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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종합의견 및 결론

2019.11.25. ～ 12.06.

현장 검사기간

지 적
사 항

(12일간)

중요(0건)

·없음

일반(1건)

·방사선(능) 측정절차 미준수

권 고 사 항(0건)

검사자

폐기물해체규제단장 외
20인

·없음

원자력안전법 제65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정기검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이하, KORAD)이 운영 중인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RI폐기물) 관리시설의
가. 구조․설비 및 성능이 동법 제64조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가 동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정기검사를 수행하였다.

동 정기검사는 폐기물해체규제단장 외 20명의 검사원이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행하였으며, 5개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총 8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
다.

검사결과, 1개 검사항목(방사선안전관리)에서 검사지적사항 1건을 도출하였으며, 그 외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당해 정기검사에서 확
인된 검사지적사항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이 원자력안전법 제64조
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ㆍ처리가 동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3조(정기검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 합격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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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경위
○ 정기검사 수행의뢰 (원안위→KINS) : 2019.10.30.
○ 정기검사계획서 제출 (KINS→원안위) : 2019.11.07.
○ 정기검사 계획 알림 (KINS→KORAD) : 2019.11.07.
○ 정기검사 수행 : 2019.11.25. ～ 12.06.
▪ 검사후회의 : 2019.12.06. 10:30 ~ 11:30
○ 정기검사보고서 제출(KINS→원안위) : 2020.01.06.

Ⅲ. 검사항목 및 검사자
1. 검사단 조직
○ 검사단장 : 폐기물해체규제단장

안 상 면

○ 검사총괄 : 처분규제실장

박 진 용

○ 분야별 검사책임자 : 기계재료평가실

이 상 민

계통평가실

김 종 갑

방사선평가실

전 제 근

환경방사능평가실

김 철 수

처분규제실

박 진 용

○ 분야별 검사원 : 총 15명 (현장검사원 13명, 본부검사원 2명)

2. 검사항목 및 검사자
검사대상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1)

검사항목

검사반장

현장 검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

박진용

김요한, 김정진,
이상호*

방사선안전관리

전제근

김병수, 임하얀*

전제근

김병수, 김경미*

김철수

윤주용, 최석원

전제근

김홍태, 민재성*

이상민

박정순, 김예지*

김종갑
이상민

김미경
박정순, 김예지*

2. 방사선관리시설(3) 방사선 측정 및 감시계통
환경방사선/능 조사
HEPA 및 활성탄 필터
3. 환기시설(2)

성능
환기계통(기계분야)

4. 화재방호시설(1) 화재경보 및 진압설비
5. 부대시설(1)
크레인
* : 검사원보 (검사원 경력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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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사결과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검사지적사항 : 없음.
□ 권고사항 : 없음.

1.1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관리
검사원 : 김요한, 김정진, 이상호

가. 검사내용
1) 폐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 설비
2) 폐기물 인수 및 저장고 안전관리
3) 액·기체 폐기물 관리

나. 검사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점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및 관리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운전성
능 및 건전성 유지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방사성폐기물의 인수, 처리, 저장 및 취급을 관련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으로 방출되는 액체 및 기체 방사
성물질의 배출관리기준 만족 여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감시·평가되었는지
확인하였다.

1) 폐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 설비
폐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 설비는 인수된 폐기물을 분류 및 재포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이번 검사대상 기간 중에는 개봉선원폐기물 재포장을 위해
폐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 설비를 운전하였다. 운영절차서 RI-운영-계통-001(폐
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설비 운전 절차)에 따른 설비 운전일지를 선별적으로
(2019년 3, 6, 9월) 검토한 결과, 분류실 및 압축실 부압, 압축기 압축하중, 환
기계통 여과기 차압을 기준치 내로 유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운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폐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는 운영절차서 RI-운
영-정비-002(폐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설비 점검,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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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점검 결과서(2018년 4분기~2019년 3분기)를 확인한 결과, 폐기물 드
럼 이송장치, 폐기물 분류대, 유압계통, 압축장치, 압력계에 대한 점검을 매분
기 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RI관리팀 담당자 면담을 통
해, 이번 검사대상 기간 중에 설비 이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 사항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폐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 설비는 적절한 운전가능성을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폐기물 인수 및 저장고 안전관리
폐기물 저장시설은 사업자 내부지침인「RI폐기물 폐기시설 운영기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월간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저장시설의 폐기물 정돈 및 보관상
태, 폐기물 드럼 부식 및 손상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지난 정기검사 이후 월 1
회 수행되었으며, 현장점검(`19.12.02. 및 `19.12.04.)을 통해 드럼 관리상태가 전
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액체폐액 폐기물 포장물의 안전한 저장
관리를 위해 pH 측정을 통해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고, 육안점검 주기 단축
(월간->주간) 및 기록관리 강화, 사각용기 트레이 추가설치를 통해 오염물질
확산을 예방하는 등 2018년 정기검사에서 도출된 장기저장 안전성 강화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내운반 및 소외운반은 운영절차서 RI-운영-방사-003(방사성물질 등 포장·운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RI폐기물 운반이력을 검토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70드럼(개봉선원 1,325드럼 및 밀봉선원 45드럼)을 경주 처분
시설로 운반하였으며, 2019년에는 KAERI 핵종농도 오류 사건으로 인해 운반
한 실적은 없었다. 서류검토와 현장점검(`19.12.02. 및 `19.12.04.) 등을 통해 RI
폐기물 재포장 작업 및 해당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자체발생폐기물 관리의 적
합성을 확인한 결과 시료채취, 재포장 대상드럼 선별 및 재배치, 폐기물의 구
조적 건전성 확인 등을 포함한 폐기물 재포장 작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
히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RI폐기물)의 인수 및 저장은 운영절차서 RI-운영방사-008(RI폐기물 인수 및 저장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지난 정기검사
이후 현재까지, 밀봉선원 및 개봉선원 RI폐기물은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이
아닌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직접 인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
난 정기검사 이후의 Ir-192 집중저장용기 표면온도 측정일지를 검토한 결과,
운영절차서 RI-운영-방사-008에 따라 월 1회 온도를 측정하였고 집중저장용기
외부표면온도와 주변온도는 차이가 없거나 절차서에 명시된 기준(30도 이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밀봉선원폐기물 관리대장 및 개봉선원폐기물 관리
대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절차서 RI-운영-방사-008에 따라 인수일자, 발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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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저장(적재)위치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저장구
역 Ⅰ, Ⅱ에서 보관하고 있는 RI 잡고체폐기물의 적재위치 관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사 기간(’19.12.05.) 중 사업자가
해당 폐기물의 적재 위치를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수정하여 조치를 완료하였
다. 또한, 사업자는 폐기물의 저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장위치 반기 점
검 수행(절차서 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해당 조치계획의 이행 적절성은 향후 정기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자체 발생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은 운영절차서 RI-운
영-방사013(자체발생 방사성 고체폐기물 발생이력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되어
야 한다. RI관리팀 담당자 면담 및 자체발생 방사성 고체폐기물 발생이력 관리
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관리는 운영절차서 RI-운영-방사-013에 따라 수행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폐기물 재포장 작업은 운영절차서 RI-운영-방사-011(잡고체폐기물 재포장 절차)
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재포장 대상드럼 목록표를 확인한 결과 2018년 11
월 23일에 마지막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RI관리팀 담당자 면담 결과 지
난 정기검사 이후 폐기물 재포장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밀봉선원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밀봉선원폐기물을
밀집저장용기에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운영절차서 RI운영-임시-005(밀봉선원폐기물 밀집저장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밀봉선원폐기물
밀집저장 대장, 밀집저장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2017년 12월 27일에 마지막
밀집저장용기 포장 작업을 하였으며, RI관리팀 담당자 면담 결과 지난 정기검
사 이후 관련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시설에서는
인수되어 보관되어 있는 Ir-192선원을 절단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운영절차서
RI-운영-계통-002(밀봉선원 인수검사설비 운전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
다. Ir-192 선원 절단작업 일지 및 절단작업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8
년 12월 6일에 마지막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RI관리팀 담당자 면담 결과
지난 정기검사 이후 Ir-192선원 절단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액·기체 폐기물 관리
저장시설 등의 운영 중에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운영절차서 RI운영-계통-006(집수조 액체폐기물 관리 절차)에 따라 액체폐기물 집수조의 수
위점검을 주 1회 수행하고 있으며, 집수조 수위가 총 용량 범위 내(‘19.11.19.
현재 총 용량 6,000리터의 32.5%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수위점검일지와
현장점검(‘19.12.02.)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당해 절차서에 따라 집수조 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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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의 통제/알람 접점 시험을 월 1회(`18.12~`19.11) 수행하고 있으며, 접점시
험 점검표의 확인을 통해 매월 시험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환경으로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대한 배출관리는 운영절차서 RI-운영-정
비-011(기체유출물 배출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기체폐기물 배출관
리는 운영절차서 RI-운영-정비-011(기체유출물 배출관리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
로 배출계획 수립, 시료채취 및 분석을 적절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결론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관리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제2019-10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등 관련 법규와 요건의 허용기준을 만
족하였다.

마. 참고문헌
1) RI폐기물 관리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2) RI폐기물 관리시설 운영기술에 관한 지침(2016.06.)
3) RI폐기물 관리시설 운영절차서
- RI-운영-계통-001(폐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설비 운전 절차, Rev.3(수정1)
- RI-운영-계통-002(밀봉선원 인수검사설비 운전 절차, Rev.1(수정1))
- RI-운영-계통-006(집수조 액체폐기물 관리 절차, Rev.4)
- RI-운영-방사-003(방사성물질 등 포장·운반 절차, Rev.1(수정2))
- RI-운영-방사-008(RI폐기물 인수 및 저장절차, Rev.4)
- RI-운영-방사-011(잡고체폐기물 재포장 절차, Rev.3)
- RI-운영-방사-013(자체발생 방사성 고체폐기물 관리 절차, Rev.0)
- RI-운영-임시-005(밀봉선원폐기물 밀집저장 절차, Rev.0)
- RI-운영-정비-002(폐기물 분류 및 압축처리설비 점검, 유지보수 절차, Rev.1(수
정1))
- RI-운영-정비-011(기체유출물 배출관리 절차, Rev.1(수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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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관리시설
□ 검사지적사항 : 1건
- 방사선(능) 측정절차 미준수
□ 권고사항 : 없음.

2.1 방사선안전관리
검사원 : 김병수, 임하얀
가. 검사내용
1)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
2) 방사선관리구역 오염관리
3) 방사선작업허가 및 관리·감독
4) 종사자, 수시출입자 등의 피폭관리

나. 검사결과
1)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
RI폐기물 관리시설에 출입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방문자는 개
인피폭선량 관리기록부에 해당내용(소속, 성명, 출입목적, 출입시간, 선량치, 피
폭량, 선량계번호)을 기재하고 개인자동선량계(ADR)와 개인피폭선량계(주선량
계)를 착용 후 출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방사선관리구역 오염관리
공기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3개 구역(저장시설 I, II 및 처리시설)에 대한 공기 중
오염도를 주 1회 이상 측정하고, 10개 지점에 대해 표면오염도를 주 1회 측정하고
있음을 방사선측정기록부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방사선관리구역의 공간방
사선량률 및 방사선관리구역 외벽의 선량률 측정은 절차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
행되고 있음을 방사선측정기록부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공기 중 오염도, 표면오
염도 및 공간방사선량률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
는 허용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방사선(능) 측정과 관련하여 절차서
(RI-운영-방사-005, 방사선(능) 측정 절차) 일부 미준수 사항(현행 절차서에 따르면
공간방사선량률은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기록해야 하고, 공기 중 오염도는
Bq/m3 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일부 공기시료채취량이 실
제 채취량과 다르게 기록됨)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검사지적사항(1건)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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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작업허가 및 관리·감독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는 개인피폭선량계(주선량계)를 지급받고 방
사선작업허가서를 RI관리팀에 제출한 후 작업전 특수방사선작업허가서 및
일반방사선작업허가서의 승인을 받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4) 종사자, 수시출입자 등의 피폭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외부피폭방사선량은 3개월마다 판독하며, 내부피폭방사
선량은 1년에 1회 실시하되 내부피폭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한다. 수시출입자의 경우 외부피폭방사선량은 해당 방사선작업 종료 후 분기
말에 실시하며 그 작업이 3개월 이상일 경우 3개월마다, 3개월 미만이라도 분기
말을 경과할 경우에는 분기 말에 판독하고 내부피폭방사선량은 내부피폭의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측정하고 있다. 방문자에 대해서는 ADR 선량계를 지
급하여 외부피폭방사선량을 출입할 때마다 측정하고 있음을 현장 확인하였다. 한
국원자력안전재단에 보고한 2019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RI폐기물 관리시설 방
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보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3분기까지의 개인 최대피
폭선량은 0.13 mSv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선량한도)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1) 검사지적사항표(1건)
- 방사선(능) 측정절차 미준수

라. 결 론
방사선안전관리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선량한도) 등 원자력안전관계법령과 당
해 시설 안전관리규정 및 관련 운영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동 법령,
규정 및 운영절차서의 요건 및 판정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방사선(능) 측
정 절차 일부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검사지적사항(1건)을 도출
하였다.

마. 참고문헌
1) RI폐기물 관리시설 안전관리규정
-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2) RI폐기물 관리시설 개인피폭선량 관리기록부(2019년도)
3) RI폐기물 관리시설 운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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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운영-방사-002(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Rev.3)
- RI-운영-방사-004(피폭관리 절차, Rev.4)
- RI-운영-방사-005(방사선(능) 측정 절차, Rev.2(수정1))
- RI-운영-방사-007(방사선 작업관리 절차, Re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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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사선 측정 및 감시계통
검사원 : 김병수, 김경미

가. 검사내용
1) 방사선측정 및 감시계통 교정
2) 방사선측정 및 감시계통 운영관리

나. 검사결과
1) 방사선측정 및 감시계통 교정
RI폐기물 관리시설의 고정형 방사선감시설비 즉, 지역방사선감시기(10대), 배기
체감시기(α/β 및 Iodine Monitor 각 1대), 공기시료채취기, 전신오염감시기(2
대), 환경방사선감시기(1대)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19.11.25., ‘19.11.27.)
결과, RI-운영-정비-006(방사선(능) 계측기 교정절차), RI-운영-정비-008(전신오염
감시기 교정 및 운영 절차) 및 RI-운영-정비-009(배기체감시 계측기 교정 및 운
용절차)에 따라 자체교정 또는 KOLAS 인정 외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교정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휴대용 방사선/능 측정장비들에 대해서
도 RI-운영-정비-006(방사선(능) 계측기 교정절차)에 따라 매 6개월 주기로 자
체교정 또는 KOLAS 인정 외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교정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방사선측정 및 감시계통 운영관리
RI폐기물 관리시설의 방사선 상태(방사선준위, 방사성오염도 등) 감시를 위한
지역방사선감시기(10대), 배기체감시기(α/β 및 Iodine Monitor 각 1대), 공기시
료채취기 및 출입관리설비(ADR Reader 및 전신오염감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
장확인(‘19.11.25., ‘19.11.27.) 및 서류검토를 통해 RI-운영-정비-005(방사선(능)
계측기 점검 절차)에 따라 전원, 경보동작상태, 측정상태, 진공펌프, 유량,
Check Source Test 등을 포함한 주기적인 점검(월 1회)이 수행되고 있으며 RI운영-방사-005(방사선(능)측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휴대용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표면오염감시기 (2대), 휴대용 공간방사선량
측정기(1대) 및 공기시료채취기(1대)를 포함하여 표면오염측정기, ADR, 알파베
타계수기, 휴대용표면오염측정기, 휴대용공간방사선량측정기 및 휴대용공기시
료채취기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장입회(‘19.11.25., ‘19.11.27.)를 통해 동 감시
기 및 측정기에 대한 운영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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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결 론
방사선(능)측정 및 감시계통에 대한 주기적인 교정, 점검 및 운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수행 결과도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마. 참고문헌
1) RI폐기물 관리시설 안전관리규정
2) RI폐기물 관리시설 운영절차서
- RI-운영-방사-005(방사선(능)측정 절차, Rev.2(수정1))
- RI-운영-정비-005(방사선(능)계측기 점검 절차, Rev.2(수정1))
- RI-운영-정비-006(방사선(능)계측기 교정 절차, Rev.4)
- RI-운영-정비-008(전신오염감시기 교정 및 운영 절차 Rev.1(수정1))
- RI-운영-정비-009(배기체감시 계측기 교정 및 운용절차 Rev.1(수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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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경방사선/능 조사
검사원 : 최석원, 윤주용

가. 검사내용
1) 환경방사선조사계획의 이행 및 품질관리 점검
2) 환경방사선측정기기 등의 점검
3) 환경방사선 조사자료 등의 기록유지 및 관리 점검

나. 검사결과
1) 환경방사선조사계획의 이행 및 품질관리 점검
방사선환경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항목, 절차, 주기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하
며, 조사결과의 처리는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환경방사선(능) 관리절차
서에 정해진 조사항목(공기중 미립자, 토양, 솔잎)별 주기(연속∼연주기)를 준
수하여 정해진 지점에서 시료채취 및 방사능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서류
(시료채취대장, 각 핵종별 분석자료 관리대장 등) 검토 및 면담을 통해 확인하
였다. 최근 3년간의 환경방사선/능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조사항목마다 평균치
와 평상변동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환경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환경조사결과는 유효숫자 자리수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항목별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측정·분석의 정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 환경조사결과의
처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7호 제8조(환경조사자료의 처리)의 요건
을 만족하였다.

2) 환경방사선측정기기 등의 점검
환경방사능 측정기기는 정상 운영되고 주기적인 교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환경
방사선감시기 및 공기시료채집기는 설치현장에서 측정값 및 작동상태를 확인·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년 주기로 교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기중 미립자 시료 등의 핵종분석은 핵종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감마핵종계측기, 저준위알파베타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감마선에 대한 공간집적선량은 TLD를 조사지점의 지표 1m 높이에서 3개월
간격으로 교환/회수하여 매 분기별 공간집적선량을 측정하고 있어 적정 높이
에서 공간집적선량을 조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기중 미립자, 토양, 솔잎
의 감마동위원소 분석 및 공기중 미립자의 전베타 방사능 환경관리센터 담당
부서로 이송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정기검사(2019. 06) 기간 중 사용장비의 관리점검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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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핵종의 분석능력이 적절함을 확인한 바 있다.

3) 환경방사선 조사자료 등의 기록유지 및 관리 점검
조사자료 및 분석이 완료된 시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료는 선별하
여 확인한 결과, 전 조사기간 동안 시료를 시료보관함에 보관하고 있고 시료채
취대장, 분석결과, 시료보관대장 등은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결 론
RI 폐기물관리시설의 환경방사선조사 계획의 이행 및 품질관리실태 점검, 환경방
사선측정기기 등의 현장점검, 환경방사선 조사자료 등의 기록유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환경방사선(능) 관리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마.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17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2) RI폐기물 관리시설 운영절차서
- RI-운영-방환-002(환경방사선(능) 관리절차)
3)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폐기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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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시설
□ 검사지적사항 : 없음.
□ 권고사항 : 없음.

3.1 HEPA 및 활성탄 필터 성능
검사원 : 김홍태, 민재성

가. 검사내용
1) 육안검사
2) 계통유량 확인
3) 압력강하 시험
4) HEPA 필터 누설시험
5) 활성탄 필터 누설시험
6) 활성탄 필터 흡착효율시험

나. 검사결과
RI폐기물 관리시설의 환기계통은 방사선피폭 저감 및 환경으로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된다. 환기계통 여과기 점검에서는 환기계통 여과기(필터)
의 성능을 점검한다. RI폐기물 관리시설의 환기계통 여과기는 Pre-medium 필터,
HEPA 필터, 활성탄 필터, Post-medium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환기계통 여과기의 건
전성 및 성능은 운영절차서 RI-운영-정기-001(환기설비 시험 절차)에 따라 18개월마다
점검되어야 한다. 금년에는 5월 27일에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활성탄누설시험이 불합격
되어 6월3일에 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모두 관련기준을 만족하였다. 금년 정기검사(12
월 4일)에서는 5월과 6월에 수행된 성능시험결과를 검토하였으며, 현장 육안검사를 실
시하였다.

1) 육안검사
환기계통 여과기의 건전성은 운영절차서 RI-운영-정기-001(환기설비 시험 절차)에
따라 18개월마다 점검되어야 한다. 육안검사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육안검사는
점검항목(마운팅 프레임, 여과기의 조임상태와 손상여부 등)에 따라 수행되었으
며, 환기계통 여과기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장 검사 결과에
서도 여과기들의 상태, 마운팅 프레임 상태, 여과기 조임쇠의 상태 및 여과기들
의 차압을 점검한 결과 손상되거나 파손된 곳 등이 없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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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차압도 관련기준을 적절히 만족하였다.

2) 계통유량 확인
환기계통 여과기의 계통유량은 운영절차서 RI-운영-정기-001(환기설비 시험 절
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였다. 환기계통 여과기의 유량이 설계유량(20,000
CMH)의 ±10% 이내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량시험을 수행한다. 시
험기록지(‘19.06.03.) 확인결과, 20,276 CMH(설계유량 대비 101%)로 상기 기준
치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3) 압력강하 시험
환기계통 여과기의 압력강하 시험 항목은 운영절차서 RI-운영-정기-001(환기설
비 시험 절차)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환기계통 여과기의 유량이 설계유량
(20,000 CMH)의 ±10% 이내일 때, Pre-medium 필터, HEPA 필터, 활성탄 필
터, Post-medium 필터의 차압 기준치는 각각 30, 66, 63, 30 mmH2O 이하이어
야 한다. 현장 육안검사 결과, 각각 26.7, 36.8, 48.3, 29.2 mmH2O로 상기 기준
을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4) HEPA 필터 누설시험
환기계통 여과기의 HEPA 필터 누설시험 항목은 운영절차서 RI-운영-정기-001
(환기설비 시험 절차)에 따라 점검되어야 한다. HEPA 필터의 계통유량 및 차
압이 기준치를 만족한 상태에서, DOP(Di-Octyl Phthalate)로 누설시험을 수행
하여 누설률이 0.05% 이하이어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한국필터시험원)에 의해
수행된 HEPA 필터 누설률(‘19.06.03.)은 0.003%로 기준치인 0.05% 이하를 만족
하였다.

5) 활성탄 필터 누설시험
환기계통 여과기의 활성탄 필터 누설시험 항목은 운영절차서 RI-운영-정기
-001(환기설비 시험 절차)에 따라 점검되어야 한다. 활성탄 필터는 계통유량
및 차압이 기준치를 만족한 상태에서, Halide 기체(R-11)로 누설시험을 수행
하여 누설률이 0.05% 이하이어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한국필터시험원)에 의
해 수행된 활성탄 필터 누설률(‘19.05.27)은 0.096%로 기준치인 0.05%를 만족
하지 못하였다. 원인을 확인한 결과 활성탄뱅크에 부착되어 있는 활성탄 시료
캐니스터의 조임쇠가 느슨해져 시험기체가 누설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임쇠
의 조임상태를 조정한 후, 19년6월3일에 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누설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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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로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6) 활성탄 필터 흡착효율시험
환기계통 여과기의 활성탄 필터 흡착효율시험 항목은 운영절차서 RI-운영-정기
-001(환기설비 시험 절차)에 따라 점검되어야 한다. 활성탄 여과기 흡착효율시험
은 30℃의 온도와 93~96%의 상대습도에서 요오드화메틸의 제거효율이 4인치 이
상 Bed의 경우 99%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지난 2월에 흡착효율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한수원 중앙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활성탄 흡착효율시험(4 in. Bed
로 시험)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요오드화메틸 제거효율은 99.8%로 기준치인 99%
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다.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결 론
RI폐기물 관리시설의 환기계통 공기여과기의 성능시험은 관련 운영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시험결과는 관련기준을 만족하였다.

마. 참고문헌
1) RI폐기물 관리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2) RI폐기물 관리시설 운영절차서
- RI-운영-정기-001(환기설비 시험 절차, Rev.5)
3)

ASME

N50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Components(1989)
4) ASME N510, Testing of Nuclear Air Treatment Systems(1989)
5) Reg. Guide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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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3.2 환기계통(기계분야)
검사원 : 박정순, 김예지

가. 검사내용
1) 송풍기 풍량 점검
2) 지역 별 부압 및 필터 차압 점검
3) 환기설비 점검

나. 검사결과
1) 송풍기 풍량 점검
송풍기 풍량 점검 관련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3)는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
한 설명서 IV.7장(환기설비)에 기술된 송풍기 풍량 허용기준을 반영하여 적합하
게 작성되었다.
송풍기 풍량 점검에 사용된 풍속계(기기번호: 180514420)에 대한 교정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풍속계는 국가공인교정기관에서 유효기간 이내에 적합하게 교정
되었다. 또한 시험요원 자격관리 절차(LILW-행정-운영-006)에 따라 Level II(중
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시험요원이 송풍기 풍량 점검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송풍기 풍량 점검은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3)의 점검주기(6개월)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송풍기 풍량 측정 결과가 표 1과 같이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점검
기록지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1. 송풍기 풍량 점검 결과
송풍기

허용기준

송풍기 1
송풍기 2

10,000 m3/hr ± 10%

풍량 측정 결과 [m3/hr]
’19.3.
’19.6.
’19.9.
’19.11.
10,168
9,414
10,238
10,238
9,736
9,002
9,906
9,906

2) 지역 별 부압 및 필터 차압 점검
지역 별 부압 및 필터 차압 점검과 관련된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3)는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IV.7장(환기설비)에 기술된 주요 지역 별 부압 및
필터 차압 허용기준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작성되었다.
지역 별 부압 측정에 사용된 압력계(기기번호: R021021VR103(저장시설 I),
R021018VR42(저장시설 II), R021018VR50(처리시설), N5T-1(분류설비), N5T-2(압
축설비))에 대한 교정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압력계는 국가공인교정기관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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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기간 이내에 적합하게 교정되었다. 또한 시험요원 자격관리 절차(LILW-행정운영-006)에 따라 Level II(중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시험요원이 지역 별 부압
점검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별 부압 점검은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3)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적합하
게 수행되었으며, 지역 별 압력 측정 결과가 표 2와 같이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환기설비 점검 결과서 검토, 담당자 면담 및 현장 입회(‘19.11.28.)를 통해 확인하
였다.

표 2. 지역 별 부압 점검 결과
지역

허용기준

저장시설 I
저장시설 II
처리시설
분류설비
압축설비

-3.0 mmH2O 이하
-3.0 mmH2O 이하
-6.0 mmH2O 이하
-30~-25 mmH2O
-30~-25 mmH2O

압력 측정 결과 [mmH2O]
’19.3.
’19.6.
‘19.9.
‘19.11.
-3.0
-3.0
-3.0
-3.0
-3.0
-3.0
-3.0
-3.0
-6.0
-6.0
-6.0
-6.2
-27.0
-27.0
-27.0
-27.0
-26.0
-26.0
-26.0
-26.0

필터 차압 측정에 사용된 압력계(기기번호: R40N-6(PRE 필터), R40N-2(HEPA
필터), R40N-4(Charcoal 필터), R40N-3(Post 필터))에 대한 교정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압력계는 국가공인교정기관에서 유효기간 이내에 적합하게 교정되었다. 또
한 시험요원 자격관리 절차(LILW-행정-운영-006)에 따라 Level II(중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시험요원이 필터 차압 점검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필터 차압 점검은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3)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필터 차압 측정 결과가 표 3과 같이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환기설
비 점검 결과서 검토, 담당자 면담 및 현장 입회(‘19.11.28.)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3. 필터 차압 점검 결과
필터
PRE 필터
HEPA 필터
Charcoal 필터
POST 필터

허용기준
30 mmH2O
66 mmH2O
50 mmH2O
30 mmH2O

이하
이하
이하
이하

필터 차압 측정 결과 [mmH2O]
’19.3.
‘19.6.
‘19.9.
‘19.11.
28.0
28.0
28.0
28.0
35.6
35.5
35.6
35.6
48.0
48.0
48.0
48.0
30.0
30.0
30.0
30.0

2018년도 정기검사 이후의 운전일지를 검토한 결과, 환기설비 사용시마다 지역
별 부압 및 필터 차압 측정이 수행되었으며, 측정값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 환
기설비의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환기설비 운전 관련 운영절차서(RI-운영-계통-003)에 운전일지(지역 별 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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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필터 차압 점검 결과) 작성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작성 시점을 반영하도록
현장 조치하였다. 운영절차서(RI-운영-계통-003)에 따른 지역 별 부압 및 필터 차
압 점검은 환기설비의 운전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기조건을 확인하는 것
이므로 운전일지는 환기설비 작동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환기설비 기동 시점에 운전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운영절차서가 개정(RI-운영계통-003, 개정4)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환기설비 점검
환기설비(송풍기, 덕트, 댐퍼, 레지스터) 점검 관련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3)
는 적용 산업표준(ASME N509, ASME N510, ASME AG-1)에 제시된 점검기준
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작성되었다. 다만 절차서에 반영된 댐퍼 재질(스테인리스
강: STS304)이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알루미늄: 알루미늄 2.0T)와 일
치하지 않아 재질 확인을 요구하였으며, 실제 사용된 재질(알루미늄 2.0T) 확인
후 운영절차서를 적절히 개정(RI-운영-정비-003, 개정4)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송풍기의 진동, 온도 및 속도 점검에 사용된 진동계(기기번호: 2926), 온도계(기
기번호: 32530194) 및 광회전속도계(기기번호: W27B004)에 대한 교정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진동계, 온도계 및 광회전속도계는 인증된 교정기관에서 유효기간
이내에 적합하게 교정되었다.
환기설비 점검은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3)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다. 덕트, 댐퍼 및 레지스터의 설치 및 외관 상태에 대한 육안점검 결과
에 이상이 없으며, 송풍기 주요부품에 손상 및 과도한 마모가 없었다. 또한 점검
결과서를 검토한 결과, 송풍기의 진동, 온도 및 속도 점검 결과가 표 4와 같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4. 송풍기 진동, 온도 및 속도 점검 결과
항목 (허용기준)

송풍기

진동
(6 mm/sec 이하)
속도
(2,010 rpm ± 10%)
베어링 온도
(대기온도+40 ℃
이하)

송풍기 1
송풍기 2
송풍기 1
송풍기 2
대기온도
송풍기 1
송풍기 2

’19.3.
4.0 mm/s
4.0 mm/s
2,037 rpm
2,030 rpm
23 ℃
33 ℃
25 ℃

다.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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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19.6.
‘19.9.
4.0 mm/s
4.0 mm/s
4.0 mm/s
4.0 mm/s
2,030 rpm
2,040 rpm
2,010 rpm
2,015 rpm
10 ℃
21 ℃
34 ℃
36 ℃
24 ℃
27 ℃

‘19.11.
4.0 mm/s
4.0 mm/s
2,010 rpm
2,020 rpm
22 ℃
37 ℃
30 ℃

라. 결 론
RI폐기물 관리시설의 환기계통 기계설비에 대한 송풍기 풍량 점검, 지역 별 부압
및 차압 점검, 환기설비 점검에 대한 검사결과,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점검이 적합
하게 수행되었으며, 점검결과는 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마. 참고문헌
1) RI폐기물 관리시설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RI폐기물 관리시설 운영절차서
- RI-운영-정비-003(환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 개정 3, 개정4)
- RI-운영-계통-003(환기설비 운전 절차, 개정 1(수정 1), 개정2)
- LILW-행정-운영-006(시험요원 자격관리 절차, 개정9)
3) ASME AG-1,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
4) ASME N509, “Nuclear Power Plant Air-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5) ASME N510, “Testing of Nuclear Air Treat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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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방호시설
□ 검사지적사항 : 없음.
□ 권고사항 : 없음.

4.1 화재경보 및 진압설비
검사원 : 김미경
가. 검사내용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화재진압설비
3) 기타 화재방호설비
4) 특별점검(‘18.2.06.~03.31.) 결과 후속조치 이행현황

나. 검사결과
원자력환경공단 RI폐기물관리시설의 화재방호시설 검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
재진압설비, 기타 화재방호설비의 점검을 통하여 화재방호시설의 성능 및 유지·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며 세부 항목별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 발생 시 화재의 감지 및 경보를 위해 열감지기 및 연기감지기, 발신기, 경
종, P형 1급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설비 점검 및 운용 절차(RI-운영-정비-010)에 따라 수행된 ‘19년도 소방시설
상반기 점검(‘19.07.24) 및 하반기 점검(‘19.11.19)과 ’19년도 작동기능점검
(‘19.01.08.~’19.01.16.) 및 ’19년도 종합정밀점검(‘19.07.08.~’19.07.24.) 기록을 확인
한 결과,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수신기의 기능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화재수신반의 도통시험을 통해 회로
의 건전성을 확인하였고, 화재수신반의 축전지 설비는 상용전원을 차단한 비상
전원 상태에서 1시간 유지한 후 전압이 24 V로 측정되어 허용기준(20 V 이상)
을 만족하였다. 또한, 감지기(#69, #84, #90, #109, #123)에 화재 모의신호 인가
를 통해 해당 감지기가 정상 작동됨을 확인하였다. 지구경종(#2, #5)의 경보 음
량도 각각 103.3 ㏈, 103.5 ㏈로 허용기준(1m 거리에서 90 ㏈이상)을 만족하였다.

2) 화재진압설비
화재 진압을 위해 가스계 소화설비인 NAFS-III 소화설비 및 소화기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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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해당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설비 점검 및 운용절차(RI-운
영-정비-010)에 따라 수행된 ‘19년도 소방시설 상반기 점검(‘19.07.24) 및 하반기
점검(‘19.11.19)과 ’19년도 작동기능점검(‘19.01.08.~’19.01.16.) 및 ’19년도 종합정밀
점검(‘19.07.08.~’19.07.24.) 기록을 확인하였다. NAFS-III 소화설비의 기동용기 및
소화약제의 저장량이 양호하고 솔레노이드밸브와 방출표시등 및 경보의 정상 작
동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화기의 충전압력이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현장점검
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저장시설 I 복도에 설치된 NAFS-III 소화설비의 기동 확
인을 위한 화재 모의신호 인가 시 감지기의 작동, 화재경보 발생 및 솔레노이드
밸브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의 점등을 확인하
였다. 또한, 소화기(축3.3-보건-2, 축4.5-처리-2, 축3.3-저1-1, 수20-저1-1, 축3.3-처리
-2)의 외관상태가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이 양호하고 충전압력이 정상임을 확인하
였다.
3) 기타 화재방호설비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에 대해 소방설비 점검 및 운용 절차(RI-운영-정비-010)에
따라 수행된 상반기 점검(‘19.07.24) 및 하반기 점검(‘19.11.19)과 ’19년도 작동기
능점검(‘19.01.08.~01.16.) 및 ’19년도 종합정밀점검(‘19.07.08.~’19.07.24.) 기록을 확
인한 결과,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외관상태가 파손 및 변형 없이 양호하고 점
등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도등(#23,
#25, #26)과 비상조명등(#1, #2)이 상용전원을 차단한 후 비상전원에 의해 20분
이상 작동되어 허용기준(20분 이상 작동)을 만족하였다.

4) 특별점검(‘18.02.06.~03.31.) 결과 후속조치 이행현황
2018년 2월에 수행된 특별점검을 통해 RI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
7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개선권고사항
내화구조물에 대한 내

1

화성능 보완 및 보완
전까지 임시 예방조치
(화재감시인 운영 등)

2
3

이행현황
- 2020년 1월부터 화재감시인 야간 상주 근무 및
휴일 근무 운영 예정
- 그 전까지 야간 순찰강화(야간/휴일 2회→3회 순
찰) 및 IoT기반 화재감시설비 확대설치(4구역→8
구역) 이행

옥내·외 소화전 설치

- 인근 연구원 옥외소화전 설치 시 이용 계획 수립

화재발생 시 대응 조치

- 이행완료(‘18년 정기검사시 확인)

수립 및 소방훈련 반영

(화재방호계획서, RI-운영-기타-002 신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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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가연물 및 점화원 관리

- 이행완료(‘18년 정기검사시 확인)

방안 수립 및 이행
방사성폐기물드럼통 적

(화재예방관리 절차서, RI-운영-기타-003 신규 제정)

재를 위한 파렛트의 불
연성 재질 사용
방사선관리구역 내 가

6

7

연성물품 적재 절차에
대한 교육
피난안내도와

소화기

배치도 비치

- ‘19.12월말까지 파렛트 및 합판의 전량 자체처분
을 목표로 용역 수행 중
- 이행완료(‘18년 정기검사시 확인)
(화재예방관리 절차서에 대한 부서원, 협력사 교육)
- 이행완료(‘18년 정기검사시 확인)

다.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소방설비 점검 및 운용절차서(RI-운영-정비-010 Rev.4)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현장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련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야 한다. 그러나 현장점검(‘19.11.28.) 결과, 소방설비 점검 및 운용절차서 12.0 붙
임의 점검양식에서 모든 유도등의 점검 결과를 일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각각의
유도등에 대한 점검결과 확인이 불가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후(‘19.12.04.)에
사업자는 해당 절차서 12.0 붙임의 점검양식의 개정을 통하여 각각의 유도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결 론
RI폐기물관리시설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진압설비, 기타 화재방호설비
의 점검이 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고, 점검결과도 관련 기준 및 요건에
만족하였다. 다만 소방설비 점검 및 운용절차서(RI-운영-정비-010 Rev.4)가 현장업
무와 일부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어 시정 조치하였다.

마. 참고문헌
1) RI폐기물관리시설 운영절차서
- RI-운영-정비-010(소방설비 점검 및 운용절차, Rev.4)
- RI-운영-기타-002(RI관리시설 화재방호게획서, Rev.0)
- RI-운영-기타-003(화재예방절차,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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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대시설
□ 검사지적사항 : 없음.
□ 권고사항 : 없음.

5.1 크레인
검사원 : 김예지, 박정순

가. 검사내용
1) 크레인 운전 및 정지상태
2) 주요 부품 육안점검
3) 안전장치 작동상태 및 기능 점검

나. 검사결과
1) 크레인 운전 및 정지상태
크레인 운전 관련 운영절차서(RI-운영-계통-004, 개정2)에는 크레인 운전에 대한
초기조건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적절하게 작성되었다. 다만, 기동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동전 점검 절차를 추가하여 운전 관련 운영절차서를 개정하도
록 현장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기동전 점검 절차가 추가되어 운영절차서가 개
정(RI-운영-계통-004, 개정3)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크레인 운전 관련 담당자는 운영절차서(RI-운영-계통-004) 및 시험요원 자격관리
절차(LILW-행정-운영-006)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주관한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크레인 및 호이스트)을 이수하였으며, 운전분야 Level-II
(중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장입회(‘19.11.28.)를 통하여 크레인의 운전 및 정지상태를 점검한 결과, 크레인
의 운전(권상, 권하, 횡행, 주행) 상태가 양호하였고 정지버튼을 눌렀을 때 제대
로 정지하였다.

2) 주요 부품 육안점검
크레인 점검 관련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4)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
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
방법)에 근거하여 2년마다 고용노동부 지정검사업체에 의뢰하여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크레인에 대한 자체점검
을 6개월 주기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점검 항목에 천정크레인의 주요 부
품(전동기, 레일, 와이어로프, 후크, 권과방지장치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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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다만, 자체점검에 사용한 측정장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크레인
자체 검사표의 양식을 보완하고, 점검표와 절차서 본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크레인 점검 관련 운영절차서를 개정하도록 현장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측정장
비 정보(장비명, 일련번호 등)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점검표가 보완되는 등 운영절
차서가 적절히 개정(RI-운영-정비-004, 개정4)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크레인 전동기 및 축 등의 발열여부 점검에 사용된 적외선온도계(기기번호:
32530194)의 교정성적서(1900-00289-001)를 확인한 결과, 적외선온도계는 국가공
인교정기관에서 유효기간 이내에 적합하게 교정되었다.
크레인 자체점검결과서(‘19.6. 수행)를 검토한 결과, 주요 부품(전동기, 거더 및
새들, 정지기구, 브레이크, 드럼,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점검결과(전동기 발열
여부, 레일의 높이 및 폭, 와이어로프 지름, 후크마우스 마모 변형 여부 등)가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4)의 합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크레인 자체점검 현장 입회(’19.11.28.)를 통하여 점검 주기(6개월)에 맞게
크레인 점검 관련 운영절차서(RI-운영-정비-004)에 따라 자체점검을 수행함을 확
인하였다. 크레인 주요 부품(와이어로프, 후크, 기계식 권과방지장치)에 균열, 변
형, 손상 및 과도한 마모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안전장치 작동상태 및 기능 점검
크레인 자체점검결과서(‘19.6. 수행)를 검토한 결과, 안전장치(권과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상태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현장입회(’19.11.28.)를 통하여 크레인 권과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가 정상적으
로 작동됨을 확인하였다.

다.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결 론
RI폐기물 관리시설의 크레인에 대한 검사 결과, 크레인의 운전 및 점검은 관련
법령 및 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점검결과는 절차서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마. 참고문헌
1) RI폐기물 관리시설 운영절차서
- RI-운영-계통-004(저장시설 크레인(5t) 운전 절차, 개정2, 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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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운영-정비-004(저장시설 크레인(5t)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 개정3, 개정4)
- LILW-행정-운영-006(시험요원 자격관리 절차, 개정9)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6호「안전검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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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없음

Ⅵ. 투입인력
투입인력(man-hour)
현장검사
검사준비 및
이동 소계
현장
서류
면담 소계 보고서 작성
확인

검사시설

검사항목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

22

2

3

27

6

3

36

방사선안전관리

3

1

2

6

12

1

19

방사선 측정 및
감시계통

2

1

2

5

8

1

14

환경방사선/능조사

10

1

2

13

4

2

19

1

1

2

4

6

1

11

6
6
6

3
3
3

2
2
2

11
11
11

24
16
16

2
6
2

37
33
29

56

15

17

88

92

18

198

방사선관리시설

환기시설
화재방호시설
부대시설

HEPA 및 활성탄
필터 성능
환기계통(기계분야)
화재경보 및 진압설비
크레인
소계

※ 검사투입인력은 검사단장, 검사총괄자, 각 분야별 검사반장, 검사지원인력의 회의 참석,
총괄 및 지원 등을 제외한 실제 검사에 참여한 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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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점검사항목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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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성폐기물 관리 (액체폐액 방사성폐기물 포장물 관리 활동 점검)

가. 배경
사업자는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모든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경주 처분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방사
성동위원소폐기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적절한 저장관리가 선행되
어야 하므로 본 정기검사 기간 동안 액체폐액 방사성폐기물 포장물의 관리 활동에 대
해 중점 검사하고자 한다.

나. 검사결과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RI폐기물의 관리는 RI폐기물 인수 및 저
장절차(RI-운영-방사-008)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액체폐액 방사성폐기물 포장물 관리
활동을 서류검토 및 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저장구역 Ⅰ의 방사성
폐액저장실 Ⅰ, Ⅱ에서 해당 폐기물 총 843개(20L 용기 기준)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방사성폐액저장실 Ⅰ에는 경주 처분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액체폐액 방사성폐기
물 포장물 447개를 저장하고 있으며, 방사성폐액저장실 Ⅱ에는 RI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자가 자체적으로 자체처분 대상으로 분류하여 향후 자체처분 예정인 액체폐액 방사성
폐기물 포장물 396개를 구분하여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19.12.02., 12.04.)을 통해 해당 폐기물 안전관리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
정돈, 보관상태 및 폐기물 포장물 손상 등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작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액체폐액 폐기물 포장물 저장과 관련
된 작업기록지, 폐기물 관리대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액체폐액 방사성폐기물의 수량 및 수량변동 이력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액체폐액 방사성폐기물의 누설 여부 확인, 특성분석 (pH 측정),
주기적 점검기록, 누설방지용 사각 트레이 설치 등 전년도 정기검사를 통해 도출된 장
기저장 안전성 강화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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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검사지적사항표
구분
지적
(1건)

제

목

방사선(능) 측정절차 미준수

관리번호
19-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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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물

정 보 양

보고서번호

식

제목/부제

KINS/AR-1056, Vol. 5

2019년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
정기검사 보고서

연구책임자 / 부서명

박진용/처분규제실

연구자 / 부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 정기검사팀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페이지

도 표

32p.

발행지

대전

유 ( ○ ) 무 (

)

발행일

2020.01.06

크 기

A4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연구위탁기

보고서 종류

규제사업(정기검사)

계 약 번 호

관

원자력안전법 제65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정기검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KORAD)이 운영 중인 방사성동위원소폐기
물(이하, RI폐기물) 관리시설의
가. 구조․설비 및 성능이 동법 제64조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가 동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기술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정기검사를 수행하였음.
동 정기검사는 폐기물해체규제단장 외 20명의 검사원이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행하였으며, 5개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총 8개 검

초록

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음.

(200단어 내외)
검사결과, 검사항목(방사선안전관리)에서 검사지적사항 1건을 도출하였으며,
그 외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음.
당해 정기검사에서 확인된 검사지적사항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따라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이 원자력안
전법 제64조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
지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가 동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3조(정
기검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 합격기준을 만족함.

주제어 키워드
(10단어 내외)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RI폐기물) 관리시설,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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