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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연료 수리KNF-
sF-02

손상연료 수리는 원전 운전 중 

핵연료가 손상될 경우 손상 연료봉을 

모의연료봉으로 교체하고 

손상연료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함으로써 

핵연료 고유 기능을 복원시켜주는 기술임. 

핵연료 형태에 따라서 

다목적 연료수리장비를 사용하는 수리방법과 

사용후핵연료 저장랙을 사용하는 

수리방법이 있으며, 손상연료 수리는 

연료형태별 전용 공구가 사용됨.

기술 내용

  목적 및 필요성
●   비상 노심설계에 따른 소요시간을 절감하고 원전운영 

효율을 향상시킴
●   손상연료 재사용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을 대비한 핵연료 건전성 유지

  연료 손상 관련 주요업무 흐름  

●   운전 중인 원전은 원자로 냉각수 분석을 통하여 핵연료 

손상 유무 등을 감시하며 냉각수 분석 결과 연료 누설

징후가 없을 경우 노심 내 모든 핵연료들은 다음 

주기 노심내 재장전이 가능함. 그러나 연료 누설징

후가 발견될 경우 노심 내 모든 핵연료들은 누설검

사(IMS)와 초음파검사(UT)를 실시하여 누설연료를  

검출해야 함. 손상이 확인된 핵연료들은 수리를 

통하여 손상연료봉을 인출하고 모의연료봉을 대체 

삽입함으로써 핵연료의 기계적 건전성을 복원시키며 

다음 주기 노심 내 재장전이 가능함.
●   인출된 손상연료봉은 손상원인 규명과 연료손상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내방사선 수중카메라를 이용한 

정밀육안검사를 실시함.

  주요 연료수리 장비
●   상단고정체 취급공구
●   연료봉 취급공구
●   연료봉안내판
●   연료봉보관통
●   연료봉 정밀육안검사장비
●   수리작업 모니터링 카메라
●   다목적핵연료수리장비[WH형 원전용]

  주요 수리 절차 
●     손상연료 수리는 다음의 순서로 수행됨

   ① 수리전 핵연료 육안검사

   ② 상단고정체 분해

   ③ 손상연료봉 인출

   ④ 손상연료봉 정밀육안검사

   ⑤ 모의연료봉 삽입

   ⑥ 상단고정체 조립

   ⑦ 수리후 핵연료 육안검사 

기술 우수성

  기술특징
●   사용후핵연료 저장랙을 이용한 연료 수리
●   다목적 핵연료 수리장비를 사용한 연료 수리

  기대효과 
●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비상노심설계를 방지함으로써 

발전소 운영효율 향상
●   손상연료 재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을 위한 핵연료 건전성 구비

요건 충족 

기술 적용현황

●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총 57회의 캠페인 수행을 

통하여 핵연료 총 532다발 수리
●  WH형 원전 및 한국표준형 원전에 적용

제공 가능 품목

●   손상연료 수리장비
●   손상연료 수리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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