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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종합의견 및 결론

검사 개요

1.

가. 검사목적

o

최근

3년간

품질보증검사에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의 적합성 심층

확인

- 3개
o

분야(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불일치품목의 관리, 시정조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안전성증진사항 중 내진․내환경검증 유지관리 이행 상태 확인

나. 현장검사기간

o 2020년 6월 8일(월)

∼

2020년 6월 12일(금) (5일간)

다. 검사중점사항

o

․

내진 내환경검증 유지관리의 적합성

라. 검사근거 및 기준

1)

검사근거
가) 원자력안전법 제22조(검사)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품질보증검사) 및 제42조(준용규정)

2)

검사기준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품질보증 조직)에서 제85조(감사)까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13호(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
에 관한 기준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2호(원자로.40),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라) 월성원자력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마) KEPIC QAP, “원자력 품질보증,” 2000년판(또는 이와 동등한 ASME NQA-1 1994
Edition with 1995 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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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의견

가. 결 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보증검사팀(이하 ‘검사팀’이라 함)은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 활동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
시 제2016-13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였
다. 또한, 월성

3,4호기의

부적합사항의 보고규정 이행 체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2호(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지를 검사하였다.
금번 검사에서는 우리 원의 ‘원자력이용시설 품질보증검사 절차(품질검사-검사-01)’에

따라 ‘특정분야 심화검사’를 수행하였다. 특정분야 심화검사는 전체 품질보증활동 중 특

정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품질보증활동의 적절성을 심층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 최근
품질보증검사 경험 등을 반영하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불일치 품목의 관리, 시정조
치 등 총

3개

분야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내진․내환경검증 유지관리 이행

상태와 부적합사항 보고규정에 대한 이행 상태도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내진․내환경검증 유지관리’ 분야에서
에서

1건

등 총

3건의

2건,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분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였다.

이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월성

3,4호기의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 고시 제2018-2호(부적합사

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적합사항 평가 및 보고절차를 적절히 수립하여 이행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검사지적사항과 권고사항

1)

검사지적사항: 3건

관리번호

제

목

내

용

내진검증 대상기기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내진검증 대
내진검증

20-04-003

대상 상기기 유지관리 목록(SQML)이 수정되어야 하나, 기

기기 목록 유지 기 교체에 따른 변경사항이 유지관리 목록에 반영되지
관리 미흡

않은 사례(기기번호:
가 확인됨.

52900MCC40/41, 67211LIT15/16)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20-04-004

측정 및 시험장 사항이 확인됨.
비 관리 미흡

1.

교정담당자는 대외 교정 결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야 하나, 연료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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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제

목

내

용

음.

2.

사용제한으로 판정된 계측장비에 대해서는 과거 정

비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정비 건별로 수행하여
야 하나, 한전KPS(주)는

2019년

하반기에 판정된 모든

사용제한 계측기(6건)에 대해 동일유형/동일직무 정비
작업 수행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가장 최근 정비건에
대해서만 유효성 검토를 수행함.
내환경검증 케이블 접속부 개선공사를 위해 임시절차

20-04-005

임시절차서
성 미흡

작 서(WS34I-임시-19-0004)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절차(전
선관 및 밀봉재 시공)가 절차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
에서 작업이 수행됨.

2)

권고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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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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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1.

검사경위 및 검사항목
검사 경위

○ 검사계획 통보
○ 현장검사업무 수행
○ 현장검사후회의 개최

: 2020. 05. 28.
: 2020. 06. 08.
: 2020. 06. 12.

～ 2020. 06. 12.

※ 검사전회의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개최하지 않음.

2.

검사항목
검사원

검사 내용
- 불일치품목의 관리

김월태

- 시정조치 (검사지적 및 권고사항 시정조치 포함)
-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체계*
- 내진·내환경검증 유지관리 이행 상태

김상진
김수현

․설계관리
․구매서류관리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 내환경검증 유지관리 이행 상태
김인용
정상용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문서작성의 적절성 확인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목록, 시험보고서, 평가보고서 등)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환경개선사항 적절성 확인
- 내진검증 유지관리 이행 상태

노경완
이종원

․내진검증 유지관리 절차 수립 및 이행
․내진검증 대상기기 목록 및 유지관리 현황
․내진검증 문서 확보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 현황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문(원자력안전과-611(2018.04.12.)에 의거 검사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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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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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검사결과

내진․내환경검증 유지관리

1.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성증진사항의 일환으로 내진검증 유지관리(관리
번호: W34-EQ-3)과 내환경검증 유지관리(관리번호: W34-EQ-4)가 진행중에 있다. 이는
월성

내진검증 및 내환경검증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내
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월성

3,4호기

내진 및 내환경검증 유지관

리 체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관련 품질보증체계
와 유지관리체계의 이행상태에 대해 별도의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하였다.

1.1

설계관리

가. 검사내용

· ·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 계통 기기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술기준

· ·

과 설계기준이 시방서 도면 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설계서류
에 명시하여야 하고,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로부터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내진․내환경검증과 관련한 설계관
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증 관련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5년간

수행된 내진․내환경검

나. 검사결과
월성

3,4호기는 1차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안전성 증진사항 도출 이후 내환경검증

체계구축 용역을 수행(‘12.08.01.~’15.12.31.)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침수위 이하
기기 이설, 내환경검증 사고해석 고에너지 배관파단 분석 후속조치 그리고 케이블 접속
부 개선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반된 ‘월성
검증(EQ) 기기 이설’ 등

4건의

설계변경과

‘EQ

3,4호기

정지냉각계통 내환경

케이블 접속부 개선’ 공사

1건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설계주
관부서는 관련부서의 기술검토 후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된 설계변경
제안서를 근거로 설계변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변경서는 ‘설계변경

서 작성 및 개정 관리’ 지침에 따라 품질등급,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등을 포함하여 작
성하였고,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설계기술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적합성을 검토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EQ케이블

접속부 개선’ 공사의 경우 엔지니어링 부서의 기술적 검

토를 바탕으로 임시절차서를 작성하였고,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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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KEPIC QAP-1

기본요건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문서화된 절차서, 지시서 또는 도면에 규정되어 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나, 상기 임시절차서에는 전선관 및 밀봉재 시공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검사지적사항표

20-04-005

참조).

설계변경업무가 적절한 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점검한 결과, ‘설계변경 관리’ 절차

에 따라 원 설계조직과의 계약 종료로 인해 설계 유자격업체인 한국전력기술(주)이 설

계변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회사는 설계변경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용역 도급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한 결과, 공사주관부서는 ‘정비작업 처리

관리’ 절차에 따라 작업오더를 발행하여 설계변경 사항을 시공 또는 변경하였고, 필요
시 관련 시험 또는 정비절차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소프트웨어의 변경의 경우 ‘제어용전산기 운영’, ‘설계변경’, ‘소프트웨어 형상관
리’ 절차에 따라 변경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소프트웨어 변경을 포함한 전체 설계변경의 적합성은 설계변경종합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의 적절성을 검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3)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3장 설계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

설계변경 관리(표준정비-9034B, 개정09)

엔지니어링문서 변경(표준정비-9034D, 개정04)
소프트웨어 형성관리(표준정비-9034E, 개정02)
정비작업 처리관리(표준정비-9680B,

12)
제어용전산기 운영(정비-66500A, 개정02)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표준운영-2012B, 개정06)
설계변경 제안 및 심의 관리(표준지침-9034B-01, 개정08)
설계변경서 작성 및 개정 관리(표준지침-9034B-02, 개정09)
설계변경 시공 및 준공 관리(표준지침-9034B-03, 개정09)

설계변경서 및 관련 준공자료

-

월이34-계측-63341-E1629(개정00)

3,4호기 정지냉각계통 내환경 검증(EQ) 기기 이설
- 월이34-계측-63631-E1627(개정00)
월성 3,4호기 S/G Blowdown계통 내환경검증(EQ) 기기
- 월이34-계측-67314-E1628(개정00)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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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

3,4호기 원자로건물 격리계통 내환경검증(EQ) 기기 이설
- 월이34-계측-63631-E1725(개정00)
월성 3,4호기 취출수배관 격리밸브(3631-PV1,2,3,4) 자동격리 로직 변경
4) 월성 3,4호기 EQ 케이블접속부 개선공사 관련 자료
- 한수원 공문: 월본(이계측)-19752, (2019.9.6.), 월본(이계측)-20070(2019.9.10.)
- 작업오더: 30659161
- 임시절차서: EQ 케이블 접속부 개선공사(‘20.01)(WS34I-임시-19-0004, 개정00)
- 월성 3,4호기 EQ 케이블접속부 개선공사 관련 FLEXIBLE CONDUIT 사용방안 적
절성 검토(2019.1.23.)
5)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제2016-16차(2016.8.17.), 제2017-1차(2017.1.18.), 제
2019-37차(2019.9.18.)
6) 설계변경심의위원회 회의록: 2014년도 제1차(2014.2.28.), 제2015-3차(2015.8.13.)
7) 설계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 제2015-4차(2015.6.2.), 제2016-9차(2016.10.27.)
8) 2019년도 및 2020년도 계통설계기술용역: 계약번호 제C19S004000호, 제C20-S001-000호
월성

1.2

구매서류관리

가. 검사내용

·

기기 자재 또는 용역 구매와 관련된 구매서류는 적절한 인원에 의해 작성 및 검토되
어야 하고, 규제요건, 기술기준 및 품질보증계획 요건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내진․내환경검증과 관련한 구매서류 관리가 적절히 이행되는지에 대하
여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3,4호기는 구매 시방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원자력 품질보증구매시방서 작
성 및 관리’ 절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기·자재의 구매서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구매
관리(기자재)’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사·용역 구매서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구매 관리(공사, 용역)’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상기 절차서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
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매서류 구성(설계기준, 기술요건, 품질보증요건 등)에 관한 사
항과 구매서류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진․내환경검증 대상 기자재 구매서류(기술규격서) 11건과 공사 및 용역시방서 1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기술규격서에는 구매품목의 적용범위, 적용 기술기준,
설계 및 사용조건, 기술요건, 시험 및 검사 요건, 일반규격품목 대체적용 요건, 품질서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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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출 요건, 공급자 시설 및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 등이 ‘구매 관리(기자재)’ 절

차에 따라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사 및 용역시방서에는 용역
의 적용범위, 기술기준, 설계기준, 품질보증 요건, 품질서류제출 요건, 공급자 시설 및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 등이 ‘구매 관리(공사, 용역)’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기술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문서

1)
2)

3)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4장 구매서류 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

구매 관리(기자재)(표준정비-9033A, 개정11)

구매 관리(공사, 용역)(표준정비-9033B, 개정09)

원자력 품질보증구매시방서 작성 및 관리(품질04-0001, 개정02)

표준기술규격서 작성, 개정 및 관리(표준지침-9033A-02, 개정08)

10461763 개정3, 10205028 개정4, 10186502 개정4, 10186514 개정3,
10330723 개정4, 10187686 개정3, 10602912 개정1, 10687696 개정0, 10590027 개정4,
QPS-A-001 개정2, QPS-A-002 개정0
4) 공사 및 용역시방서: 18-S-X-0044 개정1

1.3

기술규격서: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가. 검사내용
품목 및 용역의 구매는 규정된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

리 방법에는 공급자평가 및 선정, 품목이나 역무의 합부판정, 공급자가 제출한 품질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평가 등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내진․내환경검증과 관련한 구
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가 적합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1)
2)
3)
4)

공급자 평가 및 선정
품목의 합부판정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일반규격품 적용 및 관리

나. 검사결과

1)

공급자 평가 및 선정
- 10 -

3,4호기는 용역 또는 정비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 관리를 위해 ‘용역 및 정비공
사업체 등록관리’ 절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주 기기 수리업체 등록 및 관리를 위해
‘기기수리 업체 등록관리’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 상기 절차서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
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급자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문서화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
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진․내환경검증 대상 품목 공급업체의 공급자 심사보고서 5건 및 내진 관련 용역업
체 심사보고서 3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공급업체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공급업체 경영분야, 품질분야 및 기술분야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품목의 합부판정
구매품목의 인수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발전기자재 인수검사’ 절차와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보증확인서 검토에 관한 사항과 인수검사
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진․내환경검증 대상 안전성등급(Q등급) 품목의 인수검사보고서 7건을 표본으로 선
정하여 확인한 결과, ‘발전기자재 인수검사’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부서, 엔지니어링부서,
구조기술부서, 구매기술부서의 인수검사자에 의해 외관 육안검사, 품질증빙서류(QVD)
확인, 품질검증(Dedication) 여부, 불일치사항 종결여부 등의 검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인수검사 시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관리’ 절차에 따라 의혹자재 및
모조품 판정 점검표를 사용하여 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공급자로부터 제기된 공급자 불일치사항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약
월성

자 불일치사항 관리 및 계약자 제출서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Q등급

SDDR 1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 관리’ 절차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SDDR이 제출되면 구매기술부서 등에서 SDDR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유관부서에 대한 검토요청 및 해당부서로부터의 검토결과 반영도 관련 절차
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일반규격품 적용 및 관리
공급자 또는 자체 조직에서 수행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을 위한 ‘일반규격품 품질
검증’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반규격품목 품질검증
의 식별, 품질검증 적합성 확인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
품목 관련 구매업무 중 공급자로부터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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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CGID가 수행된 2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
과,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절차에 따라 CGID 계획서(공급자 제출분)에 대한 검토가 적
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GID 품목 납품시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절
차에 따라 CGID 보고서 내용(필수특성 및 적합성 확인기준, 시험 또는 검사 결과)을
적절히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내진․내환경검증 대상 품목 중

다. 검토문서

1)
2)

3)
4)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7장 구매 기자재 및 용역의 관리

절차서

-

용역 및 정비공사업체 등록관리(표준행정-9029A, 개정14)
기기수리 업체 등록관리(표준행정-9029C, 개정09)
발전기자재 인수검사(품질10-1001, 개정10)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관리(품질07-0003, 개정03)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 관리(품질07-1002, 개정04)
서류보완요구서 발행 및 관리(품질10-0005, 개정03)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표준정비-9024, 개정06)

공급자 심사보고서: 하비아,
이스코리아, 디티앤씨

㈜

Ellis&Watts, Sartrex, Kiectrics, Emerson,

두산중공업, 제

10001827510, 10001763297, 10001927396,
10001827510, 10001812073, 10001986309, 10002042211
5)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 19-월성-34-구매-003-Q
6) 공급자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계획서 및 보고서
- SAR-K001 Rev.8, CGD-064-219XBXP24VDC-1 개정1, 350030
7) 한수원㈜ 유자격공급자현황

1.4

한수원

인수검사보고서(검사로트번호):

내진검증 유지관리 이행 상태

가. 검사내용
월성

3,4호기

내진검증 업무가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안전성증진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1)
2)

내진검증 유지관리 절차 수립 및 이행
내진검증 대상기기 목록 및 유지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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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검증 문서 확보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 현황

나. 검사결과

1)

내진검증 유지관리 절차 수립 및 이행

3,4호기의 내진검증 유지관리 절차가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성증진사항(W34-EQ-03) 이행을 통해 ‘기기 내진검증
유지관리 절차’를 수립(‘14.10.)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절차서에는 내진검
증 대상기기 목록 관리(추가, 삭제 및 정보수정)와 보수·교체 및 신규기기 구매 시 내진
검증 측면의 검토 절차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절차서에 따라 내진검증 대상 기기에 대
한 기술 규격서, 내진검증 계획 및 인수검사 서류 검토 등의 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사 주관의 표준정비 절차서 개정 사항이 동 내진검증 유지관리 절
차서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내진검증 대상기기 목록 및 유지관리 현황
월성 3,4호기 내진검증 대상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목록이 작성되었는지와 관련 문서
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월성 3,4호기 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이후 수행된 안전성증진사항(W34-EQ-03) 이행을 통해 기존 기기 및 교체
기기의 내진검증 문서 정보가 포함된 ‘내진검증 대상기기 유지관리 목록(SQML)’을 신
규로 작성(‘15.12.)하였으며, 동 SQML에는 계통명, 기기번호, 기기명, 도면번호, 설치위
치, 제작자 정보 및 내진검증 문서번호 등의 관련 정보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내진검증 보고서 등의 관련 문서가 발전소 자료실 및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월성 3,4호기 내진검증 문서 미확보 기기(총 217건)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성
증진사항 이행 결과를 반영한 SQML 개정 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검증대상 제
외, 검증문서 추가확보 및 신규 생산 등에 대한 내진검증 대상기기 정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SQML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안전성 증진사항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가 확
월성

정되는 시점에 동 개정안을 내진검증 유지관리 절차서 등에 반영할 예정임을 확인하였
다.
다만, 내진검증 대상기기 교체에 따라 관련 기기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내진검증 대

상기기 관리 목록(SQML)은 이를 연계하여 개정하지 않은 사례

2건이

확인되어, 유사사

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검사지적사항표

20-04-003 참조).
3) 내진검증 문서 확보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 현황
월성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성증진사항 이행에 따른 내진검증 문서 미확보
기기에 대한 검증문서 확보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내진검증 문서 미확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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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건에

대해 문서확보 대상기기 제외(13건), 기존 검증문서 추가확보(167건) 및 검증문

서 신규 생산(37건)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검증문서 추가확보 건에 대해 검
토한 결과, 해당 기기에 대한 자료 재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내진검증 문서가

SQML

상의 기기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문서확보 대상 제외 기기에 대해 검토

한 결과, 신규기기로 교체되어 검증문서가 확보되었거나 상세 검토 과정에서 비내진범

주로 확인되어 문서 확보 대상기기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규 생산된
내진검증 문서에 대한 점검 결과, 해당 기기에 대한
된 내진검증 보고서상의 기기정보가 일치함을

SQML상의
확인하였다.

기기정보와 신규 생산

다. 검토문서

1)
2)

3)
4)
5)
6)
7)
8)

1.5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5장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절차서

-

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표준행정-9084A, 개정06)

기기 내진검증 유지관리 절차(표준정비-1762, 개정04)
구매 관리(기자재)(표준정비-9033A, 개정11)
월성
월성
월성

3,4호기
3,4호기
3,4호기

기기 내진검증 대상기기 관리 목록(SQML)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성 증진사항(W34-EQ-03) 이행현황

인수검사보고서:

10001861950, 10001919803
발전소 표준절차서 적용검토 요청: 월성(이안전)-10975
월성 3,4호기 안전관련 기기 내진검증향상 용역 최종보고서, 2014.

내환경검증 유지관리 이행 상태

가. 검사내용
월성

3,4호기

내환경검증 업무가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안전성증진사항을 반영하여 적절

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1)
2)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문서작성의 적절성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환경개선사항 적절성

나. 검사결과

1)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문서작성의 적절성
내환경검증(EQ) 대상기기 목록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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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번호, 기기명,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Q

대상기기

대상기기 목록(EQCL)”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안전기능, 품질등급, 제작사, 사양서

증수명 및 기기별 평가보고서(EQER) 문서번호 등의

EQ

EQCL은
번호, 설치/교체일, 검

대상기기별 정보가 관련 절차

서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QCL에

따른

EQ

기기별 평가보고서인

EQER

및

EQ

시험보고서인

차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Q

EQTR이

관련 절

대상기기 중 계측

3가지 품목에 대한 EQER 및 EQTR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전송기
(63432-PT310K/Rosemount社), 솔레노이드 밸브(67314-SV22Q1/ASCO社) 및 주감속재
펌프 모터(32110-PM1/Reliance Electric社)의 EQER이 대상기기별로 작성되어 유지․관리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송기 관련 EQER(TXPR-01), 솔레노이드 밸브 관련
EQER(IVPS-03) 및 주감속재 펌프 모터 관련 EQER(MTMV-01)은 관련 절차에 따라
EQER 1항 “검증문서”에 EQTR 관련정보(문서번호 포함) 및 평가결과를 기재하여
EQTR이 EQ 대상기기별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작성되어 유지․관리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상기 3가지 품목의 EQTR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송기 관련
EQTR(RMT-108025, Rev.G), 솔레노이드 밸브 관련 EQTR(AQR-67368, Rev.1) 및 주감속
재 펌프 모터 관련 EQTR(FNA7502EQR, Rev.2)을 점검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시험
정보 및 변경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들이 형상관리 업무시스템(드림스)에 저장되어 적절
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환경개선사항 적절성
EQ 대상기기 환경개선사항 관련 후속조치 및 현장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성 3,4호기 환경개선 조치사항 중 ‘침수위 불만족 기기 이설 및 EQ
케이블 접속부 환경개선’에 대한 현장조치가 관련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를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 결과, 대형냉각재상실사고(LOCA) 발생 시 요구되는 침수위
기준(2.4 m)에 미달하는 EQ 대상기기(예, 안전관련 압력조절밸브/63631-PRV1,2 및 솔
레노이드 밸브/63631-SV1,2 등)가 침수위 기준을 만족(2.4 m 이상)하도록 이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EQ 케이블 접속부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EQ 대상기기(예, 안
전관련 압력전송기/63210-PT55B 등)가 설계기준사고 시 케이블 접속부위 및 전동기 구
동밸브의 습분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부품(ECSA, Electrical Conduit Seal Assembly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현장 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Q 대상기기 환경조건 유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월성 3호기 14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데이터 취득 대상기기로 선정된 EQ
대상기기(예, 솔레노이드 밸브 63432-SV73)의 설치지역 환경조건에 따른 온도 데이터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검증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
소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도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도 모니터링 장비(예,
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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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LE12-15031)도 교정된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대상기기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였고, 데이터 수집 및 관리도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됨을 확인하였
다.
EQ 대상기기의 검증수명에 따른 부품 및 기기교체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
행되는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노내 중성자속 바나듐 검출기(예, 31741-VFD01 등)
의 경우 EQ 검증수명(30년)을 근거로 기기안전성평가에 따라 교체주기(10년)를 설정하
고, 관련 작업계획서(2220-WP-31740-PI-0001)에 따라 10년 이내로 해당기기가 교체되었
으며, 이러한 EQ 대상기기 교체 등의 정비사항은 관련 절차서(표준정비-9054)에 따라
형상관리 시스템(드림스)에 저장되어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문서

1)
2)

월성

3,4호기

내환경검증 대상기기 목록(W3/W4

내환경검증 평가보고서(EQER)

TXPR-01, Rev.0
솔레노이드 밸브(67314-SV22Q1/ASCO社) 관련 IVPS-03, Rev.0
주감속재 펌프 모터(32110-PM1/Reliance Electric社) 관련 MTMV-01, Rev.0
3) 내환경검증 시험보고서(EQTR)
- 전송기(63432-PT310K/Rosemount社) 관련 RMT-108025, Rev.G
- 솔레노이드 밸브(67314-SV22Q1/ASCO社) 관련 IVPS-03, AQR-67368, Rev.1
- 주감속재 펌프 모터(32110-PM1/Reliance Electric社) 관련 FNA7502EQR, Rev.2
4) 절차서
- 내환경검증 유지관리(표준정비-9054, 개정05)
- 내환경검증 온도/방사선 모니터링(표준정비-9054-01, 개정01)
5) 작업계획서
- 월성2발전소 원자로 조절계통 바나듐 검출기 교체(2220-WP-31740-PI-0001, 개정00)
6) 기타
- 월성1,2발전소 원자로제어계통 노내 중성자속 검출기 교체계획(안)(기술검토서,
2012.06.)
- 월성2발전소 EQ 대상기기 위치 격실별 온도 모니터링 결과 기록표

2.

-

전송기(63432-PT310K/Rosemount社) 관련

EQCL)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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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등의 측정 및 시험장비는
주어진 주기에 따라 교정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정관리의 적절성을 검사
하였다.

나. 검사결과

·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하는 공구 계기 계측기 등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
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교정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
과, 월성

3,4호기에서는 ‘시험장비

·

관리’ 절차에 따라 연간 및 월간 검 교정 계획을 수

립하여 규정된 주기마다 교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정용 표준시험장비 등을 관리하는 월성

3,4호기

시험장비실과 기계, 전기 및 핵연

료 정비용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한전KPS㈜ 공구실을 방문하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교정용 표준시험장비를 비롯한 측정 및 시험장비에

·

는 교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고, 해당 절차서에 따라 온 습도

(21~25℃, 30~60% R.H)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파손 또는 교정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서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하고 격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2019년 품질보증검사 이후 대외교정을 수행한 측정 및 시험장비 5개 품목(전기
식 온도 교정기, 공기식 제어시험기, 계수식 압력계, 온도계, 주파수 측정기)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교정관리의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구매서류에 교정기관 자격, 기술
요건 그리고 품질요건 등을 명시하여 대외교정 용역을 수행하였고, 각각의 교정성적서
에 대해 제작사 매뉴얼 등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20년 5월
이후에 대외기관이 발급한 교정성적서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험장비 관리’ 절차에 따라
파손유무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핵연료부 교정
담당자는 대외기관에서 발급한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성적서를 검토하지 않아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검사지적사항표

20-04-004

참조).

시험장비의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부적절한 시험장비로 판정된 장비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3월~4월에

대외교정 결과(95건)를 표본으로 점

검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계측제어부 등은 기수행된 측정 및 시험결과가 있는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서류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주 정비업체인
한전KPS㈜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

품질보증검사 이후

6건의

사용제한 판정 장비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해당 절차서 따
르면 사용제한 판정 계측장비에 대해서는 과거 정비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정비
건별로 수행하여야 하나, 동일유형 또는 동일직무 정비작업 수행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최종 정비건에 대해서만 유효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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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적사항표

20-04-004

참조).

다. 검토자료

1)
2)
3)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12장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절차서

-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표준정비-9185, 개정06)

-

계측제어부(5건):

·

계측시험장비 자체 검 교정(정비-69001A, 개정03)

한수원(주) 교정성적서 및 교정성적서 검토서

KISR20-00115-C-0017, KISR20-00115-C-0021, KISR20-00115-C-004,
200323Y127, 200323Y143
- 기계부(21건), 전기부(12건), 정비기술부(8건) 대외교정결과 사용적합성 검토결과 목록
- 연료부 측정 및 시험장비 목록(44종) 및 장비별 교정성적서
4) 부적합 장비 타당성 평가 관련 자료: 20003243-23, KISR20-00115-C-0049, 20001071-2
5) 대외교정 시험장비 인수 종합점검표(수행기간 2020-3.13.~4.29.) 95건
6) 시험장비 교정담당자 자격 검토 및 인증서: 계측제어팀 교정요원 (전기, 압력)
7) 월성원자력본부 2발전소 계측시험장비 교정기술용역 구매문서(18-S-J-0032, 개정0)
8) 공문: 월성(이계측)-1042(2020.6.1.), 월성(이계측)-455(2019.01.08.), 월성(이계
측)-1725(2020.01.28.)
9) 계측시험장비 월간 검교정 계획서(2019년 7월~2020년 6월)
10) 한전KPS(주) 절차서 및 문서
-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공원-기행-25, 개정10)
- 2019년 교정실적 및 2020년 교정계획
- 2019년 부적합 계측기 및 시험장비 통보서
- 2019년 부적합 장비 유효성 검토서(6건)
- 2019년 불용 및 손망실 확인서
- 공문: 월성2사업처-322(2020.01.21.), 월성2사업처-4390(2019.12.05.)
- 계측기 검교정 결과 합부판정 시트(2019년 9월 및 12월 교정기기)

3.

불일치품목의 관리

가. 검사내용
규정된 요건에 불일치하는 품목은 부주의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 되어야 하며, 관

리 방법에는 불일치품목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처리 및 관련조직으로의 통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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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불일치품목에 대한 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와
관리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규정된 요건에 불일치한 자재, 부품 및 기기의 사용이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및 관리’ 절차를 수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절차서에
는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는 불일치 품목에 대한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처리

및 관련조직으로의 통보사항이 적절히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불일치품목
보고서에 대한 주기적 경향분석을 위하여 ‘불일치품목보고서 경향분석’ 절차를 수립하
여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일치 품목에 대한 관리가 절차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된 불일치품목 보고서 중

Q등급

품목에 대해 발행된

8건을

2019년 7월

이후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

토하였다. 검토 결과, 식별된 불일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후에 ‘현상태 사용’ 또
는 ‘수리’로 결정된 불일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정조치 부서장은 불일치품목 처리계획 작성 시 해당
품목이 안전설비인 경우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부적합사항 여
부를 평가하는 등 불일치 품목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문서

1)
2)
3)

4.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15장 불일치품목의 관리

절차서

-

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및 관리(한수원 품질15-1001, 개정10)
불일치품목보고서 경향분석(한수원 품질15-0001, 개정04)

불일치품목보고서:

-01736

2200-QN202-01684, -01685, -01718, 01719, -01720, 01721, 01735,

시정조치

가. 검사내용
품질 위배사항은 발생되는 즉시 식별되어 조치되어야 한다. 품질 위배사항에 대한 식

별,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확인 등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또한,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를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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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결과
품질위배사항 및 중대한 품질위배사항 발생 시 이를 식별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계획서 제16장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 등

4종

의 품질보증절차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품질위배사항에 대한 일련
의 시정조치가 품질보증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에 적합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2019년 7월 이후 발행된 시정조치요구서(CAR: Corrective Action Report) 중
한수원 발행 4건과 상주협력업체 발행 2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사하였다. 검사 결
과, 품질 위배사항에 대한 CAR의 발행,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조치 내용
평가 및 종결처리 등의 활동이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었고, 품질보증감사에
서 그 유효성을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9년도 이후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의
보고 및 중대결함 처리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시정조치요구서에 대한 정기적인 경향분석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요구서 경향분석’ 절차에 따라 전년도 및 전전년도에 발행된 시정조치요구서
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년 동안 발행한 CAR 234건(2018
년도 160건, 2019년도 74건)을 대상으로 대상별·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기 위하여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경향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품질보증처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불일치품목보고서(NCR) 미발행’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일치품목에 대하여

NCR을

6건의 NCR

미발행 불

발행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측정 및 시험장비 교정성적서 검토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정성적
서 검토가 미흡한 장비가 시험 혹은 검사에 사용된 기록이 없어 부적합한 장비 사용에
따른 시험 혹은 검사결과의 유효성 평가 필요성이 제거되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종사
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련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16장 시정조치

절차서

-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품질16-0001, 개정06)
- 시정조치요구서 경향분석(품질16-0002, 개정03)
- 결함의 보고 및 처리(품질16-0003, 개정04)
- 작업중지요청서 발행 및 관리(품질16-0004, 개정01)
- [발전]부적합사항 보고(품질16-0005, 개정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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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조치요구서(CAR) 발행 및 종결현황
4) 2018년도 월성본부 운영분야 시정조치요구서 경향분석
482)
5) 시정조치요구서 및 시정조치결과보고서
- 한수원: 2200-QN101-00616, -00633, -00634, -00635
- 상주협력업체: 2200-QN101-00626, -00684

5.

결과 보고(품보(월발품보)-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

가. 검사내용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02호(부

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 체계가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
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부적합사항

보고’ 절차를 검토한 결과, 불일치품목보고서(NCR)에 대한 보고절차, 불

일치사항에 대한 부적합사항 판단절차, 부적합사항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02호에 적합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절차서에 따르면 안전관련설비의 경우, 불일치사항보고서(NCR) 발행시점으로부

48시간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NCR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
난 검사(2019년 5월) 이후 발행된 NCR과 월성 3,4호기의 공문발송이력을 검토한 결과,
총 3건의 NCR이 발행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보고되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또
한, 상기 NCR은 ‘부적합 및 불일치사항 기술평가표’를 통해 부적합사항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평가하여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검사 이후 월
성 3,4호기에서 규제기관에 보고한 부적합사항 보고 사례는 없으며, 품질증빙서류위조
점검 관련 불일치 사항(총 6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본사에 적절히 통보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터

다. 검토문서

1)

월성

3,4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 제15장 불일치품목의 관리
- 제16장 시정조치 (16.5. 부적합사항의 처리)

2)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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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발전]부적합사항 보고(품질16-0005, 개정02)
- [발전]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및 관리(품질15-1001,

개정10)

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보고

- 품보(월발품검)-5593(2019.7.31.), 품보(월발품검)-8104(2019.11.6.), 품보(월발품검)-1533(2020.3.6.)
4) QVD 위조관련 불일치품목보고서
- 2200-QN202-01699, -01700, -01701, -01702, -01703, -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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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

구분

지적

(3)

권고

(0)

제

목

관리번호

내진검증 대상기기 목록 유지관리 미흡

20-04-003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미흡

20-04-004

임시절차서 작성 미흡

20-04-005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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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적사항표

①관리번호 2 0 - 0 4 - 0 0 3 ②검사종별 0 7 - 02 ③지적유형 0 8
④수검기관 1 1 한국수력원자력(주) ⑤원자로분류 1 3 3 4 ⑥검사대상 9 9
품질평가실 김월태(서명)
⑦검 사 자 기계재료평가실 노경완(서명) ⑧검사일자 20.06.30. ⑨발급일자 20.07.03.
기계재료평가실 이종원(서명)
⑩수 검 자 구조기술부장 김태일(서명) ⑪요구일자 21.02.26. ⑫종결일자 . . .
⑬ 제 목 내진검증 대상기기 목록 유지관리 미흡

⑭지적내용

내진검증 대상기기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내진검증 대상기기 유지관리 목록(SQML)
이 수정되어야 하나, 기기 교체에 따른 변경사항이 유지관리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기기번호: 52900MCC40/41, 67211LIT15/16)가 확인됨.

⑮지적근거

기기 내진검증 유지관리(표준정비-1762, 개정04)
7.5 기기 정보 수정
7.5.1 정비부서장은 기기 내진검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보 및 그
사유를 구조기술팀장에게 통보한다.
7.5.2 구조기술팀장은 관련사항을 유지관리 목록에 기입하고 확인자를 기록한다.

⑯시정요구내용

유사사례를 확인하여 시정조치하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검사지적사항표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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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번호
④수검기관
⑦검 사 자
⑩수 검 자
⑬제 목

⑭지적내용

검사지적사항표

2 0 - 0 4 - 0 0 4 ②검사종별
1 1 한국수력원자력(주) ⑤원자로분류
품질평가실 김상진(서명) ⑧검사일자
연료부장 전찬동(서명) ⑪요구일자
정비기술부장 김현철(서명)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미흡

0 7 - 02 ③지적유형 0 4
1 3 3 4 ⑥검사대상 9 9
20.06.30. ⑨발급일자 20.07.03.
20.12.31. ⑫종결일자 . . .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됨.
1. 교정담당자는 대외 교정 결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연료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음.
2. 사용제한으로 판정된 계측장비에 대해서는 과거 정비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정비 건별로 수행하여야 하나, 한전KPS(주)는 2019년 하반기에 판정된 모든 사용제한
계측기(6건)에 대해 동일유형/동일직무 정비작업 수행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가장
최근 정비건에 대해서만 유효성 검토를 수행함.

⑮지적근거

1.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표준정비-9185, 개정06) 7.6 시험장비의 교정
7.6.6 교정담당자는 교정한 시험장비에 대해 교정성적서를 작성 및 검토하고 교정
결과가 적합한 시험장비에 대해 교정필증과 교정 봉인지를 부착한다.
2. 한전KPS(주)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공원-기행-25, 개정10) 6.4 사용제한 판정 계측기 처리
6.4.2 사용제한 판정 계측장비 사용현황을 확인한 사용자는 ‘사용제한 계측기 사용실
적’과 ‘사용제한 계측기 유효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고객사에게 제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
‘사용제한 계측기 유효성 검토서’는 정비 건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동일유형 설비 및 동일직무에 적용된 정비작업에 대하여 일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⑯시정요구내용

1. 지적내용을 포함하여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 결과의 유효성을 검토하지 않
은 사례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2. 한전KPS(주)는 사용 제한으로 판정된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해 판정 이전에 사용
된 모든 정비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할 것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검사지적사항표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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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번호
④수검기관
⑦검 사 자
⑩수 검 자
⑬제 목

⑭지적내용

검사지적사항표

2 0 - 0 4 - 0 0 5 ②검사종별
1 1 한국수력원자력(주) ⑤원자로분류
품질평가실 김상진(서명) ⑧검사일자
계측제어부장 고병무(서명) ⑪요구일자
임시절차서 작성 미흡

0 7 - 02 ③지적유형 0 3
1 3 3 4 ⑥검사대상 9 9
20.06.30. ⑨발급일자 20.07.03.
20.12.30. ⑫종결일자 . . .

내환경검증 케이블 접속부 개선공사를 위해 임시절차서(WS34I-임시-19-0004)를 수립하
였으나, 일부 절차(전선관 및 밀봉재 시공)가 절차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수행됨.

⑮지적근거

KEPIC QAP-1, II. 기본요건
5.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문서화된 절차서, 지시서, 도면에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⑯시정요구내용

누락된 절차가 작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업결과에 추가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검사지적사항표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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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개여부

○)

비공개(

)

연구위탁기관

규제사업(품질보증검사)

보고서 종류
계 약 번 호

월성

3,4호기

품질보증검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이용

시설 품질보증검사 절차(품질검사-검사-01)’에 따라 ‘특정분야 심화검사’를
수행함. 특정분야 심화검사는 전체 품질보증활동 중 특정분야의 품질보증
활동의 적절성을 심층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 최근 품질보증검사 경험
등을 반영하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등 총

3개

분야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함. 또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안전성증진사

항 중 내진․내환경검증과 관련한 안전성증진사항의 이행 상태와 부적합사

초록

(200단어

내외)

항 보고와 관련한 이행 상태에 대한 검사도 수행함.
검사 결과, ‘내진․내환경검증 유지관리’ 분야에서

2건과 ‘측정

및 시험장

비의 관리’ 분야에서 1건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구매품목를

발급함. 이를 제외한 검사분야에서는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
견되지 않음. 또한, 월성
검사 결과, 고시

3,4호기의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여부에
제2018-2호(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
부적

합사항 평가 및 보고절차를 적절히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주제어 키워드

(10단어

내외)

품질보증검사, 월성

3,4호기,

구매품목, 내진검증, 내환경검증, 설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