사를 치르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김 단장님, 고사에 돼지머리와 시루떡을 준비해야 하니 책임자를 불러주시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 김성수 단장의 일그러지는 표정에 아랑곳없이 마지막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일방적인 선
언에 북측의 심기가 불편했는지 안내원들이 내게 다가와 꼭 고사를 지내야 하느냐고 돌아가며 물었다. 어떤 안내원
은 미신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미신을 믿습네까?”
“미신도 종교인데 북측에는 종교가 없습니까?”
“왜 종교가 없까시오. 그래도 우리는 미신은 안 믿습네다.”
“우리도 미신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큰 공사를 앞두고는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런 행사를 치릅
니다. 서로 화합하자는 의미도 있어요.”
“고사나 안전기원제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닙네까?”
“어떻게 같아요? 말이 다른데.”
북측의 불만을 못 들은 척 하며 다음날 고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당일 오후 4시가 가까워 올수록 가벼
운 흥분까지 일었다. 이윽고 4시가 됐을 때 안내원과 북측 관계자를 태운 버스가 나타났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돼지
머리를 담은 알루미늄 함지박도 함께 도착했다.
돼지머리가 도착하자 누가 시키고 말 것도 없이 시추기 앞에 박스를 쌓아 제단을 만들어 돼지머리와 소주잔을 받쳐
놓았다. 자원연구소대표인 최영섭 박사, KEDO측의 Oswald 단장, Matsumoto, 최한권 박사, 시추기 기책 대표인 심도
섭 씨, 마지막으로 한전의 최규은 과장과 내가 차례로 절을 하고 덕담을 한마디씩 하고 시추기 주변에 소주를 뿌리며
유쾌해 했고, 돼지 코에 지폐를 꽂을 때는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마지막 순서로 까치먹이를 준답시고 시추기 꼭대기에 돼지고기 한 덩어리와 마른 명태를 실타래에 묶어 매달았다.
그 즈음에는 경직되었던 북측 안내원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안전기원제 행사 이후 우리 조사단도 마음
이 많이 풀어져 북측의 억지에 대범하게 반응했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고사 덕분
에 신포에서의 팍팍한 일상은 큰 위로를 받았고, 일도 잘 마무리 되었으니 그 효험이 제대로 먹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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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생활은 당혹의 연속이었다.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역시 자주 얼굴을 맞대는 수

밖에 없었다. 수많은 회의에서의 격렬한 논쟁 후 술자리에서의 농담을 스스럼없이 나누며 우리들은 북측 인사들과
관계가 원활해졌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익혀갔다. 자연스럽게 협상의 기술도 늘어갔다.
처음 북한에 갈 때만 해도 별 두려움은 없었다. 특히 한기에서 잔뼈가 굵은 엔지니어들이라면 어지간히 까다로운 상
대라도 협상을 잘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자부하기에 자신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자부심은 초장부터 무참히 깨졌다. 처음 참석한 보장회의에서 내 인내심이 얼마나 알량한지 깨달을 정
도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심지어는 답답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냐?’는 불만
어린 발언을 했다가, ‘회의 시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회의에 참석치도 않은 다른 안내원을 통
해 전달받았을 때는 묵직한 한 방을 맞고 쓰러진 복서의 기분이었다.
부지조사 회의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1차 부지조사 초엽인 1997년 3월 초 강상리 외국인 숙소에서 매일 몇 차례씩
회의가 열렸다. 끝도 없는 회의에 불만이 폭발해 우리측 대장인 김연중 처장에게 따지고 들었다.
“처장님 무슨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처장님이 북한의 장단에 다 맞춰 주는 바람에 회의가 지지부진한 거 아닙
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언제 현장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야, 임마. 내가 북한에 온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다. 어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냐. 결국 지구전이야. 내가 어
떻게 회의를 하는지 잘 보고 배워서 내가 돌아간 뒤 북측 애들과 잘 지내.”
며칠 후 김 처장이 귀국하고 난 이후로도 보장회의와 실무자회의는 계속 열렸고, 그 과정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 북한 사정을 우리 쪽 상황과 비교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소용접이나 수압시험 시에
40kg들이 산소통이 필요하여 물가정보에 나오는 가격과 규격을 북측에 제시하고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했을 때 확실
한 것은 가격뿐이다(가격은 통상 1.5배 이상). 약속날짜를 아무리 점검해도 막상 당일에는 공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
기 일쑤였다. 막상 공급된 산소통도 규정압력도 들쭉날쭉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산소통 2개를 공수해 간 뒤에야 애
로사항이 해결되었다.
둘째, 회의에 절대로 조급하게 임하지 말아야 한다. 북측 협상자는 실무자이지 결정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아니기 때

문에 새로운 조건이 나올 때마다 정회와 속개회의를 계속하는 그들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다. 빨리 빨리, 명쾌하게
라는 우리 회의 방식은 갈등만 키울 뿐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북측 협상실무자가 요모조모 따져가며
당의 허락을 받아오도록 시간을 주는 아량을 베풀며, 무한한 끈기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셋째, 협상 시에는 항상 몇 가지 대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우리 측에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면 십중팔구는 그 조
건이 수용되지 않는데 북측이 속개회의 시에도 조건의 수정이 아니라 처음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 십상이다.
결국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넷째, 금기사항은 철저히 언급을 피해야 된다. 즉, 가격이나 제품의 질을 우리 것과 비교한다거나, 호칭을 우리 식으
로 하는 등 북측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은 공개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다섯째,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남과 북이 오랜 단절로 인한 접촉의 빈곤이나 다른 체제로 인한 사고방식의 차이로 협상
에 다소의 곤란함이 있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역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얼마나 좋은
터전인가? 협상 시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얘기를 들어주려는 자세를 보일 때 협상결과가 좋았다.
여섯째, 협상과 관련한 감사나 사과의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협상이 잘 되었다고 해서 협조해 주어서 고맙다거나 협
상 시의 일로 미안하다는 등의 표현은 북측인사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지며, 이는 언행의 신뢰도 문제
까지 비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그때그때 협상상황에 따라 적절히 역공을 펴거나 임기응변의 대처가 필요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측과의
협상에는 정도가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북한에 가기 전 걱정이 있었다. 주종(酒種) 불문, 원근(遠近) 불문에 술 마시기 위한 체력증진을

위해 운동을 할 정도로 주(酒)태백을 자처하던 내게 북한 생활은 금주(禁酒)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다. 그런 나의 기우를 단번에 날려준 이는 북한을 먼저 다녀온 선배 김연중 처장이었다.
“술 하나만큼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 2개월 동안 2년 마실 술을 마실 수 있으니 그런 걱정일랑 접어 두게.”
입성신고식부터 화려했다.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야간열차를 기다리는 4시간 동안 43층의 만찬장에서 북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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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과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 기차까지 이어졌으며, 끝내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양주 3병마저 거덜냈다.
강상리 숙소에서도 술은 생활의 일부였다. 시추장비 도착을 기다리며 낮에는 경계측량, 보장회의, 실무자회의로 정신
없이 보내다가 밤 11시경이면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어김없이 로비의 물매대(매점)로 향했다. 참새방앗간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우리들은 안내원들과 함께 처음 접하는 들쭉술, 뱀술, 인삼주, 북한소주(평양소주, 양강주) 등을 맛보며 밤
이 깊도록 잔을 돌렸다.
안내원들과 술자리 분위기가 처음부터 자연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 몇 번은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이면, 고
려연방제 통일론이며 김일성 부자의 찬양, 슬쩍 찔러보는 시비 등으로 그다지 편치 않았다. 그냥 두고 보다가는 서로
의 감정만 상하고 술맛만 떨어질 듯 해, 안내원들이 그런 언행을 보이면 헛소리 한다고 핀잔을 주었다. 결국 열흘 만
에 평화가 찾아왔다. 술 먹을 줄 아는 놈만 술 먹으란 법칙이 자리를 잡아갔다.
당시 강상리 음주문화는 평소와는 좀 남다른 데가 있었다. 개인적 소회로 얘기하자면 ‘너무나 고색창연하여 절로 옛
날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삭막하면서도 나름대로의 풍류가 있는 정서’라고 표현하고 싶다. 서로가 금기시하는 것을
피해가며 이야기하자니 자연히 대화의 내용은 술자리 예의, 양반문화, 개인적인 취미생활, 가족 이야기, 화려했던 취
중 실수, 음담패설 등으로 제한됐지만 은근하면서도 따스한 정취는 술자리를 거듭할수록 서로의 거리를 좁혀 막역한
사이가 되어갔다. 쳇바퀴 도는 일상에서 서로의 정이 그리워 밤마다 조직되는 수컷들만의 술자리 이야기들이란 매일
별 차이가 없었지만, 파안대소와 잠깐의 의견 대립, 사소한 의견 일치의 희열로 채워졌다. 어느 날부터는 이러저런
핑계로 술자리를 떠나는 이들의 뒤통수에 대고 우리는 한 목소리로 야유를 보내곤 했다.
“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 적기는 내가 지킨다.”
신포를 떠나올 때 안내원들과 헤어지며 참 많이 서운했던 것도 술자리에서 쌓은 정이 너무 컸기 때문이리라.

		
		

낯선 곳에 오래 묵게 되면 역시 건강 문제가 염려된다. 파견기간 동안 나는 인연이 없을수록 좋

다는 병원과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북한의 의료체계와 맞닥뜨려야 할 일이 많았다. 강상리 숙소에도 북이 파견한 의
료진으로 구성된 진료소가 있었다. 평양 친선병원에서 파견된 허웅룡 박사와 내과의사 1명, 외과의사 1명 외에 간호
사 2명이 조사단 도착 수주 전부터 파견되어 우리의 건강관리를 맡았다.

신포 도착 후 며칠 후 야간주점 술자리에서 침을 맞을 수 없느냐고 운을 떼었다. 곧바로 책임지도원이 응답했다.
“내래 책임지고 조직해 보갔어.”
다음날 저녁식사 후 남한조사단 첫 환자로 진료소의 문을 두드렸다. 3명의 의사와 40대 중반의 간호사 2명은 첫 환
자의 내원을 다정히 맞아주었다. 진료실은 3등 객실에 마련되었는데, 화장실이 딸린 3~4평 정도로 싱글침대 2개와
작은 책상, 옷장, 냉장고와 TV가 비치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의료기구와 약품은 냉장보관하고 있었다.
북에 오기 보름 전에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가 빠져 아직까지 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어 침을 맞으러 왔노라고 증
상을 얘기했다. 허웅룡 박사가 왼쪽 팔을 이리저리 들어보라고 한 뒤 십여 군데 침을 놓고 그 자리에 부황까지 떠주
었다. 침에 부황까지 40여 분의 치료를 받고 나니 어깨 뒤쪽만 조금 결리고 팔을 들어 올리고 돌리기가 한결 편했다.
속으로 적잖이 놀라며 서양의학 박사가 어떻게 침술도 능하냐고 물었다. 대답은 실로 거창했다.
“양의술에 조선 고유의 한의를 접목시켜 인민공화국 의술로 개발한 것입네다.”
허 박사는 엄선된 의료진답게 의술도 뛰어났지만. 환자를 편안하게 대하는 자세도 탁월한 의사였다. 공화국 공민과
재외동포에게는 무료 진료였지만 우리와 같은 KEDO의 일원은 유료 진료가 원칙이었다. 가격은 침 1대에 1달러, 부황
은 0.5달러로 책정됐다. 나는 같은 한민족이고 경수로 건설을 위해 온 것이니 좀 눅게(싸게) 해 달라고 했다.
“우리의 의료가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가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싼 가격입니다. 본래는 15달라지만, 10달
라만 내시라요. 그리고 안마시술 치료도 있으니 남측 조사단원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갔시오.”
허 박사는 3월 7일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날 한 번 더 나를 치료해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무료로 이명치료와 비타민
주사까지 놔주었다. 나도 보답으로 만년필 한 자루와 담배 두 보루를 선물로 주었는데 평양에 간 뒤 두 차례나 전화
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했다.
내가 받은 침 치료 효과는 우리 조사단에 대단한 반향을 일으켜, 우리측 요구로 진료종목별 가격이 현관 유리창에 붙
었으며 두 명이 침 치료를 받고 여러 명이 안마시술을 받았다. 침 치료는 허 박사가 평양으로 돌아간 뒤 상주하는 외
과의사가 담당했는데, 허 박사에 비해 효과는 영 신통치 않아 우리들 사이에서는 돌팔이로 불렸다. 안마시술에 대한
평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당연 간호사가 할 것이라 여겼지만 50대 중반의 내과의사가 거친 손으로 맨소래담을 잔등
에 바르는 순간 유쾌한 상상은 산산이 부셔졌다.
4월 30일에도 나는 진료소 특급 환자가 되었다. 그날은 안내원과 숙소 마당에서 족구경기를 벌였는데, 자존심 싸움

074

075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HEMESTORY
THEME 1 _ 프로젝트 喜怒哀樂

을 벌이다 그만 김책공대 축구부 골기퍼 출신의 동갑내기 북한 안내원과 페널티킥 승부차기가 벌어졌다. 컨테이너
두 개를 골대 삼아 우리의 승부가 시작되었다. 선축은 안내원이었다. 마침내 벌어진 정면승부, 골문 좌측으로 낮게
날라 오는 볼을 향해 몸을 날려 멋지게 쳐냈다. 그리고 그 탄력으로 내 두개골은 컨테이너 모서리에 부딪치고 말았
다. 별이 번쩍.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나는 이내 수습을 하고 킥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그때 뜨뜻한 핏물
이 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의연하게 내 방으로 향했다. 거울에 비
추자 내 머리에는 족히 5㎝의 찢긴 상처가 드러났고, 흐르는 피를 거즈로 막으며 진료소로 향했다. 부상 소식을 접한
진료소는 이미 소독약과 봉합사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외과의사가 외부진료로 출타 중이었기에,
내과의사가 집도를 맡았다.
머리를 깎아내고 마취주사 없이 봉합을 했다. 남쪽 사내의 의연함을 보인답시고 관운장처럼 버티고 앉았지만 그 아
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게다가 봉합수술이 처음이라는 내과의사의 무딘 바느질 솜씨는 나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무명 봉합사로 두꺼운 두피를 뚫어가며 다섯 바늘을 꿰매는 봉합시술은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전 최규은 과장은 왜 마취주사를 놓지 않느냐, 무슨 놈의 봉합바늘이 낚시 바늘보다 더 투박하냐,
소독은 제대로 되었냐 등등 항의를 했다. 돌아온 대답은 소독기구래야 알코올에 솜을 적시는 게 고작이고, 마취약은
애초에 없으며, 무명 봉합사에 봉합바늘이 있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것이었다. 봉합시술이 끝나고 파상풍 예방용으로
맞은 페니실린 주사는 밤새 주사 쇼크를 일으켜 또 애를 먹였다.
그 일로 실무자 협상에서는 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이 의제로 선택되기도 했으나, 북측은 의료실무자 협상이 진행 중
이라 현재 이상의 진료소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의 사고로 긴급후송이 필요할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 소재지는 함흥시인데 비포장 길을 전속력으로 달려도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 대한 긴
급후송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측의 대답은 걸작이었다.
“조심해서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05
쓰레기 더미의
환골
탈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은 쓰레기 더미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신재생·친환경사업이다.
한기가 2004년 사업에 착수한 매립가스발전소 건설공사는 2006년 12월 성공적으로
완공되면서 신기원을 열었다. 신재생·친환경사업의 교두보가 되었던 당시 프로젝트
개발의 막전막후를 풀어본다.

김덕호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환경학도인 나는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묘안을 찾는 데 늘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 쓰레

기는 그 자체가 환경문제인데, 이런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요즘 흔히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표본이라 생각하고 폐기물자원화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찾아왔다. IMF 외환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1999년 3월, 수도권해안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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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서 드디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소식을
접한 순간 내 몸에는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고, 그동안 쌓인 내 나름의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
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난방이나 전기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
용하는 프로젝트였다.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 온실가스 물질인 메탄가스를 저감함으로써 에너지개발과 환경보전
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었다.
2달 뒤인 5월 환경부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기획단을 발족했고,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단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당시 상사인 환경기술처 이배수 처장
과 플랜트본부장인 이동욱 전무에게 한기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획단에서 처음 발주한 사업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었다. 이 용역은 ①생활폐기물 매립
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발전, 난방 등의 연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평가, ②메탄가스 저감
이 기후변화협약 등에 미치는 국가적 이익 분석, ③자원화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개념설계) 수립, 그리고 ④후속 자원
화시설 턴키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의 역무를 포함하며, 용역금액 4억 1,000만원, 용역기간은 6개월이었다.
용역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은 폐기물 매립장, 화력발전소, 소각로, 매립가스 발전소에 대한 설계, 시공 실적과 자본유
치중개 실적을 보유한 4개사 이내의 국내외 컨소시엄으로 돼있었고, 대표사는 폐기물 매립장 설계 또는 시공 실적을
가진 국내 업체로 제한하고 있었다.
입찰에는 한기를 비롯한 동아건설, 삼성물산, 대우 그리고 포스코개발이 캐나다의 SNC-Lavalin, 미국의 EcoGas, 호
주의 EDL, 독일의 Hasse 등 해외 기업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뛰어들었다. 높은 경쟁률에도 우리는 반
드시 용역을 수주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이동욱 전무도 직원들을 독려했다.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부응하고, 국내 에너지 관련 신기술 확보에 우리 회사가 주
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본 용역은 반드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 숙명과 조직의 자존심을 건 입찰이었지만, 고민이 깊었다. 한기가 대표사가 되기 위해서는 폐기물매립장 설
계 또는 시공실적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만한 실적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매립장 설계·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표사로 한다는 조건이 우리에겐 입찰 장벽이 되었고, 폐기물관련 용역을 독식해 온 D, Y, H 등 국내 중견 엔지니어
링 업체에 유리한 구조였다.

간절하면 통한다고 그때 퍼뜩 뇌리를 스친 생각이 ‘석탄화력 회사장도 폐기물매립장 아닌가?’하는 것이었다. 즉시 조
달청 용역관리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문의를 했다. 그리고 매립장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반가운 회신을 받았다. 암
울하던 현실에 볕이 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상 하나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해당 용역사업에 대표사로 참여한 것
은 물론이고, 이후 한기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회사장 실적으로 폐기물매립장 실적이 인정되면서 사전적격심사 판도는 급격히 한기로 기울었다. 회사장 설계와 화
력발전소 설계에서 월등한 실적을 보유한 한기는 타 컨소시엄과 10점 이상의 큰 격차를 벌리며 용역시행 업체로 선
정됐다. 뒷날 조달청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PQ 점수가 너무 높아 적격심사기준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적용했음에
도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한기 컨소시엄에는 매립가스발전소 설계실적을 가진 SCS Engineers, 자본유치중
개 실적을 가진 Black & Veatch International, 그리고 소각장 실적을 보유한 금호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난지도의 대체 쓰레기매립지로 개발된 수도권매립지(인천광역시 서구 소재)는 630만㎡의 면적

에 5개 공구로 구획된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매립지다.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생활폐기물이 집중되어 하루 유입
되는 쓰레기의 양도 어마어마했다. 더불어 지독한 악취와 함께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를 뿜어내고 있었다.
쓰레기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에는 메탄(CH 4) 성분이 40~60%가량 포함되어 있다. 메탄은 가연성 가
스여서 연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메탄뿐만 아니라 여러 부식성 가스와 악취 발생물질
이 섞여 있고, 열량도 도시가스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쓰기도 어렵고 버리기는 아까운 그야말로 계륵과
같은 존재로 방치됐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매립가스(Landfill Gas)를 단순히 소각하지 않고, 발전용 연료로 활용해 악취의 근원
을 줄이며, 화재 위험성도 차단하고, 경제적 실익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다. 당시 기준으로 미국은
약 200개의 매립지에서 총 814㎿ 용량을 생산하는 매립가스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었다.
선진국의 사례와 매립지의 규모를 감안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도출됐다. 세계 최대 규모인
50㎿급 매립가스발전소를 짓고, 사업은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용역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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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의 민자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가 나자마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공동참여를 요청하는 러브콜이 쏟아졌다. 참여 희망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높은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한 우리회사는 매력적인 파트너였던 것이다. 그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현대모비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포스코개발 컨소시엄과 경합한 끝에 기술 부문의 우위를 인정받아 최종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한국전력기술,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04년 3월 건설에
착수하여 2006년 12월 성공적으로 매립가스 발전소를 준공했다. 우리 회사가 설계한 매립가스 발전소는 2007년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매년 평균 420억 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민간 투자 사업으로는 처음으
로 매년 평균 161억 원의 초과수익을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7년 4월 30일 폐기물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계) 사업으로 등록했으며, 2014년 8월까지 약 47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부수적인
수입도 기대하고 있다.
한기로서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요 사업부문으로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한기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도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생각에 기쁨도 컸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프로젝트 진행
당시 용인 본사에서 합동사무실이 있던 인천 경서동까지 왕복 100km 거리를 피곤한 줄 모르고 매일 출퇴근했고, 머
리와 옷에 밴 묘한 악취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아내의 차가운 외면도 견딜 수 있었다. 마치 독립투사처럼 그 일을
수행하다 보니 함께한 동료들에게 느끼는 애정도 각별했다. 동료애를 뛰어 넘은 동지애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름들을 다시 가슴에 새겨 본다.

06
곡선으로 푸는
지혜
일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안건화 해서 정식 루트를 밟는 것이 우선이겠으
나, 인간적 호소가 답이 될 때가 있다. 어떤 업무는 담당자들의 교류와 교감이 일의
물꼬를 트는 경우가 많다. 궁하면 통하고, 원칙보다는 정이 우선하는 것이 사람 사는
동네의 풍경이기 때문이다.

정상인 / 기획처
		
		

“그동안 수행해 온 추가역무에 대해 기성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세요.”

2008년 여름, 한국전력기술 신월성 사업책임자의 일성이었다. 2002년 계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된 신월성 프로젝트
가 한창 공정을 높여가던 2008년 여름에는 발전소가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한기는 한수원과 계약
이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여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며 신월성 프로젝트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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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경우에도 한수원 요청에
따라 추가 업무 수행을 하는 경
우가 많았지만, 신월성 프로
젝트는 추가역무가 유독 많
았다. 문제는 구체적 계약
을 거치지 않고 추가역무
가 진행하다보니 정확한
용역비 산정도 이루어지
지 않았고, 기성지급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1년 반 전 신월성 사업
에 투입된 이후 추가 업무
를 수행하며 발주처인 한수원의 문턱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쪽의 견해 차이는
컸다.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한기와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려는 한수원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협상 업무를 진행
하며 세운 한기의 원칙은 우리 엔지니어가 땀 흘려 일한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발주처인 한수원
은 후순위 업무인 추가역무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당초 한기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바빠 추가
비용 정산을 뒤로 미뤄둔 것도 협상의 지지부진한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는 더 이상 추가역무에 대한 기성 문제를 미뤄둘 수 없을 정도로 막바지에 몰렸다. 사업책임자를 비롯해
부책임자까지 나서 추가 업무 비용 해결에 주력하면서 조정책임자와 분야책임자의 압박은 더 커졌다. 하지만 우리의
조급함은 아랑곳없이 계약변경을 위한 품의서류는 발주처 담당자 책상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문제들이 연
달아 발생하면서 발주처 담당자도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자인 내 입장에서 계약변경과 기성문제 해결은 당면한 과제였다. 9월 초 어느 토요일 휴일에도 이 문제는 뇌리
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던 나는 앞뒤 잴 겨를도 없이 집을 나섰다. 한수원 담당자와 일단 부딪
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집을 나선 시각은 오후 1시. 자동차를 운전해 영동고속도로를 내쳐 달린 끝에 원주에 있는 담당자의 집 근처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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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
호기 원자
신월성 2

했다. 근처 제과점에서 케이크
를 산 후 전화를 걸었지만, 속절
없이 벨만 울릴 뿐 응답이 없었
다. 시곗바늘은 오후 3시를 가
리키고 있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돌아
갈 수는 없었다. 인근 커피
숍에 들어가 나름대로 혼자
서 궁리를 했다. 만나서 무
슨 얘기를 할까. 시나리오를

돌아보면
함께

구상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했던 동료
와

한수원 담
당자들까
지 모두가

그립다

여전히 전화기는 묵묵부답. 그렇게 몇 번의 시도
와 무응답이 이어지며 시곗바늘은 저녁 6시를 넘겼다. 기다린 김에 끝을 보자
는 생각에 설렁탕 한 그릇으로 저녁 요기를 마치고 무작정 다시 기다렸다. 저녁에는 집에 오겠지, 하는 생각이
었지만 저녁 8시가 넘도록 그의 전화기는 요지부동이었다. 밤 9시, 마지막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끝내 통화는 이뤄지
지 않았다.
‘꼭 만나 뵐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댁에 계시지 않아 오후 3시부터 기다리다 지금 돌아갑니다.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다녀간 흔적은 남겨야 했기에 구구절절한 문자를 남겼다. 대면은 고사하고 통화조차 하지 못한 채 휴일 하루를 헛되
이 보내고 돌아오는 길은 맥이 빠졌다. 고속도로까지 막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을 넘겼다.
월요일 오후에 다시 전화했다. 문자를 확인한 모양인지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건너왔다.
“멀리까지 오셨는데, 헛걸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날 처갓집에 일이 있어 가는 바람에 전화 온 줄도 모르고 있었
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 되시면 잠시 뵙죠.”
토요일의 길고 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한달음에 원주로 달려갔다. 원주라는 도시에 얽힌 옛 추

082

083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HEMESTORY
THEME 1 _ 프로젝트 喜怒哀樂

억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추가역무에 대한 얘기까지 순조롭게 대화가 풀려나갔다.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순
대국 한 그릇씩 먹으며 친밀감은 더욱 높아졌다. 막상 업무 얘기는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지만,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추가역무 서류가 담당자의 손을 떠나 윗선으로 넘어갔다. 그 사이에도 부책임자, 조
정책임자, 기술분야책임자 그리고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협의와 조율을 벌이며 서로의 간극을 줄여나갔다. 지난한 과
정을 거쳐 실무선의 조율이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사업책임자가 한수원 결재권자를 설득하는 문제만 남았다. 일단 첫
발자국을 떼자 사업책임자의 진두지휘 하에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2008년이 다 가기 전 계약변경에 합의를 하고 결
재까지 떨어졌다.
돌아보면 즐거웠던 추억이 가득한 신월성 1,2호기 프로젝트, 함께 했던 동료와 한수원 담당자들까지 모든 이들의 얼
굴이 그립다. 신월성 프로젝트는 우리를 이끌어 준 사업책임자, 부책임자를 비롯해 많은 선배, 동료들이 함께 땀을
흘렸기에 성공적으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이제 몇몇 선배는 회사를 떠나고, 남은 이들은 다른 파트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기라는 이름으로 한 방향을 보고 달렸던 동지들이다.

		

07
매국노와
애국자의
차이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립의 마지막 영역이었다. 정부는 물론
한수원, 민간기업까지 나서 기술개발에 공을 들인 끝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한기는
첫 실용호기인 신울진(신한울) 1,2호기 적용을 앞두고 성능평가 업무를 맡아 미비점
을 발견해 이를 개선토록 지적했다. 기술개발 기업으로부터 야박하다는 얘기를 듣기
도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원전 자립기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다.

황해룡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원칙을 견지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구설에 시달리고, 심지어 모함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노

심보호연산기계통(RCOPS)의 제어기기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프로그램가능 논리제어기)의 성능시
험을 담당할 때 그런 일에 휘말리고 말았다.
때는 바야흐로 2008년 여름, 무더운 7월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제어기기 PLC의 성능시험을 맡은 계측제어처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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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개발처의 자체 평가를 거친 제품이라 시험 결과가 기준치
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터라 한기 직원들이 잘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능평가를 다시 지
시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 동일했다.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시스템은 안전과 신뢰성이 최우선인 대표적인 안전필수 분야이고, 기술적·경제적으로도 고
부가가치 영역이라 해외에서 기술이전을 꺼려 이때까지도 국산화되지 못한 핵심기술로 남아 있었다. 원자력 설계기
술 완전 국산화를 표방하며 전력을 기울여 오면서도 기술자립이 되지 못했던 계측제어시스템 부분은 우리에게 늘 숙
제였다. 정부에서도 원전계측제어시스템사업단(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 KNICS)을 구성
하여 관련 기술개발에 공을 들였다. 그 과정에서 핵심기술인 노심보호연산기계통의 안전등급제어기기인 PLC를 한
국원자력연구원의 주도로 포스콘(포뉴택)에 맡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원자력 기술자립의 마지막 고비를 힘겹게 넘은 만큼 이를 실제 원전건설에 적용하는 것이 더 큰 숙제였다. 그러나 원
자력발전소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원전계측제어시스템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안전문제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럼에도 한수원은 격론 끝에 신울진(신한울) 1,2호기에 최초로 한국형 원전계측제어시스템(KNICS)을 장착하기로 결정
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은 계통설계공급자인 두산중공업에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
한수원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검증과정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기로 하고 개발된 한국형 원전계측제어시스템의
성능을 검토할 수 있는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추진단’을 구성했다. 당시 신울진 1,2호기 NSSS 계통설계를 맡은 한
기 계측제어처도 자연스럽게 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 계통평가팀으로 관련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선 한수원은 PLC의 성능평가를 한기에 의뢰했다. 사실 우리 회사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
를 수행할 여건이 어려웠기에 한수원의 요구를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한수원이 현재로서는 한기 외에
검증할 곳이 없다며 재차 성능평가를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포스콘이 개발한 PLC를 한기가 평가하
게 된 배경이다.

		
		

2008년 7월 19일, 두산중공업은 POSAFE-Q PLC 1세트를 한기에 보내왔다.

기기 수령과 함께 한기 계측제어처는 PLC 요건문서 대비 기능 및 성능시험을 시작했다. 다행히 선행호기 안전계통

의 인허가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나마 PLC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했던 경험이 있어 당초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문제는 시험 초기부터 제대로 성능이 구현되지 않는 것이었다.
성능평가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한수원에 보고하기 전, 우리는 스스로를 한 번 더 의심하기로 했
다. 포스콘이 관련 기기를 공급하기 전 이미 자체 시험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과 값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지라,
우리의 성능평가 과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 내용은 그대로 한수원에
보고되었다.
검증 결과 보고와 함께 포스콘 개발자 그룹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PLC를 다시 제작토록 했다. 그 과정
에서 우리는 한순간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관련 연구원이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국
산화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왜곡했다. 매국노나 할 짓이다.’라고 떠들고
다닌 것이다. 또한 성능평가와 관련해 인허가 기관으로부터도 한기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원칙에 입각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한 얘기를 듣고 만 것이다. 비록 성능평가 전
문가도 기관도 아니지만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추진단의 일원으로 개
발된 기기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린 것
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꼴이 되
었다. 그러나 그런 비난에도 우리
의 행위는 매국이 아니라 애국이
고, 월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신
념을 굽히지 않았다. 문제점을
발견해 더 좋은 결과를 얻어
냈기 때문이다.
약 1년여에 걸쳐 참여한
국산화추진단 업무 중에
서도 관련 내용이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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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콘과 협업하면서 20여 차례 이상 수정을 거듭했고, 관련 PLC 기술을 보다 완벽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
어 보람도 컸다.
우리의 평가에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 기술개발을 완료함으로써 기술
료도 지급받고 연구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했으며, 각종 R&D상도 수상했다. 그러나 그 기술개발이 완전한 기술
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밤을 새우며 도왔던 우리 직원들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었다. 신울진 1,2호기 사업책임자로서
고생만 시킨 김창호 차장 등 관련 직원들에게 지금도 미안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보상보다는 신울진 1,2호기가 앞
으로 시운전을 무사히 통과해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면 족하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자부
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08
가나,
고통마저 감미롭다
세계 속의 한기를 느끼는 일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가능하다. 가나 타코라디는 한기
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는 현장이었고, 한기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장소였다. 찜
통더위와 장대비, 느긋한 현지인과 열악한 물자 사정까지 더해져 시한폭탄이 째깍째
깍 돌아가는 곳이었다.

김경태 / 토목건축기술그룹(플랜트)
		
		

멀고 먼 미지의 대륙이라는 막연함 속에 있던 아프리카가 성큼 다가왔다. ‘고독마저 감미롭다’

는 초콜릿 광고 카피가 먼저 떠오르는 나라, 가나의 타코라디(Takoradi) 발전소 현장 파견이 확정된 것이다. 2011년에
수주한 가나 타코라디 T2 EPC 사업은 기존 발전소에 열회수증기발생기(HRSG) 2대, 120㎿급 가스터빈 1대 등을 증설
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첫 해외 EPC 프로젝트였다. 그런 중요한 현장 파견이니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까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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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해 아프리카로의 출발은 시작부
터 나를 짓눌렀다.
유럽을 거쳐 길고 긴 비행 끝
에 가나 아크라 공항 활주로
에 무사히 착륙했다. 아프
리카 하면 떠오르는 열대
우림과 정글 등 대자연의
신비가 펼쳐질 대륙에
대한 기대와 낯섦, 그
리고 불안한 치안 같은
안전문제에 대한 걱정
으로 길고 긴 비행은 고단
할 사이도 없었다.
설렘과 두려움 속에 아프리카에 첫 발을 뗀 소감은 소박함이었다. 북적이는 인파와 다양한 인종 전시장 같던 인천국
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답게 첨단시설을 갖춘 화려함을 자랑한다면, 붐비지 않는 가운데 흑인들이 대세를 이루는
아크라 공항은 수수한 첫인상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지방공항 규모인 아크라 공항은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라고 말
하는 듯 했다.
후진국에 도착했다는 느낌은 공항에서부터 받았다. 도착 후 짐을 찾고 출구로 나오는 동안 경찰들의 검문이 여러 차
례 있었고, 그들은 매번 급행료를 요구했다. 아프리카 출장이 처음인 나로서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요구를 매몰
차게 거절할 수 없어 한두 번은 돈을 건네야 했다.
에어컨이 설치된 출국장을 빠져나오자, 더운 기운이 온몸으로 들이쳤다. 예상대로 날씨는 무더웠다. 여름에 해당하
는 건기가 한창인 때라 더위는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가나의 기후는 열대기후로 건기철(9월~3월)과 우기철(4월~9
월)로 구분되는데 내가 도착한 시점이 건기였다. 타코라디는 공항에서 자동차로 3~4시간 달려야 할 정도로 멀었다.
발전소 현장은 타코라디 시내에서도 30분 이상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라 외진 곳이었고,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더
욱 습하고 덥게 느껴졌다. 영광이나 영덕 등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을 생각하면 입지는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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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해안

한국을 떠나기 전 사전 조사를 하면서 가나의 치안상태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에 걱정은 덜했다. 그리고 막상 현지인들을 만나보니 소박하고 순수했다. 다만 열대기후에 사는 사람들답게 느긋했
다. 행동이 얼마나 느리고 여유로운지 이들을 독려해 작업하는 일이 고역일 정도였다. 나쁘게 보면 게으르고 수동적
인 사람들이라 공기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가나 생활은 이국의 정서를 만끽하거나 고국에 대한 향수로 힘겨워할 겨를이 없었다. 계획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파견된 직원 모두가 밤낮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부족한 것이 많은 가나 현장이 우리를 가만히 있
을 수 없게 했다. 일이 진행될수록 파생되는 문제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공사를 진행하며 부딪친 가장 큰 어려움은 숙련된 인력의 부족이었다. 우리나라 현장에서라면 고민도 되지 않을 문
제가 가나 현장에서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매번 문제를 야기했다. 숙달되지 않은 현지 인력들을 교육시키며 작업을
독려하는 일은 한기 직원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과였다. 건설 장비를 조달하는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중장비를 이용
하면 몇 시간에 끝날 작업을 인력으로 대체하다보니 며칠씩 작업 시간이 늘어났다. 더욱 우리를 애타게 한 것은 각종
설비에 필요한 건설자재, 장비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공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일이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
부분의 자재와 설비 등이 수입에 의존하는 터라 물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하루하루 기도를 하
지 않고는 도저히 배겨날 수가 없었다.
가나 현장에서 우리를 가장 망연자실하게 했던 사건은 우기에 벌어졌다. 우기에는 수시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에
둔감해진다. 그런데 그날 밤은 유독 빗소리가 요란스러웠다. 장대비라는 표현도 부족하고 말 그대로 억수같이 쏟아
지는 빗줄기가 지붕을 때려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비가 몇 시간을 그칠 줄 모
르고 내리면서 현장상황이 걱정되었다. 사위는 캄캄해서 현장을 둘러볼 엄두도 나지 않는 가운데 걱정만 쌓여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비가 그치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마음 졸이기를 몇 시간, 비가 잦아들고 어둠이 조금씩 걷히자 우리들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아수라장이었다. 몇 달을
고생해서 시공한 취수로 배관 파이프가 빗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우기 대비도 나름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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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넘는 막대한 강수량에 인
간의 준비는 속수무책으로 유
린당하고 말았다. 자연 앞에
서 인간이 초라해지는 순간
이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날이 배수관 매입
을 하는 날이었다. 하루
만 빨리 작업을 하거나
하루만 비가 늦게 내렸
으면, 배수관은 무사히
땅에 묻혀 있을 수 있
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분통
이 터졌다.
폭우 피해는 이뿐이 아니었다. 흙탕물이 된 빗물이 배관을 타고 스팀터빈 건물 안으로 밀려들어 일부 설비가 잠겨있
었다. 망가진 배관 파이프와 침수된 스팀터빈 건물을 보며 한기 직원들은 정말 괴로웠다. 재시공을 위해 소요될 시
간과 자재 공급이 제때 될지도 의문이었다. 그러나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없었다. 우선 공기일정 만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고, 여유분으로 비축한 배관을 이용해 며칠의 주야간 작업을 통해 복구작업을 서둘렀다. 침수된
현장의 물을 빼내고 바닥청소와 기계설비도 점검하면서 현장을 복구했다.
현장을 경험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한기가 설계 중심의 회사에서 EPC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는 이상 현장 경험도 중요한 자산이 될 터이다. 가나 현장에서 겪은 말 못할 많은 어려움들은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험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함께 극복한 동료들에 대한 우정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들과 함께였기에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버틸 수 있
었고, 서로를 챙겨주는 동료애로 한기의 모든 직원은 아프리카라는 낯선 장소에서 버틸 수 있었다. 불철주야 국내 및
해외 현장에서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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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바뀌게 되는 원인이나 기회’를
계기라고 합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기업,

개인에게도 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성장, 성공, 도약의 기회로
연결되고 전환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기 40년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그 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기인들이 바라본 변화의

시간들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01
한기 20년,
시인의 탄생
공릉동 KNE 시절이던 1977년 입사, 1998년 퇴직 때까지 초창기 20여 년을 봉직하며
국제협력, 사업개발, 홍보 관련 직무를 수행한 권이영 전 상무. 초보 수준의 국제관계
업무를 원활히 하고, 구성원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일에 헌신했던 그가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한다.

권이영 / 前 홍보실(한국해비타트 경영고문/시인)

		
		

1977년 원자력 분야의 국제협력 요원을 뽑는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입사한 후 사업개발부의 국

제협력과장과 그후 신설된 국제협력실의 초대 실장을 역임하면서 국제계약을 비롯한 회사의 국제관계 행정실무를
수행해야 했다.
당시 한국전력기술은 미국의 번즈 앤 로우(Burns & Roe)와 합작관계를 청산하면서 당장 국제관계 업무에 대한 부담
이 생겼다. 원자력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이 절실한 가운데 각종 외국 기업들과의 교섭과 계약
업무가 급증하면서 이를 담당할 실무자가 태부족이었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민감한 문제로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일은 구속력이 약해 문구조정이
어렵지 않았지만,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와 향후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원자력 5,6호기(고리 3,4호기) 사업의 계약업
무가 시급했다. 주계약자인 미국 벡텔(Bechtel)과 실무연수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술전수를 해준다는 조항이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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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들의 하도급 용역 대가 산정
조항 등이 매우 예민한 사항이
었다. 원자력 7,8호기(영광 1,2
호기)에도 세부 조건들을 조
율하는 문제가 많았다. 두
계약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
면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술직 간부들이 주도했
고, 내가 맡은 국제협력
부서는 법적인 측면과
행정처리를 담당하며 국
제관계 계약 경험을 쌓았다.
1980년에는 1년여에 걸쳐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국제 업무가 백지화 되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KNE를 한국전력
공사와 벡텔의 합작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이었다. 원전설계 발주 때마다 외국에 상당한 대가를 치를 바에는 합
작회사 운영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기술전수를 받음으로써 기술과 사업수행 능력을 온전히 갖추자는
명분에 따라 진행된 합작협의였다. 신기조 당시 수석부사장이 KNE 측을 대표하고 내가 보좌하여 한전과 벡텔 관계
자들과 1년여 동안 수시로 만나 협상을 했으며 합작계약 초안도 마련했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거 경제기획원에
합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합작계약은 1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다 심의 결과 반려되고 말았다. 일정 기간 한전
이 발주하는 발전소 용역(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Management)을 독점하는 내용을 정부로서는 수
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비록 일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계약 협상에 임하는 벡텔의 자세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벡텔의 협상 총
괄은 해외사업 부사장이 지휘했지만, 미국 본사의 변호사는 물론 한국 법무법인의 변호사까지 대동해 문구 하나하
나를 세심히 살폈다. 그들은 당시 워드프로세서를 업무에 상용하고 있어서 간밤 늦게까지 협상하다가 헤어졌는데도
다음날 이른 아침에 깔끔하게 수정된 계약안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는 타자기로 찍은 것을 여기저기 소위 ‘화이트(수
정액)’라는 것으로 지우고 새로 찍어 넣기를 되풀이 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지차이가 났다. 우리는 여의도 시절이던
1983년경에 가서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었다.

		
		

1979년에는 울진(한울) 1,2호기 가동에 대비한 기술전수 계약을 벨기에 벨가톰(Belgatom)과 체

결했다. 계약대금은 미화 달러로 결제하기로 약조가 됐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환율정책이 변해 엄
청난 환차손실을 입을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담당자였던 박철 사우가 특유의 기지와 순발력으로 환차손실을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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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 일로 국제계약에서 대가 지급을 어떤 화폐로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게 되었으며, 환율변동에 대비한 세부
조건을 추가하는 등 보다 꼼꼼히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으로 값진 교훈이었다.
원자력 5,6호기 및 7,8호기에 이어서 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과 알스톰 아틀란틱(Alstom Atlantique)을 기술도
입선으로 하는 울진 1,2호기의 계약을 추진하면서는 난생 처음 프랑스를 방문했다. 흥미로웠던 것은 프라마톰 측은
협상에 나온 프로젝트 엔지니어나 변호사가 모두 여성이어서 당혹스러웠다.
국제계약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담당 직원들의 어학 능력이었다. 당시는 해외 연수 파견을 나가
기 위해서는 소위 LATT라는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시범적으로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그 시험을 치렀는데 KNE
이전 미국계 기업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나는 가볍게 통과했지만 직원들의 어학 실력이 예상보다 떨어져
고민이 컸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회사에서는 신입직원 채용절차에서 영어 구사력을 중요한 채점 항목으로 꼽았고,
내가 면접관을 맡아 테스트를 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신입직원들에게는 저승사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또 하나
해외출장이나 연수 중에 지켜야 할 예절을 일러주는 것도 내 몫이었다.
회사 자체의 국제활동 외에도 에너지산업계, 전력산업계 및 원자력산업계의 여러 국제교류 행사와 세미나 등에 참석
하며 교류를 넓혀 직원들이 안목과 경험을 높인 것도 한기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3년에는 정근모 사장 주도로 미국원자력학회(ANS) 한국지부가 결성되면서 조찬회를 시작했다. ‘미국원자력학회
한국지부 월례조찬회’는 국내 원자력계 인사는 물론 한국에 나와 있는 원자력 관련 외국 회사 임직원들도 참여하는 국
제조찬회의 성격을 띠었고, 진행도 영어로 했는데 내가 10년 정도 총무를 맡았다. 훗날 이 조찬회는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원자력사업회의 합동 모임으로 발전해 현재는 ‘한국원자력계 조찬회’로 더욱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밖에도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 WEC), 아시아태평양지역원자력회의 등에 회사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화에 눈을 떴고, 영어울렁증, 외국인 기피증이 사라지면서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던 것을 지나 해
외에 기술력을 과시하고 선진 국가에도 용역을 역수출하는 당당한 글로벌 기업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감개무량하고
자랑스러울 뿐이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선진 국가, 선진 사

회, 선진 조직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회사 구성원들의 문화적 감성과 인문학적 교양을 높이는 일에 나름 힘
을 보탰다.
우선 기억나는 것은 공릉동 시절인 1979년경, 하루는 신기조 당시 수석부사장이 넌지시 합창단 결성을 권유했다. 내
가 야유회나 회식자리에서 목청을 자랑한 것이 그런 지시의 배경이 아니었나 싶다. 신 부사장의 권유로 처음 합창단
을 꾸릴 때는 십여 명 정도로 출발했다. 그런데 합창단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아침 조회나 회사의 각종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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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지 않고 공연을 하게 되자
인원도 수십 명으로 늘어나
남녀혼성 4부로 구색을 맞출
수 있었다. 나는 명색이 단
장을 맡았지만 관리차원
의 직분이었고 지휘와 반
주는 재능있는 직원들
을 끌어들여야 했다. 지
휘자로는 김진석, 이두
희, 이정창 등이 그리고 반주
는 조규상 등 여러 사우들이 맡아 열심히 봉사했다. 단원으로는 신재인 박사 같은 고위 간부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합창단 활동의 백미는 여의도 시절이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같은 대곡도 불렀
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직장인 합창대회에 출전하여 동상을 받기도 했다. 퇴직한 후 얼마 안 돼 합창단이 해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상당히 섭섭했었는데, 최근 박구원 사장 취임 후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른다.
합창단 활동에 명분과 활기를 더해 준 것은 1984년 정월 사가(社歌)의 제정이었다. 가사를 사내 공모했는데 당선작
을 선정하고 보니 응모자의 성명이 적혀있지 않았다. 작사자를 찾는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 응모자가 정
근모 사장으로 판명되어 작사자로 기재됐다. ‘끊임없는 배움 속에 슬기를 기르
고 모아놓은 값진 기술 갈고 닦아서’로 시작되는
가사는 당시 제정된 ‘열심히 공부하
며 성실하게 일하자’는 사훈과 일
맥상통했다. 작곡은 ‘비목’의 작
곡자인 장일남 한양대 교수에
게 부탁을 했다. 회사가 삼성
동으로 이전한 1989년 신기조
사장 재임시절에는 홍보실
이 부활되면서 회사의 문화
활동이 정점을 찍었다. 합
창단 활동 외에도 ‘한기
문예전’이 열려 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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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창

가족들의 글짓기 실력을 겨루는 백일장이 정례 행사가 되었고, 여의도에서 시작되었던 ‘한기미술사진전’도 활성화되
어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열기를 더해갔다.
‘社報’, ‘電力技術’이라는 명칭으로 발간되어 오던 사내 소식지도 제호가 ‘한기’로 바뀌면서 기술이나 사업 관련 소식
외에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글도 많이 실리는 등 체제나 내용이 혁신적으로 변모하여 대외적으로도 널리 읽히며 매거
진 수준의 대접을 받았다. 사보가 다른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데는 편집에 이병례, 사진 신한호, 조홍국, 김종학
같은 특출하고 성실한 인재들의 역할이 컸다. 이종훈 사장 취임 후에는 회사의 심볼과 로고를 새로이 제정하여 위에
열거한 문화 활동과 더불어 회사의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기에 재직하는 동안 국제관계와 문화 관련 업무를 보며 회사 발전과 함께 내 인생도 더욱 풍성해졌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인생 이모작에서 화려하게 꽃피고 있다. 국제계약을 비롯한 국제 업무 수행을 통해 터득한 경험은 퇴직 후
몇몇 기관이나 업체의 국제 업무를 자문하는 기회로 이어져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지속케 해주었다. 가장 감사한 것
은 국제적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인 해비타트의 한국법인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에서 2000년부터
15년째 봉직하며 영어문서 작성을 비롯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맡아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홍보업무 수행 경험도 후원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해비타트 조직에서 각종 홍보매체의 개발과 홍
보물 제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앞서 회사 재직 시절에도 개인적으로 큰 덕을 보았다. 홍보실장 시절 매월 사보
전면에 시 한 편씩을 게재하는 일을 직접 맡아서 진행했는데, 좋은 시들을 눈여겨 찾다 보니 문학적 감수성을 되살
리게 됐고, 뒤늦은 공부를 시작해 시인으로 등단까지 하게됐다. 지금도 ‘현대문학’ 등 문예지에 작품을 게재하며 시작
(詩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으로 각종 백일장 심사와 인문학 특강 및 지역 문화원 강
사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기에서 보낸 20년이 내게 준 너무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어찌 한
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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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합창단의 부활
1979년 창단돼 활발하게 활동하던 한기합창단이 2000년 해체 이후 15년 만인
2014년 6월 2일 부활했다. 2014년 3월 사내소식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약 30여 명이 입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순수 동아리 성격의 모임으로 조직된 것이
다. 6월 월례조례에서 사가 제창을 시작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한 합창단은 사내 공
식행사는 물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박구원 사
장은 한기합창단 창단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다양한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합창의 과정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직원들
이 합창단 활동에 참여해 더욱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기합창단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비록 음악 전공자는 아니지만,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연습해 보다 기량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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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권력이동,
새옹지마의
법칙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인 인생이다. 기업의 이면에
도 이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다반사다. 본래 한기 업무로 분류되던 원자로계
통설계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파이를 키워 한기 품으로 돌아온 역사는 집 나간 말이
짝을 데리고 돌아오는 새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닮아 있다.

양재영 / 홍보실

		
		

1984년 4월, 동력자원부는 ‘원자력발전기술 자립계획’의 일환으로 한전,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원전산업 기관에 기술자립을 위한 역할분담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1984년 8월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로계통설계 수
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앞서 추진하던 핵연료국산화 사업에 필요한 인력 150명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
을 겪고 있어 원자로계통설계 전체를 맡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로계통설계 중 노심
설계를 포함한 원자로의 설계만을 맡기로 결정했다.
원자력연구소가 한 발을 빼면서 원전 관련 기관들은 바빠졌다. 특히 한기와 한국중공업이 원자로계통설계를 맡기 위
해 눈에 불을 켰다. 두 군데 모두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양측은 원자력연구소에 각각 손을 내밀어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관련 기관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경쟁에 뛰어들자 원자력연구소는 이내 태
도를 바꾸었다. 원자로계통설계를 맡게 되면 조직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초의 입장을 바꿔 계통설계

100

101

서로 원자로계통설계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누가 맡느냐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동력자
원부 장관실에서 1984년 9월 18일 열린 표준 원자력발전소 설계사업 추진 정책협의회는 그 일을 주요 안건으로 상
정했다. 격론 끝에 한기가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의 계통설계, 원자력연구소는 노심설계를 포함한 원자로설계, 한국
중공업은 원자로계통 기기설계와 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 한국핵연료가 핵연료를 맡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기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결과였다. 당시 결정은 한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고, 이를 계기
로 조직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역할분담은 원자력연구소가 원자로와 원자로계통을 분리해 설계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1984년 10월 13일 개최된 제211차 원자력위원
회에서는 9월 18일 잠정결론을 내린 역할분담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견불일
치로 일단 보류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전문분과위원
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재상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다음에 열린 제212차 원자력위원회
에서도 여전히 이견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론을 유보한 가운데, 결정의 공을 전력그룹협력회의로 넘겼다.
이 문제는 결국 1985년 6월 25일 열린 제4차 전력그룹협력회의에서 매듭 지었는데 한기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
다.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로계통과 핵연료의 설계를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이어 7월 29일에 열
린 제214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당초의 역할분담 안이 뒤집히고 원자력연구소가 노른자위를 다 차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설립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은 한기에 비
해 15년 이상 앞서 설립돼 원전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한전에도 많은 인맥을 쌓았던 원자력연구소가 갈등상
황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원자력연구소와 한전 고
위층의 친분도 이런 결과를 낳는 데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후문도 들렸다.
원자력연구소로 원전 기술개발의
무게추가 쏠리면서 일각에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형국
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됐
고, 설득력을 얻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원자력연구소는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
한 방편으로 원자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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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소가 원자로계통설계의 기술자립을 이루고 난 이후, 관련 기업에 사업을 이관한다는 약속을 하게 됐다. 그 약속은 훗
날 새로운 불씨를 남겼고, 한기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다.

		
		

사업이관을 약속했지만 그 일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었고, 시간은 흘러갔다. 꺼져가는 불씨

를 살린 것은 1992년 6월 26일 열린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였다.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발전사업을 산업체(한기)로
이관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의결함으로써 사업이관을 명문화한 것이다.
당시 의결사항은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을 정부 주도 및 산업체 주도과제로 구분하였고, 정부 주도는 기초 및 개발연구 분야로 산업체 주도는 적용
및 실용화연구 분야로 한정하였다. 연구개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으로 충당
하되, 부족분에 대하여 개발기술의 최종 수요자인 한전이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원자력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 재정
립과 관련하여 원자로계통설계를 점진적으로 산업계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 1985년 6월 25일 제4차 전력그룹협력회의에서 당초 한기가 수행하기로 했던 원자로계통설계 역
무가 많은 논란 끝에 연구소로 조정될 당시 한기의 사장은 정근모 박사였다. 수재 과학자 출신의 사장으로서는 대
관업무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근모 박사가 1990년 12대 과학기
술처 장관을 지낸 데 이어 1994년 12월부터 1996년 8월까지 15대 과학기술처장관으로 재발탁 됐고,
재임기간에 원자로계통설계 사업이관이 확정되었으
니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도는 것
임을 실감하게 된다. 분명 합리적
인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새옹지마라는 사자성어
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어찌됐건 시간이 흘러 1996
년 6월 25일 개최된 제245
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원자력연
구소가 수행하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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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역할분담은 마무리가 됐고, 원전 기술자립은 구호가 아닌 현실로 도래했다.
2013년 원전비리로 우리 원자력계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힘과 힘, 정치적 영향력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
는 측면에서 원전산업의 100년 대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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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통설계 업무를 1996년 12월말까지 한기로 이관토록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방안’이 의결되면서, 길고 지루했

03
좌충우돌,
통합추진반의
진통
한기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온 것은 1997년이었다. 원자력연구소
가 수행하던 원자로계통설계 업무 이관이 바로 그 기회였다. 두 개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은 힘겨웠지만, 그 열매는 달았다.

유홍재 / 감사실

		
		

1997년 1월 1일, 한기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만한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원자력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외 개방에 대비해 1996년 6월 25일 열린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로 그동안 원자력연구소
에서 수행하던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해당 사업체로 이관하면서 원자로계통설계사업(NSSS)이 한기로 이관되어 업무
를 수행하는 첫해였던 것이다.
당시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원자력관련 사업 중 핵연료설계 및 중수로핵연료제조 업무는 원전연료(現 한전원
자력연료)로,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을 거쳐 現 한국원자력환경공단)로 원자로계통
설계는 한기로 각각 이관하면서 3개 이관 기관 중 한기로 발령된 인력이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한기는 새 식구 344
명을 맞았다.
새 식구를 맞는 일에는 진통이 따랐다. 통합을 앞두고 양측은 5개월 전부터 통합추진반을 구성하고 인수반(한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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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노출하며,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였다.
1996년 통합추진반은 많은 갈등을 모아 하나로 녹이는 용광로였다.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업무 통합 사전
단계로 ‘원전설계사업 통합추진반’이 구성되면서 1996년 8월 그곳에 발령을 받았다. 1989년 2월 신입 9기 공채로 입
사해 줄곧 인사팀에서 7년을 근무한 대리 말년 차였던 나는 행정 분야 중 인사 분야를 맡았다. 나를 비롯해 추진반
직원들은 본사 5층 사무실 구석에 야전부대처럼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분야별 팀장은 기존 업무 팀장들이 겸임하는
구조였다.

		
		

이관 논의라는 생전 접해보지 못한 업무에 추진반원들은 처음에는 일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활동기간도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짧은 시간에 힘겨운 작업을 마쳐야 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통합 논의
를 끝내고, 다음 해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내놔야 했다.
공기업의 통합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인사 및 급여 제도도 차이가 커 이를 어떻게 조
정할지도 막막했다. 게다가 이관 인력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막막한 심정
이었지만 부딪쳐보는 수밖에 없었다. 무작정 원자력연구소 출장계획부터 잡았다.
처음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던 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무렵 중고차를 구입해 초보운전자 대열에 합류했던 나
는 대전 원자력연구소 방문길에 차를 몰고 나섰다. 겨우 출퇴근용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가슴을 졸이던 소심한
초보운전자에게 처음 타는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지뢰밭이었다. 과연 살아서 대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업무에 대한 두려움도 싹 가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겨우겨우 당도한 대전 원자력연구소 정문의 분위
기는 싸늘했다. 이관을 반대하는 과
격한 문구와 함께 근조휘장을 두른
현수막이 우리를 먼저 맞았다. 당
시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관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노동조합이
아닌 연구소직원협의회가 주
관하고 있었다. 연구원이 중
심 연구조직이다 보니 그만
큼 영향력이 높았고, 연구
에 최적화된 기관에서 기
업 소속으로 전환하는

업이관
통설계사
원자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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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반(원자로계통설계 업무 수행직원)의 입장에서 협상을 거듭했다. 기업문화가 다른 양측은 여러 지점에서 많은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연구원들이
더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점령군(원자력연
구소 인계반원 들은 실제 그렇
게 불렀다)이 된 두 명의 대리
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
정이었다. 책임자를 대동하
지 않은 두 명의 실무자에게
호의적으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았고, 협상도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원자로계
통설계사
업 양도양
수협약서
체결(199
6.12.16)

실제로 그날은 그저 안면을 익히고, 간단
한 자료를 구하는 선에서 자리가 마무리되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이관 협상이 시작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정년과 급여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관합의 사항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부분이었다. 먼저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협약서를 만들고, 이적 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를 만드는 순서로 일은 진행되었다. 가장 민감한 사항인 인사(직급, 승
급, 정년, 퇴직 등)와 급여(급여체계, 급여수준,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및 복지(학자금, 휴가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분야를 한기와 원자력연구소의 규정 및 제도를 상호 비교하면서 단계적으로 합의안을 진척시켰다.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은 매번 충돌을 빚기 일쑤였다. 가장 민감하면서도 합

의안 도출에 시간이 걸린 것은 직급체계를 통일하는 문제였다. 원자력연구소 연구원의 직급은 원급, 선임급, 책임급
3직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한기는 원급, 선임급, 책임급, 주임급, 수석급 5직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일
원화시키는 것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도 딱 떨어지지가 않았다. 또한 원자력연구소의 기능직은 정규직 개념인데 한
기의 기능직은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는 문제도 걸림돌이었다. 특히 원자력연구소는 책임급의 경우
65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어 한기 이관 시 직급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직급 전환 적용에 따라 65세 정년과 60세
정년이 나누어지면서 양측 모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직급 체계 조정을 위해 양측에서 제시한 직급전환표를 기준으로 수십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한기 직급체계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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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체결했고, 부속합의서인 ‘이적 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에 따라 이적 직원에 대한 직급부여, 호봉부여, 직
급 근무연수 부여 등의 대규모 작업을 마치고 1997년 1월 1일 통합조직이 탄생했다.
짧았지만 치열했던 협상테이블에서 보낸 5개월은 한기에 몸담은 25년 가운데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조직통
합은 한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원자력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그 기억은 더욱 강렬하게 남을
수 있었다. 더욱 그 기억을 소중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남겨주었기 때문이다. 급여조정을 담당했던 동료와 막역한 친
구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할 정도로 속정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또한 인계반에 근무했던
이들과는 지금도 끈끈한 동료애를 나누고 있다.
회사 창립 40주년, 설계개발단 통합 18년, 한기는 매출 1조 원의 회사로 성장했고, 기존 한기와 원자력연구소 조직은
수레를 움직이는 양 바퀴가 되어 오늘도 열심히 굴러가고 있다.

97.01.03)
발단 시무식(19
원자로설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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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체계가 협의되자 나머지 사항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996년 12월 16일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협약

04
운명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절체절명의 긴박한 시간이 있다. 1990년 어느 봄날 한기의 미래
가 걸린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원전기술 용역시장 개방을 놓고 팽팽한 전선이 형
성된 가운데, 한기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한기를 구할 구명
줄은 한기 도약에 발판을 마련한 정근모 장관이 쥐고 있었다.

신영균 / 前 인재개발교육원

		
		

1990년 봄, 한기는 기로에 놓였다. 정부가 원전기술 용역시장의 개방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원전기술 자립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한기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당시까지 한기는 기술료의 40%를 받는 정부 지정 국내 유일의 원전 기술용역 업체였다. 뒤늦게 원전사업에 뛰어든
우리나라로서는 짧은 시간에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기를 집중 육성하는 비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지만, 한기가
보유한 독점권을 시샘하는 민간기업도 적지 않았다. 언론까지 가세하며 여론은 정부 정책에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
로 흘러갔다. 이쯤되자 정부도 한기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다고 판단하고 원전 용역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시장개
방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영광(한빛) 3,4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자립에 박차를 가하던 한기로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 검토에 따른 파장
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경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조직의 위상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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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시장개방이 미칠 파급력을 감안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한기는 회사 차원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원전기술자립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 공기업인 한기의 독점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
를 들고 백방으로 정부를 설득했다. 그러나 한기의 논리는 먹혀들지 않았고, 정부는 시장개방 결정을 밀어붙이기 위
한 준비에 돌입했다. 한기를 흔드는 외풍에 회사의 위기의식은 점점 고조되었다.
정부의 방침을 바꾸기 위해 비장의 한 수가 필요했다. 아직은 시장개방의 때가 아님을 이해하는 정책 결정권자를 움
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절치부심의 심정이 하늘에 닿았는지 예기치 않은 기회가 열렸다.

		
		

당시 핵공학부(현 원자력기술그룹) 과장이었던 나는 과학기술부의 공식 요청으로 전임 사장인

정근모 원자력위원실에 업무 지원 차 파견을 나가 있었다. 파견근무가 끝나갈 무렵 정근모 위원이 과학기술부 장관
으로 입각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원자력위원 업무 지원을 위한 파견이었으므로 장관 입각과 함께 내 역할은
끝이나 회사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정근모 장관에게 보고할 자리가 있었다. 다른 업무 보고를 마친 나는 지
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한기에 닥친 위기를 말씀드렸다.
“장관님, 지금 한기가 곤궁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전 기술용역 시장이 개방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술자립 계
획이 많이 늦춰질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기술인력을 관리하며 원전설계 역량을 쌓은 한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
습니다.”
기술자립의 문제를 비롯해 시장개방이 가져올 여러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
게 털어놓았다. 한기의 기틀을 다지고, 한기의 면
학 분위기를 만들었던 정근모 장관
은 퇴임 후에도 한기에 대한 애착
이 남달랐던 만큼 보고를 처음부
터 끝까지 조용히 경청해 주었
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도움
을 청했다. 지금 우리가 매달
릴 수 있는 분은 장관님뿐이
라는 말씀도 드렸고, 현실
이 그랬다. 정근모 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
고 한기에 힘을 실어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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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방
처
술
기
학
정근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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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불가피했고, 핵심 인력의 민간기업 유출도 염려해야 했다. 시장개방은 당장 진행하는 영광 3,4호기 사업에도 지

것을 약속했다.
“시장개방의 여파가 한기에 적
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심
각한 문제들이 많네. 당장 국
가의 대사이자 우리나라 원
자력발전의 시금석이 될 영
광 3,4호기 프로젝트에도 영
향을 미칠 것 같고, 나도 그
문제만큼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시장개방

영광 3,4
호기 Spe
cial Ach
ievemen
t Award(1
996)

을 막을 방도를 찾아보지.”
정근모 장관의 말은 난파선을 향해 다가오는 구조선의 불빛처럼 나를 안
도하게 했다. 정근모 장관과 면담내용을 보고하자 한기 경영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전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현실 인식인 만큼 과학기술부 방침은 없었던 일이 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흘러갔다. 당초 예정대로 원전 기술용역을 개방한다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부 고시가 관보에 실릴 것이라는 정보
가 입수된 것이다.
장관의 뜻이 실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었다. 방법은 다시 장관 면담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방법밖
에 없었다. 하지만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현안을 보고받느라 시간을 쪼개 쓰는 장관에게 현 상황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기회를 엿보는 중 관보 게재 일시는 다가오고 정근모 장관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었다. 결국 고시전날 수행비
서에게 연락을 해보니 국무회의 참석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민 끝에 수행비서에게 원전용역
시장개방 내용이 내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었다.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퇴
근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다. 장관이 쪽지를 보지 못했을 경우, 쪽지를 보고도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한기는 풍랑
이 치는 바다로 배를 띄워야 할 운명이었다.
애가 타는 가운데 퇴근 시간을 10여 분 남겨 두었을 때, 드디어 연락이 왔다. 쪽지를 받은 정근모 장관이 즉시 담당
공무원을 호출해 원전 용역시장 개방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고 개방 정책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고, 관보 인쇄 직전
관련 고시가 빠지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던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환호성을 질렀다. 한기
의 운명이 갈린 순간이었다.
원전용역 시장개방이 철회되면서 한기는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영광 3,4호기 사업을 수행해 성공적으로 끝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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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았다. 만약 정근모 전 장관의 용단이 없었다면, 한기는 오늘의 찬란한 영광을 이뤄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개인
적으로는 한기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이유다.
후일담으로 들은 얘기 한 토막을 더하자면, 원전 용역시장 개방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그룹의 회장이 한
만찬 석상에서 정근모 장관을 만나 불만 섞인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정 장관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정근모 장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전력기술 40년사 THEMESTORY
THEME 2 _ 도약의 轉換點

광 3,4호기의 설계용역 수행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립으로 가는 디딤돌이 됐고, 오늘날 해외 원전 수출의 자산으로

05
‘기록’이 남긴
야누스의
두 얼굴
자료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한기의 지난 40년 역사는 자료의 역
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 자료의 확보와 축적을 통해 원전설계 기술자립을 이
루었고, 자료를 기업의 유산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1993년 구포역 열차전복사고 당
시에도 자료는 조직을 구한 면죄부였다.

정기애 / 前 인재개발교육원

		
		

1993년 자료실 초임 과장으로 근무하던 때의 이야기다.

봄이 기지개를 켜던 3월 28일 저녁, 퇴근 후 식사를 하며 TV를 켜자 긴급뉴스가 흘러나왔다. 오후 5시 30분경 발생
한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잔인한 4월을 불과 며칠 앞둔 봄의 초입, 일흔여덟 명의 목숨을 앗
아간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뉴스의 내용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워낙 중대한 사건인지라 뉴스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를 조명했는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꼭지에서는 원인을 제공
한 지하전력구 터널공사 문제도 집중 보도했다. 시공사와 함께 한전의 이름이 거론될 때는 책임을 묻는 리포터의 단
호함이 전달되기도 했다. 내가 소속된 한기가 한전과 긴밀한 관계인지라 잠시 궁금증이 일기도 했지만, 졸지에 가족
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모습에 더 관심이 쏠렸다. 그 뉴스를 보는 내내 한기가 사고와 연관되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10년 가까이 한기에 근무했으면서도 아직 회사의 사업 범위를 발전소 설계에만 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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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 열차사고의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다음날 출근하고서야 많은 인명을 빼앗은 사고가 한기와 무관치 않
음을 알게 됐다. 내가 근무하는 중요자료실에는 출근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주고받는 대화나 분위기가 짐짓
무겁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뭔가 큰 일이 터졌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평소에 자료실 문턱도 넘어
오지 않던 몇몇 직원도 보이고, 그 중에 몇 명은 거의 사색이 돼 있었다.
알고 보니 전복사고 현장의 전력구 공사 설계를 우리 회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나온 그 한전은 사업주로서
의 책임주체일 뿐이었고, 결국 실제적인 책임은 설계사인 한기에 있었다. 시공사인 삼성종합건설의 잘못인가, 설계사
인 한기의 잘못인가를 놓고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사고의 책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오고간
기록이 증거로 제시돼야 했다.
자료실은 난리법석이었다. 책상에는 각종 바인더들이 쌓여 있고, 여의도 사옥에서 삼성동 사옥으로 이전할 때 천덕
꾸러기였던 자료집까지 누런 세월의 더께를 얹고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자료실 창고에서 사
람의 손길 한 번 타지 않고 잠들어 있을 자료들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세상을 뒤흔든 사고로 별 볼일 없어 보이
던 서류 뭉치들이 여러 사람의 목숨 줄을 쥔 중대한 증거물이 됐다. 자료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구포 열차사고의 원인인 전력구 공사 설계는 ‘345kv 북부산-남부산 지중송전선로 전력구 건설

공사 실시 설계 지원 용역’이라는 사업명으로 한기가 수행한 프로젝트였다. 지금도 해당 사업 행정 문서와 설계 문서
를 찾아보면 ‘연약지반’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작업에 대한 고려사항이 제
시되어 있을 정도로 설계 당시 공사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
당시 해당 사업의 참여자는 사업주(한전)와 설계사(한기) 자문사(대한컨설턴트) 및 시공사(삼성종합건설) 등으로 구성
돼 있었고,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자 모든 사건, 사고가 그렇듯이 사고 수습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책임소재에 대한 갑
론을박이 이어졌다.
인명피해가 막대했고,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만큼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는 검찰이 나섰다. 사업주의 책임인가, 설
계사 혹은 자문사의 잘못인가, 혹은 시공사의 잘못인가, 아니면 기자재 납품사의 잘못인가 그도 아니면 참여 조직 전
체가 책임져야 할 사항인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등장했다. 결국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한 각 이해관계
자들이 자신의 역무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검찰까지 동원된 책임소재 규명 결과 사고의 원인은 시공사가 저지른 과실로 판명이 났다. 78명의 사망자 포함 300명
의 인명피해를 유발했던 사고의 책임은 엄중했다. 사장이 구속되었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막대한 돈도 지불해야 했
다. 그 결과 회사의 존립까지 흔들리며 끝내 삼성종합건설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행히 한기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설계업무 자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데 따른 당
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관계를 쉽게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원자력이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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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문과 출신다운 내 무지의 소치 때문이었다.

수한 업종의 기술자립을 위해 선진 기록관리 체계를 일찍부터 도입, 운영해 온 것이 큰 힘이 됐다. 기술개발과 프로
젝트 관리 자료들을 비축하고, 사고 발발과 함께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자칫 오명을 쓸 수도 있던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료의 중요성도 다시금 새기는 계기가 됐다.
아이러니 한 것은 최근 일어난 원전비리 사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됐다. 원전기기 공급사의 시험성적서 위조
를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실수가 결국 우리가 보존하고 있던 기록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산업분야가 협업(Collaboration)이 보편화 되는 시대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
고 있고, 1990년대 이후 모든 업무가 IT 기반에서 이루어지면서 기록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디지털 문서의
무한 복사, 편집 기능이 조직에게는 놀라운 생산성 증대를 가져다주었지만 ‘위조’ 혹은 ‘불법 유출’이라는 또 다른 불
안요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기록은 사회나 조직의 역사적 가치와 증거 가치를 가진 개체로서 조직과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기록은 엄청난 정보를 압축하여 담게 됨으로서 정보적 가치까지 커져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행히 한
기는 일찍이 문서나 기록의 생산과 유통 및 보존에 대한 철저한 규정과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록은 때때로 회사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기도 했고, 때로는 실책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회사
업무의 투명성을 나타내주는 윤리적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
갈수록 업무 프로세스는 복잡해지고, 문서화 기법들과 유통체계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중요성은 시대를
관통해 불변이다. 언젠가 제2의 구포열차 사고처럼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들이 나서서 우리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그 기록들은 예전과 달리 중요자료실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조용히 대
기하고 있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당신이 그 사
업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알고 있다’
고. 그 기록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
결정은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업
무 과정에서 순간순간 내리
는 내 의사결정에 달려 있으
며,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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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
인터넷 백과사전은 20여 년 전의 구포열차 전복사고에 대해 ‘한국 역사 이래 최악
의 철도사고’라고 지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龜浦驛 無窮花號 列車 顚覆 事故)는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 부산직할시 내에 있는 경부선 하행선의 구포역 인근 삼
성종합건설 공사현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되어,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 사망자 수를 경신한 한국
최악의 철도사고로 기록되었다.
사고발생 5분 전인 오후 5시 24분 경 약 94㎞/h로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을 운
행한 제175열차가 통과한 후 노반이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역을 오후 12시
45분에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제117열차가 물금역을 오후 5시 23분 경
에 통과하여 약 85㎞/h로 운행하다 선로 노반이 침하되어 있는 것을 약 100m 전
방에서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해 기관차 및 발전차,
객차 2량 등 총 4량이 탈선·전복되었다.(중략)
물적 피해로는 열차가 대파되고 선로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시설물 피해
액 총 30억 6,000만 원을 삼성종합건설 측에 구상하였다.(중략)
삼성종합건설은 이 사고로 2,550만 원의 과징금을 물고, 6개월간 영업정지, 사장
구속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삼성종합건설은 1995년에 삼성물산에 흡수 합병
된다.’

06
지식경영의
뿌리를
찾아서
정부가 지식경영 화두를 던지자 한기는 염화시중의 미소로 답했다. 1999년 정부는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의 하나로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기는 이미
한 해 앞서 ‘지식경영’의 화두를 붙잡고 매진 중이었다. 높은 기술력과 고도의 경험을
자산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소리가 ‘지식경영’을 한 발 앞서 받아들이게 한 힘
이었다.

이해정 / 사업관리기술그룹
		
		

한기가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준비해

2001년부터 현장에 적용한 ‘지식경영’이 도입 15년을 맞았다.
15년 동안 튼튼하게 자란 지식경영의 나무에는 풍성한 열매가 열려 2015년 2월 20일 현재 스터디그룹 66개 그룹에
1,300여명, 스페셜리스트 63개 분야에 46명이 활동 중이며 스터디그룹원, 스페셜리스트, 일반직원들에 의해 지식관
리시스템(KMS)에 등록된 자료는 약 1만 7,700건이 넘어, 직원들에게는 ‘무엇이든 물어보는 보물창고’가 되었다. 지식
경영이 뿌리를 내린 2001년 39개 그룹, 292명이 참여해 57건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한 때와 비교하면 괄목상대
란 표현도 부족하다.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지식경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2001년 지식경영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기원은 1998년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독립 부서로 업무를 수행하던 공정관리부가 사업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본부 내의 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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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사업단에 ‘원자력사업기
술처’, 플랜트사업단에 ‘플랜트
사업기술처’, 전력기술개발연
구소 산하에 ‘종합사업기술
처’가 신설됐다.
신설된 부서 중 지식경영
의 요람이 된 곳은 종합
사업기술처였다. 종합
사업기술처는 한기의
미래 성장 정책 및 장
기비전 중에 하나인 EC화
(Engineering Contractor)를 대비한 종합사업관리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당시 처장인 허영석 상
무를 중심으로 부서원 17명은 4개 팀으로 구성돼 EC사업 기술자립종합계획 수립, 종합사업관리기술을 위한 각종 절
차서 및 시스템 조사 연구, 건설정보 통합관리 시스템(CIC) 구축, 관련 기반기술 개발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됐다.
새로운 업무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직원들에게 어느 날 허영석 상무가 미션을 제시했다.
“우리는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지금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지식경영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조기에 도입해 정착시킨다면 한기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시 세간에 떠오르고 있던 지식경영의 필요성을 절감한 허 상무가 깃발을 올리면서 종합사업기술처는 지식경영 기
반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1999년 정부의 지식경영 구축이 권고안으로 채택되면서 지식경영
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물결이 됐다.
그리고 2000년 초 전력기술연
구소 업무보고 시에 지식경영
의 필요성 및 ‘발전소 설계지식
관리시스템 구축(안)’을 경영진
에 제안하였고, 그해 6월 12일
‘발전소 설계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하여 최고경영
자의 결재를 받으면서 본격적
인 지식경영 기반구축이 시작
되었다.
발전소 설계지식관리시스템
2000년 12월 최초로 개발된 ‘발전소 지식관리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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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계획은 애초 건설기술팀장
을 맡고 있던 정완일 부장 주도
로 수립됐는데, 6월 말 부서 내
의 업무조정으로 지식경영시
스템 구축 과제가 내게 맡겨
졌다. 안타깝게도 ‘지식경영’
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터
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갑작스런 업무 인수로 한동
안 혼란에 빠졌지만, 일의
중요성을 알기에 허투루 업무

지식경영
(KM) 발표
대회(2012
.11.09)

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

		
		

업무 담당자인 나 자신은 이해가 부족했지만, 다행히 내 앞엔 지식경영의 전도사인 허영석 상

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다. 한편 수집된 관련 자료와 서적을 통해 지식을 익혀나갔다. 그렇게 길이 보이기 시작
하면서 한기의 지식경영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됐고, 사내 분위기 조성작업도 추진했다. 나는 아직도 경영진과 각
기술부서장에게 지식경영에 대한 개념, 도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계획 등을 우렁찬 목소리로 호소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던 허영석 상무의 음성이 귓전에 생생하다.
“지식경영은 누구 한 사람의 기술개발로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참여가 중요합
니다. 또한 조직과 제도의 뒷받침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성공의 열쇠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2000년 7월 지식관리추진반이 발족하면서 지식경영은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기술개발 과제명은 ‘발전소 지식관리
시스템 개발(Development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로 정하고 한기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은 허영석 상무
가 기술개발과제 책임 및 지식관리추진반 반장을 맡아 총괄 지휘했고, 초기 기술개발 계획서는 정완일 부장이, 발전
소 지식관리시스템 설계와 운영규정 및 절차 개발은 종합사업기술처에서 내가 담당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은 설계정
보실의 김창권 차장, 김성도 대리, 강명진 사원이 참여했다.
지식관리추진반은 수립된 계획, 절차, 운영규정, 전산시스템의 초안 검토, 스터디그룹 구성 및 선정 평가 업무 등을
하였으며, 단별로 주도할 지식관리추진반 반원은 각 단의 주요 부서장이 맡았다. 기획조정처의 이종철 상무, 원자력
사업단 전기계측기술처의 변재엽 상무, 플랜트사업단 기술관리처의 임영환 상무, 원자로설계개발단 기술관리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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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됐고, 조기에 지식경영을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식관리시스템의 본격적인 개발은 2000년 7월 1일 착수하여 3개월 만에 1차 개발을 완성하고 시험운영에 들어갔으
며, 사용자의 개선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같은 해 12월 말 완료하였다. 이에 앞서 8월 15일에는 지식경영의 축이 될
스터디그룹을 출범시켰다. 우선적으로 핵심 기술 분야 및 회사 장기비전 실현에 필요한 주요 기술 분야 32개를 선정
하여 스터디그룹을 나누었으며, 총 217명이 스터디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스터디그룹장 및 그룹원은 지식관리시스템(KMS)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관련 기사, 동
향 등에 대한 내용을 등록 게시하는 한편 일반 직원들의 해당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회사는 지식경영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선정된 스터디그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
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직원의 참여와 회사의 지원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한기는 지식경영을 통해 핵심기술을 발전
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

		
		

한기 지식관리시스템 및 스터디그룹은 15년 전 이렇게 미약한 첫 걸음을 떼었다. 당시 한기 지

식경영 시스템의 특징을 보면 가장 우선시 한 것은 직원의 참여와 공유라는 점을 자각하고 이를 적극 차용한 것이
다. 개인이 습득하거나 보유한 모든 기술에 대한 Know-why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된 지
식에 대해서는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후 포상과 동시에 등록된 지식에 대해 지식자료 사용자가 직접 지식 가
치를 평가하고 점수화하여 포상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전산 기능적으로는 지식 등록자와 등록된 지식 사용자가 서
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소통을 강화했다. 그리고 지식경영의 조기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위
해 ‘한기소식’, ‘한기 사보’, ‘회사 포
털’을 통해 지식경영의 필요성,
지식관리추진반 활동 현황, 스
터디그룹 구성 및 그룹원 모집
홍보, 지식 다수 등록자 포상,
우수 활동 스터디그룹 포상 등
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또한 최고경영자까지 참여하
는 킥오프 미팅도 마련했다.
전력기술개발연구소 내 종합
사업기술처에서 첫 싹을 틔우
고 기본 틀이 완성된 한기 지
‘지식관리시스템’ 화면(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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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현 상무,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기술기획처의 백춘선 부장이 반원으로 활동했다. 추진반의 면면이 화려했던 만큼

식경영은 회사 업무관장 규정에 따라 2001년 3월 기술기획처로 운영 업무가 이관되었고, 추가로 개선과 보완을 거쳤
다. 이후 2005년 3월에는 지식경영의 개선 및 확대 정책에 따라 기존의 ‘전문가’ 제도를 ‘스페셜리스트’로 전환하여
지식경영의 기반영역을 확대했다.
이후 규정과 운영절차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전산시스템을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하며 매년 말 등록된 지식자료 및
스터디그룹 활동을 평가하여 포상하고 있고,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관리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해 현재는 총 66개 스
터디그룹에 약 1,300명의 직원이 스터디그룹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당시 지식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나로서는 짧은 기간에 규정과 절차를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설계하고 스
터디그룹을 구성하여 출발시키는 데 일조할 기회가 주어져 크나큰 행운이었으며, 보람된 일이었기에 지금까지 즐거
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지식경영은 지난 15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보완하고 풀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숙제이며, 사명인 것이다. 한기의 지식경영관리시스템은 지금까지 많은 경영진과 직원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한기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회사로 성장하는 데 믿음직한 경영의 중심
축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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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스터디그룹 및 그룹장
그룹장
사업분류

건설/CM

발전소
설계

스터디그룹

업무 활동 내용
단/본부

부서명

직급

성명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건설정보, 공정, 자재 등

플랜트

기술관리처

주임

최철승

구매업무

구매, 비용견적, 사업비 등

연구소

종합사업기술

주임

박상수

시공관리

시공관리 등

연구소

종합사업기술처

주임

정완일

자금조달

자금조달 등

연구소

종합사업기술처

주임

최성환

건설기술

건설기술, 시공성 등

원자력

토건기술처

주임

김원태

건설법규

건설법규, 동향 등

연구소

종합사업기술처

주임

김진원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관리 등

직할부서

품질보증처

주임

이철우

도장설계

도장 계획 및 특수 도장 등

플랜트

기술관리처

책임

이철우

구조설계

특수 콘크리트 및 강구조 설계 등

원자력

토건기술처

주임

주인수

내진응용기술

지진해석, 내진설계 등

원자력

토건기술처

주임

이용일

특수구조해석

격납구조, 비선형해석 등

원자력

토건기술처

주임

이남호

지질 및 기초

지질, 부지계획, 토질 및 기초 등

원자력

토건기술처

주임

김연중

수리 및 수문

수리수문, 냉각수 등

플랜트

기술관리처

주임

송병훈

원자력유체 계통

계통설계, 과도해석, 기기선정, 경제성 등

원사단

원자력기계기술처

주임

박흥규

화력유체 계통

계통설계, 과도해석, 기기선정, 경제성 등

플랜트

기술관리처

주임

육동춘

열유체 해석

유체계통 해석, 성능 평가, 열유동 해석 등

연구소

응용기술처

책임

박만흥

주요기기 기술

주요기기 기술, 기기검증 등

원자력

원자력기계기술처

주임

고광호

주요기기 해석 기술

기기 정적/동적 해석, 기기요소 설계 등

개발단

기계설계기술처

주임

김인용

배관응력해석

배관응력해석, 진동, 균열, 침 부식 등

원자력

배관기술처

주임

윤재로

재료선정

재료공학, 재질선정, 용접재료 등

연구소

재료기술처

주임

홍성호

발전소 배치

건물, 기기, 배관, 전기, 계장 등

원자력

배관기술처

주임

이재규

계측공정

공정 공조 계통 감시 및 제어 설계 등

원자력

전기계측기술처

주임

강선구

제어기술

디지털 제어기술 및 설비 구성 등

개발단

계측제어설계처

주임

김영백

인간공학

인간공학, 신뢰도, 제어실 배치 등

원자력

전기계측기술처

책임

나정창

전기계통해석

전력계통 설계, 과도해석 등

원자력

전기계측기술처

주임

장기풍

전기계통보호

전력계통 보호 및 보호계전 등

원자력

전기계측기술처

주임

정우성

사고해석

사고해석(LOCA, NON-LOCA), 압력/온도 해석,
성능해석 등

개발단

안전해석처

주임

최철진

중대사고

중대사고 관련 해석 및 평가, 방사선원 등

원자력

원자력기계기술처

주임

지계광

위험도/신뢰도 분석

신뢰도, 위험도 분석 및 방법 등

연구소

종합안전성평가처

주임

이범수

송배전

송배전

송배전 관련 기술 등

플랜트

기술관리처

주임

신일섭

환경

대기 환경

탈황,탈질 등

플랜트

기술관리처

주임

김부한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폐기물 처리기술, 원전해체 등

원자력

원자력기계기술처

주임

이병식

07
도시계획을
바꾼
‘예술의 전설’
20년 동안 용인사옥의 정문을 지킨 조형물 ‘생명’은 그 가치만큼 대접을 받지 못했다.
왜 ‘생명’이라는 작품이 재평가돼야 하는지 그 사연을 소개한다. 앞으로도 이 조형물
은 도시계획의 거친 풍파를 뚫고 살아남아 현재의 자리를 지켰듯이 2015년 한기인들
이 모두 용인사옥을 떠난 후에도 의연히 그 자리를 고수하며 과거를 증언하게 될 것
이다.

박성주 / 기획처
		
		

		
우리는 매일 위대한 예술 작품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었다. 한국전력기술 용인사옥 앞에 설치되

어 있던 조형물이 그것이다. 사옥 건립과 함께 1995년 설치돼 20년 동안 묵묵히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이 조형물은
홍익대 조소과 교수인 조각가 이형우의 작품으로 ‘생명’이라 명명되었다.
조형물 ‘생명’이 위대한 것은 작품 자체가 갖는 예술성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예술성을 감정하기에는 나의 심미안이
그리 높지 않고, 이 작품이 그리 유명세를 탄 것도 아니니 그 자체의 가치는 딱히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용인사옥을
옹색한 모양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었던 정부의 도로계획을 수정케 한 일등공신이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작품의 반
열에 올려둔 것이다. 대부분의 한기인이 모르는 ‘생명’의 전설은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기는 1995년 10월 서울 삼성동에서 용인시 마북동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당시 용인사옥에는 그럭저럭 넓은 앞마당
이 있었다. 지금보다 규모가 큰 화단에 조경도 제법 갖추었으며, 안전하게 차량이 진출입할 충분한 공간도 확보돼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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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사옥 간의 거리가 없다시피 된 것은 이전 후, 몇 해가 지나지 않은 2000년도 초반의 일이었다. 용인시로부터
본사 앞 도로확장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도로확장 계획 도면을 받아보니 사옥 앞마당이 전부 수용되어
도로에 편입되고 회사 현관 앞 계단 끝이 보도블록과 맞닿아 있었다. 한국전력기술 입장에서는 도로계획이 너무도
터무니없어 수용하기 어려웠다. 도로가 확장되면 사옥은 마치 기찻길 옆 오막살이처럼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처음 이를 접하고는 설마 이런 도시계획이 가당키나 하랴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불합리한 조치라 행정적으로 절차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옹색한 모습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
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부에서 정한 일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담당부서에서 정부의 도로확장 사업을 위탁받
아 실시하는 기관과 행정관청을 찾아가 한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계획수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변경불가
였다.
지자체 입장에서 한기의 주장을 인정해 사옥 앞마당을 수용에서 제외하려면 도로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했다.
인접한 마북교부터 옮겨야 했고, 그동안 세운 이 일대의 도로계획이 백지화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강
경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한기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한기 입장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20년 동안 셋방살이를 하다 어렵게 건립한 사옥이 망가지는 마당에 수
를 내야 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사옥 앞 현관으로 도로가 뚫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신갈 쪽 언덕에서 달려온 차량
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사옥을 지나쳐가는 상황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통근버스조차 세워 둘 곳이 없어 출퇴근 시
간이면 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하는 모습은 미구에 닥칠 현실이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행정소송은 한기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국내 최고의

로펌에 소송을 위임했고, 수임료로 1억 원 가까운 거금을 내놓았다. 창사 이래 최고의 송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소송을 진행하던 담당부서는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준비에 돌입했다.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찾아야 했다. 그러나
해법은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이유를 동원해도 결코 한기에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다.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
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로펌은 마침내 소송의 쟁점을 제시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기 앞마당에 설치된 예술작품인 조형물이 될 것입니다. 설치된 작품을 이동해 설치할 수 없다
는 논리로 맞설 것입니다.”
국내 최대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제시한 해법은 너무도 무모해 보였다. 기껏 직원들조차 눈여겨보지 않는 조형물
로 재판에서 이기겠다는 발상이 전혀 와 닿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회사 앞 조형물에 대한 직원들의 감상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예술적 감성이 부족한 탓이겠으나 직원 대부분은 우스꽝스런 우주선 또는 2차 대전에 사용하던
공중투하 폭탄이라며 별 감흥을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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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준공식을 거행할 때는 외빈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를 정도였다.

로펌의 논리는 토지수용 시, 조형물도 장부가액으로 함께 포함해서 수용을 요구하자는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토지
수용 시 조형물은 본래의 설치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사옥 뒤편은 마땅히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보상 수용을 요구하자는 것이었다. 소송을 진행하며 확인한 사항이지만, 이 조형물은 예술작품
으로서 장부가액도 상당히 높았다.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예술품은 특수한 상품인지라 시간이 흐를수록 장부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것
이 상식이었다. 조형물 수용 요구와 함께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의견도 소송 요지에 포함을 시켰다. 조형물이 사옥과
당초의 공간 계획 등을 염두하고 그 장소에 설치된 것이기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조형물로서의 예술적 가
치가 떨어진다는 논리였다.
자못 흥미롭지만 한편 억지스런 논리에 우리조차도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무관심을 받
던 조형물의 역습에 지자체는 손을 들었고 도로계획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조형물이 보존될 수 있는 범위로 회사
앞 토지수용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도로계획의 변경으로 한기 앞 도로는 마북교로부터 휘어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차선도 한 개 차선이 줄어들었다. 몇 년 후 회사 맞은편 도로가 확장될 때까지 상당기간 교통 정체를 겪었
던 것도 이런 사연에서 비롯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기 사옥은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
했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을 불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든다.
김천 이전을 불과 몇 달 남겨 놓았
을 때 15년 전 ‘생명’이라는 조형
물이 한기를 지켜냈던 사연이 떠
오르자 새삼 지난 시간이 아득하
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
다’는 옛 속담처럼 못난이 취급
을 받던 조형물이 만든 기적은
이제 전설로 남을 것이다. 떠
날 때가 되면 그리운 것이 많
아지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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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용인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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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

‘영동에 살으리랏다’
용인사옥 입주 10년 전인 1985년 초 한기인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신축 중인
삼성동 한전사옥과 한국중공업 사이의 강남 요지에 새로운 신사옥이 들어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1985년 1월 28일 발행된 사보 ‘전력기술’에는 사옥신축추진반
이름으로 제공된 ‘사옥부지 확정’이라는 기사가 실렸기 때문이다.
‘우리회사는 드디어 지난해 12월 29일 사옥부지 매입계약을 한국중공업과 체결함
으로써 대망의 사옥신축사업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부지는 한강변의 시원하게 트인 영동땅(강남구 삼성동)에 자리잡은 1만 6,500여㎡
의 금싸라기 땅으로서 신축 중인 한국전력 본사와 한국중공업 등 관련기관의 사
옥들이 인접해 있는 곳이다.
계획에 다르면 금년 내로 사옥의 설계를 완료하고 건설에 착공할 예정이며 늦어
도 1987년 말이나 1988년 초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바람을 따라주지 않았고, 이후 역사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시 사보에 수록된 영동 사옥부지 위치도(1985.01.28)

08
시장이 매긴 가치
‘3만 1,050원’
한기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 도래했다. 우리나라 발전소 설계의 기술
자립 시대를 연 자부심과 공을 생각할 때 공기업으로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
장도 있었지만, 기업공개를 통해 한기는 이제 스스로 생존하고 사업 역량을 강화해
야 한다는 명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기업공개의
막전막후.

이강진 / 원자력사업관리실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조직과 인력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선진화계획이 발표됐다. 1,2차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서 제외됐던 한기도 2008년 10월 10일 의결된 ‘제3차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영효율성 10% 이상 향상과 함께 한전이 소유 중인 주식의 40%를 매각하라는
민영화(지분매각) 계획이 포함되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민영화와 인적 구조조정이라는 정부방침으로 홍역을 앓았던 한기는 민영화라는 용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불투명한 미래와 직원의 고용불안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족쇄가 발목을 잡는 느낌이
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를 총괄했던 선진화총괄팀장의 입장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확정되기 전 정부를 상대로
한기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정부 관계자도 우리의 해명과 설득에 공감하며 정부 초안 내용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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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민영화라는 범주에 묶이
기는 하지만 한전이 소유
한 지분 40%를 매각하더
라도 공공기관으로서 기관
성격은 변함이 없고, 경영효
율성 10% 향상을 위한 조직,
인력, 기능 조정 등도 2012년
말까지로 자연감소 인력들을 고
려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다.
내부의 불만과 우려 속에서도 정부
방침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2009년

한국전력기술
주식 상장 기념
식(2009.12.14)

3월 24일 지식경제부는 2009년 내에 한전이 보유 중인
97.9%의 주식 중 20%를 증시상장 방식으로 우선 매각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전 이사회, 한기 이사
회도 증시상장에 의한 한전 지분매각을 최종 결정했다.
주식공개가 목전에 닥치면서 한기는 상장 관련 업무팀을 신설했다. 주식상장과 관련해 실무 경험이 없던 신설 조직
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꾸려졌다. 팀장을 맡은 나는 일단 사전 준비 업무를 챙기면서 2009년 5월 29일 증시상장
주관회사로 당시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선정하고 상장업무를 시작했다.
상장시장은 코스닥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고 지수의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로 했다. 아
울러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액면가를 200원으로 분할하여 총 주식발행 수를
15,288,000주에서 38,220,000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중 20%인 7,644,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기로 했으며 자
본시장법 등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1,528,8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공모가격은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액면가 200원 대비 장부가격 1,591원/1주인 상태에서 시장여건, 비교대상기업인 두산중공업,
프랑스 AREVA의 주가 수준 등에 따라 최종 공모희망 가격을 정하기로 하고 상장 시기는 11월로 예정했다.

		
		

이후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이 진행됐다. 주식상장 및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증시상장

주관회사가 실시하는 기업실사, 액면분할 및 등기,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및 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및 심사, 기업
설명회(IR) 실시, 수요예측, 공모가격 결정, 청약 및 배정, 주금납입, 상장신청서 제출, 상장승인, 매매개시 업무 등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졌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증권신고서 등 회사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준비하는 일은 담당 부서의 도움 속에

서도 밤샘작업이 불가피했다. 상장 경험이 있는 한전KPS의 사례를 청취하며 부족한 경험도 채웠다. 다행히 첫 번째
심사를 통과하면서 자산운용사 및 증권회사 등 한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및 NDR(Non
Deal Roadshow)도 개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희망 공모가격(밴드가격)은 2만 1,600원 ~ 2만 4,400원으로 정하고 주식 공모가격을 결정
하기 위해 2009년 10월 12~13일 양일간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주식 매입가격(공모가격) 및 수량 의향을 파악하는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그러나 예상가는 희망 공모가격에 미달하는 1만 9,000원에 형성됐다. 사전에 공모 희망가격
산정을 위한 요인들을 이사회 등에서 정하고 시작됐던 업무인지라 실무진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격을 정
할 수 없었다. 수차례 내부 검토, 보고 끝에 상장 시기를 12월 14일로 연기했다.
연기된 일정에 따라 실시된 기업설명회(IR) 및 NDR은 1차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됐다. 1차 때는 장부가격이 주
당 1,591원인 주식을 2만 1,600원 이상으로 공모하겠다는 계획이 내부 우리사주 조합원 및 외부 상당수의 예비주주들
에게 냉대를 받았지만, 마침 외국 모 통신사로부터 들려온 UAE 바라카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투자자들
의 마음을 돌려놓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반전된 분위기 속에 치러진 공모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차에서는 공모가격이 높다고 항의하던 투자가들이 2차 공모
에서는 배정 물량이 적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청약경쟁률은 124대 1을 기록하며 시중자금 2조 원이 몰리는 성황을 이
뤘다.
성공적인 청약 결과에 고무된 우리는 상장 승인 후 매매 개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매매개시가격이 공모가를 상회
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청약경쟁률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당시에 매매개시가격이 공모가를 밑도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2009년 12월 14일 상장 당일, 한기의 관련 팀은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일찍 도착하여
상장 기념식 행사 관련 사항을 점
검하고 리허설까지 마쳤다. 조바
심에 잠을 설친 우리들은 상장
기념식을 순조롭게 치르고 매
매시작 가격에 신경을 집중
했다. 상장 첫날 매매 시작
가격은 공모가 2만 1,600
원 기준 90%인 1만 9,400
원과 200%인 4만 3,200
원 사이에서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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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경우는 매매 시작가격이 4만 3,200원으로 결정되어 당일 상한가에 도달하면 4만 9,650원까지 갈 수 있고 최
하의 경우는 매매시작가격이 1만 9,400원으로 결정되어 하한가에 도달하면 1만 6,450원까지 떨어질 수 있었다. 천당
과 지옥을 오가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속은 바짝 타들어갔고, 마침내 정각 9시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한국전력기술
주가는 2만 7,000원의 시초가로 첫 매매가 시작되었다. 이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주가는 상한가(15%)로 막을 내
리면서 4,050원이 오른 3만 1,050원에 첫 거래일의 테이프를 끊었다.
3만 1,050원은 한기가 시장에서 받은 첫 평가였다. 1년여가 넘는 준비 끝에 받아든 성적표로는 만족스러웠다. 민영화
에 대한 거부감과 처음 해 보는 업무라는 중압감 속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밤들을 고민하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자, 그동안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결과였다.
주식상장 이후 한기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수행업무들이 파생되고 한기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졌다. 작은
잘못에도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들은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어려워지고 막중해졌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장기적 측면에서 주식상장이 회사를 한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됐으
면 하는 믿음은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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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결정됐다.

09
품질에
자존심을 건
6년의 기록
2007년 처음으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된 한기는 이후 6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
정되면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괄목할 변화가 있었다. 공기업 혁신의 일환으로 시작
된 우수기업 선정 사업은 한기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석성재 / 품질안전환경처

		
		

2007년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공공기관 혁신을 요구하고 있었다. 각 공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조류에 부응해 가시적 성과를 내놓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한국전력기술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침 산업자원부(현 산
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제조업, 건설업 및 공공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게됐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과 함께 국내외에 널리 공표함으로써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였다. 한전KPS와 한전원자력연료
등 다수의 발전자회사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한기에게도 더 할 수 없이 좋은 기회였다. 전사 경영혁신 추진을 위한 로드맵과 경영체계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변화관리자를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한 바 있는 한기는 이를 병행하면 설계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
각했다. 또한 경영혁신을 부채질하는 효과와 함께 기업신뢰도 향상 및 지속적 품질경영시스템 개선에 기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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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었다.
먼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제도와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전문가 양성과정’
을 수강하며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제도, 평가 지표 및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회사 추진방
향을 공공서비스업(건설업 평가부문)으로 설정했다.
당시 전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제조업부문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평가 주관기관에서는 한기가 제조업이 타당하
냐며 공공서비스업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높은 차원의 고객서비스와 품질제고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서비스업 평가를 받고 싶다는 주장을 펴 어렵게 주최 측을 설득했다.
품질경쟁력 평가모형은 미국 상무성이 주관하는 ‘말콤볼드리지 상’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 품
질경쟁력 개념이 적용되었다. 품질경쟁력은 품질경영력과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로 창출된다는 접근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평가부문은 전략 및 관리시스템, 기업문화 및 인재육성, 정보관리, 품질시스템, 고객만족(CS),
경영실적, 제안활동, 건설업 QM의 8개 부문에 총 18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업 스스로 자체평가(5단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결과 리포트와 기술력설명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문심사위원의 현지심사를 통해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7년 7월 주관부서인 품질보증처(현 품질안전환경처)와 관련부서 담당자로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품질경쟁력 우수
기업 도전 결과, 총점 8,000점 만점에 현지심사 결과 6,641점으로 평가되며 2007년 11월에 최초로 ‘품질경쟁력 우수
기업 선정서’와 패를 수여 받았다.
이후 한기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한기는 본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품질경쟁력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별
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 2012년에는 7,599점으로 14.4% 향상된 수치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6년 연속 도전 및 선정은 한기의 경영체계 강화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회사 경영평가 수검 시 추진실적에 활용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선정제도로 회사 신뢰도도 향상됐다. 한편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조달청(나라장터) 입찰 참가 시 가산점 부여 혜택(0.5점)을 받는 실질적 혜택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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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과도 계산에 넣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정보를 접한 2007년부터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도전장을 내

10
Mission
Possible!

키와니(Kewaunee)발전소 내부의 핵연료저장조를 살펴보는 필자(1978.06.21)

2015년 9월 한기의 대표로서 세계 원자력계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IAEA(국제원자
력기구) 총회 참석차 오스트리아로 가는 출장길에 올랐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원자력
강국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IAEA 총회는 중요한 연례행사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을 이륙한 비행기가 점차 고도를 높이더니 이내 안정을 찾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까
지 비행시간은 약 11시간, 나는 상념에 빠졌다. 그 상념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과
거의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1975년 9월 한기에 입사하고 3년쯤 지날 무렵, 내 인생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임무가 떨어졌다. 1978년 준공한 고리 1호기의 핵연료 교체 절차서를 입수하는 중차대한 미션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1979년 예정된 고리 1호기의 교체 노심 장전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사전교육을 위해 고리 1호기의 참조발전소인 미국 키와니(Kewaunee)발전소의 핵연료 재장전 절차서가 반드시 필요
했다. 당시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은 절차서 입수를 위해 3년차 신입사원에 불과했던 나를 선발해 막중한 임무에 투입했
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처 과장도 동행하기로 했으나 비자 수속이 늦어져서 나 홀로 짐을 지게 된 것이다.)
난생처음 가는 나로서는 그 임무의 무게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출장을 앞두고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기 일쑤였
다. 그리고 그 긴장으로 경직된 몸과 마음을 이끌고 1978년 5월 말, LA행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유일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비행 노선은 하와이가 중간기착지였기 때문에 김포에서 하와이를 거쳐 LA공항에서 시카고로 가는 국내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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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대학동기인 백인걸 박사가 당시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카고까지만 가면 백 박사의 안내
를 받을 수가 있었다. 다행히 비행기는 시카고 공항에 새벽 4시쯤 도착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
자 멀리 백 박사의 모습이 보였다. 생면부지 이국땅에서 마중 나온 백 박사를 만나자마자 나는 너무 반가워 어깨가 으
스러지도록 껴안았다. 그는 당시 메디슨(Madison)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친구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5시간이나 달려
마중을 나온 것이다.
그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시카고 공항에 도착한 날은 하필이면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였다. 휴일이라 출장의 최종 목적지인 그린베이의 전력회사로 가봐야 담당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
이 백 박사가 공부하는 위스콘신대학교로 가서 하루를 묵으며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 그린베이로 가는 그레이하운드
(Greyhound) 버스를 탔다. 지금도 초행길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백 박사의 우정을 잊지 못한다. 그는 지금 미
국 샌디아 랩(Sandia National Lab : SNL)에 있다.
그린베이에 무사히 도착한 다음날 나는 전력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키와니발전소에 발을 들였다. 내게 주어
진 시간은 한 달, 그 안에 임무를 완수하고 전리품을 챙겨 돌아가야 했다. 위스콘신주는 여름에도 서늘한 기온과 겨울
에는 혹한의 기후로 밀을 재배하기에는 최적지로 유명하다. 또한 폴란드, 독일, 덴마크 등 북유럽 이민자들이 정착해
낙농업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주변에 맥주공장들이 즐비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밀워키(Milwaukee)가 이
곳에 있다.
당시 나는 이곳에서 낯설면서 신기한 이방인이었다. 떠듬떠듬한 발음으로 영어를 내뱉는 동양인은 이들에게는 좀
체 만날 수 없는 인종이었다. 그러니 이곳 사람들은 나를 마치 천연기념물을 대하듯 했다. ‘한국에서도 영어를 배우느
냐?’,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등 수많은 질문을 하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의 호기심은 질문과 관심
에 그치지 않고 집에 초대하는 것으로 이어져 제법 여러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았다. 당시 발전소 직원들이 보여준 호
의는 37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미국여행을 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꼭 찾아보고 싶은
곳이다.
어쨌든 당시의 키와니발전소 소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친절히 대해주었고, 특히 나의 관심사였던 핵연료저장조 사진
촬영까지도 허가해 주었다. 한 달 후 돌아갈 때에는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재장전 절차서까지 선물처럼 안겨주었
으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임무를 무난히 완수할 수 있었다.
37년 전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Walter Winowski. 당시 발전과장 정도의 직책을 가진
그는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서로 엽서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었다. 특히 우
리나라처럼 외국의 침략을 수없이 받은 폴란드 태생의 그와는 민족의 애잔한 정서까지 공감했었다.
키와니발전소는 그후로도 한기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많은 정보를 주었으며, 미국 내에서도 우수한 운영실적을 보
유한 발전소로 기록되었다. 그런 운영실적으로 발전소 수명을 다하고도 20년간 추가 운전 허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도 모 회사 경영난과 발전소 개조비용 과다 등으로 지금은 문을 닫아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만약 우리 기술로 다
시 개조하여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 개척을 위해 도전해 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0년은 충분히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의 모든 석탄, 원자력발전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셰일가스의 채굴비도 계속 상승
할 것이므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우리가 미국 원자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37년 전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를 완수했듯이 미국 원자력 시장도 Mission Impossible이 아닌 Mission Possible이 될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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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승한 후, 키와니발전소 소유주가 있는 그린베이(Green Bay)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매우 복잡한 일정이었으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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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는 사람의 온기와 기척이 진한 조직입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성품들도 웅숭깊어
사람 사이의 정도 유별납니다.
그러다보니 구전으로 회자되는 추억의 전설도 난무합니다.
한기인의 가슴속 깊이 간직된 사연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 공감이 갑니다.
‘정든 임이 오신 밤이면 굽이굽이 펼쳐 내어
그 밤이 오래오래 새게 이으리라’라는 황진이의
시조 한 소절처럼 그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내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갑자기 시간은 과거로 그렇게 거슬러 오릅니다.

01
이국의 기억,
		 이방인의 추억
기술 연수를 비롯해 해외출장이 잦은 한기는 낯선 문화, 외국인과 접촉이 많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은 대내외 업무 경험으로 축적된다. 업무적 교류가 됐건
인간적 유대가 됐건 이것 역시 한기의 자산이다.

유석태 / 前 토목건축기술그룹(원자력)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KEDO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사업무로서 사업 전 용역을 총괄하던

나는 1996년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지질조사 및 측량을 위해 북한의 신포현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돌아온 이
틀 후 현장 측량팀에서 육상측량은 마쳤는데 수심측량기가 고장이 나서 수심측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팩스가 왔
다. 새 장비를 북한으로 급히 보내야 하는데 당장 중국의 Multiple Visa가 있는 사람이 한기 및 측량하도급업체를 통
틀어 이틀 전 귀국한 나밖에 없었다. 측량업체에서 조치할 사항이었지만, 일정이 화급한지라 결국 1월 26일 북경공항
을 통해 평양에 물건을 보내기 위해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김포공항에서 측량업체로부터 전달 받은 장비는 측심기(Echo Sounder, PS-10E), 송수파기, 전동기 등 3종류로 나무
상자로 포장된 책상만한 크기에 무게가 75㎏에 달했다. 007가방 크기를 예상했던 터라 가벼운 기분으로 나선 나는
서둘러 세관신고소에서 통관절차를 밟느라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김포공항에서의 혼란은 북경공항에서 겪게 될 일
에 비하면 예고편에도 끼지 못했다.
북경 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창고에 짐을 보관하고 북경 시내 경륜호텔에 투숙했다. 평양행 비행편은 다음날에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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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과 동행했던 터라 그날 아침도 중국어에 능통한 그와 함께 공항을 찾았다.
정 과장은 2층 출국장에 있는 세관원에게 KEDO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세관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반출하여 평양행
고려항공 비행기에 선적해야 하니 보관증에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 수화물을 세관창고에서 반출하기 위해서
는 중국이 아닌 3국으로 나간다는 증명이 있어야 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2층에 위치한 출국장 입구 세관
담당에게 출국 확인과 함께 보관증 도장을 받은 후 다시 1층 세관창고에 보관증을 제출하고, 물건을 반출 받은 후 다
시 2층 출국세관을 통해 출국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미 사전에 신포현장에서 평양을 통해 북경공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여의치 않으면 북경 북한대사관의 황정일 과장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사전연락을 받았기에 나는 통
관절차를 요식행위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관원은 짐만 보낼 수는 없고 사람이 같이 출국해야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며 확인증 발급을 거부했다. 물
건을 싣고 갈 북한의 고려항공 직원을 데려와도 막무가내였다. 자신이 제시한 방법 외에는 어떤 타협안도 받아들이
지 않았다. 중간에 생각을 접긴 했지만 급행료를 몰래 찔러줄까하는 생각까지 했다. 결국에는 평양을 출발해 10시30
분에 북경공항에 도착하는 KEDO 직원 3명이 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미국 측
KEDO 관련자들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1시간 후에 측량기를 싣고 갈 고려항공 비행기가 뜨고 나면 다음 평양행 고려항공은 3일 후인 화요일에 있었다. 장비
공수가 지연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에 1시간 후 고려항공에 수화물을 반드시 실어 보내야 했다. 이미 옥
신각신하며 감정이 격해진 세관원은 우리가 어떤 꼼수를 부릴까 유심히 지켜보는 터라, 어지간한 방법으로 설득하기
도 어려웠다. 결국 판을 크게 짜는 수밖에 없었다.
먼저 미국인 KEDO 직원인 미스터 존슨에게 주연을 맡겼다. 조연은 고려항공 사무소직원 리용성 과장으로 가짜 탑승
권을 만들어 오게 했다. 가짜 탑승권을 들고 KEDO 직원인 미스터 존슨이 평양행 비행기로 출국하는 것으로 세관원
을 속이자는 작전이었다. 문제는 미스터 존슨은 북한 비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 까지 따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부딪치는 수밖에 없었다.
미스터 존슨이 얼마나 완벽한 연기를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세관원 앞에 선 미스터 존슨은 가짜 탑승권을 내밀면서
당당하게 영어로 말했다. 자기가 가진 여권을 내게 와서 가져가는 시늉까지 하며 세관원의 혼을 빼놓았다. 세관원도
집요했다. 무려 20여 분을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채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미스터 존슨의 연기력이 더 출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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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었다. 1월 27일 토요일 아침, 출국 때부터 KEDO사업과는 무관한 한전 북경지사에 파견을 가는 한전 정모

영어로 언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자 세관원의 짧은 영어실력으로는 상대가 안 된터라 더는 버티지 못하고 도
장을 찍어주었다.
얼마나 그 순간이 기뻤으면, 지금도 도장을 찍는 순간이 슬로우비디오처럼 선명하게 기억난다. 서둘러 1층에서 짐을
찾아 마지막으로 수화물 접수를 시켰다. 고려항공 리용성 과장이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다. 미국과 남북한 합작의 중국교란작전이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공범 의식이 보내는 유대의 표시리라. 이제 공
은 평양으로 넘어갔고, 나는 다음날 한국으로 무사귀환하면 만사 오케이였다.
짐을 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후 시간의 짬을 이용해 북경 관광을 하고 저녁이 돼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의 여유는 호텔 프런트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신포현장, 한기 본사, 북경 KEDO 직원 등이 나를 찾느라 남긴 여러
장의 급박한 팩스와 메모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도 가히 충격적이었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 현장은 물론 한전과 한기 본사와 통화하며 적지 않은 질책을
들어야 했다.
짐을 수화물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올리기는 했지만, 비행기에 선적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 그 사이 짐을
압수당한 것은 아닌지 별별 상상이 다 들었다. 그러나 달리 해결책도 없었고, 밤도 깊어 다음날 북경 공항에서 확인
한 후 필요하면 북경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월 28일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공항의 고려항공 사무실에 갔으
나 순안행 비행 일정이 없어 문이 잠겨 있었다. 할 수 없이 대한항공에 도움을 청해 세관창고를 확인했지만 창고에는
우리 수화물이 없었다.
북한 순안공항에 이미 도착한 물품을 북경에서 찾는 것이 어불성설이었다. 그리고 신포현장과 통화 끝에 수화물 두
개 중 한 개를 순안비행장에서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화물이 평양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이상 북경에서 내가
할 일은 없었다. 부랴부랴 호텔을 나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포공항 도착 후 회사에 전화를 거니 나머지 물품
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주인 있는 수화물은 승객이 다 찾아가고 측량기 박스는 승객이 없으니 공항 한쪽에 방
치된 채로 있었던 것이다. 출국 전 북경공항은 물론 순안비행장에도 조치를 취했다는 신포현장의 말만 믿고 출국했
던 나는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치른 곤욕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 다행스럽다. 만약 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면 사업공정에
차질을 빚었을 테고, KEDO뿐만 아니라 경수로기획단, 한전, 한기, 측량업체까지 신뢰에 금이 갔을 것이다. 신뢰를 지
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북경에서의 이틀은 이국에서 보낸 가장 긴 시간이다.

		
		

고리 3,4호기는 벡텔(Bechtel)이 주계약자이고 한기가 인력지원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수의 한기 직원이 미국 LA에 있는 벡텔에 파견연수를 가게 됐다. 한기 직원들이 원전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하
면서 선진기업에서 기술을 익힐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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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국내 원자력 설계기술 수준은 초보단계였기에 계산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벡
텔에 파견된 한기 직원들은 암묵적으로 산업 스파이의 임무를 부여받고 계산서를 본국으로 보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
였다.
이를 위해 한기 직원 숙소에 복사기를 구비하고 퇴근 시 계산서를 들고 나와 이를 숙소에서 복사한 뒤 국내로 송부하
는 과정을 거쳤다. 참조발전소인 대만 만산원자력발전소의 설계계산서와 그밖에 많은 양의 설계 참고문헌까지 기술
자립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회사로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 숙소에서 복사한 20여 권의 계산서를 정리해 국내로
가는 정기 파우치를 이용하기 위해 포장하려고 내 책상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는데, 벡텔의 감독자가 우연히 들렀
다가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해 간 것이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한기 직원들은 마침내 터질 것이 터졌다는 표정
으로 긴장했다. 사건의 파장에 따라서는 한기 직원 일부의 조기귀국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윗선
에서 얘기가 잘 풀렸는지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약 2주 후 감독자는 압수해 간 자료를 고스란히 돌려주었다. 계
산서 압수 이후 매일매일 귀국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에 떨었던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계산서 압수 당시 계산서 유출 문제보다 더 걱정한 것은 계산서를 빼돌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복사기까지 마련한 사
실이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복사용지는 표면이 매끄러운 최고급용지를 사용해 벡텔 복사용지와 다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 점을 따지고 들면 외부 복사기에 대하여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자료 유출 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눈치 채지 못했는지 아님 알고도 눈
을 감아준 건지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자료 확보 작업은 그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혹시 유석태 씨인가요? 정말 반갑네요.”
당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냈던지 귀국해서 자료실에 들렀는데 담당사서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얼굴은 본 적이 없
지만, 이름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료 송부 담당으로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소포를 보냈으니 거기에 적
힌 내 이름이 어느새 사내에 회자된 것이다. 그때 우리가 보낸 자료는 한기의 기술자립에 좋은 거름이 되었음에 보람
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때 한기의 아름다운 스파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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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벡텔과 한기의 기술전수계약에는 계산서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한기 직원이 만든 계산서라도 유출이

		
		

1987년 드디어 한기가 대망의 영광(한빛) 3,4호기 원전설계 주계약자가 되었다. 어느 경영진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 사업 파트너는 시카고에 있는 S&L(Sargent and
Lundy)이었다. S&L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사업 초기에는 한기 직원들이이 약 3개월간 시카고로 파견되어 자료수
집과 연수를 진행했고, 그 후에는 미국 현지 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한기 내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했다. 그때 S&L 직
원까지 아우르는 사업단이 꾸려졌고, 한기와 S&L 직원이 동등한 관계로 조직을 구성했다.
당시 한기는 삼성동 영동대교와 삼성역 중간에 있는 옛 한국중공업 빌딩에 입주해 있었는데 당시는 주변개발이 이뤄
지지 않아 공지도 많고 건물들도 허술했다. 그런데 몇 년 후 프로젝트를 끝마치고 S&L 직원들이 그들의 본사로 복귀
할 때는 삼성동 일대가 빈틈없이 개발되어 지금의 강남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상전이 벽해되는 놀라운 변화 앞
에 한국에서 근무하던 S&L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
표는 우리 그룹에 속한 한기 직원 40명 중 출범 당시 자가용(차종은 맵시나)을 가진 이가 딱 1명뿐이었지만, 프로젝트
가 종료된 시점에는 자가용 없는 그룹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외부의 눈부신 변화와 함께 한기 내부적으로는 영광 3,4호기 설계 수행을 하면서 기술전수 및 기술축적이 밀도있게
진행된 시기였다. 당시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많은 국내 발전소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UAE에 원전을 수출
하는 쾌거까지 이룰 수 있었다.
영광 3,4호기 사업수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키워드는 ‘술’이었다. 일도 많이 했지만 술도 참 많이 마셨던 시
절이다. 이는 S&L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한국의 회식문화에 푹 빠져 한국을 사랑하는 지한파
가 됐다. 회식이 없는 미국 기업문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주를 탐닉하던 이들의 회식 참석 빈도는 한기 직원과 어
깨를 견주었고, 심지어는 솔선수범해 술자리를 만드는 ‘청출어람’의 경지에 이르렀다. 당시 우리 그룹에는 S&L에서 5
명의 직원이 파견나와 있었는데, 인력 이동, 경조사 등으로 회식하는 횟수가 1주일에 두 차례 이상일 정도로 잦았음
에도 그들은 매번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S&L 직원 중 누구보다 회식을 좋아했던 M은 춤추는 것을 좋아해 앞장서서 디스코홀로 2차를 유도했고, 그럴 때면
자신의 지갑 열기를 서슴지 않았다. 오죽하면 디스코홀 골목을 지나가면 웨이터들이 먼저 아는 체를 하곤 했다. M은
술자리에서도 적극적이어서 자신이 상금을 내걸고 500cc 생맥주 빨리 마시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밤의 황제
였던 M의 이중생활은 1년 만에 거짓말처럼 종말을 고했다. 미국에서 아내가 입국하면서, 세상에 다시없는 가정적인
남자로 변신한 것이다. 그 후로 그를 회식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그의 돌변한 태도는 한기 직
원은 물론, 다른 S&L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동안 심심풀이 안줏거리가 되었다.
당시를 회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 하나가 샷건(Shotgun)에 얽힌 일화다. 그날도 역시 한기와 S&L 직원이 함
께 맥주 집을 가게 됐는데, S&L 직원이 당시 미국 대학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놀이인 샷건을 제안했다.
샷건이란 맥주 캔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입술을 댄 상태에서 캔 뚜껑을 따면 대기압 작용으로 순식간에 맥주가 목구
멍으로 넘어가는데 누가 가장 빨리 맥주를 마시는가를 겨루는 게임이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령은 캔과 입술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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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맥주 캔을 땄다. 그리고 샷건의 우승자는 가장 젊고 덩치가 큰 직원이 차지했다. 그 직원은 현재도 이메일 주소에
‘shotgun’을 쓰고 있다.
수많은 에피소드가 양산된 탓인지 S&L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 근무는 제법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또한 한국에 처
음 온 직원들은 먼저 다녀간 선배들을 통해 한국의 술 문화를 전해 들었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다. 한번은
S&L 직원을 포함해 설악산 부근의 콘도를 빌려 MT를 가게 됐는데, 아마 술잔을 주면 바로 돌려주라는 선배의 교육
을 받고 온 듯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B는 술잔 돌리기를 능숙하게 소화했다. 우리는 술을 대단히 좋아하는줄
알고 대접하는 의미에서 바로 잔을 권했으며 주량이 대단했던 B도 한시도 쉬지 않고 밀려드는 권주를 다 받아먹느라
만취하고 말았다. ‘술에는 장사 없다’는 옛말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기라도 하듯 B는 새벽녘 욕조에 구토
를 했다. 토사물이 어찌나 많았던지 욕조 배수구가 막히는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 뒤로도 그는 술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돌아갈 때까지 한국의 소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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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안 통하도록 확실하게 밀착해야 했다. 제안자가 포상금 1만원까지 걸면서 게임은 더욱 흥미진진해졌고, 일제

02
지우개를
부탁해
한기의 엔지니어들에게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날들의 연속이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몸이라도 아프
면 그 미안함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어진다. 그런 작은 우여곡절들이 모여 오늘의 한
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준서 / 전기기술그룹(원자력)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일에 폐를 끼칠 때가 있다. 더욱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면 그 미안함

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입사 7년차였던 1993년 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미안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지금도 한기의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 당
시 나는 평택복합 2단계 및 일산복합화력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복합화력 설계는 업무 특성상 한 사람이 여
러 패키지를 담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시간도 넉넉하지 않아 짧은 공기에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매일이 야근이
었다.
모처럼 쉬는 주말을 앞두고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의 큰아들 돌잔치 연락을 받고,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떴
다. 안양에서 태어나 안양토박이로 살다 1988년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린 이후 지척인데도 안양을 찾
는 일이 드물었다. 당시 본사가 경기고 맞은편에 있었기에 회사 인근 AID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신혼집을 꾸민 이후
친구들 만나는 일도 거의 없이 집과 회사를 오가는 시계추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의 얼굴
이 눈에 아른 거려 안양으로 향하는 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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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날 돌잔치도 안양 중앙시장 부근의 친구 집에서 치렀다. 오랜만에 보는 10여 명의 친
구들은 밀린 얘기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일의 스트레스를 벗고 나도 모처럼 흥겹게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즐거운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갔다. 밤 10시를 넘길 무렵 돌아갈 길이 가장 먼 나는 아쉽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교통편이 마땅치 않고, 술도 제법 마신 탓에 택시를 탔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집 부근에 도
착해서야 잠에서 깬 후 택시비를 내고 술기운과 잠기운이 가시지 않은 걸음을 재촉해 집을 향했다. 기분 좋은 자리를
파하고 온 터라 마음도 풀어져, 주변을 경계하거나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둔탁한
것이 머리에 부딪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후 정신을 놓고 말았다.
20여 분이 흐른 후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온전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유행하던 퍽치기에 당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몸을 일으켜 집을 향했다. 특유의 귀소본능이 발휘된 것이다. 다행히 외상은 없어 집으로 돌아온 즉시 침대
에 쓰러졌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평소 술자리가 잦은 편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잘 자는 편이었는데, 계
속 끙끙거리며 고통을 호소하자 걱정이 된 아내는 나를 부축해 근처의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지끈지
끈한 머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외상은 없었던 탓에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던 모양이다.
“술을 많이 마신 후에 보이는 숙취 증상입니다. 달리 치료할 방도가 없으니 집에 가서 잘 주무시고 나면 괜찮아질 겁
니다.”
아내 홀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인어른이 그런 의사들의 태도에 화가 나 거칠게
항의를 했다.
“내 사위가 술병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입니까. 끙끙 앓으면서 의식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니 이러는 것 아니에요.
괜찮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검사를 해보란 말이에요.”
완강한 치료 요구가 있고서야 의사들은 마지못해 움직였다. 간단한 X-선 촬영부터 했는데, 잠시 후 나온 판독사진에
는 두부골절상이 발견되었다. 당직의사는 그제서야 뇌진탕을 의심해 신속히 응급조치들을 취했고, 보다 정밀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뇌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병원 응급실에서의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나는
무의식 속을 헤맸고, 아침이 돼서야 겨우 정신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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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부분 돌잔치를 뷔페나 전문식당에서 치르지만 예전에는 가까운 친척,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대접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뜨고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당장 거동을 하는 것보다는 입원치

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듣고 보니 눈앞이 깜깜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들을 생각하면, ‘퍽치기에 당
하고도 이만하면 다행이다’라는 가족들의 위로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런 나를 보며 우선 입원해서
치료를 받자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당장 병실이 없어 응급실에서 계속 대기해야 한다는 말에 수소문해
경찰병원으로 급히 옮겨 입원했다.
회사 일 때문에 며칠만 입원하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한사코 만류했다. 머리를 다쳤으니, 정밀검사와 함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보름간 병가를 내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도덕적으로 문제되거나 지탄받을
일도 아니었지만 취중에 일어난 사고라 미안하고 창피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들은
병실을 찾아 진심이 담긴 위로를 건넸다.
평택복합화력 전기 분야 책임자도 병실을 찾았다. 그러나 태도는 다른 동료들과는 천양지차였다. 링거를 꼽고 누운
내게 대뜸 프로젝트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다.
“평택복합 케이블 설계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지? 그래. 그럼 전동기제어반 등 설계현안 및 문제점은 뭐야?
응. 자네가 입원하는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뭐, 뭐가 있지? 그렇군. 그럼 광명전기와 업무협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음 알겠어. 설계에 필요한 자료는….”
사무적인 전기책임자 질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대답했으며 전기책임자는 그 뒤로도 한참을 여러 현안에 대해
물었고, 내 대답을 가져 온 수첩에 일일이 메모했다. 마치 수사관이 취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
다. 오죽했으면, 옆에서 이를 지켜 본 아내가 상사가 돌아간 뒤 ‘어떻게 저런 분과 일을 하느냐’며 속상해 했다.
아내의 서운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평택복합화력 프로젝트 건설현장의 긴박함을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내가 그 입장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허례
일지라도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배려와 돌아가는 길에 쾌유를 빌어주는 여유를 보여주었다면 더 인간적이지 않았을
까 싶다. 그랬다면 잠깐이나마 나 자신이 기계의 부속품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무튼 나는 그 일로 가장 바쁜 시기에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게 되었고, 충전 아닌 충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부주의
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감수해야 했다. 분실한 지갑에 든 약간의 현금과 병가로 인한 급여손실 정도였다. 신용카드
는 분실 직후 약 200만 원이 사용됐지만 다행히 은행에서 보험처리가 되었고, 병원비도 의료보험이 적용돼 그리 큰
비용이 들지는 않았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씁쓸함과 함께 가끔씩 꾸게 되는 악몽이었다. 다행히 시간이 흐
르면서 자연스럽게 망각의 늪으로 던져졌지만, 지금도 급박하게 진행된 평택복합화력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면 함께
떠오르는 달갑지 않은 기억이다. 그래도 그 후로는 그런대로 순탄했으니, 비싼 액땜을 한 셈 치고 말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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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합화력 건설의 성과와 의의
다행히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10여 일 만에 출근할 수 있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택복합화력 설계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나마 업무공백기간이 짧아 전기
분야 설계 및 건설은 지연항목이나 큰 문제 없이 건설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내 공
백을 티 나지 않게 메워준 동료와 사업 참여자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평택복합화력은 88㎿급 가스터빈 2기와 160㎿ 증기터빈 1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500㎿급 석탄화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적고 건설공기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복합화력 설계업무량은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참여자들이 담당해야할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었으며 촉박
한 건설공정으로 스트레스 또한 많았다. 수도권의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가
스터빈 설치공기를 1년 앞당기는 등 건설사상 최단기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전기 공급 예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수도권 전력부족은 매우 심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당, 평촌, 일산 등 신
도시 복합화력을 포함하여 평택복합화력 및 서인천복합화력이 건설되고 있었는
데, 1994년 6월 총 설비용량 340㎿의 평택복합화력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당시
수도권 전력공급, 특히 하절기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었다.
- 기준서

03
낮보다 바쁜
우리들의 밤
술은 한기인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윤활제다. 한기인 치고 술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무용담의 주인공 아닌 이가 없을 테니 말이다. 동료와 선후배 간의 끈끈한 고리로, 일
을 푸는 열쇠로, 과중한 업무를 잊는 묘약으로 애용을 넘어 과용된 술. 그 이야기 한
자락을 풀어헤쳤다.

김우식 / 기계기술그룹(원자력)

		
		

때는 바야흐로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던 2008년의 여름 어느 날, 2005년 12월 입사해 3년차가

되면서 일도 손에 익어가고 조직에 적응도 제법 해가던 때였다. 건방지게도 내 손을 거친 설계도에 적잖이 감탄하던
‘범 무서운 줄 모르던’ 풋내기 시절이기도 했다.
알다시피 3년차 남자 직원의 하루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분간을 못한 채 이리저리 불려 다니다 하루해가 꼴
딱 넘어간다. 그날도 예외 없이 문서수발에, 각종 심부름과 기본 문서작성에 쫓기다보니 시침이 어느새 오후 5시를
돌파하고 있었다. 회사 사택을 벗어나 6개월 전부터 원룸을 얻어 나홀로족에 입성한 터라 퇴근 후의 적적함을 염려
해야 하는 시각이었다. 하루 세 끼를 회사에서 해결하는 것이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일로 여겨지면서 그 무렵은 먹이를
찾아 초원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퇴근 무렵엔 회식 건수를 찾아 눈치작전을 펴던 것이 일상으로 굳어지고 있
었다.
한기에는 이런 외로운 직원을 고독에 몸부림치지 않도록 돌보는 아름다운 미덕이 전승되는지 그날도 배고픈 하이에
나를 구원해 줄 전화가 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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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짓 반가운 전화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잠깐 밀당을 구사한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임
은 당연하다.
“저 3일째 술 마셔서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요?”
“난 한 달 내내 야근에 술자리다. 너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게 걱정돼서 그래. 그리고 오늘은 밥만 먹고 회사 버스타고
오랜만에 야근 안하고 일찍 집에 갈 거야.”
이쯤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나의 성실함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순전히 자의가 아닌 타의임을 못 박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슬쩍 흘린다.
“저 아직 내일 결재해야 할 계산서 다 못 끝냈습니다. 오늘은 남아서 끝내야 해요. 차장님.”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께. 갖고 나와 .”
이쯤 되면 도주로는 완벽히 봉쇄됐다. 물론 업무를 도와줄 만큼 차장님은 한가하지도 않고, 진심도 아니다. 매번 비
슷한 말로 일단 술자리로 불러내는 수법일 뿐이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 줄 나 또한 모르는 바 아니다. 어
제도 그제도 그랬으니 말이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류를 대충 정리하고 자동으로 의자에서 기립해 종종걸음으로 회사
앞 식당으로 향한다.
이미 자리는 술기운이 엷은 장막처럼 내려앉아 있었고,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술잔이 넘어왔다. 안주도 없는 식탁에는
오이가 탱탱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 벌써 빈 소주병과 맥주병이 전리품처럼 도열해 있다. 그러는 사이 적정 비율로 몸
을 섞은 소주와 맥주는 우리들의 목을 타고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해방감이 너무 좋아 연거푸 몇 잔을 더 들이켰다.
주문한 안주도 미처 당도하지 않은 사이 세 사람은 소주 각 1병을 넘겨 마셨다.
급하게 마신 술에 전날 숙취가 말끔히 사라지며, 맥주와 섞여 내려간 소맥은 나의 방광을 자극했다. 차분히 화장실로
향했다. 그때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불렀는지, 혹은 몸을 건들건들 떨었는지 기억은 분명치 않지만, 분명 소변기 앞
에서 바지춤을 내리던 모습까지만 선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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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아 저녁먹자. 회사 앞 오리불고기 집이다.”

		
		

눈을 떴다. 원룸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다. 자정을 넘긴 깊은 밤 아니면 새벽녘일 텐데 시공간

개념이 전혀 없다. 입고 있는 옷도 낯설고, 공간도 생소하다. 머리는 심하게 아파 무심코 만져보니 붕대가 감겨 있다.
도무지 어떤 추론도 할 수 없는 상황, 다행히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드르렁거리며 코까지 골
고 있는 차장님과 이 대리다. 저녁 술자리에서 만난 주(酒)님의 아들들이다. 난 왜 저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잠들었고,
저들은 멀쩡한데 나만 홀로 상처 입은 짐승이 되어 깊은 밤 홀로 깨어난 것인가? 번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데, 낯선 곳에서 눈을 떠본 이들이라면 나의 고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미루어 짐작 가능할
것이다.
뒷날 두 사람의 증언으로 복기된 나의 기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사건의 재구성을 위해 내가 바지춤을 내리던 순간으로 되돌아간다. 마침 배 차장님도 요의를 느껴 내 뒤를 따라왔다
고 한다. 그리고 소변기 앞에 서 있던 내가 꼿꼿한 자세 그대로 뒤로 넘어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타일 바닥에 뒤
통수가 그대로 내리 꽂히며 피가 흥건했다고 한다. 놀란 배 차장은 119에 신고했고, 나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
려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거기서만 그쳤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 후가 더 문제였다.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엄청난 기행을 저질렀던 모양이다.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술을 마셨을 뿐인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을 했어. 우리가 아무리 피가 나서 머리가
아픈 것이라고 말해도 막무가내로 같은 말만 했다니까. 오죽하면 저녁 7시도 안 됐는데 무슨 술을 그렇게 먹였냐고,
저렇게 술 취한 사람은 처음 본다며, 구급대원과 의사들에게 우리만 핀잔을 먹었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혈을 한 후, 뇌진탕 증상이 의심돼 CT를 찍으려 했지만 이성이 탈출한 나는 괜찮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사코 검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는 말을 반복했다. 나의 추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보다 발전돼 겉옷을 탈의하고 속옷만 입고 누워
물 가져오라, 화장실 가고 싶다며 생떼를 부렸다고 한다.
후배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사에 두 선배들이 얼마나 창피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아무튼 그날
응급실의 진상스타는 나였고, 술기운 때문에 마취가 되지 않아 스탬플러 같은 기구로 철심 4개를 박은 것으로 지혈
을 갈음했다. 다행히 내가 진정된 후 CT를 찍었는데, 외상 외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철철 피를 흘리는데다, 정신까지 오락가락 하는 후배를 데리고 온 두 선배는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렸다. 괜히 일하겠
다는 후배 불러내 응급실까지 왔으니 그 마음이 오죽 가시방석이었을까. 그 와중에 풀린 마음을 다독인다고 두 사람
은 막걸리를 마시러 응급실을 잠깐 비웠다. 그리고 돌아온 뒤 퇴원을 시켜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는 나를 데리
고 응급실을 나섰다.
의리에 죽고 사는 두 선배는 상처 입은 나를 원룸에 홀로 재우는 것이 염려되어 결국 이 대리의 원룸에서 재우는 것
으로 합의를 하고, 배 차장도 함께 동행을 했다. 배 차장은 형수님에게 내 상태를 부풀려 얘기했고, 마음 약한 형수님
은 기꺼이 합법적 외박을 허락했다. 아무튼 자유를 얻은 배 차장을 비롯해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신나게 이 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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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두 사람의 증언으로 잊어버린 시간의 퍼즐을 완성한 나는 출근 대신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향
했다. 접수대와 진료실에서 만난 간호사들은 웃음을 참는 표정이 역력했다. 다들 나를 아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아는 지라,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 일 이후 나는 한동안 술과 거리를 두었다. 자의도 있었지만, 부서는 물론 사내에 소문이 퍼져 회식에 초대받지 못
하는 남자가 되었다. 반성하는 의미로 총각시대를 끝내기 위한 청춘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지금의 착하고 예쁜 아내
를 만나 총각생활을 청산했으니 전화위복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당시 나를 챙겨주었던 두 선배와는 여전히 각별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후배의 황당한 실수를 너털웃음으로 넘겨
주는 너그러움과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던 모습은 내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다. 우리처럼 한
기에는 이렇게 남모르게 깊은 속정을 쌓아가는 선후배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끈끈하게 지탱하게 하는 힘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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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향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나는 더 들떠 술이 깨서 머리가 너무 아프니 술을 더 먹자고 배 차장의 목을 조였

04
다른 나라
다른 생각
다른 문화
원자력 선진 7개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ITER사업에 한기가 참여하게 된 것
은 세계 원자력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지닌 위상을 확인함은 물론 한기가 가진 기술력
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 한기는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 그리
고 그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장근백 / 배관기술그룹(원자력)

		
		

예전 ITER(프랑스 남부 카다라쉬 소재)에 근무하기 위해 프랑스에 입국할 때의 일이다. 한국의

ITER(핵융합실험로) 건설에 참여가 확정된 후, 원자력 관련 기관인 한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나는 2007
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 ITER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게 됐다.
비행기가 연착하면서 당초 예정 시간보다 마르세유(Marseille) 공항 도착은 1시간 30분이 지체됐다. 걱정 반 기대 반
의 심정으로 공항을 나서니 택시 기사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음, 좋아. 다행이다.”
택시 기사는 나 말고도 3명을 더 태워 이곳저곳을 경유한 뒤 마지막으로 나의 목적지인 엑상프로방스에 도착했다.
택시기사는 나의 숙소인 레지드홈(Resid-Home)을 찾아 도시 곳곳을 운행하며 길을 물을 행인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밤 11시를 넘어 자정에 가까워지는 시각에 행인을 찾기란 요원했고, 겨우 내가 묵을 숙소를 찾아냈다.
“Here, Here is resid-home, your hotel.”
기사는 벽체에 붙은 조그마한 네모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짐을 챙겨 내렸고, 기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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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떠났다.
“I have to go. Too much time has already passed.”
그렇게 나는 호텔 앞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전면이 유리창으로 돼있어 내부를 볼 수 있었지만, 문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호텔 직원들은 이미 퇴근하고 프런트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큰 여행용 가방을 옆에 두고 누군가 나오거나 들어가길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 지나가는 연인이 내게 몇 마디 질문을 하고는 상황파악을 끝냈는지 자기들끼리 뭐라 뭐라 하
더니 내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곁에 있어 주었다. 나중에 남자를
시내에서 만났는데, 경찰복을 입고 순찰 중이었다. 여자는 레지드홈 앞에 있는 방송국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대학의
학생이라고 했다.
공항에서 내려 약 5시간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내게 문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택시(우리
나라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인사, 그들은 자기들이 왜 이 택시를 타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게 프랑스 생활의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Welcome to France, Good luck!”
레지드홈 앞에서 만났던 연인은 훗날 여러 번 길에서 마주쳤었다. 그들이 영어를 조금 더 잘했었더라면, 또는 내가
불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더라면,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내 프랑스 생활은 열렸고, ITER 근
무도 시작됐다. 그러나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겪게 된 에피소드는 프랑스 생활 전반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프랑스에 도착한 지 약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레지드홈의 여직원이 나보

고 언제쯤 체크아웃 할지 물어왔다. 아직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대답했음에도 그 직원
은 한 일주일 뒤쯤 방을 비워달라고 했다. 나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영어가 능통하지 않은 레지드홈의 직
원들로 우리들의 의사소통은 언제나처럼 원활치 않았다. 나는 불어가 일자무식인 반면, 그 직원은 내 영어를 짐작으
로 이해하는 표정이었다. 사실 프랑스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대략 20~30%) 영어를 대강 이해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같이 프랑스에 온 Chung 부장님도 호텔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너 요번 주말까지 나가.”
아니 갑자기 호텔에서 나가라면 어디를 가란 말인가? 호텔비가 밀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나가란 말인지? 왜 상대방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이 문화적 차이인가?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는 수긍했다. 프랑스 소도시의 레지드홈과 같은 형태의 호텔(장단기 숙소)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인근 국가(또는 전 세계)에서 빈번히 오가는 학생들이나, 출장 온 회사원들이 주로 이
용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에 있어 매우 선호도가 높은 숙소로 대기자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호텔들의 운용 원칙은
특정 손님의 장기 숙박보다는 초행자들의 단기 숙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숙박비의 성실납부와는 상관없이
우리처럼 두 달 이상 장기 숙박하는 동양인들에게 일방적인 퇴실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
유럽의 문화, 특히 프랑스가 그렇다고 생각된다. 돈, 금전적 이익에 앞서 무엇인가가 있는 사회, 자본주의와는 또 다
른 일면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면모는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레지드홈에 약 두 달 반 정도 머문 이후 인근의 아파트를 얻어 프랑스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파트로 주거를 옮긴 이후에도 문화적 차이에 의아함을 많이 느껴야 했다. 왜 아파트에 ‘동’ 번호는 있으
나 ‘호’ 수가 없는지? 그러다 보니 프랑스인들은 “나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아.”가 아니라 “나 몇 동 몇 층 살
아.”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웃지 못 할 불편도 겪었다. 인터넷 서비스 신청 때였다. IT 환경이 우리나라와는 달라서인지 서비스 신청
을 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인터넷 선이 연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집이 아니라, 앞집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인터
넷 및 전화 신청 시 전에 살던 주민의 이름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앞집 아주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였
던 탓에 설치자가 혼선을 겪은 것이다. 만약 호수가 있었다면 이런 혼선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앞집 아주머니는 기왕지사 인터넷이 연결되었으니 그대로 쓰겠다며 인터넷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설치회사
에서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다.
“It’s not for you.”
당신이 신청하지 않은 인터넷이니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실수였으니 내 아파트로 다시 연결하면 될 텐데
그마저도 조치되지 않은 채 인터넷 전용선을 회수해 가버렸다. 결국 나는 다시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고, 다시
두 달을 기다린 끝에 인터넷 세상과 접속되었다.
당시로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빨리빨리 문화와 실적주의에 익숙한 내 눈에는 프랑스가 비능률과 게으름이 만연한 사
회로 인식됐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이 프랑스인들의 문화이자 사회를 지탱해 가는 원칙과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전적 이익에 앞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손님의 주문보다는 식당종업원의 점심식사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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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선택한 사회라는 생각이 깊이 각인되었다. 프랑스는 내가 살아
온 세상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을 통해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었다.
일상에서도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지만, ITER 근무도 내겐 생소한 환경을 인정하면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시
간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 그동안 내가 습득한 지식이 반드시 옳거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다. 내가 30년간 쌓아온 지식들(특히 원자력 관련)이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일 수 있음을 그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배웠다.
특히 Code & Standard에 나오는 지침(여기서는 주로 미국 코드)을 소개하면 그들은 오히려 코드규정이 아닌 자신들
의 방법을 찾아내려 애쓰는 듯이 보였다. 한국에서는 절대 성역처럼 받아들여지는 미국의 규정과 지침들이 그저 여
러 가지 중 하나로만 존중받을 뿐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미국의 규정에 반해 의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
는 것 같았다. 좋게 말하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진정한 기술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본다고 할까.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처벌받는 우버택시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황리에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사회마다 다른
적용들을 뭐라 시비할 수 있을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은 역시 오랜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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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 식당들, 자신들의 식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문을 닫는 가게들을 보면서 몇몇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대

05
워싱턴에서
온 편지
한기인에게 선진기업 연수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이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행운이다. 타국에서의 삶은 분명 힘들고 고되지만, 무엇인가를 얻어 오겠다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더 큰 정신의 보상을 안겨준다. 워싱턴 프레데릭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한다.

채재용 / 기계기술그룹(원자력)

		
		

한국을 떠나 미국의 낯선 도시에서 생활한 지 넉 달이 훌쩍 지났다. 여섯 명의 동료와 함께 같

은 배를 타서인지 두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쓸쓸한 마음은 좀체 벗어나기가 어렵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워싱턴 델레스(Dulles) 국제공항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프레데릭
(Frederick)이라는 도시다. 중심가는 쇠락한 것 같으면서도 고색창연한 고딕식 건축물이 곳곳에 세월의 두께를 이고
있어 전통이 느껴지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가 둥지를 튼 곳은 벡텔(Bechtel)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중심가를 벗어
나 워싱턴 쪽으로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다. 3층 이하의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아파트나 다른 건축물, 도로까지도 현대
식 도시다.
우리 여섯 명의 한기인이 벡텔에 파견을 온 것은 프레데릭에서 멀지 않은 캘버트 클리프(Calvert Cliff) 원전에
서 진행하는 ‘US EPR/Constellation Project’ 때문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건설 중인
EPR(European Power Reactor)을 US EPR(Evolutionary Power Reactor)로 개량하여 미국 원전진출을 위한 일괄인허
가(COL)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전력회사인 CE(Constellation Energy)와 프랑스의 세계적 원자력기업인 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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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바가 NSSS 및 주요 A/E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벡텔이 맡고 있으며, 기계는 터빈 아일랜드(Turbine Island)의
시스템을 채택했다. 한기에서는 나를 포함해 2명이 참여하고 있고, 토목직원 3명이 원자로 보조동과 방사성폐기건물
에 그리고, 배관직원 1명이 현장에 배치돼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 접하는 업무라 생소해 적응에 애를 먹었다. 그래서인지 처음 한 달은 시간도 더디 가고 하루하
루가 지겹기만 했다. 그러나 업무를 이해하고 두 달이 넘어가면서 시간 가는 체감 속도는 몇 배나 빨라졌다. 더욱이
한국의 가족들까지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안정감도 생겼다. 처음 한두 달은 몸무게가 줄어 허리띠가 두 칸이
나 줄었는데, 4개월을 넘기면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인간은 역시 적응력이 뛰어나다.

		
		

프레데릭에서의 나날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한다.

먼저 아쉬움을 토로하자면, 겉도는 이방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벡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제약 때문이다. 일
례로 벡텔은 내부용과 대외용으로 두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대외용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지만, 내부용은
벡텔 직원들만이 접속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 안내나 설계에 필요한 여러 자료
등은 내부용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가 필요할 경우
벡텔 측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한기 직원을 통해서 이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매번 일할
때마다 이런 불편을 겪다보니 은근히 차별받는다는 감정이 북받친다. 막말로 그 권한을 준다 한들 우리가 그 자료들
을 빼낼 것도 아닌데 말이다.
신선하기도 낯설기도 한 장면은 아무래도 이들의 업무 스타일이다. 자유로움 속에 나름의 원칙과 서열이 느껴진다.
직급에 관계없이 이름을 부르며 친구처럼 토론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선은 분명히 지키는 모습이 이채롭
다. 권위적인 모습이나 고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서로 자유로이 이야기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내 기준
에서는 참으로 무례하고 건방져 보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 하겠지만 법도 법 나름
인 것 같다. 난 여전히 EGS나 PM 앞에서는 정중한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다.
또 하나의 감정은 삭막함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면 동료 관계에서 사적인 다감함을 엿보기가 힘들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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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AREVA)가 UN(UniStar Nuclear)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의가 강하기 때문이겠으나, 이곳에 온 이후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서양인들은 친절하다고 하는데, 출퇴근 시에도 의례적인 인사조차 건네는 모습조차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내
딴에는 해석 불가능한 고급영어로 서로 인사를 나눌 것이라고 엉뚱한 짐작을 할 뿐이다. 그러니 도무지 친할 겨를이
없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나도 그저 묵묵부답,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다.
점심시간에도 이런 건조한 풍경이 이어진다. 삼삼오오 점심을 먹는 이들은 발견하기 어렵고 각자 사내 카페테리아에
서 포장해 오거나 집에서 싸 온 음식을 자리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먹는다. 흡사 도서관에라도
온 것처럼 조용한 사무실, 전화벨 소리도 아주 간간히 들릴 뿐이다. 업무 몰입도는 최상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
는 것이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때가 간혹 있다. 업무 협조도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편이지만, 정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드는 생각 하나. ‘이 사람들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도
할까?’ 아무튼 인간적 풍경은 포기했다.

		
		

언어는 참으로 나를 막막하게 한다. 업무의 특성상 내부 절차서 및 기술교육이 수시로 이뤄지

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교육 내용을 전부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벡텔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타국의 파
견 엔지니어를 업무에 투입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교육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100% 소화할 수 없어 아
쉽기만 하다. 내게 교육은 영어시간의 연장이자, 듣기평가의 자리가 되고 만다. 해석에 급급해 교육 내용에 집중하기
가 쉽지 않다.
일상생활에서도 언어는 나를 수 없는 시행착오로 이끌었다. 12년 전 약 10
개월 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 은
근히 자신이 있었는데, 세상이
변한 것인지, 머리가 굳은 것
인지 적응이 쉽지 않다.
언어문제는 초기 정착 과정
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이곳
에 처음 도착해 토요일에
짐을 풀고 월요일에 출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과
차를 구하고 이후 도착
할 자녀들의 학교 문제
까지 당장 시급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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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가족들이 몇 주 후에 도착하는 일정이어서 그전에 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놓기 위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동분서주했다. 가족 도착 이틀 전 모든 준비를 겨우 마칠 수 있었는데,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심한 몸살로 몸져
누워야 했다. 자칫했으면 공항에 마중을 나가지 못할 뻔 했다.
초기 정착의 어려움이 지나면서 지금은 올챙이 시절이 벌써 가물가물해지고, 주말이면 가족여행 계획부터 세운다.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허비할 수 없다는 강박에 주말이면 어김없이 우리 가족은 길을 나서고 있다. 자동차로 네다섯
시간 거리는 동네 시장 다녀오듯이 거침이 없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해보랴, 하는 생각에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
고 싶을 뿐이다.
벡텔에서의 하루하루는 몸도 마음도 힘들다. 하지만 내 가족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인지라 그 변화에 감사하고 있
다. 이곳에서 가장 즐거운 이는 아내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했던 아내는, 이번 기회에 1년 휴직계를 내고
내 곁을 지키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Community College에서 ESL(English for Second Language) 수업을 들
으며 영어공부를 하고, YMCA에 가입해 동호회 활동과 운동을 즐기고 있다.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몇몇 동네
사람들과도 가까워져, 서로 집으로 초대해 가족끼리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네 살짜리 아이는 놀이방에 다니는데, 벌
써 귀여운 백인 여자아이에게 푹 빠져 있다.
‘1년이란 시간은 짧고,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미루어두면 금방 후회하니까 미국에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를
빌께.’
친한 한기 동료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의 일부다. 안부인사와 함께 나를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더 없이 고맙다.
조금은 낙천적인 내 성격을 아는지라, 좀 더 채찍질을 하라는 격려일 것이다. 그의 애정과 조언에도 힘을 얻었지만,
나 역시 이번 1년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눈과 가슴으로 담아가기 위해 부지런을 떨고 있다. 그것이 기회를
준 회사에 대한 의리일 것이다.
프레데릭에서 보낸 1년. 내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믿으며, 남은 8개월 더욱 기적 같은 시
간으로 엮어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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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적했다. 처음 한 달은 퇴근 후나 주말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숙소에서 쉬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우리 대

06
장수사진
찍는
남자
마음을 담아 찍은 사진 한 장이 외로운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었다.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 줄 영정사진에 기뻐해주는 노인들을 보며 행복했던 한 남자는 누군가
의 마지막을 담는 일은 서글프고 헛헛한 일이었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은
진심일 때 그 빛이 더욱 아름답다.

김병걸 / 배관기술그룹(원자력)

		
		

몇 해 전의 이야기다.

영광(한빛) 3,4호기 건설현장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사 복귀를 한 지 18년 만에 가동원전 파견으로 영광에서 다시 생
활하게 됐다. 첫 파견 때는 우리 집 꼬맹이가 유치원을 다녔는데 세월 무상이다. 그래도 당시 읍내사택은 외관 도색
만 좀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였다. 발전소 가는 길 일부가 중앙분리대까지 갖춘 왕복 4차선도
로로 바뀐 것 말고는 산과 들, 마을 풍경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반가웠다.
다시 영광 근무를 시작한 첫해 연말, 본사 지원으로 지역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열렸다. 영광 읍내의 한 병원이 운영
하는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였다. 그곳은 사회복지사들이 상주하는 비영리 복지시설로 독거노인
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은 물론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다.
50대 장년에 접어들던 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진심을 담은 봉사활동을 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들어가면
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곳 관리자를 찾아가 내 생각을 전했다.
“제가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지만 취미생활을 할 만큼은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의 영정사진을 찍어드려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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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분은 내 제안을 썩 반기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좋은 뜻을 거절할 수는 없었는지 의례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의견을 물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미리 준비를 마치고 기다린 끝에 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왔고, 쉬는 날을 택일했다. 서로 날짜
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복지시설 측에 몇 가지 주문을 했다.
“제가 별도로 조명장치가 없으니, 형광등 조명이 밝은 곳으로 장소를 정해주시고요. 프로젝트 빔용 스크린이 있으면
하얀 배경으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의상도 남녀 각 한 벌씩의 한복을 준비해 주시고, 가벼운 메이크업과 옷매무새
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훨씬 원활한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한 날 복지시설에 도착해 촬영 장소에 가니 삼십여 분 노인들이 다소 들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부탁한 대
로 조명도 적당했고, 배경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원봉사자를 대신해 몇 분의 간호사가 도움을 주어 촬영도 지체
없이 진행이 되었다.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던 노인들은 촬영장에 모여들어 표정이 굳었다느니, 좀 웃으라느니, 훈수
를 두며 왁자지껄한 시간을 보냈다.
촬영은 한나절 만에 끝이 났지만, 흔히 보정이라 부르는 후반작업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대부분
노인들의 눈 크기를 양쪽이 비슷하게 키우거나 줄이고, 입매 또한 가급적 반듯한 수평이 되게 했다. 사진을 찍기 전
신경을 썼지만 막상 사진에는 흐트러진 머리 모양이 된 분들이 있어 이를 단정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얼굴의 균형도
맞추고, 세월의 흔적으로 내려앉은 검버섯도 걷어내는 작업을 벌였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모
습으로 기억되고픈 노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재주껏 포토샵을 했다.
무료하던 퇴근 후 시간은 삼십여 노인분의 영정사진을 다듬느라 분주했고,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렇게 태어난 사
진은 인화를 거쳐 별도로 구매한 액자에 담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전달해 드렸다. 그리고 이튿날 복지시설의 담당 팀
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들이 사진을 받아보시고 다들 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저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영정사진을 찍고 싶다고 성화십니다. 모쪼록 시간이 되시면 또 촬영이 가능할까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나는 전율을 느꼈다. 내 작은 성의가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내가 감사
하고픈 심정이었다. 대답은 지체 없이 튀어나갔다.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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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요?”

		
		

영정사진 촬영은 일회성 이벤트에서 벗어나 비정기적인 행사가 되었다. 처음 촬영 때처럼 어르

신들의 신청을 받아 30~40분이 모이면 일정을 잡고 방문해서 찍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세 번
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 촬영을 한 적도 있었다. 영정사진 행사가 공전의 히트를 친 이유를 복지시설 관계자는 이렇
게 설명했다.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관광에 영화관람,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큰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마지막을 기억해 줄 사진이 생긴 것에 대한 안도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진이 잘 나와서 그 소중함이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운 맘으로 시작했던 촬영은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마음을 무겁게 했다. 처음과 달리 여유가 생기면서 노인들
을 보다 자세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는데, 주름투성이의 할머니의 얼굴에서 누구에게나 있었을 꽃 같은 시절이 떠올
라 아쉬움과 씁쓸함이 교차했고, 할아버지들의 마르고 불거진 광대뼈를 보며 젊은 날의 기개가 저렇게 스러졌구나
하는 생각에 슬퍼졌다. 어쩌면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머지않은 훗날의 나를 발견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나는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세월의 무상함을 배웠다. 인생 뭐 별것 있나, 어차피 나그네
길인걸, 하는 심정도 돼 보았다.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내가 찍어 선물한 액자가 실제로 빈소에 내걸린 일도 경
험하면서 그 씁쓸함은 더욱 커졌다. 영광에 있는 동안 약 220분의 어르신들에게 영정 액자를 선물해 드렸다. 처음 영
정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는 순수하게 자비로 내 작은 재능을 기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일이 자꾸 커지면서 본사 차
원에서 액자 비용 등을 지원해줘 초기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지출도 거의 없었다.
보람과 연민이 교차하는 가운데 영광에서의 파견근무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본사 복귀로 인해 더 이
상 영정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고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말했을 때, 그 아쉬
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읍내는 많은 분들이 찍었지만, 섬
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영정사진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아쉬워서
어떡하죠. 혹시 사정이 허락하
시면 간혹 주말에 한 번씩 오
시면 안 될까요?”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일부러 시간을 내기도 쉽
지 않겠지만, 누군가의 마
지막 모습을 기록한다는
것의 무게가 나를 짓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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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난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을 단정히 앉히고 셔터를 눌러대고 있다. 영광에서처럼 이벤트가 아
니더라도 어렵게 사시는 노인을 발견하면 대화를 시도해 장수사진(영정사진의 순화)을 찍도록 유도한다. 그래도 조
심하는 것은 사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웃을 돕는 일은 사실은 나를 돕는 일이다. 도움 받는 이보다 주는 이가 더 은혜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손
을 내밀 수 있는 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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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던 이유가 더 컸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이후 다시는 영광을 찾지 못했다.

07
제과점
습격사건
사랑을 나누는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예기치 않은 일로 진심이 곡해되거나 오히
려 역효과를 내는 일도 있다. 하마터면 한기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었던 ‘나눔사
건’을 지혜롭게 풀어낸 사례가 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린 두 남자의 5년 만의 고
해성사.

박용정 / 인사노무처

		
		

벌써 5년 전 일이다. 봄볕이 완연하던 2010년 4월 27일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저소득

가정이 밀집한 우만동 사회복지관에서 한기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펴는 날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관을 이
용하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인 덕분에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음식을 조
리하고 배식 준비도 서둘러 마쳤다.
금방 지어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인 식사였지만, 식판을 받아든
이들이 고맙다며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기묘한 경험에 코끝이 찡했다. 식사가 끝
난 후에는 설거지와 뒷정리도 말끔하게 했다.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이 일부 임원과 부서장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복지관에 오
지 못한 탈북자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찾아 준비한 점심도시락과 소정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우리가 준비하고 드린 것은 적었지만, 훨씬 큰 만족감과 행복을 선물 받은 우리는 그날의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회사
로 돌아왔다.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는 감흥에 젖어 오후 업무를 기쁜 마음으로 처리하고 퇴근을 준비할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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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전화가 걸
려왔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
데 오늘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한 생필품 중에 고구마
케이크가 상했다는 연락을 받
았습니다. 다행히 먹기 전에 케
이크가 상한 것을 알고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즉시 회수를 했습
니다.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하겠기
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원 우만동 사
회복지관 봉사
활동(2009.12.10
)

순간 머릿속이 멍했다. 행복감에 젖어 있던 내게 ‘상한 케이크’
라는 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복지관 관계자에게도 너무 민망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불현듯 드
는 생각이 우선 상한 케이크를 회수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빨리 케이크를 회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죄송한 부탁이지만, 다른 가정에 배달된
케이크도 이상 유무에 관계없이 회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배달된 가정도 많고, 비어 있는 집도 있어서 모두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얼른 달려갈 테니. 복지관에서도 가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드시고
탈이 나면 안 되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동료인 M 차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우만동 사회복지관으로 달려갔다. 혹시 빵을 먹으면 어
쩌나 하고 불안했다. 탈이라도 난다면,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
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라 마음이 가시방석이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회수하지 못한 가정의 명단을 받아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케이크

를 회수했다. 상한 케이크라 회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거동이 불편하거
나 시각장애인분들은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힘겨워 해서 더욱 미안했고, 청각장애를 가진 분에게는 말로 설명을 하
지 못해 노트에 사정을 써서 설명을 드려야 했다. 작은 정성을 나누겠다는 좋은 취지가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말았으
니 자괴감도 들었다. 다행히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배달했던 케이크는 전량 회수했다. 고맙게도 케이크를 먹은 이들이
없어 식중독이나 탈이 나는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복지사에게 회수한 빵과 케이크의 폐기를 부탁하고 급한 마음에 제과점을 찾아 나섰다. 회수하는 데 그쳐서는 마음
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각에 문을 연 제과점도 드물었고, 문을 연 제과점이 있더라도 케이크와 빵이
거의 팔려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구할 길이 없었다. 사후처리는 내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M 차장 내일 아침 일찍 같이 움직이자.”
다음날 이른 아침 만난 우리는 수지 시내 제과점이라는 제과점은 다 훑고 다니며, 케이크와 빵을 샀다. 아침 일찍부
터 싹쓸이 하듯이 빵을 사는 우리들이 제과점 사장님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한 제과점 사장님은
급한 우리 마음도 모른 채 아침 시간에 많은 빵을 사는 이유를 캐물었다. 간단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 사장
님이 한쪽에 포장해 둔 두 상자 분량의 빵을 우리에게 내밀었다.
“이거 어제 팔고 남은 빵입니다. 절대 상할 일 없는 빵이니 안심하시고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저
도 좀 돕고 싶습니다.”
마음도 조급하고 우울했던 우리는 사장님의 그 말에 힘이 솟았다. 참 세상에는 남과 더불어 살아
가려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성을 기
꺼이 받아들고 제과점을 나섰다.
충분히 빵과 케이크를 준비한 우리
는 다시 어제 방문했던 집들을 찾
아다니며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
다는 말씀과 함께 케이크와 빵
을 전달했다. 전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맞아주는
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환한 표정이었다. 회수해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
시 가져올 줄은 몰랐다
는 반응이 대부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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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참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모두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고
맙습니다.”
자칫하면 한기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일을, 다행히 칭찬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어젯밤에 이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돌아오는 길,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빵을 기부해 준 제과점에 들러 인사까지 챙
겼다. 비로소 이틀에 걸쳐 이어진 길고 긴 봉사활동이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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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제의 암담함과 아침의 막막함이 모두 씻겨나갔다. 복지관에서도 감사 인사는 이어졌다.

進化
THEME 4

기
술
의 進化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테크놀로지는 신앙입니다.
그리하여 기술개발의 과정과 시간은
언제나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상이 되고, 꿈만 같았던 경지가 평범해지는 순간들이
도래합니다. 끝없는 정진과 수행 없이는
어느 날 문득 도를 깨치는 일이 없듯이 기술의 진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간절함이 있을 때에야
새로운 기술의 지평이 열립니다.

01
한기의
도약대가 된
한국표준원전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한기 사장 재임 3년 6개월 동안 큰 족적을 남겼다. 공
부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한국표준원전 개발의 초석을 놓으며 기술회사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표준원전은 한기가 글로벌 기업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
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계에도 큰 축복이었다.

정근모 / 前 사장(前 과학기술부 장관)

		
		

1982년 7월, 나는 미국 생활을 접고 서울로 돌아왔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 사장을

제의받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다행인 것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미국의 과학계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이어갔던 것이다.
사장에 취임하고 보니 한기는 경영침체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회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했다. 나 자신에게는 인색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사는 침체를
벗어날 줄 몰랐다.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1,440분으로 미분하여 사용해야 할 만큼 바쁜 나날이었다.
한기는 당초에 미국과의 합작회사로 출범한 기술회사로서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소의 설계기술을 담당하는 회사였
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시작된 한기는 미국의 원자력기술회사인 번즈 앤 로우(Burns & Roe), 벡
텔(Bechtel) 등과 기술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다. 외국회사가 주설계하고 우리는 간단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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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원자력발전소 설계업무를 우리가 맡기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를 극복하
면서 자립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개발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기술자립과 표준설계방안이었다. 능력이 우수한 우리 기술자들이 외국인 기술자들이 시키는 일
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기술능력을 갖도록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했다. 먼저 회사 내에 우리나
라 최초로 ‘직장대학원’을 설립했다. 대학에 보내 대학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대학교수를 초빙해 회사
에서 강의를 받고 학위과정을 이수케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졸업하면 일반대학에서 받은 석사학위보다 더욱
우대를 받게 하는 인사제도를 병행하여 회사의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단순 설계가 아니라 근본적인 엔지니어링을 배
우게 했다.
놀랍게도 직원들의 호응은 컸다. 향학열에 불탄 우리 기술자들은 업무가 끝나는 대로 초빙 교수들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직장이 저녁이면 대학원으로 변하는 모습은 회사를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꾸었다. 한기직장대학원 출신 기술
자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교수로도 진출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계의 지도자로 부상하기도 했
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표준설계방안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방안이었다. 원자력발
전소는 구상에서부터 시운전까지 10년이 걸리는 대
사업이다. 따라서 건설기간 중의 금융이자가 원금보
다도 더 커질 수 있다. 즉 시간이 돈이다. 따라서 설
계가 이미 입증되었고 수주한 제작업체나 건설업체
가 품질보증을 철저히 하며 작업 기간을 단축한다면
결과물인 원자력발전소는 단연코 경쟁력을 갖게 되
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업계가 소화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설계를 개발한다면 우리는 조속
히 경쟁력 있는 기술자립을 이룰 수 있었다. 이에 따
라 나는 한기 사장에 부임하자마자 한국형 원자력발
6대 정근모 사장 취임식(1982.07.06)

전소 표준설계사업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제안했고 과학기술행정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처가 이에 호응해 주었다.
앞으로 계속 지어야 할 원자력발전소를 한국형 표준설계로 한다는 것은 기술자립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곧 연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귀중한 연구비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기는 단순한 기술회사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기술회사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절은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절이기도 했다. 새로운 구상이 구체화되고 직장이 모든 면
에서 발전하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최고경영자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었다.

		
		

당시 나는 40대 초반의 젊은 학자 출신 최고경영자였다. 그럼에도 성공적인 경영자가 될 수 있

었던 것은 임직원이 하나가 된 팀워크 덕분이었다. 나는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임직원들을 잊을 수 없다. 한전 부사장
을 역임하고 젊은 사장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꺼이 수용해준 故신기조 수석부사장은 후에 한기의 사장을 역임하고
원로 기술자로서 후배들의 귀감이 됐다.
기술담당 김상연 부사장은 탁월한
기술자일 뿐 아니라 훌륭한 기술
행정가였다. 후에 세계에너지회
의 한국지회 사무총장을 역임
한 김 부사장은 활발하게 많은
기술자들을 길러냈다. 행정담
당 이교선 부사장은 한전에서
도 널리 알려진 행정전문가
였다. 나는 지금도 이 부사
장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한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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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백한다. 후에 한전기공(현 한전KPS) 사장으로서 훌륭하게 최고경영자 역할을 담당한 것은 예측된 일이었다. 한
기에서 최고경영자로서의 시간은 기업경영의 진수를 알게 해준 귀중한 경험이었다. 한기의 발전은 바로 우리나라 원
자력계의 기술자립이었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경제발전의 동력원을 얻는
것이었다.
우리의 독창적인 연구로 개발된 한국표준원전은 선진국이 설계한 원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개량된 것이다.
먼저 한국표준원전의 안전도는 사고확률 면에서 선진국이 설계한 원전의 10분의 1로 감소되었다. 이 같은 원전 안전
성의 대폭 향상은 각종 설계를 담당한 국내업체 및 연구기관이 확률론적 위험도 분석기법을 활용한 원전의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중대사고의 방지요건이나 원전의 고유한 안전요건을 최대로 반영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가
능했다.
한국표준원전은 또한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원자로계통 및 각종 기기의 모듈화를 통하여 최적
의 경제적 선택을 기하였기 때문에 선진국의 원전보다 경제성이 크게 향상됐다.
한국표준원전은 탄생된 지 불과 몇 년 안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1995년 북한의 핵 문제가 경수로 지원사업으로
타결됨으로써 한국표준원전이 그 대상으로 떠올랐다. 북한 경수로 건설에서 한국표준원전은 각종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으며 유지와 보수가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당장 부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무(無)에서 시작된 우리의 원자력 발전기술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대열에 들어섰다. 중국을 비롯한 말레이
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 우리의 원자력기술은 그 수출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이제 원자력기술 최선진국인 미국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의 전문성과 역할
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발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우리가 맨 처음 원자력기술
을 배워 올 당시를 떠올리면 발전이 아니라 기적이라 해도 아무도 딴죽을 걸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놀라운 열정과 노
력의 결과라 하겠다. 가끔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아직도 마음이 벅차다.

* 본 글은 ‘정근모 박사의 삶과 비전’을 담은 저서 <헌신>(코리아 비전 포럼, 2007 刊)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02
APR1400과
세 번의 여름
20년 전,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추억의 화인을 남길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1994년
부터 1996년까지 3년에 걸쳐 펼쳐진 세 번의 여름은 너무도 인상적이며 아름다웠다.
그것은 한기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그 빛나던 여름의 끝
엔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한 페이지를 수놓은 10년 대계가 함께 열리고 있었다.

전성현 / 사업관리기술그룹
		
		

1994년 여름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더위로 숨이 헐떡거릴 만큼 더웠다.

대리(선임급) 2년차인 나는 플랜트본부 소속으로 보령화력 3,4호기 설계공정관리 업무와 건설 현장에서 자재추적관
리 업무를 수행하느라 여름 내내 발바닥에 불이 붙을 정도로 뛰어다녔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머리 위에 이고 돌아가
는 현장도 더웠지만 본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울진 플랜트 건설공정 업무를 수행하느라 에어컨 바람을 제대로 즐길
여가가 없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숨을 돌릴 즈음 자리를 옮겼다. 한기에 최초로 도입된 순환근무제의 첫 시행 대상 그룹에 선
발되어 원자력본부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팀에 발령 받은 것이다. 개인 경력 개발을 위해 도입된 순환근무제인 만큼
직원들의 기대감이 높은 제도였기에, 선발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었다.
당시 한기 본관은 삼성동에 있었지만, 사무실이 협소해 별관을 따로 두고 있어 업무 영역별로 사무실이 달랐다. 삼성
동 본관은 관리본부와 기술부서, 울진(한울) 3,4호기와 영광(한빛) 5,6호기 프로젝트팀이 사용했고, 역삼동 별관은 플
랜트 본부 전체, 대치동 별관은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팀이 둥지를 틀었다. 이런 이유로 순환근무와 함께 나는 역삼
동 별관에서 대치동 별관으로 사무실이 바뀌었다.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한기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G7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당시 한기는 정보전자에너
지첨단소재 기술개발, 차세대수송부품 기술개발, 감성공학 기술개발, 환경공학 기술개발, 신에너지 기술개발, 신형
원자로설계실증 기술개발, 신기능생물소재 기술개발 등 7대 과제를 선정 추진 중이었다.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은
1992년부터 착수하여 1994년 상반기 노형 선정을 마친 상태였다.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의 AP600과 ABB-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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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ys 80+ 등이 경합 끝에 ABB-CE의 Sys 80+로 결정한 것이다.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팀에 합류한 1994년 하반기 2단계로 ABB-CE의 Sys 80+의 국산화추진 인허가 및 기본설계
에 착수해 표준설계인가(Design Certification)가 진행되었다. 수년간 플랜트 본부에서 사업관리를 하며 쌓은 경험도
도움이 되었지만, 새로운 업무 적응에는 시간이 걸렸다. 원자력 사업의 방대한 자료 및 표준절차서의 이해와 공정표
개발에 필요한 기기배치도(General Arrangement)를 숙지하느라 애를 먹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과 함께 1994년 12월까지 2단계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준비와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쳐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원자력 건설에 대한 모든 절차서
와 매뉴얼은 영문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2단계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절차서와 매뉴얼을
국문으로 사용하면서 영문 절차서 번역까지 동시에 진행했다. 몸을 두 개로 나누어도 모자랄 판인 그해 9월 마침 둘
째가 태어났다. 산통에 시달리는 아내를 걱정할 겨를도 없이 나는 분만실 밖에서 순산 소식을 기다리며 영문 절차서
를 번역하고 있었다. 그렇게 1994년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1995년 여름은 파업의 현장에서 뜨거운 나날을 보냈다.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2단계 사업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점차 업무에 익숙해지고, 프로젝트 성과가 쌓이자 보람도
커졌다. 그렇게 1995년 상반기가 흘러갔다. 그러나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회사 공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노사 갈
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노조는 1987년 설립 이래 첫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기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노동자로서 권익을 찾기 위해 노조원들은 똘똘 뭉쳤다. 사무실 밖은 너무도 더웠고, 장
외투쟁을 하는 내내 우리는 온몸으로 땀을 쏟아냈다. 그렇게 47일간의 장기 파업이 진행되는 내내 우리 가슴은 여름
해보다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적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위해 뭉쳐야 한다
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또한 동료를 뛰어 넘어 동지애를 나누며 가족 같은 정을 나누기도 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파업도 마무리 되었고,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해 10월 용인사옥이 준공되면
서 서울 삼성동을 중심으로 흩어져 세 집 살림을 하던 한기인들이 신사옥에 동시 입주했다. 새로운 건물에서 우리 기
술개발팀은 파업으로 손 놓았던 업무를 다시 재개했다. 그렇게 신사옥에서 8개월이 흐를 즈음, 우리 팀은 신사옥을

떠날 운명에 처했다. 사업 규모가 날이 갈수록 확장되면서 신사옥만으로는 늘어나는 인원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별
관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업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던 기술개발팀들이 별관 우선 이주 대상이었다. 우리 팀도 당연히
본사를 떠날 운명이었다.

		
		

공교롭게도 1996년 여름, 우리 팀은 새로 마련된 수지별관으로 이전했다. 본사를 떠나 별관생

활을 하는 것이 반가울 리 없었지만, 내 기억에서 그해 여름은 가장 행복했던 계절로 남아 있다.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
한기의 사훈이다. 어떤 이들은 기업체 야간고등학교의 교훈에나 어울릴 법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세련된 맛은 없
다. 그러나 한기인들은 이 사훈이 가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었던 지난 시대
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어이기 때문이다. 그 사훈처럼 1996년 수지의 여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
게 일하던 시절이었다. 공부와 일이 이토록 재미나고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지 그때 새삼 깨달았다.
수지 이전 후 우리 팀이 맡은 업무는 세계 최초의 원전 모델인 ‘APR1400 원전의 개념 및 기본설계 개발 프로젝트’
였다. 미개척지로 간다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무척 고무되어 있었다. 참여하는 직원들은 열성을 다해 일에 몰입했
다. 해외원전 기술과 국내 1,000㎿급 원전기술을 총 망라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최초 설계개념 적용
에 따른 새로운 용어인 FOAKE(First Of A Kind Engineering), IRWST(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등 새로운 기술용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밤낮을 책과 씨름했고, APR1400
원전 최적 건설공정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차례 국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해 신공법, 신기술 적용을 검토했다.
또한 해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지조사도 벌였다. 해외 출장 기회까지 제공한 것은 당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팀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았던 박구원 현 사장이 “APR1400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엔지니어들은 선진 해외 엔지
니어링 업체 및 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견문을 넓혀야 한다.”며 팀원들을 독려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만큼 팀워크도 남달랐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당시 토요일
근무)은 근무 후 모든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광교산에
올랐다. 한 달간의 응어리를 등산하는 동안 내려놓고 돌
아오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뒤풀이 자리도 매
번 즐겁게 막을 내렸다.
가을에는 작은 운동회가 열렸다. 당시 입주해 있던
물류센터 건물 옥상 공간이 제법 넓어 그곳에서 기
술분야별로 나누어 족구, 배구, 농구 경기가 벌어졌
다. 때로는 옥상을 벗어나 분당 탄천 둔치에서 소
프트볼 게임을 열기도 했다. 참 즐겁게 일하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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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었다. 그 힘이 있어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사업 축소에도 2001년 12월 3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02년
5월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가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 뜨겁던 세 번의 여름은 내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한기의 역사에는 선명한 나이테로 남았다. 그리고
2015년 여름 또 다른 여름을 기다리고 있다. 김천시대를 여는 새로운 여름, 훗날 그 여름은 또 어떻게 내 가슴에 새겨
질까.
		

inside story

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의길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던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1991년
4월 국가종합과학심의회에서 2000년대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 7개국 수준
으로 높이기 위해 선정한 선도기술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어 1992년 6월에
는 APR1400 사업을 원자력 분야의 G7 과제로 선정하여 본격 추진했다.
사업기간은 1992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정했으며, 1단계는 1994년 12월까지,
2단계는 1999년 2월까지, 3단계는 2001년 12월까지 수행했다.
산업자원부 주도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한국전력 주
관으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이 꾸려졌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기술, 한
국안전에너지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
료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이후 3단계 과업에 맞추어 기술개발이 이뤄졌으며, 한기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
실한 업무 수행으로 2002년 5월 2일 APR1400 원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였고, 국
내 최초 APR1400 원전인 신고리 3,4호기 설계업무 수행과 최초의 수출 원전인 APR
1400 UAE 원전 설계업무를 수주하여 수행 중에 있다.
APR1400의 가장 큰 기술적 성과는 발전용량을 1,000㎿급에서 1,400㎿급으로 확대
해 경제성을 대폭 높였으며, 주요 설비의 성능 강화로 원전 수명을 40년에서 60년
으로 늘렸고, 최첨단 안전설비 장착으로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운전 편의성도 강
화했다.

03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85일의 약속
한기 기술개발의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1997년 가동원전인 고리 1호기 계측제어
설비 교체 프로젝트 역시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다. 세계 원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전면
교체 방식, 통상 공사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간적 한계,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
한 어려움, 인허가의 난관까지 겹치며 이중삼중의 제약이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김항배 / 계측제어설계그룹(원자로)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준공 후 18년이 지나자 원전의 뇌와 신경망인 계측

제어설비 노후화 증상이 나타나고 예비부품 재고도 바닥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주요부품 생산이 중단되어 예비모듈
부품을 조합하는 임시처방으로 고장 모듈을 교체하며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있었지만,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 전전
긍긍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의 중추신경계라 할 수 있는 계측제어설비를 전면 교체하
는 것이었다.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발전소 관리를 맡고 있는 한전에서는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원전의 계측제어설비를
교체한 경험이 없고,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염려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더욱이 고리 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턴키방식으로 건설한 탓에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설비 사양서 및 도면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결단을 망설인 요인이었다.
더 큰 걱정은 당시 우리의 기술력이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교체를 자신하지 못한 것이었다. 전면 설비교체는 결국
원천기술 공급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손쉬운 방법을 두고도 웨스팅하우스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장차 다가올 같은 상황에서 외국 기술에 종속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동
원전의 계측제어설비 교체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느냐, 안전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원천
기술 업체에 협조를 구하느냐. 한국 원자력 역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리고 마침내 한전이 움직였다. 중대 결정에 앞서 한기에 사전기술검토용역을 의뢰했다. 한기는 당시 국내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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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한 신규 원전을 기준 삼아 1996년 10월부터 12주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현장설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비 개조범위(공정제어 및 보호설비, 소내전산설비, 주제어반 지시계, 현장 계측기기) 및 교체 방안, 공정표, 인허가
절차 및 개략공사비(약 150억 원)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3개의 실행 방안을 제시
했다.
한전은 한기가 가장 염려하던 ‘전면교체’ 방안을 선택했다. 3개의 대안 중 가장 경제적이기는 하나 작업의 난이도가
가장 높았다. 작업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가 꼽혔다. 첫째, 1998년 85일간의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진행될 증기발생
기 교체작업과 병행해 모든 제어, 보호 및 감시 설비를 한 번에 전면 교체키로 하였다. 당시 해외에서는 비경제적임
에도 위험도를 줄이기 위하여 설비를 몇 번에 걸쳐 단계별로 부분 교체하는 관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둘째,
기존 캐비넷을 전면 교체하고 1차 계통 기존 케이블은 사용하되 2차 계통 케이블도 전면 교체를 결정했는데, 85일간
의 공사기간 내에 소화하기에는 공정의 부담이 컸다. 셋째 아날로그 제어설비는 물론 보호설비까지 디지털 설비로
교체키로 하였는데, 당시에는 디지털 설비에 대한 명확한 규제지침이 개발되기 전이어서 디지털 보호설비에 대한 인
허가를 취득하는 것도 큰 난관이었다.
여러모로 부담이 큰 프로젝트였지만, 한기는 한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며 고리 1호기 설비교체사업을 기자재구매,
인허가 및 시공을 포함하는 턴키방식으로 수주했다.

		
		

1997년 7월 한전으로부터 사전착수지시서를 접수하고, 해외 유사사례 사업의 공기를 조사하면

서 한기는 고민에 빠졌다. 해외 유사 프로젝트의 통상 작업기간은 30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기간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개월에 불과했고, 교체작업은 85일간의 계획예방정비기간 안에 철거, 설치공사
및 시운전까지 마쳐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었다. 더욱이 풀어야 할 난제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기존 설비 공급사인
웨스팅하우스 원천설계 내용을 입수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개선사항 및 한전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자재의 국
제 공개입찰 절차도 진행해야 했다. 또한 인허가는 디지털 설비교체에 대한 규제지침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모든
상세 기준 및 절차를 인허가기관과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됐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시간과의 싸움이 더 큰 걸림돌이었다. 우선 당면한 문제부터 풀어갔다. 먼저 계측제어분야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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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파악을 위해 한전 자료실
에 비치된 모든 도면을 조사해
외부로 인출한 후 복사해 현
장 설치조건과 일치하는지
일일이 대조작업을 거치며
설계내용을 분석했다.
기자재 구매를 위한 계
약도 1997년 9월 일사
천리로 진행되었다.
고리 1호기를 설계한
웨스팅하우스도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높은 가격을 고집함에 따라 계약대상자에서 배제함으로써 원천기술 소유
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가능하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고려했지만 원천기술 공급사라는 배경을 내
세워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해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타 공급사로 기자재 납품이 결정되자 웨스팅하우
스는 원천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며 몽니를 부리기도 했다.
기자재 구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한기는 전사적 지원 체제를 통해 막중한 프로젝트의 성공 공식을 만들어 갔다. 본사
는 사업관리, 기자재 구매, 시공을 담당하고 원자로설계개발단은 설계(계통 및 시공) 및 인허가를 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NSSS 사업이관 후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찰떡호흡을 과시했다.
그러나 짧은 공기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문제가 연이어 터졌다. 전담팀이 꾸려지
고 현장조사를 마친 후 첫 사업회의에서 한전은 필드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캐비넷들을 유지보수 편의성을 위하여
기기실로 통합하여 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기실 캐비넷 배치도와 이에 따른 케이블 포설이
변경됨에 따라 다수의 설계변경이 추가로 뒤따랐다. 어렵게 맺은 구매계약도 중간에 미비점이 발견되면서 기자재 계
약변경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했다.
디지털 설비를 새로 설치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요구에 의해 현장 전자기 환경을 새로 측정한 기
기검증 요건으로 사양서가 재작성 되었고, 미국 시험기관인 와일랩(Wyle Lab)에서 EMI(전자방해잡음) 테스트까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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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설비를 모두 제작하고 공장시험을 마친 후 기자재를 납품했지만 시험가동도 난제였다. 현
장인수시험을 위한 별도의 장소가 없어 격납건물 옆 야적장에 완성된 캐비넷을 설치해 시험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때는 한여름이었고, 주변 설비에서 뿜어내는 열기까지 더해 시험공간은 열사의 사막을 방불케 했다. 냉방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밤낮없이 시험운전을 진행하면서 열사병으로 실신하는 직원이 속출했다. 오죽하면 더위에 지
쳐 현장 출근을 거부하고 딴 길로 새는 직원까지 생겼다. 부랴부랴 대전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을 현장에 옮겨 설치
하기도 했다. 현장 시행 경험이 적다보니 돌발 상황을 예견치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998년
6~7월에 걸쳐 철저하게 이뤄진 세 차례의 계통별 현장인수시험은 무사히 치러졌고,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전면교체 공사 디데이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시작부터 예상이 빗나갔다.

1998년 6월 19일부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맞춰 원전 가동이 멈추었지만, 인허가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에서 서류
를 6월 25일에야 통과시킴으로써 1주일의 시간을 허공에 날렸다. 인허가 서류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 예정된 철거공사가 미뤄지던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골든타임이었다.
가장 염려했던 인허가 분야가 결국 말썽을 일으킨 것이다. 이를 대비해 한기는 총 6회에 걸친 인허가설명회를 열고
바인더 10권에 달하는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으며, 별도의 안전성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한전에서도 부장급의 인
허가 전담인력을 지원했다. 또한 10CFR50.59 적용에 따라 USQ(Unreviewed Safety Question)가 포함된 인허가 사전
승인 방식을 채택하고, 최초로 가동원전 다양성 및 심층방호 분석까지 수행하며 공을 들였다. 초기에 인허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USQ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인허가 담당자와 밤늦게까지 미국 규제지침을 검토하며 준비한 노력이 제대
로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공사가 시작되면서 한전과 원전 관계자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원전 발전소장은 외국 전문가
로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계측제어설비 설비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으며, 위험이 너무 크고, 기간 내 공
사완료가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들은 터라 걱정이 태산이었다. 결국 발전소장은 발전소에서 숙식하며 공사를 독려하
기도 했다.
다행히 교체 공사는 이후 순풍을 만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현장조사 시 포설 상태가 최악이어서 염려하던 신규 케이

블 교체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졌고, 캐비넷 철거 및 설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모의시험을 거친 효과도 톡톡히 보았
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이라는 불길한 기우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원천기술을 정확하게 모두 파악하여 설계, 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존 캐비넷을 교체한 후 이뤄진 시운전은
단 한 차례 트립도 없이 완벽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1998년 9월 13일부터 정상적인 상업운전을 재개했으며,
교체공사 후 단 한 차례의 고장도 발생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기는 고리 1호기 계측제어설비 교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많은 성과를 얻었다. 신규원전 설계기술자
립 후 가동원전 원천설계기술도 자립하게 되어 사업수행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달성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었으
며,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후 고리 2호기부터 주전산기, 제어봉제어계통, 다양성보호계통 등 계통별 설비개선 사
업을 국내 독자기술로 계속 시행하게 됐다. 스스로 이룬 기술적 성취와 진보에 자부심과 긍지도 높아졌다. 고리 1호
기 전면교체 공사 1년 후 점검 차원에서 방문했던 고리 원전에서 만난 한전 직원의 얘기는 오래도록 달콤한 속삭임
으로 남아 있다.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 중고 부품들을 조합하여 겨우 설비를 살리곤 했는데, 이제 유지보수할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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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

텍사스 카우보이의 추억
힘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보람과 함께 좋은 인연도 얻었다. 당시 한
기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미국 텍사스 소재의 한 업체와 기술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다. 마침 그 회사의 사장이 직접 자문을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고, 공항에서 영
접할 시간이 없어 회사 정문에서 그를 맞았다. 그런데 복장이 파격적이었다. 카우
보이 모자를 눌러쓰고 긴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난 것이었다. 게다가 커다란 아이스
박스까지 안고 있었다. 텍사스 산 쇠고기가 맛있다며 아이스박스에 한 가득 채워왔
던 것이다.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예의 바른 미국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마당 있는 개인주택을
소유한 직원을 수소문해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고, 그날 밤 텍사스 카우보이와 한기
의 몇몇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쾌한 쇠고기 파티가 벌어졌다. 당시는 광우병이 화
제가 되지 않던 때인지라 우리는 마음 놓고 미국산 쇠고기를 즐겼다.
첫 만남부터 인상적이었던 멋쟁이 카우보이는 이후에도 좋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당시 우리는 해외 자문계약 체결 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했는데, 하필 그 무렵 닥
친 IMF 외환위기로 환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말
았다. 결국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처음 계약한 자문료 지불에 난색을 표하자, 그
는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며 흔쾌히 자문료를 깎아주었다. 엄밀히 말하면 IMF는 우
리 사정이기에 자문료를 본래대로 요구해도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었지만, 텍사스
신사는 우리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 준 것이다. 나는 텍사스 신사의 인품에 반해 이
후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가족의 안부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다.
- 김항배

04
APR1400
노형 개발의
숨결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계통설계 조직과 통합 이후 한기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개발에 착수했다. 원전 계통설계 기술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
고, 향후 한국을 넘어 세계로 가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었다. 결국 그 단계를 뛰어넘
음으로써 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최택상 / 기계설계그룹(원자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여전히 정부의 조치를 납득하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불편한 마음

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항해는 시작되었고, 전력연구원이 수년 전부터 타당성 평가를 수행해
오던 차세대원전(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 KNGR) 2단계 사업인 표준설계 설계인증 취득을 위한 기본설계
계약이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잊고 모두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겨울의 매서운 기운만큼이나 내 마음 속도 겨울 동토처럼 얼어붙어 있던 1997년 1월의 어느 날, 계통기계설계실 전체
회의를 소집한 박성호 실장(현 상무)은 실원들에게 비장한 목소리로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사실 계통기계설계실 직원들은 마음을 다잡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그해 1월 1일을 기해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이 한
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이관되면서 344명의 연구소 인력이 한기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에 가슴
한편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업무 이관은 1996년 6월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방
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진 조치였다. 이에 따라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을 담당하던 원자력연구소 업무는 1996년 12월 31
일까지 한기로 업무 이관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에 반발한 원자력연구소 직원들은 사업 이관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반대 투쟁을 벌였고, 통합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박성호 실장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롭게 맡게 될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주지시켰다. 이
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더 이상 실의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 앞에는 한국표준원전(OPR1000)으로 명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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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급 원전보다 안전성 및 경제성, 신뢰성을 한층 향상시킨 1,400㎿급 원자로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기다
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업이관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새로운 자극이었고, 원전
계통설계 기술자립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우리나라의 원전설계기술 도입의 역사는 1986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술자립 1세대로 불리는 박성호, 황
종근, 최순, 이기영, 신태명, 정한섭, 김영종, 유영준 등이 기술습득과 공동설계 수행을 위해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로 출국하며 시작되었다. 미국 원전은 이후 1995년 영광(한빛) 3,4호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밀알이 되
고, 다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울진(한울) 3,4호기 및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 등을 설계하며 기술자립의 디딤돌을
놓았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울진 3,4호기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설계개선이 이루
어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복제 및 반복설계 수준에 머물렀다. 대외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건설 기술자립도가 95%라
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부심이 강했지만 고민도 적지 않았다. 원천기술에 대한 학습능력은 높았지만 응용능력과 창의적 능력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 설계기술의 완전 자립과 세계시장 수출이라는 높은 꿈이 그런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바라보게 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고민 속에서 차세대원전 개발사업 참여 소식은 우리를 고무시켰고, 10여 년
전 영광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를 위해 열정을 불사르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은 우리의 기술력을 몇 단계 올릴 수 있는 사업이었기에 마음가짐도

남달랐다. 다행히 기술개발 환경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었다. 원전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TMI사고와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자국 내 원전 건설을 20년 가까이 중단하면서 원전산업이 퇴조하고 있었는데,
원전산업의 부활을 위해 안전성을 한층 높이고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량형 원전의 설계인증 제도를 제도화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CE(당시 유럽 ABB사에 매각되어 ABB-CE로 사명 변경. 현재는 웨스팅하
우스사에 합병됨)는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영광 3,4호기의 참조발전소인 팔로버디발전소(SYSTEM 80)
를 개량한 SYSTEM 80+에 대해 설계인증(Design Certification, 1997년 7월)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
국 내의 새로운 원전건설 사업이 오리무중이었던 CE로서는 개발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우리가 차세대원전 개발

의 참조모델로 SYSTEM 80+를 선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으며, 기술개발 추진과정에서 CE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차세대원전 개발의 주관기관인 한전의 발전연구원(KEPRI)은 SYSTEM 80+을 기본 모델로 했지만, 향후 독자적 수출
이 가능한 차세대원전 개발이 목표였으므로 해외 수출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개선 항목을 도출하는 노력을 전
개했다. 기계설계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설계개선 항목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원전에서
의 복제설계의 수준을 뛰어넘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했다.
우선 발전소 용량을 SYSTEM 80+ 대비 4%(1,350㎿e에서 1,400㎿e) 상승시킴에 따라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의 크기
재산정, 주기기 배치설계 변경 작업이 윤기석 처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기석 처장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뛰어난
직관적 감각과 실력을 발휘하여 주기기 설계요건과 파단전 누설평가 기술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원자로 상부지역의 보조기기들을 HACT(Head Area Cable Tray)라는 육중한 구조물에서 단순하고 유지
보수성을 크게 향상시킨 일체형상부구조물(IHA, Integrated Head Assebly)로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IHA 설계는
SYSTEM 80+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CE는 설계변경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김인용 박
사의 확신에 찬 설득으로 사업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개발에 성공한
사례이다. 이러한 IHA 설계는 이후 개선형
OPR1000(OPR1000 설계의 개선모
델로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가 해당)에 적용되었고 국
내 가동원전에도 교체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재료선정 분야에서는 유완
박사가 중심이 되어 우리
현실에 부합되면서도 신
규 설계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재료요건을 개발했
다. 또한 박준수 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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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계통의 피로감시계통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내진설계 요건도 강화했는데, 기존의 지진하중보다 50%가 증가되었고 연약지반에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10
가지가 넘는 지반 조건을 고려한 방법을 제시했다. 촉박한 사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후속 설계를 제때에 지원하기 위
해 성기광 부장이 중심이 되어 내진해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는 CE
와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해외 수출 시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던 미국정부 제한코드(GTSTRUDL, CESHOCK 등)의 대
체코드 개발을 통한 전산코드 고유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격려와 격의 없는 소통으로 기계설계 모든 분야의 정신적 지주가 된 박성호 상무
의 열정과 리더십이 있었다.

		
		

뇌리에 수고한 동료들의 이름이 각인되듯 가슴에는 벅찬 환희와 보람이 채워졌다. 가장 손꼽히

는 것은 주기기 설계 평가기술을 습득하여 한기가 우리나라 NSSS 기계설계의 구심조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원전설계의 바탕이 된 영광(한빛) 3,4호기의 기술전수 당시 우리나라는 빠른 기간 내에 CE 기술 습득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그런 이유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산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
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NSSS(Nuclear Steam Supply System)설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은 NSSS 기기설계를
포함한 기기 제작 및 공급, 종합설계는 한기, 건설은 현대건설, 사업관리는 한전(현 한수원)이 분업했다. 그런 접근은
신속한 기술자립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10여 년이 흐른 후에는 NSSS 기계설계분야에서 조금씩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술습득에 참여한 기업들이 기술공유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기설계자는 주기기 제작, 공급의 독점
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설계자료 공유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효율적 기술습득을 위해 세계 어느 원전 설계회사에
서도 찾아볼 수 없는 NSSS 기계설계 분야를 계통설계와 기기설계 분야로 구분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화근이었다.
이는 기술의 공유가 가능한 한 비공개라는 현실을 낳았다. 계통설계자의 설계요건이 후속 기기설계 및 제작, 설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확인은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더욱이 제작자 또는 공급자와의 연계 및 소통, 협력은
설계개선과 발전에 절대적이지만, 기술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NSSS 기계설계의 기술 발전

을 저해 요인이 되었다.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은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불합리성을 극복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출발했다. 결국 기존 원
전건설 계약과 달리 NSSS 주계약자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 NSSS 기계설계 분야의 종합 설계능력 확보를 목표로 계
약사항을 챙겼다. 다행히 CE는 기기설계 습득을 위한 교육과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적이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
움이 없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의 판단은 우리가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NSSS 기계설계의 중심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원전 종합설계능력을 확보하는 요인이 되었다.
2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진행된 차세대원전 개발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자립을 향한
열정과 새로운 설계에 대한 도전 정신, 협력하며 소통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차
세대원전 설계기술은 이후 최적화 과정을 거쳐 APR1400 기술로 더욱 발전하여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입증되었고,
2009년 12월 UAE 원전을 수주함으로써 원전기술 자립의 궁극적인 꿈이었던 해외수출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영광의 뒤안길에는 NSSS 기계설계분야 기술자립의 견고한 기틀을 닦는 데 헌신한 많은 선배와 동료 그리고 후배
들이 있었다. 그들 이름 하나하나에 고마움과 함께 축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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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1997
1997년 1월 1일은 한기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 원자력위원
회 결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영위하던 원자로계통설계 업무를 이관 받음
으로써 명실상부한 원자력발전소 전 부문의 종합설계 회사로 입지를 구축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1996년 12월 31일 업무이관 및 연구소 인력 34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기
까지 진통도 적지 않았다.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은 ‘원자력 사업이 이관되면 인력
이탈과 분산으로 국내 원자력기술이 퇴보하고 그에 따른 외국기술 의존도 증가로
국내 원자력 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20여 차례의 시
위를 벌이며 정부와 맞서기도 했다. 다행히 파국으로 치닫던 갈등은 이관대상 인력
의 처우와 신분보장, 이관 대상 직원들의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 및 협조에 따라 마
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한기가 원전 기계설계분야 기술자립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명실상부하게 선도적인 위치에 서기 위한 과
제도 분명히 있다. 2005년 당시 한국원자력학회장이던 강창순 서울대 교수는 동아
일보 기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가장 핵심 기술인 원자로계통설계와 기기설계를
분리 수행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원전기술의 종합화를 바탕으로 국
가 간 기술의 대통합 추세로 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기술은 이미 일원화됐고 최
근 영국과 미국의 가압경수로 기술이 단일화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제한
된 인력의 효율적 이용과 일사불란한 사업추진 체제 확립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시
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듯이 계통설계와 기기설계의 통합수행 또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05
10년 프로젝트에서
배우는 것들
신고리 3,4호기가 10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2015년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
어 5,6호기 착공도 앞두고 있다. APR1400 모델의 최초 적용이라는 기념비적인 프로
젝트는 새로운 기술이 다수 적용된 만큼 시행착오와 흘려야 했던 땀도 많았다. 가지
않은 길을 가며, 바른 길을 제시해야 했던 한기 원전설계 과정은 조율과 협의를 통한
조정의 길이었다.

설영실 / 유체계통설계그룹(원자로)
		
		

2006년 3월 초, 신고리 3,4호기 사업부의 기술조정책임자 공모가 공지되었다. 설계부에서 15년

째 잔뼈가 굵었던 나는 내심 변화를 찾고 있었기에 공지내용이 허투루 보이지 않았다. 마침 원전설계단 조직이 사업
부제로 통합되면서 분위기도 어수선해 마음을 다잡지 못하던 때라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기술적인 것을 조율하
고 조정한다는 의미가 담긴 ‘기술조정책임자’라는 보직 명칭도 생소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였다. 마치 나를 위해 준비
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고심 끝에 지원서를 냈다. 그리고 운 좋게 선발이 되면서 4월 1일자로 해당 보
직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강산은 바뀌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나는 여전히 신고리 3,4호기 사업에
매달린 채 줄곧 한 길을 달려왔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매번 새로
운 현안들이 생기면서 무시로 회의가 벌어졌다. 한 달에 외부회의 20번은 보통이었고, 거의 매일 회의와 출장의 연속
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 많았던 현안들은 하나씩 해결되었고, 그때마다 ‘기술조정책임자’로서의 긍지와 책임
감은 나를 더욱 분발하게 했다.
수많은 사건의 연속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부책임자’라는 보다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보직을 맡아 지난 10년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중요한 프로
젝트가 대부분 그렇듯 신고리 3,4호기 프로젝트도 많은 관련자들이 총체적 노력 속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설계부서의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외기관과의 기술적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관련기관이 모두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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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하는 방향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며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감히 말하건대 ‘기술조정책
임자’라는 작은 고리가 신고리 3,4호기의 기술과 설계의 가닥을 조율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몇 가지 기
억을 더듬어 보았다.

		
		

신고리 3,4호기는 APR1400 노형의 최초 적용 원전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원전인 BNPP의

참조 발전소라는 상징성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던 프로젝트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APR1400 기술개발을 통해 확
보한 표준설계인가 내용을 근간으로 시작되었지만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표준원전 대비 설계변경이 워낙 많
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설계라 설계 초창기부터 많은 현안들이 노정되었다. 그러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내
외 조정업무가 만만치 않았다.
대외기관 간 연계업무가 가장 복잡해진 분야는 단연 계측제어분야였다. 신고리 3,4호기 기기제어는 기존 아날로
그 형태의 하드웨어 제어가 아닌 화면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제어 개념이 적용되어 MMIS(Man 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가 복잡해졌으며, 기관별 역무범위도 선행호기와 달라진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면, 비안전 제어계통의 경우 선행호기는 NSSS Scope와 BOP Scope가 별도의 계통으로 설계되고 각각 다른
공급사에 의해 공급되었다. 그러나 신고리 3,4호기 경우 계통설계는 NSSS, BOP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WEC에서 일
원화해 공급하므로 통합(Integration) 업무 대신 A/E 역무로 개념이 바뀌었다. A/E 역무는 새로 도입된 역할이라 초창
기 이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MMIS 현안만을 협의하는 회의체가 최초로 구
성되어 국내 기업은 매달, 해외 참여기업까지 포함한 전체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이 많다보니 협
의기간도 통상 2~3일이 기본이었으며, 매번 회의 때마다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전면 디지털화된 계측제어계통을 적용한 첫 사업이다 보니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무리 없이 조정하고 조율하느냐가 관건이었기에 한수원을 비롯
한 관련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 문제해결에 집중했다. 그럼에도 문제는 터지게 마련이었다. 어느 날 한수원 관계자가
전화연락을 해왔다. 자주 통화하며 업무 조율을 하는 것이 일상인지라 무심코 받았는데, 의례적으로 건네는 인사가
영 개운치 않아 나도 모르게 긴장했고, 이어진 말은 나쁜 예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WEC에서 예정된 일정에 소프트웨어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상이 걸렸다. WEC의 소프트웨어 납품일정 지연은 신고리 3호기 CHT 및 HFT 작업일정과 맞물려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였다. 국내 관계사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해 WEC의 소프트웨어 납품일정을 만회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했다. 협의 결과 우선적으로 SD도 안전계통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WEC 업무를 도와 납기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납기지연을 만회할 각종 방법을 찾았다. 결국 관련사의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WEC의 소프
트웨어는 CHT 및 HFT가 예정대로 적기에 공급되었다.

		
		

뼈아픈 반성이 따라야 했던 일도 적지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에 새로 도입된 기기 중 하나가 안전주입탱크의 유량조절장치(Fluidic Device)였다. 기존에 없던 장치
인지라 시운전 시험과정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다. 문제는 시험절차 및 허용기준이 선행호기와 다르게 수립되
어야 했으나, 당시 개발을 주도했
던 기관과 현재 계통설계자가
서로 달라 시험요건을 적절히
개발하지 못했고, 완전치 않
은 매뉴얼로 인해 시운전시
험에 실패해 한수원은 KINS
로부터 지적서를 받았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한수원 중심으로 모
든 관련기관이 모여 수차
례 대책회의 및 KINS 설
명회를 개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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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안전해석을 새로 수행하여 새로운 시험절차 및 허용기준을 수립하였고, 다행히 재시험을 통과했다. 거의 1년
6개월에 걸쳐 현안을 해결했는데 개발과 실제 적용의 차이점 및 개발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새
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계통설계에서의 시행착오도 뒤돌아보면 아프다. 계통설계는 여러 분야가 조화를 이뤄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
고 있는데, 신고리 3,4호기 계측제어계통도 이런저런 사유로 많은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고 말았다. 가장 기억나는
실수 하나를 꼽자면 기기제작사 사정을 봐주다가 큰 손해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이다. 설계초창기 WEC는 FIDAS
Input Card에 대해 기기단종을 이유로 계약서에 공급하기로 된 사양(Card Range 축소)을 변경하겠다고 제안했다. 사
유가 명확하고 기기변경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도 없어 SD는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설계 후반기 노심출력 감시
관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Input Card Range를 원래 사양값으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런 이유로
SD는 WEC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제작사는 도면 납품이 완료된 상태라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추
가비용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협상 끝에 WEC는 SD가 요구한대로 설계변경에 응했지만, 처음 WEC의
설계변경 제안이 있었을 때 연관분야에서 상세검토가 이뤄졌다면, 훗날 이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로 인해 치른 시간과 비용의 대가가 너무 컸다.
많은 현안과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에도 일정을 준수하며 잘 달려오던 프로젝트가 막판에 순조롭지 못한 모습에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안전등급 케이블 내환경 검증보고서 위조확인에 따라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결정이 나면
서 공정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헤쳐 나왔음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생각지도 않
은 공정 일정 지연을 맞고 보니 허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일은 사람이 하지만 결국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
나는 이 일을 통해 겸손도 배우고 있다.

06
원전안전해석코드
국산화를 위한
여정
원전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원전안전해석코드(SPACE)는 원전 설계의 핵
심기술로 냉각재 펌프, 원전계측제어시스템과 함께 3대 미자립 핵심기술로 원전수출
의 기술적 제약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기술 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해 2012년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3번째로 원
천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지난했던 기술개발 과정을 돌아봤다.

박찬억 / 안전해석그룹(원자로)
		
		

“박 박사님, 오늘도 외근가시나 봅니다.”

원자로설계개발단 설계동 앞 주차장에서 막 차에 오르려는데 누군가 인사를 건넨다. 돌아보니 때 마침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에 나선 기술관리팀 공정관리 스페셜리스트 김동희 부장이 반가운 표정으로 이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 오늘도 코드국산화 업무 때문에 전력연구원에 갑니다.”
“매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따뜻한 인사에 ‘네’라는 대답과 함께 우리 일행은 어느 때보다 긴장된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그날은 매우 중요한 회의
를 앞두고 있었다. 매섭던 겨울이 끝자락을 보이던 2009년 3월 초. 당시 코드개발팀의 책임자로서 국산 원전안전해석
코드의 수치해석 프로그램 및 모델 통합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팀원인 오명택 차장, 이은주 차장,
박종철 과장, 조재우 과장과 함께 같은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마련된 코드센터로 출근
하는 길이었다. 오전에는 회사에서 오후에는 코드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1년째 일상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원전안전해석코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으로 원전설계에 있어서 핵심 원천기술
로 꼽힌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서는 해당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최초 원전설계기술을 도입했던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용 전산코드 패키지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개발한 RELAP5 코드를 빌려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원전설
계 자립과 온전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원전안전해석코드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컸던 만큼 원전코드 국산화 과제에는 국내 원전업계 기술진이 총망라되었다. 한기를 필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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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개발된 개별 모델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전력연구원 내에 코드센터를 설치해 운
영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코드센터 설치 후 1년간 진행된 공동연구는 이제 대단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2009년 봄은 연구 결과가 하나씩 결
실을 맺으며, 기술개발의 긍정적 신호들이 하나씩 파란불로 바뀌어가던 때였다. 이날 진행된 회의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코드센터에 도착한 우리 팀은 우선 한전원자력연료와 1차 회의를 통해 특수현상으로서의 임계유동 모델과 주 지배방
정식 간의 연계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협의에 따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임계유동조건을 제공하면 우리 회사는
오명택 차장의 주도로 운동량방정식과 연계한 이론적, 실무적 준비를 완료되게 된다. 이어 한 달 전 전력연구원의 하
상준 박사, 이동혁 차장, 김세윤 사원과 회의를 통해 수립했던 입출력 모델 개선 계획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2
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개선된 입출력 모델과 지배방정식 간의 연계 성능을 시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개념적인 유
동망에서의 이상유동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입출력 체계와 보조방정식은 초기부터 통합된 상태로 개발되었기 때
문에 이번 연계시험 성공은 곧 입출력 체계, 보조방정식과 지배방정식 간의 통합 성공을 의미했다. 코드 모델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이었다.

		
		

30개월의 준비 끝에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한 개발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

쳤다. 원전안전해석코드 국산화 과제는 2006년 10월 착수했는데, 한기는 원전안전해석코드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지배방정식, 수치해석, 수증기표, 트립 및 제어계통 모델 개발을 맡기로 했다. 과제 초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우
리는 먼저 국산 원전안전해석코드의 원시코드격인 파일럿 코드를 개발했다. 초기 파일럿 코드는 기존의 일차원 유동
망 해석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계통코드와 달리 삼차원 비정렬격자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일차원 또는 삼차원 정렬
격자를 수용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한편 전력연구원은 입출력 체계 개발업무를 맡고 있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조방정식,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의 동특성 및 열구조체, 특수현상, 기기모델을 각각 맡아 역시 이 시기에 개별
모델 개발을 일차 완료하였는데, 이들 타 기관 모델들은 모두 일차원 계통코드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각 기관에서 개발된 개별 모델들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 원전안전해석코드를 개발해야 했는데,
코드 통합은 아무래도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었던 한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
기에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예상대로 각 기관이 작성한 개별 모델을 통합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가장
큰 난제는 삼차원 전산유체역학(CFD) 코드의 기하학적 처리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코드와 일차원 계통코드의
정립이었다. 새로 개발된 입출력 체계, 보조방정식, 기기 및 특수현상 모델의 기초적인 계통 구성 개념이 너무도 상
이한 까닭에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
난제를 안고 시작한 통합의 첫 단계는 과제 초기 야심차게 추진했던 비정렬격자 기반 파일럿코드에 대한 대폭 개정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개정의 주목적은 다차원 해석 능력을 보유한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의 장점을 그대
로 살리면서도 타 기관에서 일차원 계통코드 기준으로 개발한 입출력 모델 및 일차원 보조방정식을 수용할 수 있는
고유의 통합 격자 체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수치해석체계를 재구성한 결과, 최종적인
원전안전해석코드(코드명 : SPACE)는 기존의 일차원 유동망 개념에 입각한 입출력 체계를 거의 수정 없이 수용하면
서도 정렬격자 체계 및 비정렬격자 체계에 의한 3차원 해석 능력을 동시에 보유하는 개념으로 개편되었다.
2009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SPACE 코드의 주요 골격을 완성하기 위한 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당시 우리 코드개발 팀원들은 아
침에 회사에 출근하여 그날의 회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오후에
는 코드센터로 출근하여 타 기
관과의 연계사항 협의 및 프로
그램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저
녁 무렵 다시 회사로 복귀하
여 남은 프로그램 작성 업무
를 완료하고, 다음 연계 업무
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끝으
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
다보니 매일이 야근이었고,
원전안전
해석코드
개발에는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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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은 자정에 가깝기 일쑤였다. 그래도 누구하나 불만을 얘기하는 이들이 없었고, 국산 안전해석코드들 자체
개발한다는 보람으로 힘든 줄도 몰랐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의문부호였다. 과제 수행 초기 우리는 불안감을 안고 출발했다. 기술적 측면

에서의 불확실성, 타 기관과의 공동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의 불협화음, 원전안전해석코드 개발에 성공했
던 미국, 프랑스의 코드개발 기간에 비해 턱 없이 짧은 개발일정 등 부정적 신호들이 가득했다. 이런 불확실성은 과
제를 수행하는 내내 내게 성공에 대한 희망과 실패의 두려움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일희일비하게 만들었다. 그럼에
도 오늘날 원전설계 선진국의 경쟁코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국산 원전안전해석코드 개발에 성공한 것은 코드
개발의 각 단계마다 많은 분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 주었기 때문이다.
안전해석그룹장으로 코드개발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김은기 상무, 손종주 상무 두 과제책임자의 리더십이 먼저
떠오른다. 또한 지배방정식, 수치해법 측면에서 보면, 우선 SPACE 코드개발 과제 착수 이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했던 MARS 코드 개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선행연구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며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로 성공과 완성의 밑거름이 되었던 한기인들의 이름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과제 초기 이상용 처장 주도 하에 오명택 차장, 박종철 과장이 실무를 맡아 개발했던 비정렬격자 기반의 파일럿코드
가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기관별 모델 통합 과정에서 우리 팀이 개발했던 통합 정렬격자
체계 기반의 또 다른 파일럿코드가 SPACE 코드의 원시코드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코드센터 운영 시기에 고유 통합
격자체계 기반으로 재구성된 초기 SPACE 코드 포트란 버전을 보다 현대적인 언어인 C++ 버전으로 변환작업을 수
행해 준 조재우 과장, 임계유동 모델을 포함한 대부분의 특수현상 모델들을 최종 완성하고, 코드 검증과정에서 나타
났던 오류를 수정했던 오명택 차장, 트립 및 제어 모델 프로그램을 맡아 수고했던 이은주 차장, 혼합수위추적 모델을
개발했던 박종철 과장, 수증기표 작성 및 물성치 모델 개발에 기여했던 성강식 부장, 행렬식해법 모델을 작성했던 나
영환 박사 등이 그들이다.
또한 3차원 및 1차원 모델 연계 모델 개발 시 큰 역할을 했던 안상준 씨와 윤정 씨, 그리고 비정렬격자와 정렬격자 연
계 모델 개발에 기여한 권금강 씨, 모델 개선 및 검증에 참여하여 SPACE 코드의 완성도를 높여준 황병헌 과장, 김동

은 씨, 그밖에도 많은 분들의 노고가 모여 2010년 3월, 1단계 과제 종료 시에 SPACE 코드 데모버전을 출시하고, 2012년
12월, 2단계 과제 종료시점까지 코드 검증을 완료할 수 있었다. 원전안전해석코드 자체개발 프로젝트라는 막중한 과
제의 성공에는 참으로 많은 이들의 땀과 열정이 동반되었다.
기술개발에 따라 우리나라 원전업계는 2015년 2월 현재 SPACE 코드를 실제 발전소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해
석방법론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용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노력도 구상하고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등 이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기존의
RELAP5, TRACE, CATHARE-2 코드의 성능을 뛰어 넘는 차세대코드로서 RELAP7, CATHARE-3 코드를 개발 중에
있고, 중국도 COSINE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원전안전해석코드를 개발하는 등 원전안전해석코드 개발 분야는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원전안전해석코드 국산화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SPACE 코드의 국제경쟁력
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자로서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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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해석코드의 경제적 가치
원전안전해석코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원전 수출 시 수입국에 제공 가능한 독자
적인 설계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게 돼 원전 수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국제 원전건
설 시장에서 미국,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할 수 있는 높
은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14년 12월 비상이 걸렸다. 원전반대그룹을 자처하는 해킹그룹이 원전의
주요기술인 원전안전해석코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일반 기술자료 수준이
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만일 기밀자료가 유출되었다면 그 타격은 매우 컸을 것이
다. 원전안전해석코드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의 국내 각 노형별 안전해석코드 패키
지에 대한 특허사용료 대체 효과만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신규 노형개발 및 후
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원전안전 규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해석 기술도입비용 절감효과 또한 수천만 달러 이상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기존의 안전해석범주별, 사고단계별로 세분화 돼 있는 안전해석코드 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함에 따른 효율성 제고 효과를 합치면 국내에서만 향후 10년
간 약 10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원
전수출시장 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있겠지만, 해외 원전건설시장에서의 기술적 위상
제고, 원전 수출 시 독자적인 기술제공 능력 확보에 따른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
해외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는 국내 시장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박찬억

07
수출형 고유원전
APR+
개발 도전기
한국은 이제 원전 수출국이라는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원자력계의 중추로 성장
했다. 그럼에도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세계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
다. 고유원전 APR+ 개발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에 날개를 달아줄 중대한 프로젝트였
다. 그만큼 개발과정은 힘들었고, 참여인력의 수고도 컸다.

최해윤 / 유체계통설계그룹(원자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된

2004년부터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중
국 원전시장에서 외면당하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1984년부터 기술자립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한국표준원
전 OPR1000을 개발하고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모델인 APR1400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자부심과 세계
에서 가장 모범적인 원전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가졌다는 평가가 일거에 깨져나갔다.
선진국의 뒤만 쫓아서는 수출이 요원하다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수출형 고유원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원전기술의 고유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이 탄생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로 기술개발의
방향이 맞춰졌다.
그 결과 APR+ 기술개발은 원전설계 시 어떤 수출제약요인도 없는 원전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고유기술개발
을 추진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APR+ 기술개발 세부 1과제인 개발타당성평가 과제에서 도출한 APR+의 후보노형 논의는 2,000㎿급 초대형 후보노
형 원자로를 비롯해 1,500㎿ 이상 1,600㎿급까지를 목표로 하고 RCS온도, 핵연료설계(연료봉집합체 개수 및 연료봉
길이 변경 포함), ICI위치, SG설계, TG 설계용량(LSB길이 증가로 전기출력 중대) 등의 변수에 대한 다양한 조합을 통
해 최적의 후보노형을 찾아갔다. 그러나 2,000㎿급 원전은 제한된 기간 내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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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1,500㎿급 및 1,600㎿급에서 선정된 5가지 후보노형으로 압축했다.
APR+ 개량설계개념은 APR1400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APR1400 원자로계통 및 2차계통 설계를 부분적으로 개
선하여, 1,500㎿급 이상의 목표전기출력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세부 2과제에서 주로 연구되는 핵심 기술
을 반영하여 안전성, 건설용이성, 경제성 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APR+ 후보노형 케이스 평가는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2008년 3월 제주 한수원 생활연수관에서 2박 3일에 걸쳐 열린
철야 워크숍을 시작으로 4차례의 집중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APR+ 원자로 설계는
APR1400의 원자로 설계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①핵연료집합체 길이를 12.5ft에서 14.0ft로 증가시키는 안과 ②핵연
료집합체 수를 241개에서 257개로 증가시키는 안으로 집약되었다.
그런데 ①안인 핵연료집합체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안은 한전원자력연료가 반대하고 나섰다. 제한된 일정 내에 핵연
료의 성능검증 및 인허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②안은 계통설계자의 입장에서 원자로압력용기설계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 설계와 원자로냉각재계통설계 전반에 걸친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원자로용기의 배치설계를 전반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팽팽한 입장 차이로 결론이 유보되는 가운데 한전원자력연료의 PM이 여러 명 바뀌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추진실무
협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거쳐, 개발노형은 2-LOOP로서 핵연료집합체 수를 257개로 증가시키는 ②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한편 APR+ 우수설계인자 적용방안에 대하여 참여기관 실무진 평가 취합에 따라 2008년 10월

6일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르면 APR1400의 기본구조(2-LOOP, 2-SG/4-RCP NSSS 원자로냉각
재계통 구조)를 유지하되 출력증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핵연료다발수를 16개 추가하고, 원자로노심설계 변경, N+2
설계 등의 우수설계특성과 국내 원전의 설계개선사항 반영, Nu-Tech 2012사업으로 개발 중인 핵심설계코드, 국산화
RCP, MMIS기술을 채택하기로 했다. 원천기술을 갖춘 명실상부한 고유원전으로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APR+ 표준상세설계를 앞두고 한기는 가동원전의 출력증강역무를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PCWG(Performance &
Capability Working Group)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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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WG 주요 구성원은 APR+ 기술개
발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APM 및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했다. 회의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12월 3일
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8회에 걸
쳐 거의 매주 열렸다. 8차에 걸
친 회의를 통하여 APR+ 성능목
표로 가설정되었던 노심출력
및 전기출력이 APR+의 제한
된 개발기간 및 예산으로 달
성 가능한지를 실무적으로 재평
가했다. 그 결과 2009년 3월 16일 APR+ 주요 설계변수를 선정하고, APR+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기 용량 등
의 기기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APR+ 성능목표 및 NSSS 주요 설계변수를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다양한 APR+ 후보노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성적 접근으로는 참여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
려웠다. 그러나 PCWG에 의해 가시적이고 계량적 성능자료가 제시되면서 후보노형의 소모적 논쟁은 줄어들게 되
었다. 근거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구체적 대안제시가 가능해져 목표성능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PR+의 성능목표와 주요설계변수들이 정량적 평가결과에 따라 하나씩 확정되면서 표준상세설계의 실제 착수가 가
능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 APR+ 표준상세설계 개발을 목표로 NSSS-BOP-T/G 간의 GA 개발 관련 연계업무 및 일정 협의를 위
해 전문가그룹인 GAWG(General Arrangement Working Group)도 구성했다. 계통설계자-종합설계자-두산중공업
간의 실무연계업무를 통한 발전소 GA를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관의 APM 및 실무자가 참여했다. 2008년 11월
19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연계업무 협의를 통해 연계자료의 설계수준 및 인도일
정을 합의했다.
워킹그룹의 활동으로 구체적 추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NSSS 출력(노심 + RCP 출력)은 4,308㎿th, 순전기출력은
1505㎿e으로 설정하고, RCS 유량 171.9 Mlb/hr, Thot 619℉, Tcold 557℉로 결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한수원 발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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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현 중앙연구원)은 2009년 4월 7일 ‘APR+ 주요설계변수 결정(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2009년 5월 19일 한기
가 제시한 ‘APR+ 우수설계인자 설계구현방안 협의체 제안’에 따라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기의 APR+ 기술개발사업 조직은 PM이던 백주현 상무가 보직정년을 앞두고 있어 2008년

10월 1일부로 설계그룹에서 신고리 3,4호기 사업부서로 업무를 이관했다. 이와 함께 APR+ 표준상세설계 기술개발용
역 착수를 위해 2009년 4월 서종태 PM을 임명하고 두 달 뒤인 6월 1일에는 이광원 APM, 박태철 TM을 발령 내며 본
격적인 사업 조직을 갖추었다.
APR+ 표준상세설계의 첫 난관은 표준설계인가 목표기간 단축에 따른 논의였다. 전체 개발기간의 단축에 따라 총괄
기관이 제시한 개발기간은 해당역무 수행 및 연계자료 생산에 필요한 일정과 연계업무수행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
는 절대공기를 감안할 때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참여사 간 진행되는 APM 및 실무회
의 석상에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이광원 APM은 회의에서 쫓겨났을 정도로 이에 대한 진통은 컸다. 결국 개발기
간 단축에 따른 일정조율 끝에 일정계획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축방안을 마련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APR+ 표준상세설계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참여기관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헌
신으로 2011년 12월 14일 APR+ 표준설계 인가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2012년 2월 20일에는 동위원회
로부터 ‘APR+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 및 서류 적합성 검토결과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길고 긴 검토 과정이
진행됐다. 서류 적합성 검토를 통해 서류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이 이어졌고, 인허가 문서 심사과정에서는 질의응
답 및 인허가문서 서류보완 과정을 거쳤다. 3차에 걸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검토와 4차에 걸친 안전위원
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 꼬박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다.
마침내 2014년 8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인가(SDA)에 대한 ‘원자로시설 표준설계인가증’을 발급했다. APR+ 설계
기술개발이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APR+ 표준상세설계개발을 앞두고 진통을 겪었지만 짧은 시간에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역시 사람이었다. 각 설계그룹에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이 참여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
화할 수 있었다. 기계설계그룹의 박성호 상무, 윤기석 상무, 김현민 처장, 유체계통설계그룹의 이병진 박사, 장호철
부장, 안전해석그룹의 송인호 부장, 박민수 부장이 그 주역이었다.
APR+ 상세설계 과정은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작업이었다. 기존 건설원전에서의 정형화된 PMS상의 일정계획 및
연계자료 인도일정을 감안하면 개발일정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일정에 따라 개발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
면서 수용과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원자로설계개발단 설계그룹의 기술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PM 서종태 전무와 APM 이광원 상무가 지닌 믿음의 리더십도 성공의 원천이었다. APR+ 표준상세 설계
개발 과제 전반을 조감하는 능력과 프로젝트 추진력은 단연 발군이었다.
APR+ 기술개발은 세계 원자력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한 단계 높였다. 향후 원전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APR1400 후속 원전 개발과 고유 원전 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발판을 놓았다.
아울러 미자립 설계기술(방법론, 도면, 기술서류 등)의 고유화도 추진해 원자로설계개발단
이 자체 운영하던 기술고유화 프로그램을 참여사들과 공유했
고, 목표 대체기술에 대한 고유기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대부분 완성
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나라에
도 우리 원전기술을 아무런 제
약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
고, 또한 안전성에서나 경제성
에서 해외 수출 경쟁력이 높
아진 순수 우리 기술로 설
계한, 해외 수출 고유 노형
인 APR+을 보유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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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한 공기지연
APR+ 고유원전 개발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과정을 놓고 보면 외부적 요인들로
당초 예상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첫째는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규제기관은 유럽 안전성평가보고서(EU stress-test)에 준하는 보고서를 사업자가 자
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기는 사고 시나리오에 입각
한 안전성평가를 수행했고, 설계확장조건 및 해체고려설계를 검토한 보고서 3종을
2012년 8월 20일 별도로 제출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과 추가 역무로 애초 일정은 타
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즈음 발생한 각종 원전 납품 비리도 발목을 잡았다. 원자력계가 국
민들의 불신을 받게 되면서 프로젝트 진행이 한동안 중단된 것이다. 그 결과 표준설
계인가 목표 일정인 2012년 12월을 넘겼다.
그러나 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기치 않은 사태를 겪으면서 개발에 참여한 한기
인들은 APR+ 설계를 자연재해와 같은 돌발 상황에도 안전한지를 재점검하고 보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는 절차탁마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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