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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Ⅰ. 종합의견 및 결론
1. 검사 개요
가. 검사목적

◦ 최근 3년간 품질보증검사에서 확인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심층 확인
-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불일치한 품목의 관리, 시정조치, 설계 관리(형상관리
포함)

◦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 상태 확인
나. 현장검사기간

◦ 2020년 9월 23일(수) ∼ 2020년 9월 25일(금) (3일간)
- 코로나-19 예방지침에 따라 서류점검과 전화인터뷰 등 비대면 검사를 2020년 9월
21일(월)부터 9월 22일(화)까지 수행 후 현장검사 진행

다. 검사중점사항

◦ 형상관리를 포함한 설계변경 관리에 대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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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13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에 관한 기준”
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2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라)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마) KEPIC QAP, “원자력 품질보증,” (또는 이와 동등한 ASME NQ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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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의견
가. 결 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보증검사팀은 원자력안전법 제22조(검사), 동 법 시행령 제
31조(품질보증검사) 및 제42조(준용규정)에 따라 ‘신고리 1,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업무가 수행되는지를 검사하였다. 또한,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 상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2호(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적합
한지를 검사하였다.
금번 검사에서는 ‘원자력이용시설 품질보증검사 절차(품질검사-검사-01)’에 따라 ‘특정
분야 심화검사’를 수행하였다. 특정분야 심화검사는 전체 품질보증활동 중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품질보증활동의 적절성을 심층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 최근 품질보증
검사 경험 등을 반영하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불일치한 품목의 관리’, ‘시정조치’,
‘설계 관리’ 등 총 4개 분야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부적합사항 보고규정에
대한 이행’ 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5개 분야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다.
검사 결과,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이 ‘신고리 1,2
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부적합사항 보고 활동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2호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검사지적사항과 권고사항
1) 검사지적사항: 없음
2) 권고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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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경위 및 검사항목
1. 검사 경위
○ 검사계획 통보

: 2020. 09. 03.

○ 비대면검사(서류검토 등) 수행

: 2020. 09. 21. ～ 2020. 09. 22.

○ 현장검사업무 수행

: 2020. 09. 23. ～ 2020. 09. 25.

○ 검사후회의 개최

: 2020.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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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항목
검사원

검사 내용
- 설계변경 관리

김상진

· 설계변경 이행 상태
· 설계변경 후속조치(형상관리 등)

김정호

이재천

-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 시정조치

- 불일치한 품목의 관리
-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문(원자력안전과-611(2018.04.12.))에 의거 검사분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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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Ⅲ. 검사결과
1. 설계 관리
가동원전의 경우 설비에 대한 보수 및 교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수반된다. 본 검사
에서는 이러한 설계변경 활동이 관련 품질보증요건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1.1 설계변경 이행 상태
가. 검사내용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기기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기술
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 사항은 최초로 설계한 조직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조
직으로부터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절차와 그
이행 상태를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신고리 1,2호기는 설계변경 관리를 위하여 ‘설계변경 관리’, ‘임시변경 관리’ 절차와
‘설계변경서 작성 및 개정 관리’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분야의 책임 있는 조직이 관련 내용을 검
토하는 등 원 설계에 적용된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검사(2019년 11월) 이후 승인된 안전등급 설계변경 4건 중 ‘주증기격리밸브 제어
용 솔레노이드밸브 구동전원 피더분리’ 등 2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계변경 이행 상
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설계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설계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의
기술검토 후에 승인된 설계변경제안서를 근거로 설계변경서를 작성하였고, 설계변경서
에는 ‘설계변경서 작성 및 개정 관리’ 지침에 따라 품질등급, 규제요건 및 적용 기술기
준 등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설계변경서에는 변경 내용에 대한 원
설계문서, 도면 그리고 절차서 등의 개정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 활동이 ‘설
계변경 관리’ 절차 등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설계변경서에 대한 검토 이력을 점검한 결과, 최초로 설계한 조직인 한국전력기
술(주)에서 ‘설계변경서 검토서’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검토하였고, 안전등급 구
조물·계통·기기의 설계변경서에 대해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와 설계기술검증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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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도록 요구한 지침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안전관련 구조물·계통·기기에 대한 설계변경은 상기 절차 및 지침
등에 따라 적합하게 확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전관련 설비의 임시변경은 현재 ‘신고리 1,2호기 ESW계통 나비형밸브 배열 변경’ 1
건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한 결과, ‘임시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임시변경 상태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시변경 연장과 관련하여 현장검사 종결 이후(2020년 10월) 한수원
㈜ 본사의 설계 임시변경 총괄부서에 추가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신고리 1,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2), 제3장 설계관리
2) 절차서 및 지침서
- 설계변경 관리(표준정비-9034B, 개정09)
-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표준운영-2012B, 개정06)
- 가동원전 설계기술검증위원회 운영(표준지침-9034A-03, 개정09)
- 설계변경 제안 및 심의 관리(표준지침-9034B-01, 개정08)
- 설계변경서 작성 및 개정 관리(표준지침-9034B-02, 개정09)
3) 설계변경서: 신고일12-계측-521-0424(개정00), 신고일12-계측-752-045(개정00)
4)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제2020-3차(2020.01.30.), 제2020-21차(2020.06.17.)
5) 설계기술검증위원회 결과: 서면심의-18-053, 서면심의-20-024
6) 2020년 임시변경 목록(2020년 9월 기준)
7) 임시변경서(신고일12-462-160901) 관련 자료
- 설계변경서: 신고일12-기계-462-0728(개정00)
-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제2016-30차(2016.09.06.), 제2018-12차(2018.06.05.) 등 3건

1.2 설계변경 후속조치(형상관리 등)
가. 검사내용
설계변경에 대한 시공과 형상관리 등 후속조치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후속 절차와 그 이행 상태를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신고리 1,2호기는 설계변경에 대한 시공과 후속조치 관리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형
상관리’, ‘엔지니어링 문서 변경’ 등의 절차와 ‘설계변경 시공 및 준공 관리’ 지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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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있다. 이들 절차서와 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
계통·기기의 설계요건, 설계문서 등의 형상정보 그리고 발전소의 물리적 상태가 일치되
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검사(2019년 11월) 이후 준공된 안전등급 설계변경 11건 중 ‘신고리 1,2호기 1차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증판’ 등 2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계변경 후속조치를 점검하였
다. 점검 결과, 시공주관부서는 ‘정비작업 처리관리’ 절차에 따라 작업오더를 발행하여
설계변경 사항을 시공하였고, ‘설계변경 시공 및 준공 관리’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적합
성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서 또는 정비절차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 시공의 적합성을 확
인한 후 준공 자료에 첨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개정된 도면 등 설
계문서는 ‘엔지니어링문서 변경’ 절차에 따라 자료실로 이관하였고, 개정된 내진검증문
서 등은 ‘기기 내진검증 유지관리’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자재마스터 및 ‘내진검증 대상
기기 유지관리 목록(SQML)’에 등록되어 있어 형상관리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설계변경 사항이 실제 발전소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디젤발전기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설계변경서에 따라 구매한 자재가 변경된 도
면에 따라 시공되어 있어 물리적 형상이 설비형상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문서
1) 신고리 1,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2), 제3장 설계관리
2) 절차서 및 지침서
- 원자력발전소 형상관리(표준정비-9034A, 개정03)
- 설계변경 관리(표준정비-9034B, 개정09)
- 정비작업 처리관리(표준정비-9680B, 13)
- 임시변경 관리(표준정비-9034C, 개정07)
- 기기 내진검증 유지관리(표준정비-1762, 개정05)
- 내환경검증 유지관리(표준정비-9054, 개정05)
- 설계변경서 작성 및 개정 관리(표준지침-9034B-02, 개정09)
- 설계변경 시공 및 준공 관리(표준지침-9034B-03, 개정09)
3) 설계변경 준공 자료: 신고일12-기계-461-0637(개정00), 신고일12-계측-591-0732(개정00)
4) 내진검증문서 대상기기 유지관리 목록(SQML)

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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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내용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계기·계측기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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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측정 및 시험장비
(M&TE)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계획에 따라 교정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
검하였다. 점검 결과, 신고리 1,2호기에서는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에 따라 연간
및 월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여 규정된 주기마다 교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규정된 주기 내에 교정하지 못한 장비는 사용불가로 분류하여 업무에 사용되
지 못하도록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품질보증검사(2019년 10월) 이후 대외교정을 수행한 M&TE 중 계측제어부, 정비
기술부, 화학기술부가 관리하는 M&TE 12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교정이 적절히 수행
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신고리 1,2호기는 대외교정을 수행하기 위해 ‘구매
관리(공사, 용역)’ 절차에 따라 M&TE의 정확도, 서류제출요건 등의 품질요건이 명시된
교정기술용역 용역시방서를 작성하였음을 하였다. 또한, 대외교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에 따라 교정결과가 요구되는 정확도를 벗어나는지 검토를
수행하여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계측제어부에서 자체교정한 M&TE 4개 품목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교정 결과의 적절
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디케이드 저항기 교정’ 절차 등에 따라 유자격 교정담당
자가 요구되는 환경조건(21~25℃, 30~60% R.H.)에서 적절히 교정을 수행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교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장비로 판정된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에 실시한 대외교정 결과 사용보류와 제한사용으로 평가
된 각 1건을 표본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해당 M&TE의 사용이력은 없으며,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정용 표준시험장비 등을 관리하는 신고리 1,2호기 시험장비실을 방문하여 측정 및
시험장비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교정용 표준시험장비를 비롯한 측정
및 시험장비에 교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고, ‘측정 및 시험장
비 관리’ 절차에서 요구하는 온·습도 조건(21~25℃, 30~60% R.H.) 내에서 관리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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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리 1,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2), 제12장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2) 절차서
- 구매 관리(표준정비-9033B, 개정10)
-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표준정비-9185, 개정06)
- 디케이드저항기(IET 1433, RTD-Z-6) 교정(정비-6700E, 개정03)
- 디지털멀티메타(Fluke 287, 289) 교정(정비-6700C, 개정03)
- 압력계(시험용표준압력계, 방수량계, 계수식압력계) 교정(정비-6700G, 개정03)
- 직류교정장치(Fluke 753, 754) 교정(정비-6701L, 개정02)
3) 2020년 측정 및 시험장비 검교정 계획서
4) 고리3발전소 측정 및 시험장비 교정기술용역 용역시방서(17-S-J-0068, 개정01)
5) 한수원㈜ 교정성적서 및 교정결과 사용적합성 검토서
- 계측제어부 대외교정: 20-005550-01-1, 19-084401-01-7 등 6건
- 계측제어부 자체교정: S12-20-006, 040 등 4건
- 정비기술부 대외교정: 20-033499-03-1, 20-033499-03-2 등 3건
- 화학기술부 대외교정: C20-02586-10, C20-02586-7 등 3건
6) 기계부/계측제어부/전기부/정비기술부/화학기술부 시험장비 교정담당자 자격 검토 및
인증서
7) 부적합 장비 교정결과 사용적합성 검토서
- 제한사용: 21-330-13-0100
- 사용보류: 21-330-13-0086
8) 시험장비실 온·습도 기록관리 대장

3. 불일치한 품목의 관리
가. 검사내용
규정된 요건에 불일치하는 자재·부품 및 기기(이하 ‘불일치품목’이라 함)가 부주의하
게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절차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일치품목의 식별, 문서화, 격리, 처리 및 경향분석 등의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불일치품목의 처리계획 수립, 이행 및 이행결과의 평가를 위해 수립한 ‘불일치품목보
고서 발행 및 관리’ 절차를 검토한 결과, 품질보증계획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불일치사
항의 식별, 서류화, 격리, 처리 및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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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지난 검사(2019년 11월) 이후 발행된 불일치품목보고서(NCR) 총 5건을 점검한 결과,
자재·부품 및 기기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식별하여 NCR을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처리가 진행 중인 2건의 NCR에 대해서는 불일치품목이 부주의하게 설치
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품목에 ‘불일치품목 꼬리표’를 부착(1건은 수리 차 외부 반출)
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NCR이 발행되면 시정조치부서는 해당 불일치사항
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현상태사용, 수리, 재작업 및 폐기 등
으로 분류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며, 현상태사용 또는 수리로 처리방법이 결정
된 NCR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부서가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고, 이를 설
계담당부서나 설계전문조직이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점검을 통해
불일치품목 관리 활동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각 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행된 NCR의 경향을 분석하여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불일치품목 경향분석’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년 주기로 NCR 경향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신고리 1,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2), 제15장 불일치품목의 관리
2) 절차서
- [발전]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및 관리(품질15-1001, 개정10)
- 불일치품목보고서 경향분석(품질15-0001, 개정04)
3) 불일치품목보고서(NCR): 2100-QN202-01462, -01463 등 5건
4) 2018~2019년도 고리본부 불일치품목보고서 보고(품보(고발품검)-397)

4. 시정조치
가. 검사내용
품질 위배사항은 발생되는 즉시 식별되어 조치되어야 한다. 품질 위배사항에 대한 식별,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확인 등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나.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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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품질검사 및 품질경향분석 중에 발견되는 품질 위배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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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검사(2019년 11월) 이후 한수원 품질보증부서에서 발급한 시정조치요구서(CAR)
중 ‘절차서 PNSC 상정여부 검토결과 기록 미흡’ 등 2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관련 절
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CAR 2건의 경우 품질감사 결과 발
견된 위배사항에 관한 것으로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 절차에 따라 감사팀이
CAR을 작성, 검토, 승인하였고, 시정조치를 위해 시정조치부서에 배포되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검사에서는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으로 식별되어 시정조치된 사항은 없
어 관련 절차의 이행 적합성은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리 1,2호기 상주협력업체(한전KPS㈜)에서 발급한 CAR 3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품질 위배사항이 발견된 경
우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처리 및 관리’ 절차에 따라 품질부서 직원이 CAR을 작성하
였고, 품질부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으며, 시정조치부서에서는 품질 위배사항의 원인분
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여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자료
1) 신고리 1,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2), 제16장 시정조치
2) 절차서
-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품질16-0001, 개정06)
- 결함의 보고 및 처리(품질16-0003, 개정04)
- [발전] 부적합사항 보고(품질16-1005, 개정02)
3) 한전KPS㈜ 절차서
-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처리 및 관리(공용-품질-04, 개정21)
4) 한수원㈜ 시정조치요구서(2건): 1100-QN101-02730, 02732
5) 한전KPS㈜ 시정조치요구서 및 시정조치보고서: 200009101, 200009243 등 4건

5. 부적합사항 보고규정 이행

가. 검사내용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02호(부적
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적합사항 보고 체계를 적절히 수립하여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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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다.
1) 부적합사항 보고 체계의 적절성
2) 부적합사항 보고 이행의 적절성

나. 검사결과
1) 부적합사항 보고 체계의 적절성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02호(부적
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를 준수하기 위해 수립한 ‘부적합사항 보고’ 절차를 검토하
였다. 검토 결과, 안전관련설비에서 발견된 불일치사항인 불일치품목보고서(NCR)와 시
정조치보고서(CAR)에 대해 기술기준 불만족 여부와 허가기준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 여
부를 30일 이내에 평가하여 부적합사항으로 평가될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기술되어 있어 관련 고시에 부합하게 절차가 수립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 고시에 따라 안전관련설비와 관련된 불일치품목보고서
(NCR)의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절차
가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부적합사항 보고 이행의 적절성
부적합사항 보고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검사
(2019년 11월) 이후 안전련설비와 관련된 NCR과 CAR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총 2
건의 NCR이 발행되었으며, CAR은 발행되지 않았다. NCR은 ‘부적합사항 보고’ 절차에
따라 발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부적합사항
보고’ 절차에 기술된 기술평가표를 통해 부적합사항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여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부적합사항 보고’ 절차에 따르면 원안위고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따
라야 하는 행위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부적합사항의
보고 요건’을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신고리 1,2호기에는 발전소 정문 1
곳에만 소형인쇄물로 게시하고 있어 요건게시의 효과성 증대 측면에서 게시물의 크기
와 게시장소를 확대하도록 현장에서 조치하였다.

다. 검토자료
1) 신고리 1,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1-2), 제15장 불일치품목의 관리,
제16장 시정조치
2) 절차서
- [발전]불일치품목보고서 발행 및 관리(품질15-1001, 개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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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및 관리(품질16-0001, 개정06)
- [발전]부적합사항 보고(품질16-1005, 개정02)
3) 안전관련설비 불일치품목보고서(NCR 2건): 2100-QN202-01462, -01463
4) 시정조치요구서(CAR 2건): 2100-QN101-02730, -02732
5) 부적합 및 불일치사항 기술평가표(2건): 고리3발-2019-기계부-027, -028
6) 불일치품목보고서(NCR) 원안위 제출 공문: 품보(고발품검)-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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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신고리 1,2호기 품질보증검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
력이용시설 품질보증검사 절차(품질검사-검사-01)’에 따라 ‘특정분
야 심화검사’를 수행함. 특정분야 심화검사는 전체 품질보증활동
중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품질보증활동의 적절성을 심층 확인
하기 위한 검사이며, 최근 품질보증검사 경험 등을 반영하여 ‘측
정 및 시험장비 관리’, ‘불일치한 품목의 관리’, ‘시정조치’, ‘설계관
초록

리’ 등 총 4개 분야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함. 또한, ‘부적합사항 보

(200단어 내외)

고규정에 대한 이행’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5개 분야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함.
검사 결과,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품질보
증활동이 ‘신고리 1,2호기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 적합하
게 수행되고 있으며, 부적합사항 보고 활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제2018-2호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주제어 키워드
(10단어 내외)

품질보증검사, 신고리 1,2호기, 설계관리, 형상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