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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종합의견 및 결론

검사 개요

1.

가. 검사목적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확인

나. 현장검사기간

2020년 7월 6일(월)

∼

2020년 7월 10일(금) (5일간)

다. 검사중점사항

o

이번 검사는 품질보증 세부요건 전체(총
선정하지 않음.

18개)에

대한 검사로 별도의 중점검사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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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에 관한 기준”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라)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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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
관한 품질보증 활동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6호기 운전에
제68조에서 제85조까지

의 요건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13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였다. 또한, 한빛

5,6호기의

부적합사항의 보고규정 이행 체

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2호(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지를
검사하였다.

검사팀은 한빛

5,6호기에서

수행하는 품질보증 활동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품질보증 조직)에서 제85조(감사)까지의 기준
에 따라 ‘품질보증 조직’ 및 ‘품질보증 계획’ 등

18개

요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2호(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적
합사항 보고규정 이행 분야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한빛
보증
이행

5,6호기에서 수행하는 품질
활동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분야에서 1건의 검사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나. 검사지적사항과 권고사항

1)

검사지적사항: 1건

관리번호

제

목

내

용

불일치품목보고서(NCR)를 통보받은 평가 주관 부서장은 불

20-05-009

부적합사항 여부

일치사항이 발견된 날로부터

를 확인하는 기

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술평가 미수행

수 불만족’
않음.

2)

(2019.1.4.)에

권고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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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부적합사항에
하나, NCR ‘펌프 축 슬리브

해
치

대한 부적합사항 평가를 수행하지

I I.

1.

검사경위 및 검사항목
검사 경위

○ 검사계획 통보
○ 현장검사업무 수행

: 2020. 6. 24.
: 2020. 7. 6. ～ 2020. 7. 10.

※ 검사전·후 회의는 COVID-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개최하지 않음.

2.

검사팀 구성 및 검사분야

가. 검사팀 구성

1) 검사팀장: 품질평가실 문찬기
2) 검 사 원: 4명(문찬기, 최길수,
나. 검사원별 검사분야

최신용, 황선민)

성 명

검

사

분

야

- 품질보증 조직
- 품질보증 계획
문찬기

- 불일치품목의 관리
- 시정조치
-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
- 구매서류관리

최길수

-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 특수작업의 관리
- 품질보증기록
-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 검사

황선민

- 시험관리
-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 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 설계관리
- 서류관리

최신용

- 품목의 식별 및 관리
- 취급·저장 및 운송
- 감사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문(원자력안전과-611(2018.4.12.))에 의거 검사분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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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Ⅲ
1.

검사결과

.

품질보증 조직

가. 검사내용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권한과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1)
2)

조직의 권한과 의무
품질보증조직의 권한과 독립성

나. 검사결과

1)

조직의 권한과 의무
운영허가 신청서류인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이하 ‘품질보증계획

서’라 함)’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사항이 기술되어 있으
며, 동 사항의 변경 시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4조(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변경허
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빛

5,6호기의 경우 2019년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품질보증계
획서를 개정한 바 있다(원자력심사과-869, 2019.8.9.). 변경허가 신청 내용은 ‘제작품질팀’
을 ‘제작품질센터’로 변경하고 ‘PRM 검증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조직의 책임
사항이 품질보증계획서의 하위문서(절차서, 지침서 등)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하였다. 변경허가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자재 제작 품질검사’ 절차에는 품질보증계획서
에 기술된 조직의 책임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품질보증 조직의 권한과 독립성
한빛 5,6호기의 품질보증담당 조직은 품질보증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발전소가 아닌
본사 품질보증처장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어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직상
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품질보증담당 조직은 품질검사, 품질감독

및 감사 등의 품질보증 업무를 통해 비용이나 공정에 관계없이 품질문제의 제기, 품질문
제 해결방안 제시 및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1장 조직

절차서

-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개정 및 관리(품질02-1001, 개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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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품질05-0001, 개정6)
기자재 제작 품질검사(품질10-0001, 개정4)
정비 품질검사(품질10-1002, 개정3)
운전 품질검사(품질10-1003, 개정4)
품질보증감사(품질18-0001, 개정11)

품질보증계획

가. 검사내용
품질보증계획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사
항과 품질의 달성과 확인을 위한 검사자 및 감사자에 대한 자격부여에 대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적인 이행상
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1)
2)
3)

교육 및 훈련
검사자 및 감사자 자격부여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 평가

나. 검사결과

1)

교육 및 훈련
품질부서 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품질보증 교육 및 훈련’ 절차와 품질부서 이외의 발

전소 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발전소 직원 교육훈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
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 및 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기록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품질부서인 한빛발전품질팀과 그 외 발전소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을 검토한 결
과,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교육훈련계
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품질보증요건 및 관련 절차서 등에 관한
사·내외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검사자 및 감사자 자격부여
품질검사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품질검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절차와 감사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선임감사자, 감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
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사 및 품질보증감사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과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빛

5,6호기에서는

5개 전문분야에서 34명의
검사(2019년 1월) 이후에 자격이

관련 절차에 따라 원전기계 등

사자가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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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
부여된

5명에

대하여 자격부여 내용을 점검한 결과, 관련 절차서에 규정된 경력, 교육 및 현장

직무훈련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적절히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품질검사자의 정기적인
자격평가도

1년

6명이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검사
부여된 선임감사자 2명과 감사자 2명에 대한 자격부여의 적절성을 점검
절차서에 규정된 학력,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실적, 시험평가 결과 및
등의 자격평가 기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에 따라 감사자
이후에 자격이
한 결과, 관련
감사 참여경력

3)

주기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품질감사자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

5명과

선임감사자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 평가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품질보증계획 유효성 평가’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사, 감독, 경향분석 등을 통한 품질보증계획의 이
행상태 확인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품질보증계획

유효성 평가’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는 지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

의 이행상태 확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품질보증감사 및 감독 이행상태, 불일치품목보고
서와 시정조치요구서 경향분석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품질보
증계획의 유효성 평가를

1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종 승인된 해

당년도 품질보증계획 유효성 평가 보고서는 경영진에게 보고되었으며,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 개정 등 적절한 시정조치가 수행되어 ‘품질보증계획 유효성 평가’ 절
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2장 품질보증 계획

절차서

-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개정 및 관리(품질02-1001, 개정5)
- 품질보증계획서 유효성 평가(품질02-0001, 개정5)
- 품질보증 교육 및 훈련(품질02-0002, 개정4)
- 선임감사자, 감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품질02-0003, 개정5)
- 품질검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품질02-0004, 개정8)
- 발전소 직원 교육훈련(표준운영-2082B, 개정4)
3) 2019년도 한빛발전품질팀 품질보증 교육계획(안)(품보(빛발품보)-180)
4) 2020년도 한빛발전품질팀 품질보증 교육계획(안)(품보(빛발품보)-233)
5) 2019년도 발전소 교육훈련 계획서 및 실적 보고
6) 2020년도 발전소 교육훈련 계획서
7) 2020년도 한빛발전품질팀 품질검사자 및 감사자 자격현황
8) 품질검사자 자격평가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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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품검-원전기계-고급-0087, 품검-원전계전-중급-1265, 품검-원전기계-중급-1300, 품검콘크리트-중급-1033, 품검-원전방호도장-중급-1057

선임감사자 및 감사자 자격평가 및 인증서

- 선임감사자: 품감-원자력-선임-1215, -1231
- 감사자: 품감-원자력-감사-1492, -1487
10) 2019년도 한빛 5,6호기 품질보증계획 유효성
3.

평가 보고서

설계관리

가. 검사내용
품질보증 대상 설비의 설계 변경 시에는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 도면

등에 반영되어야 하며, 설계변경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
계 변경 시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였다. 또한, 설계변경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가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설계 변경 및 교체를 위한 ‘설계변경 관리’, ‘가동원전 보수·

교체 프로그램’ 절차와 이에 대한 하위 문서인 ‘설계변경서 작성 및 개정 관리’ 지침을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계변경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
한 방안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계관리 업무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빛

SG교체에

기

따른 보조급수계통 배관지지대 설계개선’과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5,6호

출구 격

리밸브 핸드스위치 개도 지시상태 로직 변경’에 관한 설계변경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제안부서가 설계변경서를 작성하였

으며,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PNSC) 및 설계기술검증위원회가 그 적합성을 심의․승인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변경서에는 품질등급,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등이 명시
되어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면수정, 절차서 제․개정 및 설계문서 등의
개정을 수행하여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3장 설계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

설계변경 관리(표준정비-9034B, 개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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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4.

-

가동원전 보수·교체 프로그램(표준정비-4022, 개정4)

설계변경 제안 및 심의 관리(표준지침-9034B-01, 개정8)

설계변경서 작성 및 개정 관리(표준지침-9034B-02, 개정9)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표준운영-2012B, 개정6)

설계변경서: 영삼56-계측-462-1616, 영삼56-설비-542-1930
한빛

5,6호기

설계변경 현황(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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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서류 관리의 적절성에 대해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품질보증구매시방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원자력 품질보증구매시방서 작성 및 관

리’ 절차와 기기·자재의 구매문서 작성 및 관리를 위한 ‘구매 관리(기자재)’ 절차, 그리
고 공사, 용역 구매문서 작성 및 관리를 위한 ‘구매 관리(공사, 용역)’ 절차를 검토한 결

과, 품질보증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매서류 구성(설계기준, 기술요건, 품질보증요건

등)에 관한 사항과 구매서류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구매서류관리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빛
안전등급(Q등급) 기자재 구매문서(기술규격서)

5,6호기

3건과 안전등급(Q등급) 관련 공사 및 용
역시방서 3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술규격서에는 관련 절차
에 따라 해당되는 구매품목의 적용범위, 적용 기술기준, 설계 및 사용조건, 기술요건,
시험 및 검사 요건, 일반규격품목 대체적용 요건, 품질서류제출 요건, 공급자 시설 및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 등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사
및 용역시방서에는 용역의 적용범위, 기술기준, 설계기준, 품질보증 요건, 품질서류제출
요건, 공급자 시설 및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 등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
인하였다. 표본검토한 Q등급 기자재 구매문서(기술규격서) 및 공사 및 용역시방서의 경
우,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능력 인증절차’에 따라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인증서(Job
Qualification Cards)를 취득한 자가 구매서류를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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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4장 구매서류 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

구매 관리(기자재)(표준정비-9033A, 개정11)

구매 관리(공사, 용역)(표준정비-9033B, 개정10)

원자력 품질보증구매시방서 작성 및 관리(품질04-0001, 개정2)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능력 인증절차(표준운영-2082C, 개정2)

표준기술규격서 작성, 개정 및 관리(표준지침-9033A-02, 개정8)

3) 기술규격서: 2300-TS-1-l-iden-items-02(개정4), 10664658, 10027207
4) 공사 및 용역시방서: 19-C-J-0031(개정0), 19-S-J-0057(개정0), 19-S-J-0074(개정0)
5) 구매기술분야 JQC 취득 현황(JQC-ALL-PE06, 개정3)
6) Q등급 품목 구매 목록(2019.1.1.∼2020.6.30)
5.

·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가. 검사내용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수행방법은 사전에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으로 작성되
어야 하며,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방법의 문서화 및 판정기준 포함여부에 대해 검
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절차서의 작성·검토·승인을 위한 ‘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서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과
검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빛

5,6호기에서는

업무의 사용범위에 따라 품질보증절차서, 운영절차서, 표준절차서

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시절차서 등을 수립하여 업무의 수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절차서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작성·검토·승인 되는지

3건, 정기시험절차서 5건 및 임시절차서 1건을 표본으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절차서가 작성·검토·승인 되었으며,

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절차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검사·시험 등에 사용되는 절차서에는 규정된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합격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 절차에 따르면 절차서 작성부서는 작성된 절차서에 대해
매 2년마다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신규 작성 및 개정된
절차서가 원전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PNSC) 심의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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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빛

5,6호기에서

사용하는 운영절차서

여 확인한 결과, 해당 절차서 작성부서는 매

2년마다

6건을

표본으로 선정하

주기검토서로 인허가문서 개정 내

용, 설계변경 사항 등의 반영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어 해당 절차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
한 주기검토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특정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수립한 임시절차서

PNSC

12건

중 안전성 관련 임시절차서

상정을 관련 부서에 제안하고, 해당 절차서는

있어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PNSC
확인하였다.

1건의

경우 작성부서가

심의가 수행된 후 사용되고

다. 검토자료

1)
2)

3)

4)
5)

6.

한빛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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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절차서

-

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표준행정-9084A, 개정8)
절차서 사용 및 준수(표준행정-9084B, 개정4)
임시변경 관리(표준정비-9034C, 개정6)

정기시험절차서(개정요구서, 작성/개정 검토서 포함)

- 육안누설검사(정기-3400E, 개정9)
- 1차기기 냉각해수펌프 자동기동 시험(정기-3462A, 개정4)
- 비상디젤발전기 시험(정기-3591A, 개정25)
-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 열부하제거 성능확인 시험(정기-3601C,
- 수소재결합기 교정(정기-6443, 개정4)

개정1)

임시절차서

- 1차기기 냉각해수펌프
-5599A, 개정1)

출구 격리밸브 핸드스위치 개도 지시 논리

변경(임시

절차서 주기검토서

-

주기검토-기행-2400C(18.9.10.), 주기검토-기행-2400D(18.9.10.), 주기검토-정비-6431C(19.4.10.),

주기검토-정비-6431D(18.10.30.), 주기검토-정비-6700A(19.8.16.), 주기검토-정비-6700B(19.08.16.)

서류관리

가. 검사내용
지시서·절차서·도면 등의 서류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또는

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해당 서류가 배부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의 작성과 배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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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결과
지시서, 절차서 등의 서류관리를 위한 ‘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 절차와 ‘자료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상세 방안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류관리 업무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보증절
차서

1건,

표준절차서 3건과 정기시험절차서

5건

등 9건의 절차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절차서를 작성,
검토 및 승인하고 있으며, 서류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개정 및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확인하기 위해 한빛

‘발전팀

9건의

5호기

절차서가 배부목록에 따라 적절히 배부되고 관리되는지

주제어실을 현장점검하여 확인한 결과, ‘자료관리’ 절차서와

자료관리’ 지침서에 따라 최신 개정본이 주제어실에 배부되어 해당업무를 수행

하는 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7.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6장 서류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

품질보증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품질05-0001, 개정6)
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표준행정-9084A, 개정8)
자료관리(표준행정-9014, 개정6)

정기 및 주기시험 관리(표준시험-3185, 개정5)

발전소보호계통 비교논리 기능시험(정기-6711-05, 개정4)
원자로건물 종합누설시험(정기-4445-04, 개정8)
소내방사선 감시계통시험(정기6761-01, 개정8)

안전등급 소내전원 절체시험(정기-5823-02, 개정7)
안전밸브 압력설정치시험(정기-4441, 개정6)
발전팀 자료관리(발전지침-9014-01, 개정3)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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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방법에는 공급자 평가 및 선정, 품목이나 역무의 합부판정, 공급자가 제출한 품질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평가 등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
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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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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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결과

1)

공급자 평가 및 선정
보조기기 공급자의 평가, 등록 및 유자격공급자 관리를 위한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관

리’ 절차와 대리점 및 예비품목 공급자 평가, 등록 및 유자격공급자 관리를 위한 ‘예비

품목 공급자 등록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급자 평
가 방법, 평가 결과의 문서화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급자 평가 및 선정업무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빛

5,6호기

안전성등급(Q등급) 품목 공급업체의 공급자 심사보고서

2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현장심사 및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

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일반경영분야, 품질분야 및 기술분야 평
가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유자격공급 업체(보조기기, 예비품)로 선정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2)

품목의 합부판정
구매 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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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등급 ‘제
결과, 관련 절

품목의 합부판정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카드’ 등의 인수검사보고서 3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차에 따라 원전품질검증부서, 엔지니어링부서, 구조기술부서, 구매기술부서의 인수검사

자에 의해 외관 육안검사, 품질증빙서류(QVD) 확인, 품질검증(Dedication) 여부, 불일치
사항 종결여부 등의 검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수검사자는 위·모조품이

부적절하게 사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혹자재 및 모조품 판정 점검표를 사용하여 검
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수검사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관련 절
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공급자로부터 제기된 공급자 불일치사항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 관리’ 절차와 인수검사 중 기자재 공급업체가 제출한 품질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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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D)

등의 불일치사항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서류보완요구서 발행 및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약자 불일치사항 관리 및 계약자 제
출서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급자가 제기한 불일치사항에 대한 관리업무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

Q등급 품목 관련 구매업무 중 공급자로부터 제기된 공급자 불일치
사항 처리요청서(SDDR) 4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불일치사항에 대한 SDDR이 제출되면 구매기술부서 등에서 SDDR
의 결함내용과 처리방법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
우 설계관리부서, 구매계약부서 및 품질검사부서에 설계변경, 품질 관련 검토 등을 의
뢰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도면 및 기술규격서 등을 변경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빛 5,6호기의 인수검사 중 발행된 서류보완요구서(DDN)에 대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DDN 4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품질증빙서류(QVD)를 일부 미제출하거나 발행서류 진위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등
서류제출요건이 불만족한 경우 DDN이 발행되었고, 기자재 공급계약자가 조치 결과를
제출하면 품질검사팀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하여 DDN 후속조치가 관련 절차
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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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업무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자가 수행한 CGID 2건(Fuse 등) 및 자체 수행한 CGID 2건(Motor 등)을 표
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CGID 계획서에 모기기의
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기능 및 부품의 고장모드 확인 결과를 반영한 필수특성이 선정되어 있는지와 필수
특성 확인 방법 및 품질검증 적합성 확인 기준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CGID

계획서 점검표’로 점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GID를

수행한 기자재가

‘CGID 보고서 점검표’에 따라 CGID 보고서에 기술된 필수특성
기준이 CGID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시험 또는 검사결과의 만족

납품되면 기술부서가
및 적합성 확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매된 품목이 안전성 품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하고 있어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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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7장 구매 기자재 및 용역의 관리
2) 절차서
-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관리(표준행정-9029B, 개정10)
- 예비품목 공급자 등록관리(표준행정-9029D, 개정11)
- 발전기자재 인수검사(품질10-1001, 개정10)
-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관리(품질07-0003, 개정3)
-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 관리(품질07-1002, 개정5)
- 서류보완요구서 발행 및 관리(품질10-0005, 개정3)
-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표준정비-9024, 개정6)
3) 보조기기, 예비품 공급자 심사보고서: 피티케이(주), ㈜한국셀시스템
4) 한수원㈜ 인수검사보고서(검사로트번호): 10001983708, 10002090839, 10001978955,
5) 한빛 3발 SDDR 목록(2019.1.현재)
6)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SDDR): 19-한빛-56-구매-001-Q, 19-한빛-56-구매-004-Q,
20-한빛-56-구매-001-Q, 19-한빛-56-구매-006-Q
6) 서류보완요구서(DDN): 2300-QN505-00376, 2300-QN505-00385, 2300-QN505-00402,
2300-QN505-00437
7) 공급자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계획서, 계획서 점검표, 보고서 및 보고서 점검표
-SDR-한빛3-18-계측-136, SDR-한빛3-19-기계-001
8) 자체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계획서, 계획서 점검표, 보고서 및 보고서 점검표: DR-한빛3-18전기-064(개정0), DR-한빛3-18-계측-013(개정0),
9)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현황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가. 검사내용
정확하고 합격된 품목만이 사용되거나 설치되기 위한 품목의 식별 및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식별표시는 품목에 직접 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문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의 식별 및 관리 상태에 대해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품목 식별 및 관리를 위한 ‘발전소 운영용 자재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
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수부터 사용까지의 관리 방안과 물리적인 식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품목 식별 및 관리 절차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재창고를 현장점검하여 저장

- 15 -

품목

1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물자관리부

서에서 품목의 외관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였고, 검수 통과된 품목에 대해 저장
품목별 자재번호, 품질등급, 저장등급, 저장수명 등을 명시한 자재식별꼬리표를 품목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류보완요구서(DDN)가 발행된 품목

3건

에 대한 식별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
기 위하여 꼬리표가 부착되어 자재창고 내 격리구역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동기 등 주기적으로 작동 또는 점검을 수행하는 품목에 대한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이온교환수지, 전동기)에 대한 주기검사 결과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
토하였다. 검토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품목의 점검주기에 점검이 이뤄지도록 물

자관리부서에서 설비운영부서에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설비운영부서는 요청된 품목에
대한 주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물자관리부서로 송부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적
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8장 기자재의 식별관리

절차서

-

발전소 운영용 자재관리(표준정비-9007A, 개정4)

서류보완요구서 발행 및 관리(품질10-0005, 개정3)

3) 저장등급A 품목(자재번호): 200217706, 200210156, 200309896, 200309911, 200219938
4) 저장등급B 품목(자재번호): 200318992, 200305630, 200101962, 200204469, 200359857
5) 서류보완요구서(DDN): 2300-QN505-00388, 2300-QN505-00409, 2300-QN505-00422
6) 2019~2020년 저장품 주기검사 결과(이온교환수지, 전동기)
9.

특수작업의 관리

가. 검사내용
용접 및 비파괴검사 등의 특수작업은 적용 기술기준, 기술시방서 및 기타 특수요건에

따라 승인된 절차서를 사용하고 자격이 인정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특수작업 관리의 적절성을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외부 업체와 특수작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인원, 절차서 등에 대한 자격인증요건을 확인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해 ‘한빛

5,6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부’ 예방정비 업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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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검토 결과, 공사주관부서는 외부 업체가 특수작업(용접, 비파괴검사)을 착수하기

이전에 해당 업체의 특수작업절차서, 품질검사계획서, 특수작업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인증 기록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작업결과를 검토한 결과, 용접 및 비파괴검사
작업이 승인된 용접절차시방서(WPS) 혹은 액체침투탐상검사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3)
4)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9장 특수작업관리

두산중공업㈜ 절차서 및 작업기록

-

원자로헤드 관통부 예방정비(HB56M-431-RV-D-001A-Q, 개정1)
품질검사계획서(QP):

N18022-110QP-SE01(개정0)
용접절차시방서(WPS): A-T-0808-590(개정0)
용접절차검정서(PQR): QA-T-0843-054(개정A)
용접사 자격인정 기록

앤스코㈜ 절차서 및 작업기록

-

원자로헤드 관통부 예방정비 침투탐상검사(PT)(HB56M-431-RV-I-002A-Q, 개정00)
액체침투 탐상검사 보고서:

HB#5-JISCORP-P200613-001

앤스코㈜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정 기록

검사

10.

가. 검사내용
품목 또는 업무가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계획이 사전에 수립
되고, 해당 검사는 검사대상 업무에 독립적인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해 검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을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기자재 제작, 외주수리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한 ‘기자재 제작 품질검사’ 절차와 ‘정비

품질검사’ 및 ‘운전 품질검사’ 절차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
사계획 수립, 검사자 자격인증에 관한 사항과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
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사업무가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품목 및 용역에 대한
품질검사 중 외주수리 품질검사
사

5건을

5건,

기자재 제작 품질검사

2건과

정․주기시험 품질검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외주수리 및 기자재 제작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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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기자재 제작업체 또는 외주수리업체 등이 작업공정, 참조문
서 및 공급자 품질검사점 등이 명시된 품질계획(QP)을 한수원(주)에 제출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한수원(주)의 품질검사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검사대상 품목의 중
요도/품질등급, 특수작업(용접, 비파괴 등) 및 주요 성능시험(수압, 누설 등) 등을 고려
하여 품질검사점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검사점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외주수
리 및 기자재 제작업무에 대한 검사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정·주기시험에 대한 품질검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시험 전에 품질검사점이 선
정되었으며,

‘Witness’로 선정된 검사점에 대해서는 검사자가 입회하여 합부판정을 수행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합부판정은 검사대상 업무를 수행 또는 감독하지 않은 품질검사
자가 수행하였으며, ‘품질검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절차에 따라 각각 계전, 기계,
방호도장, 원전토건 분야의 검사자(중급 이상)로 자격을 부여받아 품질검사가 관련 절
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서(개정31-1), 제10장 검사

절차서

-

품질검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품질02-0004, 개정8)
기자재 제작 품질검사(품질10-0001, 개정4)
정비 품질검사(품질10-1002, 개정3)
운전 품질검사(품질10-1003, 개정4)

3) 기자재 제작 품질검사 관련서류(검사로트번호): 10001983708, 10002090839
4) 외주수리 품질검사 관련서류(오더번호): 30629471, 30610097, 30610348, 30610957,
30610098
5) 정·주기시험 보고서 및 시험결과 기록지
- 비상디젤발전기 시험(정기-3591A, 개정25)(시험일자: 2020.6.25.)
- 재장전수 탱크 및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수위 및 붕소농도 점검(정기-3463B, 개정4)
(시험일자: 2020.7.2.)
- 연료건물 비상배기계통 운전가능성 시험(정기-3604A, 개정6)(시험일자: 2020.7.6.)
- 살수/스프링클러 외관, 작동기능 점검(주기-3691C, 개정12)(시험일자: 2020.7.7.)
- 내진범주 I등급 화재방호계통 펌프 및 밸브 배열상태 확인(주기-3691C, 개정9)(시험
일자: 2020.7.7.)
6) 한빛 발전품질검사팀 품질검사자 자격관리 현황 및 자격증
11.

시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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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내용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시험계획이 수립되고 이
행되어야 하며, 관련 시험절차서에는 시험의 선결조건과 필요한 기기·장비가 규정되어
야 한다. 또한, 시험결과는 문서로 작성되어 합격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1)
2)

시험계획 및 시험절차서
시험결과 문서화 및 평가

나. 검사결과

1)

시험계획 및 시험절차서
정기시험과 주기시험의 계획수립과 시험수행, 합부판정 등을 위한 ‘정기 및 주기시험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계획 및 시험절차서

의 작성 범위에 관한 사항과 시험결과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전운영팀은 관련 절차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정기 및 주기시험 수행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시험주관부서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정기시험 절차서

3건 및 주기시험 절차서 2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정기 및 주기시험 관리’ 절차에 따라 시험 초기조건 및 환경조건, 시험요원 자격요건,
시험에 필요한 기기·장비 및 검·교정요건, 시험절차 및 시험합격 판정기준 등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시험결과 문서화 및 평가
정기시험 보고서 3건 및 주기시험 보고서 2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관
련 절차에 따라 유자격 시험요원이 시험을 수행하였고, 시험결과를 결과 기록지 등에
기록한 후 정·주기시험 보고서로 문서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험결과에 대
해서는 시험책임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자격이 부여된 품질검사원이 시험에 입회하
여 합부판정을 수행하는 등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기 및 주기시험 관리’ 절차에 따르면, 시험주관부서는 정·주기 시험의 일정변경 사
유 발생 시 시험관리부서 및 발전품질검사팀에 통보하고 지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기
술되어 있다. 그러나, 한빛

5,6호기에서 수행된 ‘격납건물 팬 냉각기 운전가능성 시험’의
경우 정·주기 시험의 최대허용일(7일)보다 지연되어 수행되었음에도 시험주관부서가 발
전품질검사팀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한수원(주)은 시정조치요구서
(CAR 2300-QN101-00716)를 발행하여 관련자 교육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계획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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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자료

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서(개정31-1), 제11장 시험관리

절차서

- 정기 및 주기시험 관리(표준시험-3185, 개정5)
- 시험요원 자격관리(표준시험-2082, 개정8)
3) 2019~2020년 연간 정기 및 주기시험 수행계획 및 실적
4) 정·주기시험 절차서 및 시험결과 기록지
- 비상디젤발전기 시험(정기-3591A, 개정25)(시험일자: 2020.6.25.)
- 재장전수 탱크 및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수위 및 붕소농도 점검(정기-3463B, 개정4)
(시험일자: 2020.7.2.)
- 연료건물 비상배기계통 운전가능성 시험(정기-3604A, 개정6)(시험일자: 2020.7.6.)
- 살수/스프링클러 외관, 작동기능 점검(주기-3691C, 개정12)(시험일자: 2020.7.7.)
- 내진범주 I등급 화재방호계통 펌프 및 밸브 배열상태 확인(주기-3691C, 개정9)(시험
일자: 2020.7.7.)
5) 시험요원 자격현황 목록표
6) 정기(주기)시험 수행 지연 보고서: 주기-3611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가. 검사내용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M&TE)는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자격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
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1)
2)
3)

정기적인 교정 여부
교정결과에 대한 적합성 여부
교정시설의 환경조건

나. 검사결과

1)

정기적인 교정 여부

5,6호기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KOLAS-G-013)’에 따라 M&TE의 교정주기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연간 및 월간 검·
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M&TE의 교정은 교정자격(온도, 전기, 압력 분야)을 보유
한 장비교정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교정’과 교정용역시방서에 따라 계약된
대외교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외교정’으로 구분된다. M&TE의 교정이 ‘연간 및 월간
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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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외교정 된

M&TE 3건을

된

M&TE 4건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장비 관리담당자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교정을 의뢰하거나 자체 점검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자체교정

M&TE

교정결과에 대한 적합성 여부
장비교정담당자가 교정결과와

M&TE

제조사의 정확도 또는 허용오차를 비교하여 적

합성 검토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외교정된

M&TE 4건과

건에 대한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 검토 기록서 및 장비상태 등록 내용을
검토 결과, 장비교정담당자는 교정이 완료된

M&TE의

M&TE 3
검토하였다.

자체교정된

교정성적서와 제조사의 허용범

위·정확도 등을 비교 후 장비상태(사용가능, 제한사용 가능, 사용보류)에 대해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판정결과는 한수원의 사내전산시스템인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시스템’
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교정시설의 환경조건

M&TE의

교정과 보관을 위한 시험장비실은

M&TE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시험장비실의 환경조건(온도, 습도)이 관련 절차에서
요구하는 요건(온도:

5,6호기에서

21~25 ℃,

습도:

30~60 %RH)을

만족하는지 현장점검한 결과, 한빛

운영 중인 시험장비실은 교정결과가 적합한 온·습도기록계를 이용하여 온·

습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교정담당자는 이를 점검 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년

간의 기록대장을 점검한 결과, 시험장비실의 온도 및 습도는 관련 절차에서 요구하는
요건(온도:

21~25 ℃,

습도:

30~60 %RH)을

만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3)

4)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서(개정31-1), 제12장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절차서

-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표준정비-9185, 개정6)

교정성적서 및 교정성적서 검토서

-

대외교정(교정성적서번호):

20-017204-01-31, 20-027547-01-5, 19-052442-01-40,

20-027547-01-7
- 자체교정(교정성적서번호): 2020-3-152, 2020-3-198, 2019-3-260
사용보류 및 제한사용 시험장비

-

사용보류(관리번호):

23-330-09-0076, -0241
제한사용(관리번호): 23-330-18-0047, -0049, -0059
5) 시험장비 교정담당자 자격 검토 및 인증서(교육 수료증 포함)
- 계측제어부: 온도, 전기, 압력 분야
6) 한빛 제3발전소 측정 및 시험장비 교정기술 용역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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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2020년 한빛 제3발전소 시험장비 검교정
8) 시험장비 교정실 온·습도 기록관리 대장
13.

계획

·

취급 저장 및 운송

가. 검사내용
품목은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특별한 보호환경이 필요

한 품목에 대하여는 취급 및 저장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
기 위해 품목의 취급 및 저장상태의 적절성을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품목의 취급 및 저장 시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발전소 운영용 자재관리’

및 ‘발전소 화학물질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
재의 취급 및 저장 시의 관리와 특수품목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기부와 계측제어부의 현장자재창고를 방문하여 취급 및 저장 상태를 확인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자재의 저장조건을 등급별(Level
음을 확인하였다.

A등급

저장창고에는 특수 전자

A, B, C, D)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
및 기계장치, 특수 화학제품 등 특별

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품목을 저장하기 위하여 항온·항습기를 가동하여 관리되고 있으
며, 온도 및 습도가 일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온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있음을 확인하였다.

B등급

저장창고의

20 ±5 ℃, 습도 50 ±20 %)으로
온도(5~40 ℃)도 적절히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현장에서 보관 시 사용되는 ‘화학물질 현장 임시보관함’의 관리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결과, 발전소 화학물질 담당자는 ‘발전소 화
학물질 관리’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화학물질 현장 임시보관함’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서류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13장 취급·저장 및 운송

절차서 및 지침서

- 발전소 운영용 자재관리(표준정비-9007A,
- 현장보관자재 관리지침(표준지침-9007-01,
3) A등급 저장창고 온·습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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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

개정1)

4) B등급 저장창고 온도 관리대장
5) 화학물질 현장 임시보관함 점검관리대장
14.

·

검사 시험 및 운전의 상태

가. 검사내용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품목이나 문서상에 추적가능하도록 식별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물·계통·기기의 부적절한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품목에 상태표시를 할 경우 꼬리표
나 표지, 작업공정표 및 각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해 시험결과의 식별상태와 기기의 운전상태 표시의 적절성을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시험 결과의 문서화 및 임시로 설치된 품목의 관리를 위한 ‘정기 및 주기시험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절차서
수립에 관한 사항과 운전상태의 표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시험 결과의 식별이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비상디젤발전

기 시험’ 등 정기시험

5건과

정·주기시험 불만족보고서

4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

하였다. 점검 결과, 시험주관부서에서 해당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기 시험보고

서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 중 불만족사항이 발생되면 불만족사항 및 조치사
항 등을 정·주기시험 불만족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
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운전상태 표시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격납건물 냉동기

분해정비’ 등 한빛
선정하여 확인한

5호기 주제어실에서 수행하는 기기조작, 점검 작업 2건을 표본으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담당운전원은 운전상태 식별을 위하여 각각의

조작금지 꼬리표를 기기 조작 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어 운전상태 표시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3)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서(개정31-1), 제14장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절차서

-

정기 및 주기시험 관리(표준시험-3185, 개정5)
정비작업 처리관리(표준정비-9680B, 개정12)

정주기시험 보고서 및 시험결과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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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15.

-

비상디젤발전기 시험(정기-3591A, 개정25)(시험일자:

2020.6.25.)

-

연료건물 비상배기계통 운전가능성 시험(정기-3604A, 개정06)(시험일자:

재장전수 탱크 및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수위 및 붕소농도 점검(정기-3463B, 개정4)

(시험일자: 2020.7.2.)

2020.7.6.)
살수/스프링클러 외관, 작동기능 점검(주기-3691C, 개정12)(시험일자: 2020.7.7.)
내진범주 I등급 화재방호계통 펌프 및 밸브 배열상태 확인(주기-3691C, 개정9)(시험
일자: 2020.7.7.)

정기 및 주기시험 불만족 관리대장
정기/주기시험 불만족 보고서 및 불만족 조치결과 보고서

-

한빛 5호기: 주5-19-02
한빛 6호기:

조작금지

06-19-02, 06-20-01, 주6-20-01
꼬리표(오더 번호): 30648397, 30689828

불일치품목의 관리

가. 검사내용
규정된 요건에 불일치하는 자재·부품 및 기기(이하 ‘불일치품목’이라 함)가 부주의하

게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일치품목의 식
별, 문서화, 격리 및 처리 등의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불일치품목의 처리계획 수립, 이행 및 이행결과의 평가를 위한 ‘불일치품목보고서 발

행 및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불일치사항의 식
별, 서류화, 격리, 처리 및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관련 품질요건에 따라 불일치품목 ‘임시처리’ 완료 후 최종처리가 ‘현상태사용’

또는 ‘수리’로 결정될 경우에도 설계담당부서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절차서
에 기술되어 있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불일치품목이 관련절차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일치품목보고서

(NCR) 중 안전관련설비와 관련된 NCR 5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하였다. 점검 결
과, 자재·부품 및 기기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를 식별하여 NCR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리가
진행 중인 2건의 NCR은 불일치품목이 부주의하게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품목에
‘불일치품목 꼬리표’를 부착하였고, 예비품의 경우는 동 꼬리표 부착 및 격리하여 관리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NCR이 작성되면 해당 불일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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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현상태사용, 수리, 재작업 및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였으며, 현상태사용 또는 수리로 처리방법이 결정된

NCR에

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점검을 통해

‘불일치품목보고서

대해서는 시정조치

부서가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고, 이를 설계담당부서 또는 설계전문조직
관리’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및

경향분석’ 절차서에 따르면, 불일치품목의 원인분석을 위해 경향분

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2년간(2018~2019년) 한빛본부에서 발행된
불일치품목보고서를 대상으로 발전소별, 발행조직별, 품질등급별, 대상설비별
원인별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향분석결과를 한빛 제1발전소를 비롯한

발전품질검사팀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최근

265건의
및 발생

한빛본부 각 발전소 및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다. 검토자료

1)
2)

3)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15장 불일치품목 관리

절차서

- [발전]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및 관리(품질15-1001,
- 불일치품목보고서 경향분석(품질15-0001, 개정4)

개정10)

불일치품목 관련

-

한빛

5,6호기

안전성품목 불일치품목보고서(NCR) 발행 목록

2300-QN202-02273, -02302, -02325, -02334, -02411
4) 2018~2019년 한빛본부 불일치품목보고서(NCR) 경향분석 결과보고(품보(빛발품
검)-323) 및 Action Item 후속조치 관련 서류
16.

불일치품목보고서:

시정조치

가. 검사내용
품질위배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즉시 식별하여 가능한 빨리 시정조치 되어야 하
고, 중대한 품질 위배사항일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1)
2)
3)

품질위배사항의 관리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의 관리
시정조치요구서에 대한 정기적인 경향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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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결과

1)

품질위배사항의 관리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품질검사 및 품질경향분석 중에 발견되는 품질위배사항을

식별하고 시정조치하기 위한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
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식별, 서류화, 시정조치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
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품질위배사항의 식별 관리 등이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
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통해 발행된 한수원㈜ 시정조치요구서(CAR)
과 상주협력업체에게 발행한

CAR 4건을

4건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품

CAR을 작성하고 있음을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질위배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식별하여

확인하

였다. 또한, 시정조치부서에서는 품질위배사항

후속조

치를 이행하여 제출하면, 시정조치요구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평가하고 종결처리하고 있
어 관련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의 관리
중대한 품질 위배사항을 식별하고 시정조치하기 위한 ‘결함의 보고 및 처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품질위배사항의 분류 방법 및 관
리 절차 수립에 관한 사항과 중대품질위배사항의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경영층 보고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검사(2019년

1월)

이후 중대

한 품질위배사항으로 식별되어 시정조치된 사항은 없어 관련 절차의 이행적합성은 검
사하지 않았다.

3)

시정조치요구서에 대한 정기적인 경향분석 및 검토

시정조치요구서에 대한 정기적인 경향분석을 위한 ‘시정조치요구서 경향분석’ 절차는
지난 검사 이후 변경사항이 없어 지난 검사에서 확인한 내용(적합)이 유효함을 재확인
하였다. 관련 절차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한 결과,

2019년

한빛본부에서 발행한

CAR 43건을

2019년 CAR

경향분석 내용을

대상으로 대상별·유형별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이 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 절차에 따르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

조치내용을 타 사업소에 전파하고, 타 사업소로부터 접수받은 시정조치내용은 검토하여
피드백(Feedback) 하도록 절차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검사 이후 발행된

CAR 35건을

타 사업소에 전파하였으며, 타 사업소로부터 접수받은

보증부서가 시정조치부서에 적용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CAR 111건은 품질
의뢰하고, 검토 결과를

종합관리하고 있어 품질문제점 시정조치 활동이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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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자료

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16장 시정조치

품질보증절차서

-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품질16-0001, 개정6)
시정조치요구서 경향분석(품질16-0002, 개정3)
결함의 보고 및 처리(품질16-0003, 개정4)

3) 2019년 한빛본부 시정조치요구서 경향분석 결과 보고(품보(빛발품보)-317)
4) 시정조치요구서(CAR) 발행 및 종결현황
5) 시정조치요구서 및 시정조치결과보고서
- 한수원㈜: 2300-QN101-00635, -00636, -0643, -0657
- 상주협력업체: 2300-QN101-00666, -006667, -00668, -00697
17.

품질보증기록

가. 검사내용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기록은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고, 영구 또는 비영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기간동안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수립되
어야 한다. 또한, 기록의 인수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기록의 저장, 보존 및 보호
를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1)
2)

품질보증기록의 관리
품질보증기록의 이관, 저장 및 보호

나. 검사결과

1)

품질보증기록의 관리
품질보증기록의 생산, 수정, 보존 및 폐기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발전]

품질보

증기록관리’ 절차와 ‘자료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보증기록의 범위, 분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다.

품질보증자료실을 방문하여 품질보증기록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자료관리대장 및 필름관리대장에 품질보증기록별 자료번호, 자료명, 보존위치 및
보존기간 등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리대장 중

6건(필름 2건

포함)을 표본으

로 선정하여 실제 보존위치와 관리대장에 명시된 위치를 비교 점검한 결과, 규정된 위

치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품질보증기록의 식별 및 검색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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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표지에 색인이 부착되어 있고, 영구문서 또는 비영구문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2)

품질보증기록의 이관, 저장 및 보호
품질보증기록의 이관, 저장 및 보호를 위한

‘[발전]

품질보증기록관리’ 절차와 ‘자료관

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록의 인수관리, 저장요건,
저장시설의 출입통제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품질보증자료실 온·습도 관리대장 및 자료인수인계대장을 확인한 결과, 품질보증자료

실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필름실(습도: 15∼40 ％, 온도 20 ℃이하), 자료보관실(습도: 15∼60

％, 온도 15∼25 ℃)의 온·습도를 유지하도록 항온항습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품질보증
자료실 직원은 자료실의 온·습도를 점검하여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한구역 출입명단과 필름 및 자료 점검대장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품질
보증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원이 품질보증자료실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품질보증자료실 직원은 품질보증자료실에 보관 중인 품질보증기록에

대해 매년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필름 및 자료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한빛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제17장 품질보증기록

절차서

- [발전] 품질보증기록관리(품질17-1001, 개정3)
- 자료관리(표준행정-9014, 개정5)
3) 2019~2020년 품질보증자료실 자료관리대장 및 필름관리대장
4) 자료보관실 보관 자료: 정기-415-1309-0001, 정기-415-1305-0794, 주기-8761A,
주기-5841
5) 필름보관실 보관 자료: 9-323-P197-SI294-6/7, 9-316-MI-WIP-016
6) 2019~2020년 제한구역 출입자명단
7) 2019~2020년 온도 및 습도 점검대장
8) 2019~2020년 필름 및 자료 점검대장
9) 2019~2020년 자료인수인계대장
10) 기술정보관리지침(2020.6.25.)
18.

감사

가.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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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외부 조직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
고, 감사대상 업무로부터 독립된 유자격감사자가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는

문서화되어 경영층에 보고되어야 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1)
2)

감사계획 수립 및 이행
감사후속조치 이행

나. 검사결과

1)

감사계획 수립 및 이행
품질보증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보증감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사계획 수립, 감사준비, 감사수행 등
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사계획 수립 및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빛 제3발전소 정비 용역업체(효성씨

앤피, 코아네트) 및 방사선관리 용역업체(액트알엠티)를 대상으로 수행한 품질보증감사
계획 및 실적

3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단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직에 통보하였으며, 감사는 해당 업무로부터 독립된 유자격 감사자가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감사 후속조치 이행
품질보증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보증감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과 시정
조치 및 후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3건의

품질보증감사 후속조치 실적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

라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평가 결과를 포함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층인
품질보증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감사자는 감사결과로 발행된 시정조치요구서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2)
3)
4)

5,6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1),
절차서: 품질보증감사(품질18-0001, 개정11)
한빛

제18장 품질보증감사

연간 품질보증감사 계획

- 2019년도
- 2020년도

한빛본부 협력사 품질보증감사 계획(개정4)
한빛본부 협력사 품질보증감사 계획(개정1)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요구서

- 2019년도

㈜효성씨앤피

품질보증감사 결과(품보(빛발품질)-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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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 2020년도

5)

㈜코아네트

품질보증감사 결과(품보(빛발품질)-2323)

㈜액트알엠티

품질보증감사 결과(품보(빛발품질)-708)

한빛 발전품질팀 선임감사자 및 감사자 자격보유 현황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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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 체계가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
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1)
2)

부적합사항 보고 체계의 적절성
부적합사항 보고 이행의 적절성

나. 검사결과

1)

부적합사항 보고 체계의 적절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02호, 제5조(이행관리체계)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적합

사항 보고’ 절차를 검토한 결과, 불일치품목보고서(NCR)에 대한 보고절차, 불일치사항
에 대한 부적합사항 판단절차, 부적합사항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제2018-02호에 적합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부적합사항 보고 이행의 적절성
상기 절차서에 따르면 안전관련설비의 경우, 불일치사항보고서(NCR) 발행시점으로부

48시간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NCR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
난 검사(2019년 1월) 이후 발행된 NCR과 한빛 5,6호기의 공문발송이력을 검토한 결과,
NCR 21건은 발행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보고되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부적합
사항 보고 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관련설비와 관련된 NCR과 시정조치
보고서(CAR)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지난 검사 이후 발행된 안전관련설비 관련
NCR은 21건이고, CAR은 3건이었으며, ‘부적합사항 보고’ 절차에 따르면, 불일치사항은
발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적합 및 불일치사항 기술평가표’를 활용하여 부적합사
항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나, 2019년 1월4일 발행된 안전관련설비 관련
NCR 1건(기자재 ‘펌프 축 슬리브’의 치수 불만족)은 부적합사항 보고대상 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검사지적사항표 20-05-009
참조). 또한, 지난 검사 이후 발행된 CAR 17건 중 안전관련설비와 관련된 CAR은 3건
이었으며, 해당 CAR은 ‘부적합 및 불일치사항 기술평가표’를 통해 부적합사항 보고 대
상인지 여부를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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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자료

1)
2)

한빛

16장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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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절차서

- [발전]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및 관리(품질15-1001, 개정10)
-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품질16-0001, 개정6)
- [발전]부적합사항 보고(품질16-1005, 개정2)
3) 불일치품목보고서(NCR): 2300-QN202-02294 등 21건
4) 시정조치요구서(CAR): 2300-QN101-00657 등 17건
5) 부적합 및 불일치사항 기술평가표
- NCR: 엔지니어링-2019-구매기술팀-001 등 20건
- CAR: 한빛3발-2019-계측제어팀-002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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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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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

구분
지적

(1)
권고

(0)

제

목

부적합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평가 미수행

관리번호

20-05-009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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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9

②검사종별 0

7

한국수력원자력(주) ⑤원자로분류 1

4

-

①관리번호

2

0

④수검기관

1

1

⑦검 사 자

품질평가실

문찬기(서명) ⑧검사일자

‘20.07.30.

⑨발급일자

⑩수 검 자

자재부

이명헌(서명) ⑪요구일자

‘20.10.31.

⑫종결일자

⑬ 제

부적합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평가 미수행

목

0 5

검사지적사항표

02

5

③지적유형
6

0

⑥검사대상

4
9

9

‘20.07.31.
.

.

.

⑭지적내용
불일치품목보고서(NCR)를 통보받은 평가 주관 부서장은 불일치사항이 발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적합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나, NCR ‘펌프 축 슬리브
치수 불만족’(2019. 1. 4.)에 대한 부적합사항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⑮지적근거
품질보증절차서 부적합사항 보고(품질16-1005, 개정2)
7.2.1 불일치품목보고서(NCR) 또는 시정조치요구서(CAR)를 통보받은 평가 주관 부서
장은 붙임 8.6(부적합 및 불일치사항 기술평가표)를 활용, 불일치사항이 발견된 날
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엔지니어링부의 검토를 받아
다음의 경우를 확인하여 불일치사항이 부적합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⑯시정요구내용
관련 절차에 따라 부적합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평가 등을 수행할 것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검사지적사항표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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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물

정 보 양

제목/부제

보고서번호

KINS/AR-1091
Vol.4, No.8
연구책임자 / 부서명
연구자 / 부서명
발행기관

2020년도

5,6호기

한빛원자력
김진수

한빛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 p.

페이지

식

5,6호기

발행지

도 표 유

○

(

/

품질평가실

품질보증검사팀

대전

)

품질보증검사 보고서

무

(

)

/

품질평가실

발행일

2020. 8.

크 기

A4

참고사항
공개(

공개여부

○)

비공개(

)

보고서 종류

연구위탁기관

규제사업(품질보증검사)

계 약 번 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보증검사팀(이하
한빛

5,6호기

‘검사팀’이라

함)은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 활동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에서 제85조까지의 요건과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 제2016-13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였음. 또한, 한빛

초록

(200단어

내외)

주제어 키워드

(10단어

내외)

5,6호기의 부적합사항
의 보고규정 이행 체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2호(부적
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지를 검사하였음.
검사팀은 한빛 5,6호기에서 수행하는 품질보증 활동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품
질보증 조직)에서 제85조(감사)까지의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 조
직’ 및 ‘품질보증 계획’ 등 18개 요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음.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2호(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
한 규정)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 분야를 검사하였음.
검사 결과, 한빛 5,6호기에서 수행하는 품질보증 활동에 시정 또
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적합사항 보고규
정 이행 분야에서 1건의 검사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시정조치를 요
구하였음.
품질보증검사, 한빛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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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항,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