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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자로사업자 또는 원자로시

설 주요부품 제작업체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역

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감사. Audit

객관적 증거의 조사․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절차서․지시

서․도면 및 기타 적용서류의 타당성과 이의 준수여부를 확

인하는 계획적이고 서류화된 활동. 감사는 공정관리나 제품

판정 만을 위해 수행되는 감독 또는 검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특성. Characteristic

품목, 공정 또는 용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술할 수 있고 측

정할 수 있는 성질이나 속성.

품질저해상태. Condition Adverse to Quality

고장, 오작동, 결함, 이탈, 부적합사항 등을 총칭하는 용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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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품질저해상태란, 시정되지 않으면 안전과 운전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뜻한다.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품질저해상태를 수정하고, 필요시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설계변경. Design Change

승인 및 발행된 설계출력문서와 그 변경사항에 의해 정해진

기술적 요건의 개정 또는 변경.

서류. Document

업무, 요건, 절차서 또는 결과를 기술, 정의, 명기, 보고 또는

인증하는 문자 또는 그림정보.

서류는 이 지침서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품질보증기록의 정

의를 만족할 때까지는 품질보증기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검사. Inspection

품목 또는 업무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또는 측정.

품목. Item

부속품, 조립품, 기기, 장비, 자재, 조립규격품, 부품, 구조물, 

부분 조립품, 부분계통, 계통 또는 단위기기 등의 총칭.

측정 및 시험장비.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어 또는

취득하기 위한 교정, 측정, 계측,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장치.

절차서. Procedure

업무의 수행방법을 명시하거나 기술한 서류.

구매서류. Procurement Document

업구매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구매요청서, 구

매주문서, 도면, 계약서, 구매시방서, 또는 구매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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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Qualification, personnel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특성 또는 능력으로 개

인의 요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시험과 같은

수립된 요건에 따라 측정하는 것.

인정. Qualification 

의도된 목적을 위해 규정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행위.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가 만족스럽게 가동될 것이라는 충분

한 확신을 주는데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

품질보증기록. Quality Assurance Record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또는 업무의 품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완성된 서류.

보수(또는 수리).  Repair

원래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기능이 손상되지 않아 안

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까지 품목의 부적합한 특성을 복

구하는 작업.

재작업. Rework 

원래 품질보증기술기준의 정의는 '품목을 완성하거나 시정하

여 원래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하는 작업'이나 이 지침의 적용

을 받는 품목에 대하여는 '재작업' 대신 '수리'의 정의를 적용

한다.

용역. Service

설계, 제작, 검사, 비파괴검사, 수리 또는 설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

특수작업. Special Process

작업결과가 작업자의 기량이나 작업관리에 의해 좌우되며 제

품의 검사 또는 시험으로 규정된 품질의 확인이 어려운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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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Supplier

구매서류에 따라 제작자에게 자재, 부품, 또는 용역(성능검증

포함)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판매자, 계약자, 하도

급계약자, 제작자, 자문자 및 이들 하부조직의 총칭.

시험. Test, Testing

품목에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또는 운전 조건을 조합하여

부과함으로서 그 품목의 성능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

확인. Verification

품목, 공정, 용역, 또는 서류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검토․검사․시험․점검․감사 등

의 행위.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

다)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와 제작자에게 완성품 또는 성능검증 용역을 공급하는 공

급자가 제품 생산과정에 적용하고자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이 건설 또는 운

영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주요기기 제작관리 및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로사업자가 제작관리 및

품질검사의 품질보증계획을 건설 또는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

라 적절히 수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종결시기

최초 검사 작업 5% 완료 전 작업 10% 완료 전
후속 검사 설계, 구매, 제작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수행하며, 

KINS/GI-N021, 부록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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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 중점사항

제작자, 공급자 및 원자로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품질보증계획 체계

를 검사하여 'III. 판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4. 검사 방법

사업자의 품질보증계획이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및 면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사업자의 품질보증계획이 다음 18개 기준에 기술된 요건을 만족하도록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1. 조직

 1.1 사업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품질목

적 달성을 위한 업무와 품질보증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1.2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

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1) 품질문제의 제기

2)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

3)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1.3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비용이나 공정에 관계없이 그 사항을 경영층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

 2.1 사업자는 이 기준의 요건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업무 수행일정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침서, 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 서류로 작성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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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는

주요조직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3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는 안전성에 관한 중요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다음의 조건 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장비의 사용

2) 청결상태 등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

3) 특정업무에 대한 모든 전제조건이 만족된 상태

 2.5 품질보증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

2) 특수작업공정

3) 특수시험

4) 특수장비

5) 공구

6) 숙련도

7)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

 2.6 품질보증계획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적절한 숙련

도 달성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2.7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설계관리

 3.1 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적용되

는 규제요건과 이에 명시된 설계기준이 시방서, 도면, 절차서 및 지시서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1) 적용 규제요건 및 설계기준을 설계서류에 명시하고 그 품질기준에 위

배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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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관련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 부품, 장비

및 공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설계공유영역의 확인 및 조정과 이에 대한 설계참여조직 간의 관계서

류의 검토, 승인, 발행, 배포 및 개정에 관한 절차의 확립

 3.2 사업자는 설계검토, 계산 또는 시험 등의 방법으로 설계의 적합성을 점검

하는 등 설계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는 다음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로 물리, 응력, 열, 유체 및 사고분석

2) 재료의 양립성, 가동중 검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성

3)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승인기준의 설정

 3.3 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입증 또는 점검은 설계를 한 자 외의 제 3자(동일

조직 내의 제 3자를 포함한다) 가 수행하여야 한다.

 3.4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가장 불리

한 설계조건 하에서 시제품의 실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가장 불리

한 설계조건 하에서 시험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가 외삽

법을 이용하여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조건 및 특정한 설계사양

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설계변경 (현장에서의 변경을 포함한다)은 최초 설계 시 적용된 것과 동등

한 정도의 설계관리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자가 다른 책임 있는 기

관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설계를 수행한 기관(또는 조직)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구매서류관리

 4.1 사업자는 자재, 기기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규제요건, 설계기준, 기

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자재, 부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2 사업자는 구매서류에 공급자로 하여금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기준에 적합한 품질보증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당해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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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또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5.1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

에 기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2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업무가 적절히 수

행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판정기준이 기

술되어야 한다.

 6. 서류관리

 6.1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시서, 절차서, 도면 등

의 서류의 작성과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부서에 의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작성의 승

인

2) 서류가 해당 업무 수행 장소에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6.2 서류의 변경사항은 사업자가 다른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검토․승인한 자 또는 부서가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7. 구입자재, 부품 및 용역의 관리

 7.1 사업자는 구입자재, 부품 및 용역이 구매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

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인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급자의 객관적인 품질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공급자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급자가 인도한 자재, 부품 및 용역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7.2 사업자는 자재 또는 부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 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

하여 당해 시설에 이를 비치․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7.3 사업자는 자재, 부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부품 또는 용역의

중요도, 복잡성 및 수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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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자재, 기기 및 부품의 식별과 관리

 8.1 사업자는 자재, 부품, 기기 및 조립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

여야 한다.

 8.2 사업자는 품목의 제조, 조립, 설치 및 사용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경우 열처리번호, 부품번호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품목의 자체 또

는 그 품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표지를 하도록 하며 자재, 기기, 

부품 또는 조립품 등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특수작업의 관리

용접, 열처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특수작업은 해당규격, 기준, 시방서 및

기타 특수요건에 부합하는 절차서에 따라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검 사

 10.1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지시서, 절차서, 도면 및 해당요건

에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검사대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0.2 검사요원은 자재, 부품 등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

업공정마다 시험, 측정 또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접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작

업방법, 작업장비 및 작업자를 감시하는 간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10.3 작업과정상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험관리

 11.1 사업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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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험이 해당 설계서의 요건과 허용치에 적합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수

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험 계

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 전 실증시험에 관한 사항

2) 가동 전 시험에 관한 사항

3) 운전시험에 관한 사항

 11.2 시험절차서에는 해당시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초기조건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적합한 기기 및 장비의 준비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적합한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11.3 시험결과는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고 시험요건의 부합 여부가 확인,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기타 측정

및 시험장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정, 관리되고 있음

을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취급, 저장 및 운송

 13.1 자재 및 장비를 취급, 저장, 세척 또는 출하할 때에는 제품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및 검사 지시서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방

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3.2 특수품목의 취급 시 불활성가스 환경, 특정습도조건, 온도 조건 등 특별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야 한다.

 14. 검사 및 시험상태

사업자는 제작 중 필요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품목을 구별하고 부주의로

인한 검사나 시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상태를 각인, 꼬리표, 작업카드 또는 기타 적절한 표지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검사지침서 KINS/GI-N021-01.개정 0

개정일자: 2009. 1. 8 11/20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5.1 사업자는 품질보증기준 및 구매요건에 부적합한 자재, 부품 및 기기의 잘

못된 사용이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식별방안에 관한 사항

2) 서류작성에 관한 사항

3) 격리에 관한 사항

4) 처리에 관한 사항

5) 관련 부서로의 통보에 관한 사항

 15.2 부적합품목은 절차서에 따라 검토한 후 현상태사용․폐기․수리 또는 재

작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시정조치

 16.1 사업자는 고장, 오작동, 결함, 이탈, 기타 부적합 자재나 부품 등,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를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6.2 심각한 품질저해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취하여졌음을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6.3 심각한 품질저해요인의 확인 및 시정조치는 이를 서류로 보존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기록

 17.1 사업자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기 위하여 다

음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작업에 관한 기록

2) 평가결과에 관한 기록

3) 검사, 시험에 관한 기록

4) 감사결과에 관한 기록

5) 작업감시결과에 관한 기록

6) 재료분석결과에 관한 기록

7) 작업자, 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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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검사결과 및 시험결과의 기록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2) 검사 또는 시험방법

3) 검사 또는 시험결과

4) 합격 여부

5)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17.3 품질보증 기록은 식별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7.4  사업자는 해당 규제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록보존요건을 확립

하여야 한다.

1) 보존 기간

2) 보존 장소

3) 책임의 소재

 18. 감 사

 18.1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동 계획

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18.2 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에 직접 책임이 없는 자로서 적절히 훈련된 자에 의

하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8.3 감사결과는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고, 감사대상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

급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8.4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에 따라 재검사 등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V. 첨부서류

품질보증계획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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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조직

1.2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에 영

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

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가?

1.2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이 부여 

되어 있는가?

1.3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이

나 공정에 관계없이 품질관련 사항을 경

영층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

여되어 있는가?

2. 품질보증계획

2.1

품질보증계획이 업무 수행일정에 맞도록 

수립되었고 동 계획이 지침서, 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의 서류로 작성 되었는

가?

2.2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는 주요조직 및 기능이 명확히 구

분되었는가?

2.3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안전성에 관한 중요도에 따

라 관리 하는가?

2.4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다음 요건 

하에 수행 되는가?

1) 적절한 장비의 사용

2) 청결상태 등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

3) 특정업무에 대한 모든 전제조건이 만

족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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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2.5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사항의 필요성이 

고려되었는가?

1) 특별관리  2) 특수작업공정

3) 특수시험  4) 특수장비  

5) 공구      6) 숙련도

7)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

2.6

품질보증계획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적절한 숙련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훈

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2.7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

3. 설계관리

3.1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제요

건과 이에 명시된 설계기준이 시방서, 도
면, 절차서 및 지시서에 올바르게 반영되

었는가?

3.2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 또는 점검하기 위

하여 설계검토, 계산 또는 시험계획이 이

행되는가?

3.3
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입증 또는 점검은 

설계를 한 자 외의 제 3자에 의해 수행

되는가?

3.4

설계의 적합성을 시험을 통하여 입증 또

는 점검할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설계조

건하에서 시제품의 실증시험을 실시하는

가?

3.5
설계변경(현장에서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는 최초 설계 시 적용된 것과 동등한 정

도의 설계관리조치가 적용되는가?

4. 구매서류관리

4.1

규제요건, 설계기준, 기타 적절한 품질보

증에 필요한 사항이 구매서류에 기재되

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수립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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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매서류에는 자재, 부품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자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4절에 적합한 품질보증계획

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는

가?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5.1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술

하고 이행하는가?

5.2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에는 품질에 영

향을 주는 주요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

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기준이 기술되어 있는가?

6. 서류관리

6.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시서, 절차서, 도면 등 서류의 발행 및 

배부를 관리, 통제하는 방안이 수립 되었

는가?

6.2

서류의 변경사항은 사업자가 다른 책임

부서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에 

검토․확인한 부서에 의해 검토․확인되는

가?

7. 구입 자재, 부품 및 용역의 관리

7.1
구입자재, 부품 및 용역이 구매서류와 일

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이 수립 되었는

가?

7.2

규격, 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

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작업장에 이를 비치,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가?

7.3

자재, 부품 또는 용역의 중요도, 복잡성 

및 수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

가하는 방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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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재,부품 및 기기의 식별과 관리

8.1 자재, 기기,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8.2

품목의 자체 또는 그 품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표지를 하도록 하며 자

재, 부품 또는 조립품이 부적합하거나 결

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있는가?

9. 특수작업의 관리

특수작업은 해당규격, 기준, 시방서 및 

기타 특수요건에 부합하는 절차서에 따

라 자격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

는가?

10. 검사

10.1

검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검사대상업

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 되었

는가?

10.2

직접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 작업

장비 및 작업자를 감시하는 간접적인 검

사가 수행되는가?

10.3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항이 서류에 명시되는

가?

11. 시험관리

11.1

모든 시험이 해당 설계서의 요건과 허용

치에 적합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수행되

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계획이 

수립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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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시험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 되는

가?

1) 시험의 초기조건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적합한 기기 및 장비의 준비

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적합한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11.3
시험결과는 서류로 작성되어 시험요건의 

부합 여부가 확인 및 평가 되는가?

12. 측정 및 시험 장비의 관리

공구, 계기, 계측기 기타 측정 및 시험장

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으로 교정, 관리 되는가?

13. 취급, 저장 및 운송

13.1
자재 및 장비를 취급, 저장, 세척 또는 

출하할 때에는 제품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및 검사지시서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13.2

불활성가스환경, 특정습도 조건, 온도 조

건 등 특별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

는가?

14. 검사 및 시험상태

각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상태를 

각인, 꼬리표, 작업카드 또는 기타 적절

한 표지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안이 수

립되어 있는가?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5.1

요건에 부적합한 자재, 기기 및 부품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수

립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

함되어 있는가?

1) 식별, 2) 서류화, 3) 격리, 4) 처리

5) 관련 부서로의 통보



품질보증계획 검사지침서 KINS/GI-N021-01.개정 0

개정일자: 2009. 1. 8 19/20

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5.2
부적합 품목은 절차서에 따라 검토한 후 

현상태사용 또는 재작업으로 분류하여 

처리 되는가?

16. 시정조치

16.1

고장, 작동의 불량, 결함, 이탈, 기타 부

적격 자재나 부품 등으로 품질을 저해하

는 조건을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

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16.2

품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한 시정조치가 취하여졌음을 확인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16.3

심각한 품질저해조건의 확인 및 이에 따

라 취한 시정조치는 이를 서류로 보존하

고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방

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17. 품질보증기록

17.1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증거를 충분

히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방

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17.2

검사결과 및 시험결과의 기록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는가?

1)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2) 검사 또는 시험방법

3) 검사 또는 시험결과

4) 합격 여부

5)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17.3 기록은 식별 및 검색이 가능한가?

17.4

다음과 같은 보존요건은 확립되었는가?

1) 보존 기간

2) 보존 장소

3) 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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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사

18.1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동 계획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는가?

18.2
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에 직접 책임이 없

는 자로서 적절히 훈련된 자에 의하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

되는가?

18.3
감사결과는 서류로 작성되고, 감사대상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의하여 검

토되는가?

18.4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재검사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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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 적합성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02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

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생산사업자가 제품 생산과정

에 적용 기술기준 요건에 의거, 공인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되는 원

자력공인검사가 KEPIC MNA 또는 ASME Sec.Ⅲ NCA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공인검사. Authorized Inspection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원자로 관계시설을 제작, 설치, 운영함

에 있어서 허가신청시 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제3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로서 이 지침서

에서는 원자력공인검사(Authorized Nuclear Inspection)를 말한

다.

공인검사기관. Authorized Inspection Agency

공인검사를 수행하는 조직. 국내의 경우, 대한전기협회로부터

공인검사기관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조직을 말하며, 국외의 경

우, 미국 주정부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공인검사원. Authorized Inspector   



공인검사 적합성 검사지침서 KINS/GI-N021-02.개정 0

개정일자: 2009. 1. 8   2/5

공인검사기관이 고용한 KEPIC-QAI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검

사원. 이 지침서에서는 원자력공인검사원(Authorized Nuclear 

Inspector)를 말한다.

공인검사감독원.  Authorized Inspector Supervisor

공인검사기관이 고용한 KEPIC-QAI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공

인검사감독원. 공인검사감독원은 자격인증서 신청업체 또는

자격인증서 소지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을 검토 수락하며, 공인

검사 활동을 감독한다.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 주요기기의 생산과정에 수행되는 공인검사의 업무범위가 기술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제작기록 표본검토를 통하여 확인한다.

- 대상별 최초 검사 시에는 공인검사계약서를 검토하여 공인검사의 객관성

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작업 5% 완료 전 작업 10% 완료 전

후속 검사 설계, 구매, 제작단계에 대한 주기적 검사

3. 검사 중점사항

- 공인검사 범위의 적용 기술기준 만족여부 확인

- 공인검사 계약서 검토를 통한 공인검사의 객관성 유지 확인

- 기록 표본검토를 통한 공인검사의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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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방법

검사대상 품목에 대한 제작 중 공인검사가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

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면담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공인검사 범위의 적합성

KEPIC MNX-1000(ASME Sec.Ⅲ NX-1000)의 범위에 해당되는 제작공정에 공

인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어야 한다.

2. 공인검사의 객관성 (최초검사 및 계약갱신 시 확인)

제작자와 공인검사기관이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하여 공인검사자의 제작공장

출입권한이 부여되었으며, 기타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제작자 품질보증계획

3.1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개정사항이 제작에 적용되기 전에 공인검사기관에

제출되어 공인검사 감독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3.2 공인검사 감독자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개정사항이

제작에 적용되기 전에 공인검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 공인검사 업무수행 적합성

공인검사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보고서의 인증여부 확인

2) 공정점검표(Traveler 또는 Quality Plan) 검토 및 검사점 선정

3) 용접절차서인정이 기술기준에 준하여 이행되는지 확인

4) 용접사자격인정이 기술기준에 준하여 이행되는지 확인

5) 검사 및 시험절차서의 인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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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파괴시험 요원의 자격인정 및 인증 확인

7) 자재(용접자재 포함) 시방서 및 시험보고서 검토

8) 제품 치수가 설계시방서, 설계도면 및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9) 열처리 공정의 적합성 확인

10) 제관, 비파괴시험, 파괴시험을 검사하고 기술기준 만족여부 확인

11) 내압시험을 입회검사하여 기술기준 만족여부 확인

12) 자료보고서의 인증 (본 사항은 품목별 제작완료 시점에 확인)

IV. 첨부서류

공인검사 적합성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

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3.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Article NCA-5000

4.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NA-5000, 2000년판

5.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QAI, 2000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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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 적합성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요   건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공인검사 범위의 적합성

공인검사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및 계약내

용 확인

2. 공인검사의 객관성

공인검사자 현장출입 권한보장에 대한 계약

서 내용 확인

3. 제작자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및 활용

3.1 공인검사감독자에 의한 검토

3.2 공인검사자에게 제출

4 공인검사 업무수행 적합성

- 설계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보고서 인증 

확인

- 공정점검표 검토 및 검사점 선정

- 용접절차서 인정 적합성 확인

- 용접사자격인정 적합성 확인

- 검사 및 시험절차서 인정 확인

- 비파괴시험요원 자격인정 및 인증 확인

- 자재시방서 확인 및 시험보고서 검토

- 제품치수의 요건충족 확인

- 열처리공정의 적합성 확인

- 제관, 비파괴시험, 파괴시험 입회검사

- 내압시험 입회검사

- 자료보고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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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검토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03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 주요기기 제작공정 중 발생하는 부적합사항의 관리 및 시정조치 적합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

역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
검사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으로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또는 ASME Code를 말한다. 

품질저해상태. Condition Adverse to Quality
고장, 오동작, 결함, 이탈, 부적합사항 등을 총칭하는 용어.  
중대한 품질저해상태란 시정되지 않으면 안전과 운전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뜻한다.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품질저해상태를 수정하고, 필요 시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

는 조치.

이탈. Deviation
규정된 요건에서 벗어난 것.

부적합사항. Non-con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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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나 활동의 품질을 불만족스럽게 하거나 불확실하게 하

는 사항으로 특성, 서류 또는 절차에 있어서의 결함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가 만족스럽게 가동될 것이라는 충분

한 확신을 주는데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

수리(보수). Repair
원래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기능이 손상되지 않아 안

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까지 품목의 부적합한 특성을 복

구하는 작업

재작업. Rework
품목을 완성하거나 시정하여 원래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작업. 이는 품질보증기준의 정의이나, KEPIC MN(또는 ASME 
Sec.Ⅲ) 적용품목에 대하여는 재작업 대신 수리의 정의를 적

용한다.

현상태사용. Use-as-is
부적합품목이 그 용도에 적합하다고 확정될 수 있을 경우 허

용되는 조치방안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

다)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생산사업자가 제품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부적합사항을 인허가요

건, 품질보증계획 요건, 적용 기술기준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시정조치 하

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원자로사업자가 주요기기 생산사업자 시설에서 제품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부적합사항을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의 검토․승인에 참여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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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일정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품 생산 품질보증검사 지침서』(KINS/GI-N021), 부
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에 의거 최초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후 6개월 후부터 주기적으로 검사

3. 검사 중점사항

-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이 부주의하게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

도록 하는 부적합사항 관리방안의 이행 확인

- 품질위배사항은 즉시 식별하여 가능한 빨리 시정조치 될 수 있는 방안의

이행 확인

- 품질위배사항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문제점 해결 및 유사문제점의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는 방안의 이행 확인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품목에 대한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과 그 이행상태가 'III. 판정기준'
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의 방

법으로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부적합사항 관리 절차의 적합성

1.1 부적합품목의 식별, 문서화, 평가, 가능한 때 격리, 관련 조직으로 통보 및

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부적합품목의 평가 및 조치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부적합사항 관리절차의 준수여부

2.1  부적합품목의 식별표시는 쉽게 인지될 수 있고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품목의 최종 사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2.2 매 부적합품목마다 식별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용기

(Container)나 포장(Package)에 식별표시를 하거나, 격리보관 장소를 적절히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검토지침서 KINS/GI-N021-03 개정 0

개정일자: 2009. 1. 8 페이지: 4/8

식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2.3  부적합품목은 격리가 가능할 때에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히 조치될 때까지

지정된 보관 장소에 격리되어야 한다.

2.4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조치방안이 평가되고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목

의 공정진행, 인도, 설치 또는 사용이 관리되어야 한다.

3. 부적합보고서 처리내역의 적합성

3.1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는

서류화 되어야 한다.

3.2 부적합사항의 관리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품목의 특성이 검토되고, 이에 대

한 조치방안이 제안 및 승인되어야 한다.

3.3 조치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을 평가하는 요원은 평가하고자하

는 분야에 객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요건을 적절히 이해하고 적

합한 자료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4 수리나 현상태사용으로 조치된 부적합 품목의 적합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

근거는 서류화되어야 한다.

3.5 현상태사용 또는 수리로 처리된 설계요건 불만족사항은 원설계에 적용되

었던 것과 동등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6 수리된 품목은 적용 절차서 및 원래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한

다.  단, 부적합품목의 조치내용에 별도의 판정기준을 수립하여 이 판정기

준이 적절히 검토된 경우에는 원래의 판정기준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4. 시정조치보고서 처리의 적합성

4.1 품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조건의 확인 및 이에 따라 취한 시정조치는 서류

화되어야 한다.

4.2 시정조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어야 한다.

4.3 시정조치분야의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다음의 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발생분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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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제점 발생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원전 운영 및 산업계 경험 보고

-  사업자 자체 문제점 확인(부적합사항, 절차서 개정, 보수작업 요청, 
현장 설계변경 등)

-  품질활동 상 문제점 확인(감사, 감독, 시정조치 등)

-  규제기관에 의한 문제점 확인

2) 문제점 확인 및 조치

-  발생된 문제점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

-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추적성, 경향분석의 적합성

-  문제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도출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IV. 첨부서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적합성 검토 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2조(부적합한 품목의 관리)～제83
조(시정조치)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

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4. 10CFR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and Fuel Processing Plant'

5. NRC Inspection Procedure 92720, USNRC, 1998. 9

6. ASME NQA-1 QA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 1994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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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1995 Addenda

7. KEPIC QAP-1, 2000년판

8. ASME Sec.Ⅲ General Requirements for Division 1 and 2

9 .IAEA Safety Series No. 50-C/SG-Q2 Non-conformance Control and Corrective 
Action. IAE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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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적합성 검토 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부적합사항 관리절차의 적합성

1.1
부적합품목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관련 조직으로 통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술

1.2
부적합품목의 평가 및 조치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의 명시

2. 부적합사항 관리절차의 준수여부

2.1
품목 식별표시에 대한 영향, 인지, 판독가

능

2.2
부적합품목 식별표시 불가능시의 구분의 

적합성(용기, 포장 혹은 격리보관 장소에 

대한 규정 및 이행여부 확인)

2.3 각 부적합품목의 격리에 대한 적합성

2.4
조치방안 평가 및 승인 시까지 부적합품

목의 공정진행, 인도, 설치 또는 사용 관

리

3. 부적합보고서 처리내역의 적합성

3.1
부적합품목에 대한 현상태사용, 폐기, 수

리 또는 재작업 등과 같은 조치의 서류화

3.2
부적합사항의 관리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품목의 특성 검토, 조치방안의 제안 및 승

인

3.3
부적합사항을 평가하는 요원의 객관적 능

력 보유

3.4
수리나 현상태사용의 기술적 판단 근거는 

서류화

3.5
설계요건 불만족사항의 현상태사용 또는 

수리의 적합성

3.6 수리된 품목의 재검사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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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조치보고서 처리의 적합성

4.1
품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조건의 확인 및 

시정조치의 서류화

4.2
시정조치의 상태 확인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

4.3

시정조치 활동의 적합성 여부

- 문제점 발생분야 확인

-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문제점에 대한 추적 및 경향분석

- 근본원인 도출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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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무관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04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다)의

제작관리 및 품질검사 담당조직이 제작관리 및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전문업

체에 용역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 관리를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수

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

역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제품인증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품목 또는 용역이 해당요건에 만족하는 정도를 확인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서명 또는 인증된 서류.

일반규격품. Commercial Grade Items

원자로시설 고유의 설계 또는 규격의 요건을 적용 받지 않

고, 원자로시설 이외의 다른 곳에도 적용되며 제조자가 발행

한 제품설명서에 근거하여 주문되는 품목

구매서류. Procurement Document

구매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매요구서, 구매주문

서, 도면, 계약서, 시방서 또는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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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Purchaser

구매요건을 수립하고 구매서류의 발행과 관리에 책임이 있

는 조직.

공급자. Supplier

구매서류에 따라 품목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

직으로 판매자, 계약자, 하도급계약자, 제작자, 자문자 및 이

들 하부 조직의 총칭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 원자로사업자의 제작관리 및 품질검사 담당조직이 제작관리 및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용역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 관리를 품

질보증 요건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에 적용한다.

- 원자로사업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생산사업자(이하 ‘제작자’라 한다)가 소재, 부품, 완성품, 

또는 제작에 수반되는 용역(설계, 가공, 성능검증 등)을 도급계약으로 다

른 생산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작자가 공급

자 관리를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에 적용한

다.

2. 검사일정

구분 최초검사 후속검사

원자로사업자의 하도급

관리

계약업무 착수 후

9개월 이내

최초검사 후 6개월
주기로 검사

제작자의 하도급관리
제작 착수 후 3개월
이내

최초검사 후 6~12개월
주기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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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작자에 대한 검사일정은 주기기류 생산에 대한 검사일정이며, 기타

품목을 생산하는 단품제작자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

품 생산 품질보증검사 지침서』(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

질보증검사 일정'에 의거 수행한다. 

3. 검사 중점사항

- 주요기기를 생산하는 제작자나 제작자로부터 품목 또는 부품의 생산을 위

탁받은 공급자가, 주요기기 제작에 소요되는 품목 및 용역을 하도급계약

하는 업무를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주요기기 제작을 위한 하도급 행위가 규제요건, 허가요건 및 기술기준 요

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품목의 제작에 필요한 소재, 부품, 완성품, 또는 용역의 하도급 관

리업무가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면담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구매문서 관리

1.1 구매문서에는 다음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 구매품목의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

-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 합격기준

- 제조, 포장,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요건

- 기술적 요건(증기발생기 세관의 경우, 모든 세관에 대한 ECT결과를

Profilometry로 기록하여 제출하는 요건 포함)

- 감사를 위한 출입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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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품목을 인증하는 서류

-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계획 수립요건

- 부적합사항보고서 제출에 관한 요건

- 예비품 및 대체품 식별요건

- 추적성이 요구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추적성 유지에 필요한 품질

문서를 공급자가 제공하는 규정(증기발생기 세관별 ECT Profilometry 

포함)

1.2 원자로사업자 또는 제작자가 수립한 구매문서 관리 방안에는 다음 책임사

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구매 문서의 발행

- 원설계문서와 다른 사항의 검토 및 승인

- 구매문서의 검토 및 승인

- 구매문서의 변경

- 구매품목의 품질등급 명시 확인

1.3 구매관리 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업체평가 및 선정

-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질증빙서류의 평가(증기발생기 세관 공급자

가 제출한 세관별 ECT Profilometry 평가 포함)

- 공장검사, 감사 및 시험

1.4 (구매서류가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 변경된 구매서류는 원 서류 작성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2. 공급자 선정

2.1 구매 품목과 용역 공급자의 평가 및 선정 방법과 그 결과는 서류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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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업체 평가 및 선정방법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동종 또는 유사제품 납품실적 평가 (공급자의 제품 공급실적과 그 제

품의 성능은 업체능력을 반영한다)

- 정성적, 정량적으로 서류화된 객관적 품질보증기록 평가

- 공급자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계획의 수행에 대한 직접 평가 결과

3.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

3.1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 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구매 서류의 규정과 시방서에 대한 상호간의 이

해 확립 방법

- 구매서류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기술 및 공정을 공급자

가 기획하도록 하는 요건

- 구매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수행 중 발생되거나 처리된 공급자 서류의

검토 요건

- 변경사항의 식별 및 처리 요건

-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서류정보 교환방법

- 업체 품질감독 및 검사업무의 범위

3.2 공급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관리, 취급 및 승인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

다.

4. 공급자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4.1 공급자 부적합사항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4.2 상기 관리방안에는 아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적합품목의 평가 규정

- 부적합사항보고서 제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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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사항보고서에 공급자가 제안한 조치방안 (예, 보수 또는 현상사

용)과 기술적 타당성을 포함하는 규정

- 공급자가 제시한 NCR 처리방안에 대한 구매자의 조치

- 조치방안의 이행 확인

- 공급자가 제출한 부적합사항의 기록 유지

5. 구매품목의 판정

5.1 구매 품목은 해당 품목의 공급 유자격업체로부터 구매되어야 한다.

5.2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유자격업체 목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5.3 (품질보증인증서로 구매 품목을 판정할 경우) 품질보증인증서에 구매주문

서, 구매 품목이 만족하여야 할 규격, 기술기준, 시방서 등의 상세 구매요

건, 품질보증업무 책임자의 인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4 공장검사는 예정된 공정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된 계획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5.5 공장검사의 수락을 입증하는 문서는 제품의 인수 장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5.6 인수검사기록에는 인수검사시 공장검사, 감사 및 공급자의 인증된 품질실

적을 고려하였는지 여부가 기록되어야 한다.

5.7 인수검사 시에는 공급자 문서가 검토되고 아래의 물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한다.

- 외관 상태

- 치수와 물리적 특성 및 기타 특성(증기발생기 세관별 ECT결과의 적합

성 여부 포함)

- 운송중의 손상여부

- 청결유지 상태

5.8 일반규격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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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규격품이 승인된 설계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 구매자는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와 복잡성을 근거로 업체 평가 및 선정

의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구매주문서에 해당 일반규격품에 대한 제작자 제품설명서(예, 카탈로그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판정기준이 있는 일반규격품은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시험 혹은 분석으로 그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① 일반규격품 공급자 실사

② 공장확인

③ 품목의 공급수행 기록

- 구매자가 일반규격품 인수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운송 중 손상 여부

② 인수된 품목과 구매주문된 품목의 일치 여부

③  제작자가 공표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요구한 대로 검사 또는 시험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④ 품목과 관련된 문서의 인수 및 수락 여부

IV. 첨부서류

하도급업무 관리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구매서류관리), 제73조(구

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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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 고시)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

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4. 10CFR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and Fuel Processing Plant'

5. ASME NQA-1 QA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 1994 Ed. 

and 1995 Addenda

6.  KEPIC QAP-1, 2000년판

7. ASME Sec.Ⅲ General Requirements for Division 1 and 2

8. ASME Sec.Ⅱ Part A, Part B, and Part C

9. 안전성관련 품목 대신 일반규격품 사용에 관한 지침(KINS)



하도급업무 관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요   건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구매문서관리

1.1

구매문서의 요건 명시

- 범위 □

- 합격기준 □

- 제조, 포장, 운송, 보관 요건 □

- 기술적 요건 □

- 출입권한 □

- 품질인증서 □

- 부적합사항 제출 또는 보고 요건 □

- 예비품 또는 대체품 명시 □

- 추적성유지에 필요한 품질문서 제출 □

1.2

구매문서 관리의 책임 사항 기술

- 구매문서 발행 □

- 원설계와 다른사항의 검토 및 승인 □

- 구매문서 검토 및 승인 □

- 구매문서의 변경 □

- 구매품목의 품질등급 명시 확인 □

1.3

구매 관리방안의 적합성

- 업체평가 및 선정 □

- 공급자 품질증빙서류의 평가 □

- 공장검사, 감사 및 시험 □

1.4

구매문서 변경의 관리

- 구매서류 변경도 원서류와 동일한 수준

으로 관리되었는지 확인

2. 공급자 선정

2.1 공급자 평가 및 선정방법의 서류화

2.2

업체 평가 및 선정 방법의 적합성

- 동종 또는 유사제품 납품실적 평가 □

- 품질보증기록 평가 □

- 공급자 시설, 인력, 능력 직접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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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요   건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3.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

3.1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 방안의 적합성

- 구매서류와 시방서에 대한 상호이해 □

- 기술 및 공정에 관한 공급자 기획 □

- 공급자 서류검토 □

- 변경사항의 식별 및 처리 □

- 구매자/공급자간 상호 정보교환방법 □

- 품질감독 및 검사 범위 확정 □

3.2
공급자 제출서류의 접수, 검토, 승인 등 

관리방안의 수립

4. 공급자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4.1 공급자 부적합사항 관리방안의 수립

4.2

공급자 부적합사항 관리방안의 적합성

- 부적합품목의 평가규정 □

- 부적합사항보고서 제출규정 □

- NCR에 조치방안과 기술적 타당성을 

포함시키는 규정 □

- 공급자가 제시한 NCR처리방안에 대한 

구매자의 조치 □

- 조치방안의 이행 확인 □

- 공급자가 제출한 NCR의 기록유지 □

5. 구매품목의 판정

5.1
공급업체의 해당품목 공급자 자격보유 여

부 확인

5.2 유자격업체 목록의 유지

5.3 품질보증인증서에 의한 품목 판정

5.4 공장검사 계획 수립 및 이행

5.5 인수장소에 공장검사 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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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요   건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5.6
인수검사 시 공장검사, 감사 및 공급자 품

질실적 고려

5.7

인수검사 시 공급자 문서검토 및 제품 확

인

- 외관 상태 □

- 구매주문서와 품목의 일치여부 확인 □

- 운송 중 손상 여부 □

- 청결유지 상태 □

5.8

일반규격품 구매의 적합성

- 일반규격품 사용이 설계서류에 명시 □

- 품목의 안전 중요도와 복잡성을 근거로 

업체평가 및 선정 □

- 구매주문서에 제품설명서번호 명시 □

- 인수수락 시 판정기준 및 추가방법에 

따른 보완여부 □

- 인수검사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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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과정 및 설계문서관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05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생산사업자(이하 ‘제작자’

라 한다)가 수행하는 제품 설계과정과 관련 문서의 관리가 허가받은 품질보

증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설계변경. Design Change

승인 및 발행된 설계출력서류 및 그 변경사항에 의해 정해진

기술적 요건의 개정 또는 변경.

설계입력. Design Input

상세 최종설계의 기초가 되는 기준, 변수, 근거 또는 기타 설

계요건.

설계출력. Design Output

구조물, 계통, 기기 및 전산프로그램의 기술요건을 명시하는

데 사용되는 도면, 시방서 및 기타 서류.

설계과정. Design Process

설계입력의 식별에서부터 설계출력서류의 발행까지 기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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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리적인 과정.

서류(문서). Document

업무, 요건, 절차서 또는 결과를 서술, 정의, 명기, 보고 또는

인증하는 문자 또는 그림 정보.

최종설계. Final Design

승인된 설계출력서류와 이에 대한 승인된 변경사항.

인정. Qualification

의도된 목적을 위해 규정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행위.

확인. Verification

품목, 공정, 용역 또는 서류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여부

를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검토, 검사, 시험, 점검, 감사 등의

행위.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의 설계 품질보증활동이 건설 또는 운영 품질보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및 관련자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다.

주요기기 제작자가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청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설계전문업체(이하 ‘설계자’라 한다)에 하도급계약 형태로 위탁하는 경우, 설

계를 수행하는 원청자 또는 설계자에 대하여도 본 절차서에 따른 검사를 수

행한다.  단, 이 경우에는 판정기준 중 해당 분야만 검사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종결시기

최초 검사 설계공정 10% 완료 전 설계공정 30% 완료 전

후속 검사 설계완료시점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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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중점사항

최초검사; 주요기기 제작자 또는 설계자가 설계입력, 과정, 해석, 확인, 공유

영역, 변경관리 등의 설계공정에 대한 절차를 설계시작 전에 수립하여 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최초 검사 시점에 부품별 설계입력, 과정, 

해석, 확인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진행된 부분만큼 검사를 수행하고 나머지

는 후속검사 시에 검사한다.  

후속검사; 주요기기의 설계변경 적합성을 검사하고 설계완료 시점에 최종 설

계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만약, 최초 검사 시점에 부품별 설계공

정이 진행되고 있어 설계입력, 과정, 해석, 확인 중 일부를 검사하지 못한 경

우, 이를 확인한다.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제작자 또는 설계자의 설계 품질보증활동이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및 면담으로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설계입력

설계기준, 성능요건, 규제요건, 규격 및 기술기준 등의 설계입력자료는 서류

로 작성되고, 그 선정은 설계책임을 가진 조직(이하 ‘책임설계조직’이라 한다)

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설계입력자료는 설계업무가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고, 설계결정, 설계확인수

단의 이행 및 설계변경 평가가 가능한 일관성 있는 근거가 되도록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승인된 설계입력의 변경사항은 변경사유와 함께 확인되어 승인되고, 서류화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설계과정

책임설계조직은 설계과정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수행되고 설계요건이 충족됨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업무를 문서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적절



설계과정 및 설계문서관리 검사지침서 KINS/GI-N021-05.개정 0

개정일자: 2009. 1. 8                                                                   4/15

한 품질기준이 선정되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명시된 품질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사유와 함께 확인되어 승인되고, 서류화

및 관리되어야 한다.

설계방법, 재료, 부품은 선정된 후 그 적용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경험사

례로부터 도출된 정보는 설계요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최종설계는

(a) 설계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서류화하여 설계입력자료와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b) 설계되는 품목의 조립품 또는 부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조립품이나 부

품이 일반규격품의 경우 공급자의 제작설명서보다 더 엄격한 특별한

검사나 시험요건을 통하여 개조 또는 선별한 것일 경우에는 일반규격

품과의 차이점이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서류화되어야 한다.

2.1  설계해석

설계해석은 계획적이고 관리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설계해석 서류는 판독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복제, 편철, 검색될 수 있

어야 하며, 목적, 방법, 가설, 설계입력, 참고자료, 단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

여 자격인정된 자가 원설계자의 도움 없이도 해석을 검토하여 결과의 적절성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계산은 설계제목(계산이 적용되는 계통 또는 기기를 포함), 원설계자, 검

토자, 날짜, 또는 검색할 수 있는 계산서 등의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 전산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마다 확인하지 않고 설계해석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전산 프로그램이 코드화된 수학적 모델에 대하여 각 매개변수의 제

한치이내에서 정확한 해(solution)을 산출해 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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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드화된 수학적모델이 특정한 물리적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를 산

출해 냄을 입증

전산 프로그램은 변경사항이 문서화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승

인됨을 보증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기 입증된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상기 (1)과 (2)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b) 설계해석문서에는 다음 (1)～(6)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석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술

(2) 설계입력과 그 출처의 명확한 기술

(3) 문헌조사결과 또는 적용 가능한 배경자료

(4) 가설의 식별 및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가설 표시

(5) 컴퓨터 형식, 전산 프로그램(예, 명칭), 개정식별, 입력치, 출력치, 

전산프로그램 확인 증거 또는 참조사항, 전산 프로그램을 특정 물

리적 문제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자료 등을 포함한

전산(Computer Calculation) 식별

(6)  검토 및 승인

3. 설계확인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설계관리 방안으로 설계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

다.

- 설계검토의 수행

- 대체계산의 이용

- 인정시험

전산 프로그램의 확인에는 적절한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책임설계조직은 사용한 특정 설계확인방법을 문서로 명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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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확인 결과는 확인자의 식별과 함께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설계확인

은 원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원설계자와 대등한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되

어야 한다. 이 개인이나 그룹은 원설계를 수행한 조직에 속하여도 무방하다.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설계자의 감독자가 확인해도 좋다.

(a) 감독자가 단일 설계방법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특정 설계고려사항을 배

제하지 않고, 설계에 사용할 설계입력을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

(b) 감독자가 조직 내에서 설계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일 경우.  

단, 상급자가 확인, 검토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것이 된다.

설계확인은 구매, 제작을 위해 설계서를 배부하거나 다른 설계업무에 이용하

기 위해 타부서에 설계서를 배부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단, 자료가 불충

분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설계의 미확인 부분은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기가 설치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1  설계확인의 범위

표준화되었거나, 기 입증된 설계의 적용은 관련된 설계입력이 만족하는지를

적용할 때마다 확인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설계 또는 이미 입증된 설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문제점과 이들 문제점이 다른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설계의 내용과 관련된 설계확인 방법은 후속 설계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서류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미 확인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에 대한 설계확인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변경분에 대한 설계확인에는 변경이 전체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전의 설계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3.2  방법

설계확인은 설계검토, 대체계산, 인증시험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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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3.2.1 설계검토.  설계검토는 최종 설계가 정확하고 만족스러운지를 보증하는 필

수적인 검토를 의미하며, 아래 항목이 모두 기술되어야 한다.

(a)  설계입력은 정확히 선정되었는가?

(b)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설이 적절히 설명되어 있고

타당한가? 필요 시, 세부 설계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후속 재확인업

무를 위한 가설이 명시되어 있는가?

(c) 적절한 설계방법이 사용되었는가?

(d) 설계입력은 설계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가?

(e) 설계출력은 설계입력과 비교하여 타당한가?

(f) 업무공유영역의 조직에 대한 설계입력 및 설계확인 요건을 설계문

서나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서 또는 지시서에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

가?

3.2.2 대체계산.  대체계산은 원래의 계산 또는 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다른 방법의 계산이나 해석을 말한다.  설계에 적용한 가설의

적절성, 사용된 입력자료, 전산 프로그램 또는 기타 계산방법이 검토되어

야 한다.

3.2.3 인정시험.  설계의 적합성을 인정시험으로 확인하는 경우, 시험의 형태가

분명히 정의되어 서류로 명시되어야 하며, 시험은 설계 시 고려된 최악의

조건을 모의한 조건 하에서 수행되어 성능이 적합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최악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품목이 만족스러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

는 운전모드와 환경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험이 특정한 설계특성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경우, 설계의 기타

특성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시험결과는 책임설계조직에 의해 문서로 작성되고, 시험요건이 만족되었는

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인정시험결과 적절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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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품목의 개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그 개

조내용은 서류로 작성되고 품목은 개조된 후 만족한 기능을 보증할 수 있

도록 재시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모형이나 모의품으로 시험을 수행할 경우, 축척규정이 수립되어 확인되어

야 한다.(필요한 경우 모형시험의 결과는 최종 설계작업에 사용되기 전에

오류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변경관리

최종 설계변경과 부적합품목의 현상태사용 또는 보수의 타당성은 원설계와

동등한 수준의 관리방법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설계변경은 원설계문서를 검토, 승인한 조직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

다. 

설계오류로 인하여 중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공정 및 확인 절차

는 재검토되어 필요시 수정되어야 한다.

5. 공유영역의 관리

설계공유영역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서가 수립되어야 하며, 설계공

유영역에 대한 조직간의 설계업무가 조정되어야 한다.

설계공유영역 관리를 위한 절차서에는 책임의 할당, 설계공유영역을 포함한

문서의 검토, 승인, 발행, 배부 및 개정에 대한 참여 설계조직간의 업무수행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유영역을 건너 전달되는 설계정보는 서류로 작성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설계정보 전달서에는 설계정보의 상태나 제공된 문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필

요시 후속평가, 검토,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미완성 품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초기에 설계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전달문서는 즉시 관리 문서로 확

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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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 및 기록

설계 및 설계확인 과정이 품질보증기준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증빙하는

설계문서와 기록은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문서에는 도면과 시방서 및 그 개정분 등과 같은 최종 설계문서 뿐만 아니라

최종설계를 뒷받침하는 설계입력자료의 출처를 포함한 중요 과정을 명시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ANNEX 설계시방서 요건 반영여부 확인

ASME Code NCA-4134.3. 설계시방서의 요건이 시방서, 도면, 절차서, 지시서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설계서류는 설계시방서와 적용기술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설계과정 및 설계문서관리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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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과정 및 설계문서관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설계입력

아래의 설계입력자료가 서류로 작성되고, 책

임설계조직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었는가?

□설계기준, □성능요건, □규제요건,

□규격 및 기술기준

설계입력자료는 설계업무가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고, 설계결정, 설계확인수단의 이행 및

설계변경 평가가 가능한 근거가 되도록 상세

한가?

승인된 설계입력의 변경사항은 변경사유와

함께 확인되어 승인되었는가?

2. 설계과정 (주 참조)

책임설계조직은 설계업무를 문서화하였으며.

이 문서에는 적절한 품질기준이 선정되어 검

토 및 승인되었는가?

명시된 품질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사유와

함께 확인되어 승인되었는가?

설계방법, 재료, 부품은 선정된 후 그 적용타

당성이 검토되었는가?

최종설계는

□설계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서류화되

어 설계입력자료와 대비할 수 있는가?

□해당 품목의 조립품 또는 부품이 명시되어

있는가? (조립품이나 부품이 일반규격품인

경우 공급자의 제작설명서보다 더 엄격한

특별한 검사나 시험요건을 통하여 개조 또

는 선별한 것일 경우에는 일반규격품과의

차이점이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서류화되

어야 한다.)

(주) 설계과정에 필요한 경험사례로부터 도출된 정보는 설계요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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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2.1 설계해석

- 설계해석은 문서화된 방법으로 수행되는

가?

- 설계해석 서류는 판독이 가능하여 복제, 
편철, 검색될 수 있는가?

- 설계해석 서류에는 목적, 방법, 가설, 설계

입력, 참고자료, 단위 등이 상세하게 명시

되어 있는가? (자격인정된 자가 원설계자

의 도움 없이도 해석을 검토하여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계산은 다음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가?

□설계제목(해당 계통이나 기기 포함), 

□원설계자, □검토자, □날짜, 또는 

□검색할 수 있는 계산서

- 전산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마다 확인하지 

않고 설계해석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
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가?

□전산 프로그램이 코드화된 수학적 모델에 

대하여 각 매개변수의 제한치 이내에서 

정확한 해를 산출해 냄을 입증

□코드화된 수학적모델이 특정한 물리적 문

제에 대한 확실한 해를 산출해 냄을 입증

- 전산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은 문서화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승인되었는가?

- 기 입증된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상기 두가지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

되었는가?

설계해석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

었는가?

□해석의 목적, □설계입력과 그 출처, 

□문헌조사결과 또는 적용 가능한 배경자

료,

□가설, □컴퓨터 형식, □전산 프로그램(예, 
명칭) 및 개정, □입력치와 출력치, 

□전산 프로그램 확인 증거 또는 참조사항, 
□전산 프로그램기초자료,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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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확인

설계 적합성은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방안

으로 확인되었는가?

□설계검토의 수행, □대체계산의 이용,

□인정시험

전산프로그램의 확인에는 시험이 포함되어 

있는가? 

사용한 설계확인방법은 책임설계조직에 의해 

명기되었는가?

설계확인 결과는 확인자의 식별과 함께 명확

히 문서화되었는가?

설계확인은 원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원설계

자와 대등한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

는가?(주1. 참조)

설계확인은 구매, 제작을 위해 설계서를 배

부하거나 다른 설계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타

부서에 설계서를 배부하기 전에 수행되었는

가? 

3.1 설계확인의 범위

표준화되었거나 입증된 설계는 관련된 설계

입력이 만족하는지 확인되었는가? (표준화된 

설계 또는 기입증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문제점과 이들 문제점이 다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1) 개인이나 그룹은 원설계를 수행한 조직에 속하여도 무방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는 원설계자의 감독자가 확인해도 좋다.

(a) 감독자가 단일 설계방법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특정 설계고려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설계에 

사용할 설계입력을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

(b) 감독자가 조직 내에서 설계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일 경우. 단, 상급자가 확인, 검
토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주2) 단,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설계의 미확인 부분은 식별

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기가 설치되기 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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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설계의 내용과 관련된 설계확인 방법은 후

속 설계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서류로 작성되었는가?

기확인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에 대한 

설계확인이 수행되었는가?(주 참조)

3.2 설계확인의 방법

설계검토, 대체계산, 인증시험 중 한가지 이

상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1

설계검토. 아래 항목이 모두 기술되었는가?

□설계입력의 정확한 선정

□사용된 가설의 설명 및 그 타당성(□필요 

시, 세부 설계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후속 

재확인 업무를 위한 가설이 명시되어 있는

가?)

□사용된 설계방법

□설계입력의 정확한 반영

□설계출력의 설계입력 대비 타당성

□업무공유영역의 조직에 대한 설계입력 및 

확인 요건을 설계문서나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서 또는 지시서에 명시할 필요성 여부

3.2.2

대체계산. 다음 사항은 검토되었는가?

□설계에 적용한 가설의 적절성, 

□사용된 입력자료, 

□전산 프로그램 또는 기타 계산방법

3.2.3

인정시험.

□시험의 형태가 분명히 정의되어 서류로 명

시되었는가?

□시험은 설계 시 고려된 최악의 조건을 모

의한 조건 하에서 수행되어 성능이 적합함

이 입증되었는가?

(주) 이러한 설계변경분에 대한 설계확인에는 변경이 전체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전의 설계분

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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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최악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품목이 만

족스러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운전모

드와 환경조건이 고려되었는가?

□시험이 특정한 설계특성만을 확인하기 위

하여 수행된 경우, 설계의 기타 특성은 다

른 방법으로 확인되었는가?

시험결과는 책임설계조직에 의해 문서로 작

성되고, 시험요건이 만족되었는지를 보증하

기 위하여 평가되었는가?

모형이나 모의품으로 시험을 수행할 경우, 
축척규정이 수립되어 확인되었는가? (필요한 

경우 모형시험의 결과는 최종 설계작업에 사

용되기 전에 오류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4. 변경관리

최종 설계변경과 부적합품목의 현상태사용 

또는 보수의 타당성은 원설계와 동등한 수준

의 관리방법에 의해 입증되었는가?

설계변경은 원설계문서를 검토, 승인한 조직

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었는가?

설계오류로 인하여 중대한 설계변경이 필요

한 경우, 설계공정 및 확인 절차는 재검토되

고 필요시 수정되었는가?

5. 공유영역의 관리

설계공유영역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

차서는 수립되었는가?

상기 절차서에는 책임의 할당, 설계문서의 

검토, 승인, 발행, 배부 및 개정에 대한 참여 

조직간의 업무수행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공유영역을 건너 전달되는 설계정보는 서류

로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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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정보 전달서에는 설계정보의 상태나 제

공된 문서가 명시되었는가? (설계정보 전달

서에는 필요시 후속평가, 검토,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미완성 품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최초의 설계정보 전달서는 즉시 관리 문서로 

확정되었는가.?

6. 문서 및 기록

설계문서와 기록은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 보

관 및 관리되고 있는가?

설계문서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가?

□도면, 시방서 등의 최종 설계문서

□최종설계를 뒷받침하는 설계입력자료의 출

처를 포함한 중요 과정을 명시한 문서

ANN ANNEX 설계시방서 요건 반영여부

NCA-4134.3. 설계시방서의 요건이 시방서, 
도면, 절차서, 지시서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

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는가?

설계서류는 설계시방서와 적용기술기준의 요

건에 적합한지 확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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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감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06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가 수행하는 내 외

부 품질감사가 허가받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감사. Audit

객관적 증거의 조사․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절차서․지시

서․도면 및 기타 적용서류의 타당성과 이의 준수여부를 확

인하는 계획적이고 서류화된 활동. 

감사는 공정관리나 제품판정 만을 위해 수행되는 감독 또는

검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감사. Audit, External

감사 수행조직의 직접관리 또는 조직 체계 하에 있지 않은

다른 조직의 품질보증계획 분야에 대한 감사

내부감사. Audit, Internal

감사 수행조직의 직접관리 또는 조직 체계 하에 있는 조직의

품질보증계획 분야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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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 Objective Evidence

품목이나 활동의 품질과 관련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기록

이나, 사실 또는 정보를 서류로 작성한 것.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의 제작자의 품질보증감사 활동이 건설 또는 운영 품질보증기준 요

건과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및 관련자 면담을 통

하여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6개월 이후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1년 이내

후속 검사 설계완료시점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주요기기 제작자의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개정 확인

- 연간 계획에 따른 감사 수행여부 확인

- 감사결과의 관련자 통보․보고

- 감사조직의 감사후속조치 이행여부 확인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제작자, 공급자 또는 설계자 품질보증조직의 품질감사 활동이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감사계획서, 보고서 등의 서류

검토 및 면담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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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감사계획

1.1 수행될 감사의 범위 및 일정은 현재 제작이 진행 중인 제품의 품질보증계

획상의 대상 업무를 범위로 적절히 기획되어야 한다. (내부감사와 외부감

사에 대해 따로 검토) 

1.2 감사일정은 업무상태와 중요도에 적합한 주기로 수립되어야 한다.

1.3 감사일정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필요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되

어야 한다.

1.4 제작자(또는 공급자)의 감사조직은 각 단위 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을 개발

하여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1.5 상기 감사계획에는 감사범위, 감사요건, 감사요원, 감사대상 업무, 통보 받

을 조직, 관련서류, 감사일정, 적용할 절차서 또는 점검표가 명시되어야 한

다.

2. 감사요원

2.1 감사수행의 책임이 있는 제작자(공급자) 조직은 감사대상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요원으로 감사요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2.2 단위 품질감사의 감사반은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권한

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3 내부감사의 경우, 감사대상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는 요원이 감사반

선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 수행

3.1 단위 감사는 감사계획에 명시된 점검표 또는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2 감사는 가능한 업무 초기에 시작되어, 업무수행 계획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주기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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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정된 감사 점검사항들이 관련 요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3.4 감사결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감사요원에 의해 서류로 작성되어, 수

감분야의 책임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3.5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피감사조직의 경영층에게 즉시 보고

되어야 한다.

4. 보고

4.1 감사보고서는 감사반장이 작성(또는 검토) 후 서명하여야 한다.

4.2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범위

(2)  감사자

(3)  감사수행중 접촉한 관련자

(4)  감사분야의 품질보증계획서 유효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의 요약

(5)  피감사조직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술한

감사지적사항

5. 회신

5.1 피감사조직의 책임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일정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2 지적사항 조치에 책임이 있는 조직은 감사조직(반장)에게 조치사항 또는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3 감사조직(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사부서 회신내용의 적합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6. 후속 조치

6.1 감사반은 시정조치가 계획일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

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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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록

7.1 감사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보고서

(3)  감사결과에 대한 서면회신 및 시정조치 완료 기록

IV. 첨부서류

품질감사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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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 고시)

4. ASME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94(+1995 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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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g.Guide 1.144, Auditing of Quality Assurance Programs for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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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감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감사계획

1.1

내부감사

감사의 범위 및 빈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품

의 품질보증계획 대상업무를 범위로 적절히 

기획되었는가?

1.2
감사일정은 업무상태와 중요도에 적합한 주

기로 수립되었는가?

1.3

내부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었는

가?

□감사범위, □감사요건, □감사요원, □감사

대상 업무, □통보 받을 조직, □관련서류, □
감사일정, □적용할 절차서 또는 점검표

1.1

외부감사

감사의 범위 및 빈도는 위임받은 제품의 품

질보증계획 범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적절히 

기획되었는가?

1.2
감사일정은 업무상태와 중요도에 적합한 주

기로 수립되었는가?

1.3

외부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었는

가?

□감사범위, □감사요건, □감사요원, □감사

대상 업무, □통보 받을 조직, □관련서류, □
감사일정, □적용할 절차서 또는 점검표

1.4

제작자에 대한 원자로사업자의 감사(또는 공

급자에 대한 제작자의 감사)는 효과적인 품

질보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이른 시기에 실

시되었는가?감사조직은 감사수행 전에 각 단

위 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을 서류로 작성하였

는가?

1.5
감사조직은 감사수행 전에 각 단위 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을 서류로 작성하였는가?

2. 감사요원

2.1
감사요원은 감사대상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

적인 책임이 없는 요원으로 선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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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2.2 단위 품질감사의 감사반은 효과적인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가

진 자인가?(단위 감사기록 3건을 표본검사)

2.3 내부감사의 경우, 감사대상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는 요원이 감사반 선정에 관여하

지는 않았는가?

3. 감사수행

3.1 단위 감사는 감사계획에 명시된 점검표 또는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3.2 감사는 가능한 업무 초기에 시작되어, 업무수
행 계획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주기로 계속

시행되었는가?

3.3 선정된 감사 점검사항들이 관련 요건에 따라

모두 평가되었는가?

3.4 감사결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감사요

원에 의해 서류로 작성되어, 수감분야의 책임

자에 의해 검토되었는가?

3.5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피감사

조직의 경영층에게 즉시 보고되었는가?

4. 보고

4.1 감사보고서는 감사반장이 작성(또는 검토) 후
서명하였는가?

4.2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었는가?
□ 감사범위

□ 감사자

□ 감사수행중 접촉한 관련자

□ 감사분야의 품질보증계획서 유효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의 요약

□ 피감사조직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

세하게 기술한 감사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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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5. 회신

5.1 피감사조직의 책임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일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

는가?

5.2 지적사항 조치의 책임이 있는 조직은 감사조

직(반장)에게 조치사항 또는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5.3 감사조직(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사부

서 회신내용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는가.?

6. 후속조치

6.1 감사반은 시정조치가 계획일정대로 시행되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였

는가.?

7. 기록

7.1 감사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었는가?
□ 감사계획

□ 감사보고서

□ 감사결과에 대한 서면회신 및 시정조치완

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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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이행

검토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07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 주요기기 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

무1)를 수행하는 원자로사업자․주요기기 제작자 및 그 계약자 직원의 교육

훈련이 품질보증기준 요건 및 상세 기술기준 요건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달

성․유지에 적절하게 계획되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특성. Nature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성

질이나 속성.

절차서. Procedure

업무 수행방법을 명시하거나 기술한 서류.

자격인정. Qualification, personnel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특성 또는 능력으로 개

인의 요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시험과 같은

수립된 요건에 따라 측정하는 것.

1) 주요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설계․구매․인수․저장․취급․건조․세정․검사․시험․조작․유지․보수․개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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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의 제작자(공급자) 직원의 교육 훈련이 건설 또는 운영 품질보증기준

요건과 제작자(공급자)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6개월 이후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1년 이내

후속 검사 부록 1의 요건에 따라 제작완료시점까지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직원의 적절한 능력 달성 유지를 보증하는 교육 훈련 방안 평가

- 교육 훈련 자격인정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적합성 확인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제작자 또는 공급자의 직원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가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교육 훈련계획, 기록 등의

서류검토 및 관련자 면담으로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달성 및 유지 방안

1.1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직원은 식별되어야 한다

1.2 교육 훈련의 정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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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범위, 복잡도, 특성

- 학력, 경력, 자격 소지여부

2. 교육

2.1 직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 주제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적용 기술기준, 표준 및 회사절차서를 포함한 일반적인 합격기준

- 적용 품질보증계획 요소

- 업무 책임 및 권한

3. 훈련

3.1 필요시, 다음 사항을 위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최초 능력의 달성

- 능력 유지

- 기법, 방안, 또는 업무책임의 변경에 적응

4. 기록

4.1 교육 훈련 시행기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 교육 훈련 참석자 명단 기록지

- 교육 훈련대장

- 개인별 교육 훈련 실적

IV. 첨부서류

직원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이행 적합성 검토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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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이행 적합성 검토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달성 및 유지 방안

1.1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직원은 식별되었는

가?

1.2

교육 훈련의 정도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이 

고려되었는가?

업무의 범위□, 

복잡도□, 

특성□,

개인별 학력□, 

경험□, 

능력□

2. 교육

2.1

직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 주제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었는가?

□적용 기술기준, 표준 및 회사절차서를 포

함한 일반적인 합격기준

□적용 품질보증계획 요소

□업무 책임 및 권한

3. 훈련

3.1

필요시, 다음 사항을 위한 훈련이 제공되어

야 한다.

□최초 능력의 달성

□능력 유지

□기법, 방안, 또는 업무책임의 변경에 적응

4. 기록

4.1

교육 훈련 시행기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참석자 명단 기록지

□ 훈련대장

□ 개인별 훈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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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서 서류 및 도면 관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08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다) 제작관리 조직과 주요기기

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또는 제작자로부터 완성품 공급을 위탁받은 공급

자)가 수행하는 원자로 주요기기 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1)가 적절한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기타 서류에 규정된 품목, 작업 또는 용역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특성. Characteristic

품목, 공정 또는 용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술할 수 있고 측

정할 수 있는 성질이나 속성.

서류. Document

업무, 요건, 절차 또는 결과를 서술, 정의, 명기, 보고, 또는

인증하는 문자 또는 그림 정보

1) 주요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설계․구매․인수․저장․취급․건조․세정․검사․시험․조작․유지․보수․개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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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Procedure

업무 수행방법을 명시하거나 기술한 서류.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 원자로사업자 제작관리 조직 또는 주요기기 제작자(공급자)가 수행하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품질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업무를 기술한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 상기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이 그 최신 개정본이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

록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6개월 이후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1년 이내

후속 검사 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에 따라 제작완료시점까지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주요기기의 제작이 서류화된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에 따라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 품질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술한 정확한 서류

의 사용이 보증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제작자 또는 공급자의 주요기기 제작과정에 적용되는 서류관리 체

계를 점검하여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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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1.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게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1.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해당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한다.

1.3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에는 해당 업무의 만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

2.1 품질요건을 규정한 서류나 지시서 절차서 도면의 관리 체계는 서류화되어

야 한다.

2.2 서류관리 체계를 명시한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리대상 서류와 그 배부처

-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발행에 관한 책임사항

- 서류의 승인, 발행 전에 적합성, 정확성 및 완결성 검토

3. 서류의 변경

3.1 편집교정과 같은 경미한 변경이 아닌 서류의 변경은, 다른 조직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원 서류를 검토 승인했던 조직에 의해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3.2 검토조직은 승인 근거가 되는 관련 기초 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3 원 서류를 검토 승인했던 조직에 의해 검토 승인되지 않아도 될 경미한

변경의 종류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3.4 서류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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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첨부서류

절차서 서류 및 도면 관리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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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서류 및 도면 관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지시서․절차서․도면

1.1

제작자의 공정에 적합하게 다음 업무 중 3가
지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업무가 그 성격에 

적합하게 지시서, 절차서 및(또는) 도면으로 

규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설계․□구매․□인수․□저장․□취급․

□건조․□세정․□검사․□시험․□보수․

□출하

1.2

6.1.1에서 선정된 업무를 규정한 지시서, 절차

서 및(또는) 도면 중 1회 이상 개정된 서류를 

3종 이상 선정하여 해당업무의 만족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

인한다.

□

□

□

1.3
6.1.2에서 선정된 업무가 해당 서류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2.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

2.1 서류관리 체계는 서류화되어 있는가?

2.2

상기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가?

□관리대상 서류와 그 배부처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발행에 관한 책임

□서류의 승인, 발행 전에 적합성, 정확성 및 

완결성 검토

3. 서류의 변경

3.1

중대한 변경

6.1.2에서 선정된 서류의 변경은 원 서류를 

검토 승인했던 조직에 의해 검토 승인되었는

가?

□

□

□

3.2
검토조직은 승인 근거가 되는 관련 기초자료

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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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3.3

경미한 변경

6.2.2의 서류에는 경미한 변경의 종류는 명확

히 규정되어 있는가?

3.4
6.2.2의 서류에는 서류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

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명확

히 규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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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공정 관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09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요기기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또는 제작자로부터 완성품 공급을 위탁받은 공급자)가 수행

하는 주요기기 제작 업무가, 주요기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역

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절차서. Procedure

업무 수행방법을 명시하거나 설명한 서류.

인정. Qualification

의도된 목적을 위해 규정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행위.

자격인정. Qualification, Personnel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특성 또는 능력으로 개

인의 요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시험과 같은

수립된 요건에 따라 측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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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계획. Quality Plan

업무 수행방법을 명시하거나 설명한 서류.

특수공정(작업). Special Process

작업결과가 작업자의 기량이나 작업관리에 의해 좌우되며 제

품의 검사 또는 시험으로 규정된 품질의 확인이 어려운 작

업.

시험. Test (Testing)

품목에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또는 운전 조건을 조합하여

부과함으로서 그 품목의 성능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

작업공정표. Traveller, Route Sheet, or Work Sheet

공정 순서 및(또는) 개략적인 작업내용, 수행방법, 적용서류, 

등을 기술한 서류.    일반적으로 작업공정표에는 각

작업이 적절히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명과 자재식별번호

또는 검사(시험)보고서(기록)번호 등을 기록하는 난을 포함한

다.

확인. Verification

품목, 공정, 용역, 또는 서류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검토․검사․시험․점검․감사 등

의 행위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의 제작자(공급자)가 수행하는 주요기기 제작공정이 계획적으로 관리

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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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6개월 이후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1년 이내

후속 검사 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의 요건에 따라 제작완료시점까지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주요기기의 제작이 제작자(공급자)가 수립한 공정관리 방안에 따라 이행

되는지 확인한다.

- 주요기기 제작공정이 적합한 순서에 따라 이행되고, 각 공정 단계별 확인

과정이 누락되지 않고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제작자 또는 공급자의 주요기기 제작과정에 적용되는 공정관리 체

계를 점검하여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공정관리

1.1 주요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공정은 절차서, 작업공정표 또는 기

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2 작업공정 관리방법은 공정변수가 관리되고 명시된 환경조건이 유지됨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1.3 품질계획, 작업공정표 등의 공정계획 서류에는 공정변수가 명시되거나 공

정변수가 포함된 다음 사항이 식별되어야 한다.

- 적용되는 제조, 검사, 점검 및 시험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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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점 (입회검사점 및 정지점)

- 적용 규격 및 기준

2. 특수공정

2.1 용접, 열처리, 비파괴시험, 세정, 도장 등의 특수공정은 승인된 절차서를

사용하여 유자격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2 특수공정은 지시서, 절차서, 도면, 점검표, 작업공정표 (트래블러) 또는 기

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3 특수공정 관리 방안(절차서 등)은 공정변수가 관리되고 명시된 환경조건이

유지됨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2.4 장비, 공정변수, 검교정요건 등 특수공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절

차서나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5 공정의 판정기준을 포함한 적용 기술기준 및 규격의 요건이 절차서 또는

지시서에 명시되거나 참조되어야 한다.

2.6 각 특수공정에 대하여 인원, 공정 및 장비의 인정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어

야 한다.

IV. 첨부서류

제작공정 관리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제75조(특수작업관리), 제76조(검사), 제78조(시험관리)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ASME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94(+1995 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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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QAP 2000년판

5. ASME Section Ⅲ, Subsection 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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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공정 관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공정관리

1.1
주요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공정

은 절차서, 작업공정표 또는 기타 적절한 방

법으로 관리되는가?

1.2
작업공정 관리방법은 공정변수가 관리되고 

명시된 환경조건이 유지됨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인가?

1.3
품질계획, 작업공정표 등의 공정계획 서류에

는 공정변수가 명시되었는가?

품질계획, 작업공정표 등의 공정계획 서류에

는 공정변수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공정변

수가 포함된 다음 사항이 식별되어 있는가?

□적용되는 제조, 검사, 점검 및 시험절차서

□검사점(검사 확인점 및 정지점)

□적용 규격 및 기준 

2. 특수공정

2.1
용접, 열처리, 비파괴시험, 세정, 도장은 승인

된 절차서를 사용하여 유자격자에 의해 수행

되고 있는가?

2.2
특수공정은 지시서, 절차서, 도면, 점검표, 작
업공정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

고 있는가?

2.3
특수공정 관리 방안에 의해 공정변수가 관리

되고 명시된 환경조건이 유지되는가?

2.4

특수공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조건은 

절차서나 지시서에 포함되어있는가?

□장비, □공정변수, □검교정요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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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2.5
공정의 판정기준을 포함한 적용 기술기준 및

규격의 요건이 절차서 또는 지시서에 명시되

거나 참조되어야 한다.

2.6
각 특수공정에 대하여 인원, 공정 및 장비의

인정기록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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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식별관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0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요기기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또는 제작자로부터 완성품 공급을 위탁받은 공급자)가 주요

기기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의 식별관리를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요건에 따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제강번호. Heat Number

철강재료의 제조시 전기로의 배치(batch)마다 부여하는 번호.  

 같은 제강번호를 가진 소재는 화학조성이 동일하다.

로트번호. Lot Number

철강재료 또는 용접재료에서 동일한 제조이력을 가지는 재료

에 부여하는 번호. 로트번호가 같으면 재료의 화학조성과 물리

적 성질이 동일하다.

추적성. Traceability

기록된 식별방법으로 품목의 이력, 위치 또는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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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 적합함이 입증된 자재임을 보증할 수 있도

록, 주요기기 제작과정에 자재의 추적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종결시기

최초 검사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6개월 이후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1년 이내

후속 검사 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에 따라 제작완료시점까지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주요기기 제작자(공급자)가 수립한 자재 식별관리 방안이 품목의 추적성

유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요기기 제작과정에 자재 식별관리 방안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한다.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제작자 또는 공급자의 주요기기 제작과정에 적용되는 자재 식별관

리 체계 검토 및 품목 확인을 통하여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이 충족되

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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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치, 로트, 기기, 부품 등의 자재는 인수, 저장, 제작의 각 단계를 거쳐 식

별이 유지되어야 한다.

1.2 용접자재, 주조품, 단조품, 가공품 등의 식별은 품목의 설계서류나 기타 적

절한 상세 서류와 연계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2. 물리적 식별

2.1 품목에 직접 물리적 식별을 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격리, 절차상의 관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2.2 품목에 직접 식별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분명하고 판독이 용이한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품목의 기능이나 가동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3 품목이 분할될 경우에는 분할 전에 각 품목마다 식별표시를 옮겨야 한다.

2.4 식별은 다른 식별방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표면처리나 도장에 의해 지

워지거나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3. 특수요건

3.1 제작자(또는 공급자)는 품질보증계획에 주요기기 제작 중 자재의 식별 및

추적성 유지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

3.2 사용년수 또는 주기가 명시된 품목은 저장수명이 만료된 후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 및 관리되어야 한다.

3.3 제작자(또는 공급자)의 자재식별 및 추적성 유지방안에는 저장품목의 식별

이 저장기간 및 조건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

야 한다.

(1) 유지 또는 취급중의 손상으로 인한 표시 및 식별기록의 교체방안

(2) 환경의 노출로 인한 과도한 손상으로부터 품목의 식별보호

(3) 기존 기록의 갱신(updating) 방안

IV.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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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식별관리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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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식별 관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식별

1.1

품질보증계획에 주요기기 제작 중 자재의 식

별 및 추적성 유지방안을 규정되어 있는가?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관리)절차서

1.2

1.1의 자재식별 유지방안은 용접자재, 주조

품, 단조품, 가공품 등의 설계서류나 기타 적

절한 상세 서류와 연계되도록 수립되어 있는

가?

용접자재, 주조품, 단조품, 가공품 중 2개를 

선정하여 1.1의 방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

인한다.

2. 물리적 식별

2.1
식별표시는 분명하고 판독이 용이한 재료와 

방법인가?

2.2
품목에 직접하는 식별표시 방법은 품목의 기

능이나 가동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인가?

2.3

품목에 직접 물리적 식별을 하는 것이 비실

용적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격리, 절차상

의 관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가?

2.4
품목이 분할될 경우에는 분할 전에 각 품목

마다 식별표시가 옮겨지고 있는가?

2.5
식별이 표면처리나 도장에 의해 지워지거나 

가려진 경우는 없는가?



자재 식별관리 검사지침서 KINS/GI-N021-10. 개정 0

발행일자: 2009. 1. 8 6/6

항
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3. 특수요건

3.1
사용년수 또는 주기가 명시된 품목은 저장수

명이 만료된 후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 및 

관리되고 있는가?

3.2

6.1.1의 자재식별 및 추적성 유지방안에는 저

장품목의 식별이 저장기간 및 조건에 적합하

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유지 또는 취급중의 손상으로 인한 표시 및 

식별기록의 교체방안

□환경의 노출로 인한 과도한 손상으로부터 

품목의 식별보호

□기존 기록의 갱신(updating)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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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취급 및 저장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1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주요기기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또는 공급자)

가 수행하는 기기 제작과정 중 품목의 취급 및 저장이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요건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품목. Items

부속품, 조립품, 기기, 장비, 자재, 조립규격품, 부품, 구조물, 

부분 조립품, 부분계통, 계통 또는 단위 기기의 총칭

포장. Packaging

취급, 부품의 표지 또는 라벨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이나 품목을 싸는 유연한 재질

인수. Receiving

지정된 장소에서 품목을 인도 받는 것.

저장. Storage

저장시설 내에서 품목을 유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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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품목의 취급, 저장, 세척 및 출하 시 손상 또는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 및 이행 확인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종결시기

최초 검사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6개월 이후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2년 이내

후속 검사 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에 따라 제작완료시점까지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자재 및 장비의 인수 적합성 확인

- 품목의 취급, 저장, 세척 및 출하 시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방

안의 수립 및 이행 적합성 확인

- 불활성가스, 특정습도조건, 온도조건 등 특별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특수품

목 취급 시, 요구되는 환경조건 제공여부 확인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제작자 또는 공급자의 주요기기 제작과정에 적용되는 품목의 취급

및 저장 관리 체계 검토 및 품목 확인을 통하여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

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인수

1.1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인수검사 절차가 수립․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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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검사 방법

2) 운송 중 손상품목에 대한 처리

3) 구매서류에 명시된 요건과의 일치여부 검사

1.2 인수품목의 처리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격 품목에 대한 꼬리표부착 또는 표시, 긴급사용시의 관리 등의 사항

2) 부적합 품목의 표식 및 격리, 부적합품목에 대한 조치, 사용금지, 관련

조직에의 통보, 서류화

3) 조건부 불출 품목은 사용적합성 검토, 서류화, 관리책임 및 불출권한

2. 저장

2.1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저장품목의 관리절차가 수립․이행되어야 한다

1) 저장관리 등급의 설정 및 등급별 환경조건

2) 저장품목의 식별, 보관

3) 저장수명 등 저장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3.   특수취급 공구 및 장비의 관리

3.1 특수 취급공구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 절차

가 수립․이행되어야 한다.

1) 특수 취급 공구 및 장비의 관리요건의 이행 책임자

2) 절차서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시험 방안

3) 특수취급 및 인양 장비 운전원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경험확인

4. 기타

예민하고 손상되기 쉬운 품목에 대하여는 그 취급, 보관, 사용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품목의 취급 및 저장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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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취급 및 저장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인수

1.1

인수검사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가?

□인수검사 방법 

□운송 중 손상품목에 대한 처리

□구매서류 요건과의 일치여부 검사

1.2

인수품목의 처리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가?

□합격 품목에 대한 꼬리표부착 또는 표시, 
긴급사용시의 관리 등의 사항

□부적합 품목의 표식 및 격리, 부적합품목

에 대한 조치, 사용금지, 관련조직에의 통

보, 서류화

□조건부 불출 품목은 사용적합성 검토, 서
류화, 관리책임 및 불출권한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인수품목 4개를 선정

하여 다음 절차가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합격 품목에 대한 꼬리표부착 또는 표시

□부적합 품목의 표식 및 격리, 부적합품목

에 대한 조치, 사용금지, 관련조직에의 통

보, 서류화

□조건부 불출 품목은 사용적합성 검토, 서
류화, 관리책임 및 불출권한

2. 저장

2.1

저장품목의 관리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가?

□저장관리 등급의 설정 및 등급별 환경조건

□저장품목의 식별, 보관

□저장수명 등 저장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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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저장품목 3개를 표본 선정하여 다음의 철차

서 요건이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저장관리 등급의 설정 및 등급별 환경조건

□저장품목의 식별, 보관

□저장수명 등 저장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3. 특수취급공구 및 장비의 관리

3.1

특수 취급공구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
음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 절차가 수립되었는

가?

□특수 취급 공구 및 장비의 관리요건의 이

행 책임자

□절차서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시험 방안

□특수취급 및 인양 장비 운전원에 대한 교

육훈련 또는 경험확인

특수 취급공구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
음 사항은 적절히 이행되는가?

□절차서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시험

□특수취급 및 인양 장비 운전원에 대한 교

육훈련 또는 경험확인

4. 기타

예민하고 손상되기 쉬운 품목에 대한 취급, 
보관, 사용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예민하고 손상되기 쉬운 품목이 있을 경우, 
상기 취급, 보관, 사용에 관한 절차가 이행되

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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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2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주요기기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또는 공급자)

의 측정 및 시험장비가 제작자(공급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요건에 따라

그 정확도를 보증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보정. Adjustment

계기 또는 계측기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는 행위.

교정. Calibration

계기 또는 계측기가 허용오차 범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행

위.

측정 및 시험장비.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어 또는

취득하기 위한 교정, 측정, 계측,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장치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검사지침서 KINS/GI-N021-12.개정 0

개정일자: 2009. 1. 8 2/6

주요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등 측정

및 시험장비의 정확도를 제한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교정, 보정, 식별 및

관리의 이행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6개월 이후
최초 품질보증계획 검토 후

1년 이내

후속 검사 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에 따라 제작 완료시점까지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주요기기 제작자(공급자)가 수립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식별관리 방안이 사

용이력 추적성 유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요기기 제작자(공급자)가 수립한 측정 및 시험장비 교정 방안이 정밀도

유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요기기 제작과정에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방안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4. 검사 방법

검사대상 주요기기의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제작자

(공급자)의 관리방안과 그 이행상태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하

여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측정 및 시험장비 선정의 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의 선정은 규정된 요건과의 일치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데 적합한 형태, 범위, 정확도 및 허용오차를 가진 것임을 보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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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교정

2.1 측정 및 시험장비는 국가 공인표준에 따라 유효성이 인증된 장비와 대비

하여 일정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교정 및 유지되어야 한다.

2.2 국가 공인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교정에 대한 근거가 서류화되어야 한다.

.3 관리

3.1 각 장비에 대한 교정 방법 및 주기는, 측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안정특성의 형태, 요구되는 정확도, 사용목적 및 기타 조건에 근거하여 규

정되어야 한다. 

3.2 측정 및 시험장비가 교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이전에

수행된 시험 또는 검사결과의 타당성과, 이전에 시험 또는 검사된 품목의

판정결과가 평가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3.3 교정범위를 벗어난 기구는 재 교정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도록 꼬리표를

붙이거나 격리시켜야 한다. 

3.4 어떤 측정 및 시험장비가 계속적으로 교정범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수리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3.5 장비의 정확도가 의심될 때에는 교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단, 자, 줄자, 수

평기 및 기타 기구 등 일반 상용 장비는, 그 정확도가 유지되면 교정 및

관리수단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3.6 제작자(공급자)는 장비의 교정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 결과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사

용 전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3.7 주기적인 점검의 주기는 제작자(공급자)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취급 및 저장

측정 및 시험장비는 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취급되고 저장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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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측정 및 시험장비는 교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교정기

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제79조(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ASME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94(+1995 Addenda)

4.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QAP 2000년판

5. ASME Section Ⅲ, Subsection 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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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측정 및 시험장비 선정의 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의 선정은 품목이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사항을 가진 것임이 

보증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가?

□형태, □범위, □정확도, □허용오차

2. 교정

2.1

측정 및 시험장비는 국가 공인표준에 따라 

□유효성이 인증된 장비와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교정 및 유지

되고 있는가? 

2.2
국가 공인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교정에 대한 

근거는 서류화되어 있는가?

3. 관리

3.1

각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 방법 및 

주기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는가?

□측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안정특

성의 형태, 

□요구되는 정확도, 

□사용목적

3.2

측정 및 시험장비가 교정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 밝혀진 경우, 이전에 수행된 시험 또는 

검사결과의 타당성과, 이전에 시험 또는 검

사된 품목의 판정결과가 평가되고 서류화되

었는가? 

3.3
교정범위를 벗어난 기구는 재 교정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도록 꼬리표를 붙이거나 격리되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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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3.4
측정 및 시험장비가 계속적으로 교정범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되었

는가? 

3.5
장비의 정확도가 의심될 때에는 교정이 수행

되어야 한다.

3.6

제작자(공급자)는 장비의 교정상태가 유지됨

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 결과 불일치사항

이 발견되면 사용 전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

다.

3.7
제작자(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에 측정 및 

시험장비의 점검 주기가 명시되어 있는가?

4. 취급 및 저장

측정 및 시험장비는 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취급 및 저장되고 있는가?

5. 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는 교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교정기록이 유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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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록 검토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3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제작관리 및 품질검사 조직

(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다) 및 원자로 주요기기 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

다) 제작자(또는 공급자)의 품질보증기록 생산, 인도 및 보존 체계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인증. Certification

요원, 공정, 절차서 또는 품목의 자격이 해당요건에 일치됨을

서면으로 결정, 확인 및 증명하는 행위

품질보증기록. Quality Assurance Records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또는 업무의 품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완성된 서류.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 원자로사업자로부터 주요기기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또는 공급자)가

품질보증기술기준 및 허가받은 적용 기술기준의 요건 따라 품질보증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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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요기기 제작 중 산출되는 품질보증기

록을 생산, 인도 및 보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 원자로사업자의 제작관리 및 품질검사 조직이 품질보증기술기준 및 허가

받은 적용 기술기준의 요건 따라 품질보증기록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

에 따라 주요기기 제작 중 생산되는 품질보증기록을 생산, 인도 및 보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주요기기 품목별 제작완료

1개월 전
주요기기 품목별 출하 전

후속 검사 최초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 또는

보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후속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주요기기 제작자(공급자)가 선정한 품질보증기록이 관련 요건 및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약속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원자로사업자의 주요기기 제작에 관한 품질검사기록이 품질보증계획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에 따라 적절히 생산, 이관,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주요기기 제작과정에 안전성 중요도와 관련된 취약점 또는 부적합사항이

적절히 처리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4. 검사 방법

원자로압력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 배관, 탱크 및 열교환기, 

펌프에 대하여는 모든 품질보증기록을 검토하며, 배관 및 밸브에 대하여는

동일 계통에서 동일구경의 품목을 적어도 2개 이상 선정하거나, 계통 및 구

경이 다양한 경우 적어도 4개 이상의 품질보증기록을 선정하여, 'III. 판정기준

'에 기술된 내용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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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기록체계

품질보증기록 체계는 절차서, 지시서 또는 기타 서류에 규정되고 이에 준하

여 실행되어야 한다.

2. 기록 산출

원자로사업자의 구매서류에는 제작자가 원자로사업자를 위해 산출, 공급, 또

는 유지하여야 하는 기록이 명시되어야 한다.

3. 품질보증기록의 유효성

서류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

로 인증되었을 때 유효한 기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증서는 책임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진술서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서류가 보고하는 자 또는 보고조직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으면 자필서명은 요구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록은 원본 또는 사

본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4. 색인 및 분류

품질보증기록은 부록 표1 및 표2에 따라 영구보존 및 비영구보존 품질보증기

록으로 색인 및 분류되어 관련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 및 색인 체계는 기록과 해당 품목 또는 업무간의 대조확인이 가능하도

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기록의 적합성 검토

5.1 관련 기록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이 절차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책임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5.2 관련 기록에 해당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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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관련 품목의 제작 중 발행되었던 부적합사항, 설계변경사항, 공급자 불일

치사항 등의 처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6. 품질보증기록의 정정

기록은 최초 작성한 조직에 의해 적절히 검토 및 승인되도록 규정된 절차서

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정정에는 정정을 발의한 권한이 부여된 자의 확인

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품질보증기록 검토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제84조(품질보증기록)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NRC Inspection Procedure 49055,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Piping 

Record Review

4. ASME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94(+1995 Addenda)

5.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QAP 2000년판

6. ASME Section Ⅲ, Subsection 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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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록 검토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기록체계

품질보증기록 체계는 절차서, 지시서, 또는 

기타 서류로 규정되었는가?

2. 기록 산출

원자로사업자의 구매서류에 제작자가 원자로

사업자를 위해 산출, 공급, 또는 유지하여야 

하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는가?

3. 품질보증기록의 유효성

품질보증기록은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인증되었는가?

4. 색인 및 분류

품질보증기록은 표1 및 표2에 따라 영구보존 

및 비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으로 색인 및 분

류되었는가?

□영구보존기록

□비영구보존기록

분류된 영구보존 및 비영구보존 품질보증기

록은 6.1항에서 확인한 관련 절차서, 지시서, 
또는 기타 서류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기록의 선정에 있어 원자로압력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 및 탱크, 펌프에 대하여는 모든 품질보

증기록을 검토하며, 원자로냉각재 배관을 포함한 배관류에 대하여는 동일 계통에서 동일구경의 

품목을 적어도 2개 이상 선정하거나, 계통 및 구경이 다양한 경우 적어도 4개이상의 품질보증기

록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기록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품질보증기록의 적합성

5.1
표본선정된 품질보증기록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이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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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 공정표 혹은 품질계획표상에 기재된 용

접사, 비파괴검사자 중 각각 2명씩을 선

정하여 자격인증여부를 검토한다.

• 방사선투과시험보고서, 내압시험보고서, 
성능시험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품질부서

장 및 공인검사자의 검토 및 승인이 적합

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5.2
관련 기록에 해당 요건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5.3
관련 품목의 제작 중 발행되었던 부적합사항, 
설계변경사항, 공급자 불일치사항 등의 처리

가 적합하게 완결되었는가?

6. 품질보증기록의 정정

(해당 시)

기록은 최초 작성한 조직에 의해 적절히 검

토 및 승인되도록 규정된 절차서에 따라 수

정되었는가?

정정에는 정정을 발의한 권한이 부여된 자의

확인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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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1)

기 록

1. 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 목록

2. 자료보고서

3. 설계시방서

4. 설계문서2)

5. 준공도면

6. 과압보호보고서

7. 재료시험성적서(CMTR) 및 사용재료의 추적기록문서(요구되는 경우)
8. 열처리기록3)

9. 안전밸브의 인정시험보고서(적용가능한 경우)
10. 최종 수압 및 기압시험 결과

11. 최종 비파괴검사보고서 : 가동중검사시의 적용을 위해 소유자가 정한 최종 방사선투

과검사 사진

12. 기술기준에서 요구되는 보수기록

13. 용접절차서

표2. 비영구보존 품질보증기록4)

기 록 보 존 기 간

1. 품질보증계획서 효력상실후 3년
2. 설계, 구매 및 품질보증절차서 효력상실후 3년
3. 설치 및 비파괴검사절차서 효력상실후 10년
4. 직원자격인정기록 효력상실후 3년
5. 구매요구서 효력상실후 10년
6. 감사 및 심사(survey)보고서 효력상실후 3년
7. 영구보존기록에서 제외된 최종 방사선투과검사 사진 효력상실후 10년
8. 측정 및 시험장비 교정기록 재교정시까지

9. 공정표, 트래블러 또는 점검목록 보고완료후 10년

10. 용접부마킹을 기록으로 대신하는 경우 이음부-용접사 식별기록 보고완료후 10년

1) 이들 기록에 영향을 주는 부적합사항보고서들은 동 품질보증기록내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

다.

2) 하중등급에 따라 설계한 기기지지물 및 배관지지물의 하중용량 자료표는 영구 품질보증기록으로 유지하

는 설계문서이다. 해석에 의한 설계방법으로 설계하고, 인증된 설계보고서 요약서와 함께 공급되는 표준

지지물은 영구품질보증기록으로 유지하는 설계문서이다.

3) 열처리차트 또는 검증된 시간/온도 기록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 자료는 재료시험성적서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된다.
2) 하중등급에 따라 설계한 기기지지물 및 배관지지물의 하중용량 자료표는 영구 품질보증기록으로 유지하

는 설계문서이다. 해석에 의한 설계방법으로 설계하고, 인증된 설계보고서 요약서와 함께 공급되는 표준

지지물은 영구품질보증기록으로 유지하는 설계문서이다.
3) 열처리차트 또는 검증된 시간/온도 기록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 자료는 재료시험성적서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된다.

4) 비영구 품질보증기록에 영향을 주나 이와 같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적합사항보고서는 관계되는 비영

구보존 품질보증기록의 보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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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절차시방서 및 시방서인정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4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

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가 주요기기의 생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용접절차시방서 및 용접절차시방서 인정시험이 규제

요건 및 적용 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용접절차서인정 기록.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PQR)

WPS가 인정되었음을 입증하는 WPQ의 기록.

규제요건. Regulatory Requirements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자가 허가신청시 제출한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용접관

련 요건.

용접절차서. Welding Procedure

제품 제작에 적용하고자 하는 용접방법 및 용접공정절차를

기술한 서류로서 용접준비, 용접, 열관리, 용접부 후처리 등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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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절차시방서인정.  Welding Procedure Qualification(WPQ)

제품 용접에 적용하고자 하는 용접절차시방서로 용접할 경우

의도하는 용접부의 성질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행위.

용접절차시방서.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WPS)

용접작업자에게 PSAR 및 적용기술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용

접을 수행하도록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절차서로서 기술기준

에 따라 인정된 서류.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의 생산에 적용할 용접절차시방서의 인정시험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인정결과에 따라 작성된 용접절차시방서가 규제요건 및 적용기술기준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최초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후 3개월 이내

용접절차시방서 작성

완료시점

후속 검사 용접절차시방서의 추가 또는 변경 시점

3. 검사 중점사항

- 제작자 용접절차서 및 용접절차시방서의 규제요건, 적용 기술기준 및 설

계요건 만족여부 확인

-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적용 기술기준 요건에 따른 용접절차 및 용접절차시

방서 수립여부 확인

- 사업자 품질보증계획에 준한 용접절차시방서 인정, 기록, 평가 및 유지 여

부 확인

- 용접절차시방서 인정 시험의 규제요건 및 적용 기술기준 요건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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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4. 검사 방법

용접절차서, 용접절차시방서 및 용접절차인정기록이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용접절차서

1.1 제작자는 용접절차시방서(WPS)의 작성, 인정, 승인, 배부 및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서 또는 지시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2 용접절차서에는 용접보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결함제거 및

용접보수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1.3 모재의 보수기록은 ASME Code Sec.III NB-4132 또는 해당 KEPIC 요건에

따라 특별 보고서로 문서화하는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1).

2. 용가재와 모재

용가재와 모재의 조합이 부록 표1을 만족하여야 한다2).

3. 용접절차시방서

3.1 각 용접방법별로 1.1의 관리방법이 이행되어야 한다.

3.2 WPS에 ASME Code Sec.III 및 IX에 규정된 필수변수, 추가 필수변수 및 비

필수변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3.3 WPS의 필수변수 변경 시, 해당 WPS는 재인정하여야 한다.

3.4 WPS의 비필수변수 변경 시, 해당 WPS를 개정하여야 한다.

1) ASME Code Sec. Ⅲ NB-4132 Documentation of Repair Welds of Base Material : 보수용접부 깊이가 ⅜(10 
㎜) 또는 단면 두께의 10%중 작은 값을 초과하는 보수용접을 하는 인증업체(Certificate Holder)는 가공한

공동(cavity)의 위치 및 크기, 용접재료의 식별, 용접절차, 열처리 및 보수용접부의 검사결과를 기술한 보

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용가재와 모재의 조합이 부록 표1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 적합성을 평가한다. 접합하는데 사용되는 용

가재는 화학조성이 모재와 부합하여야 하며, 접합할 소재의 기계적 성질, 내부식성 및 용접성이 고려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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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WPS에 Regulatory Guide 1.44 및 1.50의 규제입장이 충족되어야 한다.

3.6 예열 및 층간 온도3)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용접절차인정기록서

4.1 ASME Code Sec.III 및 IX의 규정에 따라 WPS가 인정되어 있어야 하며, 

PQR이 자료화되어 있어야 한다.

4.2 PQR에 해당 용접절차의 모든 필수변수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WPS의

각 필수변수는 ASME Code Sec.IX에 규정된 범위 내로 기재되어야 한다.

4.3 ASME Code Sec.III 및 IX에 명시된 기계시험(충격인성시험 포함)을 완료하

고, 그 결과를 PQR에 적절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4.4 제작자는 PQR을 인증하여야 하며, 공인검사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4.5   기계시험의 결과는 ASME Code에 규정된 최소(또는 최대)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4.6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인장강도 80,000psi이상의 고장력강 후판의

맞대기 용접에 적용되는 WPS를 인정할 경우에는, 제품용접 시 구속에 의

한 용접부 종․횡방향 및 선단 응력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용접절차시방서 및 시방서 인정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3)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니켈합금의 최고 층간온도는 17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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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spection Procedure 55050, Nuclear Welding General Insp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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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절차시방서 및 시방서 인정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요 건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용접절차서

1.1
용접절차시방서(WPS)의 작성, 인정, 
승인, 배부 및 개정을 위한 절차서 또

는 지시서가 수립되어 있는가?

1.2
용접절차서에 결함제거 및 용접보수

방법을 포함한 용접보수 규정이 기술

되어 있는가?

1.3
모재의 보수기록을 요건에 따라 특별

보고서로 문서화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가?
ASME Sec.Ⅲ NB-4132

2 용가재와 모재

용가재와 모재의 조합이 부록 표1을
만족하는가?

3
용접절차시방서(WPS)
각 용접방법별로 2-3건을 표본채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3.1
각 용접방법별로 1.1의 관리방법이 이

행되고 있는가?

3.2
WPS에 ASME Code Sec.III 및 IX에
규정된 필수변수, 추가 필수변수 및

비필수변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3.3
필수변수 변경 시 WPS가 재인정 되고

있는가?

3.4
비필수변수 변경 시, 해당 WPS를 개

정하였는가?

3.5
RG 1.44 및 1.50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Reg. Guide 1.44 & 
1.50

3.6 예열온도 및 층간온도가 SAR 요건을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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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요 건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4 용접절차인정기록(PQR)

4.1
ASME Code Sec.III 및 IX의 규정에 따

라 WPS가 인정되었으며 PQR이 자료

화되어 있는가?

4.2

PQR에 해당 용접절차의 모든 필수변

수가 기록되었으며, WPS의 각 필수변

수는 ASME Sec.IX에 규정된 것과 일

치하는가?

4.3

ASME Code Sec.III 및 IX에 명시된 기

계시험(충격인성시험 포함)이 완료되

고, 그 결과가 PQR에 적절히 문서화

되어 있는가?

4.4
제작자가 PQR을 인증하고 공인검사자

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가?

4.5
기계시험의 결과는 ASME Code에 규

정된 최소(또는 최대) 값을 만족하는

가?

4.6 후판 및 고장력강의 구속영향 고려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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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모재와 용가재의 부합성

자재등급
피복

아크 용접

개스-텅스텐

아크 용접

개스-금속

아크 용접

잠호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

P-1 SFA 5.1
SFA 5.5

SFA 5.18,
E70S-2
E70S-3
E70S-6

SFA 5.18,
E70S-2
E70S-3
E70S-6

SFA 5.17,
E7X-EXX

SFA 5.20
E71T-1
E70T-5

P-3 SFA 5.5,
E70XX-A1

SFA 5.28,
ER80S
ER80C-02

SFA 5.28,
ER80S
ER80C-02

SFA 5.23
F7X-E(C)A1-A1

주(1)

P-4 SFA 5.5,
E80XX-B2

SFA 5.28
ER80S/
E80C-B2 
or
ER80S/
E80C-B2L

SFA 5.28
ER80S/
E80C-B2 
or
ER80S/
E80C-B2L

SFA 5.23
F8X-E(C)B2-B2

주(1)

P-5
(3%Cr 
max.)

SFA 5.5,
E-90XX-B3

SFA 5.28
ER90S/
E90C-B3
or
ER90S/
E90C-B3L

SFA 5.28
ER90S/
E90C-B3
or
ER90S/
E90C-B3L

SFA 5.23
F9X-E(C)B3-B3

주(1)

P-8 SFA 5.4,
E3XX
(A-8 analysis)

SFA 5.9,
ER3XX
(A-8 analysis)

SFA 5.9,
ER3XX
(A-8 analysis)

주(1) SFA 5.22,
E3XXT-1
or
E3XXTT-2
(A-8 analysis)

P-34 SFA 5.6,
ECuNi

SFA 5.7,
ERCuNi

SFA 5.7,
ERCuNi

주(1) 주(1)

P-43 SFA 5.11,
ENiCrFe-2
or
ENiCrFe-3

SFA 5.14,
ERNiCr-3
or
ERNiCrMo-3

SFA 5.14,
ERNiCr-3
or
ERNiCrMo-3

주(1) 주(1)

주 (1) : 접합하는데 사용되는 용가재는 화학조성이 모재와 부합하여야 하며, 접합할 소재의 기계

적 성질, 내부식성 및 용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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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자재 관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5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

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의 용접자재 선정 및

관리업무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소모성인써트. Consumable Insert

용접 전 용접이음부에 삽입하여 용접루트부에서 완전히 용융

되어 용접부의 일부가 되는 용가재

용가재. Filler Metal

피복용접봉, 잠호아크용접와이어, 개스-금속 아크 용접선 또

는 로드, 소모성인써트 등 용접홈을 충진하는데 사용하는 금

속재료

용제. Flux

용접아크에 의해 용융되는 무기물재료. 용제는 입자 혹은 피

복고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용접아크를 안정시키고, 용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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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지(Melt Pool)를 대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용접 중 분해되어 보호개스를 생성하기도 한다.

규제요건. Regulatory Requirements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자가 허가신청 시 제출한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용접

관련 요건.

용접봉. Welding Electrode

수동피복아크용접(Shielded Metal Arc Welding) 공정에 사용되

는 피복된 전극 봉

용접자재. Welding Material

용접봉, 용가재, 소모성인써트, 용제 등 용접에 사용되는 자

재의 총칭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의 생산에 사용되는 용접자재의 선정, 취급 및 관리업무가 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작업 5% 완료 후 작업 15% 완료 전

후속 검사 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에 따라 제작완료시점까지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 및 적용 기술기준에 따라 주요기기 설계요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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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용접자재의 선정여부 확인

- 적용 기술기준, 규제요건 및 계약사항에 준한 용접자재의 사용 및 기록

유지 확인

4. 검사 방법

용접자재 선정, 관리 및 취급업무가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서류검토, 면담 및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용접 자재의 관리 절차

1.1 용접봉, 용가재, 소모성인써트, 용제 및 가스 등 용접자재의 구매, 인수, 보

관, 불출 및 취급을 위한 절차서 또는 지시서가 수립되어야 한다.

1.2 1.1의 용접자재관리절차서에는 다음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기관리 요건 및 모든 등급의 자재에 대한 보관 및 건조 온도와 허용

대기노출시간

2) 합격자재의 식별을 보관, 취급 과정을 거쳐 용접공정에서 소모될 때까

지 유지하는 절차

3) 미사용자재의 식별유지, 재건조 등의 요건을 포함한 특수규정에 따라

재사용 또는 폐기되도록 관리하는 절차

2. 용접자재관리의 적합성

2.1 용접자재 불출이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어야 하며, 미사용자재

가 식별유지, 재건조 등의 요건을 포함한 특수규정에 따라 재사용 또는 폐

기되어야 한다.

2.2 용접자재의 보관, 취급, 사용 중 습기관리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2.3 용접자재 식별이 보관, 취급, 사용 과정을 거쳐 용접공정에서 소모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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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지되어야 한다.

2.4 제작자가 단일 용접자재 관리 체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요건

을 적용하여 용접자재를 관리하여야 하며, 용접자재관리 담당자가 자재 명

칭 등의 관리체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5 적용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용접봉, 용접와이어, 용제, 소모성인써트 등에

대한 시험이 로트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용접자재관리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3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에 관한 규정 고시)

4. Inspection Procedure 55050, Nuclear Welding General Inspection Procedure, 

June.20, 1983,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5. ASME Sec.Ⅲ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6. ASME Sec.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7. ASME Sec.Ⅱ Part C, Specifications for Welding Rods, Electrodes, and Filler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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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자재관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요   건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용접자재의 관리 절차

1.1
용접자재의 구매, 인수, 보관, 불출 및 

취급을 위한 절차서 또는 지시서가 수립

되어 있는가 ?

1.2

용접자재관리절차서에 다음의 요건이 포

함되어 있는가?

① 습기관리 요건(보관 및 건조 온도와 

노출시간 명시)

② 보관, 취급, 사용(소모) 시까지의 

식별유지요건

③ 미사용자재가 식별유지, 재건조 등을 

포함한 특수규정에 따라 재사용 또는 

폐기되도록 관리하는 절차

2. 용접자재관리 이행의 적합성

2.1

용접자재 불출이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미사용자재가 식별유

지, 재건조 등의 요건을 포함한 특수규

정에 따라 재사용 또는 폐기되고 있는가 

?

2.2
용접자재 보관, 취급, 사용 중 습기관리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가 ?

2.3
보관, 취급, 사용 과정을 거쳐 용접공정

에서 소모될 때까지용접자재가 식별 유

지되고 있는가?

2.4

제작자가 단일 용접자재 관리 체계를 운

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요건 적용하고 

있으며, 용접자재관리 담당자가 자재 명

칭 등의 관리체계를 숙지하고 있는가 ?

2.5
용접봉, 용접와이어, 용제, 소모성인써트 

등에 대한 시험이 로트별로 수행되고 있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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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이음부 준비 및 용접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6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

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생산사업자가 주요기기의 용

접이음부 준비 및 용접을 규제요건에 적합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받침재. Backing (Material).

용융 용접금속을 지지할 목적으로 용접이음 하단에 설치하는

재료

모재. Base Metal

용접 또는 절단하고자 하는 금속

필수변수. Essential Variable

용접변수 중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써 변경 시 용접절차시방서(WPS)의 재인정이 요구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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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Flux

용접아크에 의해 용융되는 무기물재료. 용제는 입자 혹은 피

복고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용접아크를 안정시키고, 용접시

용융풀을 대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분해하여 보

호가스를 생성하기도 한다.

패스간온도. Interpass Temperature

용접직전 용접이음부의 최고온도

피닝. Peening

용접부 및 모재에 기계적인 충격을 가하는 행위

후열. Postheating

용접 또는 절단 공정 직후 용접부에 열을 가하는 행위

예열. Preheating

용접 또는 절단 직전 모재에 열을 가하는 행위

규제요건. Regulatory Requirements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자가 허가신청 시 제출한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용접

관련 요건.

차폐가스. Shielding Gas

용접부를 대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용접 중 용융용접부에

공급되는 가스

돌출길이.      Stick-out

가스텅스텐아크용접, 가스-금속아크용접 등에서 전극이 전극

홀더로부터 돌출한 길이

트래블러. Traveller

제작자가 용접, 비파괴시험, 열처리 등 특수공정의 관리를 위

하여 작성한 공정점검표 형식의 문서

용접작업자. Welder or Welding Operator

수동용접을 수행하거나 반자동용접기를 조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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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자재. Welding Material

용접봉, 용가재, 소모성 인써트, 용제 등 용접에 사용되는 자

재의 총칭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 제작공정 중의 용접이음부 준비 및 용접작업이 규제요건 및 적용기

술기준을 충족하는 용접절차서 및 용접절차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작업 5% 완료 후 작업 15% 완료 전

후속 검사 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에 따라 제작완료시점까지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 및 적용 기술기준에 따른 용접절차 수립여부 확인

- 기록 표본검토를 통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기준 및 설계요건에 준한

용접 수행 및 기록 여부 확인

- 용접장비 및 용접 품질관리 체계의 적합성 확인

4. 검사 방법

용접이음부 준비 및 용접작업이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면담 및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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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접작업 공정

1.1 용접작업이 트래블러 또는 이와 대등한 문서에 의해 수행되며, 여기에 적

용 절차서 또는 지시서, 검사정지점이 명시되어 품질검사자의 서명에 의해

공정이 진행되고, 이러한 문서가 작업현장에 비치되어야 한다.

1.2 WPS, 상세도면, 지시서(해당 시), 용접기록지가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3 WPS 변수와 실제 작업변수가 일치하며, WPS의 용접기법과 순서가 준수되

어야 한다.

1.4 모재, 용접자재, 용제, 가스 및 받침재가 적합하며 적절히 검사, 시험 및

식별되어 시험보고서나 인증서가 추적될 수 있어야 한다.

1.5 용접이음부 형상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이며, 표면이 적용절차서, 지시서

또는 도면에 규정된 대로 가공되어 있어야 한다.

1.6 용접부재의 간격과 정렬이 적용 기술기준의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유지되

어야 하며, 핏업을 위한 임시부착물이 인정된 WPS에 따라 자격 있는 용접

작업자에 의해 용접되어야 한다.

1.7 차폐가스와 이의 공급이 WPS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가스 유

량계는 사용되는 가스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며, 혼합 가스가 사용될 경우

유량 환산인자가 절차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8 예열 및 패스간 온도가 WPS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1). 

1.9 각 용접작업자의 용접기법이 WPS에 적합하여야 한다(온봉폭, Oscillation, 

컵싸이즈, Stick-out 등)

1.10 WPS에 명시된 용접자세와 전기적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11 전원 케이블과 가스 호스를 포함한 용접장비의 상태가 적합하며, 전류계와

전압계가 적용 절차서에 따라 교정되어야 한다.

1.12 용접패스 간 청정 및 연삭이 WPS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1)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니켈합금의 최고 패스간 온도는 17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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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임시부착물 용접부, 아크 스트라이크, 용접 스패터 등이 제거되고 적용 절

차서에 따라 검사되어야 한다.

1.14 트래블러에 용접보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결함제거 및 용접보수

에 관한 적용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1.15 다음의 용접부 보수작업이 적용 절차서에 준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1) 표면결함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후 재용접을 하지 않은 보수작

업

2) 결함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고 재용접한 보수작업

3) 결함을 화염절단 또는 가우징으로 제거하고 재용접한 보수작업

1.16 모재의 보수기록은 ASME Code Sec.III NB-4132 또는 해당 KEPIC 요건에

따라 특별 보고서로 문서화되어야 한다2).

1.17 이음부 핏업, 용접, 보수용접 등의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용접작업자는 자

격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1.18 루트 용접부와 표면 용접부 또는 모재/용접부간 경계부에는 피닝이 행해지

지 않아야 한다.

1.19 제작자의 용접장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어야 한다.

2. 예열 및 후열

2.1 WPS에 예열이 요구될 경우 이음부 예열에 필요한 절차서가 구비되어 있

어야 한다.

2.2 2.1의 절차서에는 적합한 예열 방법, 용접 전․중․후(후열처리까지 유지하

여야 하는 요건이 적용될 경우)의 예열 온도 감독 및 기록에 관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제작용접 중에는 예열 관리 절차서가 준수되어야 한다.

2) ASME Sec. Ⅲ NB-4132 Documentation of Repair Welds of Base Material : 보수용접부 깊이가 ⅜(10 ㎜) 또
는 단면 두께의 10%중 작은 값을 초과하는 보수용접을 하는 인증업체(Certificate Holder)는 가공한 공동

(cavity)의 위치 및 크기, 용접재료의 식별, 용접절차, 열처리 및 보수용접부의 검사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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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작용접에 적용되는 예열 온도는 WPS에 명시된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5 제작 중인 고장력저합금강 부품(원자로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의

경우, 응력제거열처리 장입 시까지 예열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3).

IV. 첨부서류

용접 이음부 준비 및 용접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3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에 관한 규정 고시)

4. Inspection Procedure 55050, Nuclear Welding General Inspection Procedure, 

June.20, 1983,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5. ASME Sec.Ⅲ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6. ASME Sec.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7. ASME Sec.Ⅱ Part C, Specifications for Welding Rods, Electrodes, and Filler 

Metals

8. Regulatory Guide 1.50, Control of Preheat Temperature for Welding of 

Low-Alloy Steel, Jan. 03, 1984,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3)  제작자가 이러한 예열유지를 피하기 위하여 후열을 채택한 경우 이러한 방법이 용접절차서인정시험 시

모의시험되어 그 적합성이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후열처리 적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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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이음부 준비 및 용접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현장 용접의 적합성

용접절차와 이음부형상이 서로 다른 진행중인 용접작업을 3개 선정, 확인

1.1

용접작업이 트래블러 또는 이와 대등한

문서에 의해 수행되며, 여기에 적용 절차

서 또는 지시서, 검사정지점이 명시되어

품질검사자의 서명에 의해 공정이 진행

되며, 이러한 문서가 작업현장에 비치되

어 있는가 ?

1.2
WPS, 도면, 지시서 및 용접기록지가 작

업장에 비치되어 있는가 ?

1.3
WPS변수와 실제 작업변수가 일치하며, 
WPS의 용접기법과 순서가 준수되고 있

는가 ?

1.4

모재, 용접자재, 용제, 가스 및 받침재가

적합하며 적절히 검사, 시험 및 식별되어

시험보고서나 인증서와의 추적성이 유지

되고 있는가 ?

1.5
용접이음부 형상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이며, 표면이 적용절차서, 지시서 또는

도면에 규정된 대로 가공되어 있는가 ?

1.6
핏업을 위한 임시부착물이 인정된 WPS
에 따라 자격 있는 용접작업자에 의해

용접되었는가 ?

ASME Sec.Ⅲ, 

NX-4230

1.7 차폐가스 및 가스공급이 적합한가 ?

1.8
예열 및 패스간 온도가 WPS 요건과 일

치하는가 ?

1.9
용접기법(온봉폭, Oscillation, 컵싸이즈, 
Stick-out 등)이 WPS 요건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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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10
WPS 에 명시된 용접자세와 전기적특성이

준수되는가 ?

1.11
용접장비(전원케이블과 가스호스 포함) 
및 계기 교정 상태는 적합한가 ?

1.12
패스간 청정 및 연삭이 WPS 요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가 ?

1.13
임시부착물, 아크 스트라이크, 용접스패터
등의 제거 및 이에 대한 검사가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가 ?

1.14
트래블러에 결함제거 및 용접보수 방법이

기술되어 있나 ?

1.15
용접부 보수작업이 적용 절차서에 준하여

이행되고 있는가 ?

①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결함 제거

② 기계적인 방법으로 결함제거 후 재용

접

③ 화염절단 또는 가우징으로 결함제거

후 재용접

1.16
모재가 보수되었을 경우 특별보고서가 작

성되었는가 ?

ASME Sec.Ⅲ,  

X-4132

1.17
이음부 핏업, 용접, 보수용접 등의 용접작

업을 수행하는 용접작업자는 자격인정된

자인가?

1.18
루트 용접부와 표면 용접부 또는 모재/용
접부간 경계부에 피닝이 행해지지 않았는

가 ?

1.19
용접장비 예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이행

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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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열 및 후열

2.1
WPS에 예열이 요구될 경우 이음부 예열

에 필요한 절차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

2.2

6.2.1의 절차서에, 적합한 예열 방법, 용접
전․중․후(후열처리까지 유지하여야 하

는 요건이 적용될 경우)의 예열 온도 감

독 및 기록에 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가 ?

2.3
용접 중에 예열 관리 절차서가 준수되고

있는가 ?

2.4
용접에 적용되는 예열 온도가 WPS에 명

시된 범위와 일치하는가 ?

2.5

고장력저합금강 부품(원자로압력용기, 증
기발생기, 가압기 등)의 경우, 응력제거열
처리 장입시까지 예열온도가 유지되고 있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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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부 열처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7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

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생산사업자가 주요기기 용접

부에 대한 열처리를 규제요건 및 적용 기술기준의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이

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가열율/냉각율. Heating/Cooling Rate

800℉부터 열처리온도까지 또는 열처리온도로부터 800℉까지

의 가열 또는 냉각되는 시간당 온도변화

공칭두께. Nominal Thickness

용접부 두께, 구조물부착 용접부에서의 압력유지소재, 또는

두께가 다른 부재 용접이음부의 얇은 쪽 두께

후열. Postheating

용접 또는 절단 공정 직후 용접부에 열을 가하는 행위

용접후 열처리. Post Weld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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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후에 수행하는 열처리

예열. Preheating

용접 또는 절단 직전 모재에 열을 가하는 행위

규제요건. Regulatory Requirements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자가 허가신청시 제출한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용접관

련 요건.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 용접부에 대한 열처리가 규제요건 및 적용 기술기준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종결시기

최초 검사 작업 5% 완료 후 작업 15% 완료 전

후속 검사 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에 따라 제작완료시점까지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 및 적용 기술기준에 따른 용접후열처리 수행 확인

- 기록 표본검토를 통한 기술기준, 적용 약속사항 및 요건에 준한 열처리

수행 및 기록 유지 확인

- 열처리장비 및 작업자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확인

4. 검사 방법

용접부 열처리 절차서 및 열처리작업이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면담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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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정기준

1. 열처리 절차서

1.1 용접후열처리 작업장에 절차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1.2 열처리 절차서에는 ASME Code Sec.III에 규정된 가열율/냉각율, 유지온도, 

온도 균일성 및 제한치 관리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

다.

1.3 기기 제작 중 중간 응력제거열처리가 수행될 경우, 이를 위한 절차서가 구

비되어야 한다. 

1.4 스테인리스강 및 니켈합금의 응력제거열처리 중 예민화 방지를 위한 방안

이 수립되어야 한다1).

2. 열처리 작업 및 기록

2.1 노내가열을 할 경우, 노내 분위기온도가 용접절차시방서(WPS) 범위 내에

서 유지되어야 한다.

2.2 후열처리 공정시, 아래 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

1) 부품에 열전대가 장착되어 노내열처리 및 국부열처리의 전 싸이클 동

안 시간-온도 기록이 용이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2) 온도 유지 중 용접부에서 예상되는 최고 및 최저온도 부위를 측정가능

하고, 냉각 또는 가열 중 용접길이 최소 4.5m 마다 온도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열전대가 사용되어야 한다. 열처리 중 4.5m 거리의

온도편차는 1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명시된 열처리 온도 및 유지시간이 ASME Code NX-4600의 부재종류

및 두께에 근거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초기 최고 노내 온도, 가열율 및 냉각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ASME 

Code NX-4600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열율/냉각율은 각각 400℉

1) 이 방안은 일반적으로 부품 또는 부분품에 대해 노내 응력제거열처리를 금지시키거나 예민화 온도범위

(425～815℃)에 노출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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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재두께(인치)로 나눈 값 이내이어야 한다.

6.2.3 스테인리스강 및 니켈합금의 응력제거열처리 중 예민화 방지를 위한 방안

이 이행되어야 한다. 

6.2.4 ASME Sec.III 절차서인정기록서(PQR)에 근거하여 허용된 누적 열처리유지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IV. 첨부서류

용접부 열처리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3.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특수작업의 관리)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3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에 관한 규정 고시)

6. Inspection Procedure 55050, Nuclear Welding General Inspection Procedure, 

June.20, 1983,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7. ASME Sec.Ⅲ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8. ASME Sec.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9. Regulatory Guide 1.50, Control of Preheat Temperature for Welding of 

Low-Alloy Steel, Jan. 03, 1984,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10. Regulatory Guide 1.44, Control of the Use of Sensitized Stainless Steel, May 

01, 1973,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2) 실제 부품의 응력제거온도에서 유지하는 열처리누적 총 시간은 PQR 응력제거열처리유지 시간의 1.2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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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 열처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열처리 절차서

1.1
용접후열처리 수행을 위한 절차서의 수립되

어 작업장에 절차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1.2

열처리 절차서에 ASME Code Sec.III에 규정

된 가열율/냉각율, 유지온도, 온도 균일성 및 

제한치 관리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체계가 갖

추어져 있는가?

1.3
기기 제작 중 중간 혹은 비공식 응력제거열

처리가 수행될 경우, 이를 위한 절차서가 구

비되어 있는가?

1.4
스테인리스강 및 니켈합금의 응력제거열처리 

중 예민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

는가?

2. 열처리 작업 및 기록

2.1

노내열처리의 경우, 노내 분위기온도 또는 열

전대 접촉부의 온도가 WPS에 기재된 온도범

위 이내인가?

2.2

후열처리 공정(입회검사 또는 기록검토)을 충분히 표본 채취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지 확

인한다

① 시간-온도 기록이 용이하다.

② 열전대가 예상 최고, 최저온도부위에 부착

되고 용접길이 최소 4.5m 마다 측정가능

하도록 충분하며, 최대편차가 140℃를 넘

지 않았다.

③ 열처리온도 및 유지시간이 ASME Sec.Ⅲ, 

NX-4622.4 요건에 적합하다.

④ 초기 최고 노내온도, 가열 및 냉각속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ASME Sec.Ⅲ, NX-4623 

요건에 적합하다



용접부 열처리 검사지침서 KINS/GI-N021-17.개정 0

발행일자: 2009. 1. 8 6/6

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2.3
스테인리스강 및 니켈합금의 응력제거열처리 

중 예민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이행되고 있

는가 ?

2.4
후열처리 누적시간이 PQR의 1.25배를 초과하

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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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8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 주요부품 제작공정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이하 ‘원자로사업자’라 한다)품질검사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제작검사의 적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자격인정. Qualification, Personnel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특성 또는 능력으로 개

인의 요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시험과 같은

수립된 요건에 따라 측정하는 것.

현장직무훈련. On-the-job Training

해당 직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방법

정지점. Hold Point

검사자가 입회검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점. 면제 시에는 명시된 정지점의 면제에 대한 동

의가 기록되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II. 검사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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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내용

주요기기 제작공정 중의 원자로사업자의 품질검사가 건설 또는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요건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제작 20% 완료 후 제작 30% 완료 전

후속 검사 KINS/GI-N021,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에 따라 제작완료시점까지 매년 주기적인 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 품질검사 계획 수립 적합성 확인

- 품질검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적합성 확인

- (해당 시) 품질검사 용역계약자의 품질검사 절차 수립 적합성 확인

- 품목의 안전중요성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 검사기록 표본검토를 통하여 검사결과의 문서화 적합성 확인

4. 검사 방법

원자로사업자의 품질검사 업무가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및 면담을 통하여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품질검사 계획 수립상태

1.1 품목별 검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2 검사계획 서류에는 검사업무의 특성, 방법, 판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검사결과의 객관적인 증거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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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자 자격인정 적합성

2.1 검사요원의 자격인정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2.2 2.1의 절차서에는 검사요원이 적절한 숙련도를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교

육 및 훈련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2.3 2.1의 절차서에는 검사요원이 구비해야 할 최소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4 검사요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관련 업무의 특성 또는 복잡성에 상응하는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아야 한다.

2.5 검사자 훈련계획에는 검사를 실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직접경험

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현장 직무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2.6 자격인정 후보자의 능력은 교육정도, 업무경험, 훈련 등과 시험 또는 실기

평가를 통하여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2.7 검사 및 시험요원의 업무 수행은 3년을 초과하지 않게 주기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재평가는 계속적으로 만족한 업무를 수행한 증거나 상기 2.5

항의 요건에 따라 능력을 재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기간 또

는 그 외의 시기 중에 책임 있는 조직에 의해 개인 능력이 현장업무를 위

해 명시한 자격요건에 미달할 때는 해당요원의 요구된 능력이 입증될 때

까지 해당 업무로 부터 제외시켜야 한다. 

해당 자격분야에서 1년이상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요원의 경우

는 상기 2.5의 요건에 따라 재평가하여야 한다.

2.8 검사자 자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류로 인증되어야 한다.

1) 고용 기관명

2) 자격인증 대상자의 성명

3) 자격인증 업무분야

4) 인증근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학력, 경력, 교육 및 훈련사항

  나) 시험결과(필요시)

  다) 실기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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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기적 평가 결과

6) 신체검사 결과(필요시)

7) 고용주가 위임한 자격인증권자의 서명

8) 자격인증 일자 및 인증 만료일자

2.9 책임을 갖고 있는 조직은 각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초 및 계속적인 신

체검사 필요성을 포함한 특별한 신체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검사자 자격인정 기록

검사자 자격인정에 관한 기록은 고용주에 의해 작성․유지되어야 하며, 이 기록에

는 상기 2.7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등급 I 소지자는 최초 자격인정 시 검사 또는 시험업무에 대등한 2년 이상

의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검사 또는 시험업무에 대등한 6개월

이상의 경력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검사 또는 시험업무에 대등한 3

개월 이상 경력 보유하여야 한다.

3.2 등급 II 소지자는 등급 I 검사자로 관련검사 또는 시험업무를 1년 이상 수

행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검사 시험업무에 대등한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검사 또는 시험업무에 대등한 1년 이상의 경력 보

유하거나, 4년제 대학졸업 후 검사 또는 시험업무에 대등한 6개월 이상의

경력 보유하여야 한다.

3.3 등급 III 소지자는 등급 II 검사요원으로 관련검사 또는 시험업무를 6년 이

상 수행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검사 또는 시험업무에 10년 이상

의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8년간 관련검사 또는 시험업무에 경

력이 있으면서 그 중 2년 이상의 등급 II 경력과 2년이상의 원자력 설비

관련분야의 경험이 있거나 원자력설비의 품질보증분야에 관련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동등 검사 또는 시험업무에 대등

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2년 이상이 원자력설비 관련분야의

경력이나 원자력설비의 품질보증분야에 관련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자이

거나, 4년제 대학 졸업 후 동등 검사 또는 시험업무에 대등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2년 이상이 원자력설비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이거

나 원자력설비의 품질보증분야에 관련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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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검사자

4.1 자격인정을 위해 현장 실무훈련 중에 있는 요원에 의한 검사는 유자격 검

사자의 직접적인 관찰 및 감독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적합성 확인은 자

격인정서를 취득할 때까지는 유자격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5. 자격인정별 검사업무 기능

5.1 등급 1 소지자는 절차서, 합격기준 또는 사용자의 절차서에 명시된 산업관

례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5.2 등급 II 소지자는 검사 또는 시험분야 등급I 소지자의 자격을 구비하고 추

가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검사 및 시험계획 수립

2) 관련장비의 준비, 설치를 포함한 시험준비

3) 시험 및 검사에 대한 감시 또는 감독

4) 등급 I 소지자의 감독 및 인증

5) 시험 및 검사결과의 타당성 및 합격여부 평가

5.3 등급 III 소지자는 검사 또는 시험분야 등급 II 소지자의 자격을 구비하고

추가로 이 요건에 따라 시험 및 검사자를 훈련시키고 자격을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6. 검사정지점의 검사

6.1 정지점은 해당 서류에 표시되어야 한다. 명시된 정지점의 면제에 대한 동

의는 지정된 정지점의 후속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기록되어야 한다.

7. 시료채취에 의한 검사

6.7.1 여러품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이 사용될 경우, 표본추출 절차

는 인정된 표준관례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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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정 중 검사

8.1 제작 중인 품목의 작업공정에 대한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작업이 수행된 품목에 대하여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효과

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방법, 장비, 작업자 감시에 의한 간접관리가 이

행되어야 한다. 검사와 간접관리 중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9. 최종 검사

9.1 최종 검사시에는 선행 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해결방법 및 그 결

과에 대한 기록이 검토되어야 한다. 최종검사는 해당 품목이 규정된 요건

에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9.2 완성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품목이 해당요건에 적합하게 완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전성, 표시상태, 교정, 조정,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및

품질과 그 품목이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타

특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최종검사에서는 이전에 검토되지 않은 품질보증

기록의 적합성 및 완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9.3 품목의 판정은 서류화되어야 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9.4 최종검사에 따라 수행된 품목의 개조, 수리 또는 교체작업은 적합성을 확

인하기 위해 재검사 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IV. 첨부서류

품질검사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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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조직), 제69조(품질보증계

획) 및 제76조(검사)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4. KEPIC MNA 원자력기계 일반요건

5. ASME Sec.Ⅲ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6.. ASME Sec.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7. ASME/NQA-1-1994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8. KEPIC QAP 원자력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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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품질검사계획 수립 상태

1.1 품목별 검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1.2

검사계획 서류에는 검사업무의 특성, 방
법, 판정기준이 명시되고, 
동 서류에 검사결과의 객관적인 증거를 
기록할 수 있는가?

2. 검사자 자격인정 적합성

2.1 검사요원의 자격인정절차가 수립되어 있
는가?

2.2
2.1의 절차서에는 검사요원이 적절한 숙
련도를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2.3 2.1의 절차서에는 검사요원이 구비해야 
할 최소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가?

2.4
검사요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관련 업무
의 특성 또는 복잡성에 상응하는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았는가?

2.5

검사자 훈련계획에는 검사를 실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직접경험의 중요
성을 강조하여 현장 직무훈련이 포함되
었는가?

2.6
자격인정 후보자의 능력은 교육정도, 업
무경험, 훈련 등과 시험 또는 실기평가
를 통하여 적절히 평가되었는가?

2.7
해당 자격분야에서 1년 이상 검사를 수
행하지 않은 검사자는 상기 6.2.6의 요건
에 따라 재평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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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2.8

검사자 자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

류로 인증되었는가?

(1) 고용 기관명

(2) 자격인증 대상자의 성명

(3) 자격인증 업무분야

(4) 인증근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가) 학력, 경력, 교육 및 훈련사항

(나) 시험결과(필요시)

(다) 실기시험 결과

(5) 주기적 평가 결과

(6) 신체검사 결과(필요시)

(7) 고용주가 위임한 자격인증권자의 서명

(8) 자격인증 일자 및 인증 만료일자

2.9
책임 조직은 각 검사수행에 필요한 최초 

및 계속적인 신체검사 필요성을 포함한 

특별한 신체조건을 명시하였는가?

3. 검사자 자격인정 기록

검사자 자격인정에 관한 기록은 고용주에 

의해 작성․유지되고 있으며, 이 기록에

는 상기 2.7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가?

3.1 등급 I 검사자의 기록 적합성

3.2 등급 II 검사자의 기록 적합성

3.2 등급 III 검사자의 기록 적합성

4.

검사자

자격인정을 위해 현장 실무훈련 중에 있

는 요원에 의한 검사는 유자격 검사자의 

직접적인 관찰 및 감독 하에서 수행되었

으며, 적합성 확인은 유자격검사자에 의

해 수행되었는가?



품질검사 검사지침서 KINS/GI-N021-18.개정 0

발행일자: 2009. 1. 8 10/10

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5. 자격인정별 검사업무 기능

등급 I, II, III 검사자의 업무기록을 검토

하여 6.5.1 내지 6.5.3 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6.

자격인정별 검사업무 기능

검사계획서류에 정지점이 표시되고 있으

며, 정지점의 면제에 대한 동의는  정지

점의 후속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기록되

었는가?

7.

시료채취에 의한 검사

여러 품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이 사용될 경우, 표본추출 절차는 인

정된 표준관례에 근거하였는가?

8.

공정 중 검사

작업이 수행된 품목에 대하여 검사가 불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간접관리가 이행되고 있으며, 검사와 간

접관리 중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불충분

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가?

9. 최종 검사

9.1
최종검사시에는 선행 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해결방법 및 그 결과에 대

한 기록이 검토되었는가? 

9.2
완성된 품목에 대하여는 이전에 검토되

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의 적합성 및 완전

성이 검토되었는가?

9.3
품목의 판정은 서류화되고 권한이 부여

된 자에 의해 승인되었는가.?

9.4
품목의 개조, 수리 또는 교체작업의 적합

성을 확인은 재검사 또는 재시험을 통하

여 이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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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접공정의 적용 검토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19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

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생산사업자가 원자로 주요기

기 제작공정 중 특수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용접 공정변수의 인정과 공

정수행이 규제요건 및 적

2. 용어의 정의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필수변수. Essential Variable

용접변수 중 용접부 기계적인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서, 변경 시 절차서인정시험의 재수행이 요구되는 변수

패스간온도. Interpass Temperature

용접직전 용접이음부의 최고온도

후열. Postheating

용접 또는 절단 공정 직후 용접부에 열을 가하는 행위

예열. Preheating

용접 또는 절단 직전 모재에 열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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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절차시방서 인정 기록.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PQR)

WPS가 인정되었음을 입증하는 WPQ의 기록

규제요건. Regulatory Requirements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자가 허가신청 시 제출한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용접

관련 요건.

차폐개스. Shielding Gas

용접부를 대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용접 중 용융지

(molten pool)에 공급되는 가스

특수용접. Special Welding

본 절차서에서 특수용접이라 함은 다음의 용접공정을 말한

다.

1) 원자로압력용기의 Canopy Weld

2) 증기발생기 및 열교환기류의 Tube/Tubesheet Weld

3) 압력용기류의 Temper-bead Weld

돌출길이.      Stick-out

가스텅스텐아크용접, 가스-금속아크용접 등에서 전극이 전극

홀더로부터 돌출한 길이

용접작업자. Welder or Welding Operator

수동용접을 수행하거나 반자동용접기를 조작하는 작업자

용접절차서. Welding Procedure

제품 제작에 적용하고자 하는 용접방법 및 용접공정절차를

기술한 서류로서 용접준비, 용접, 열관리, 용접부 후처리 등

을 포함한다.(cf. WPS).

용접절차시방서인정.  Welding Procedure Qualification(WPQ)

제품 용접에 적용하고자 제안된 용접절차시방서로 용접할 경

우 의도하는 용접부의 성질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행위

용접절차시방서.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WPS)

기술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제작용접을 수행하도록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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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절차서로 인정 후 문서화된 서류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의 생산에 적용할 특수용접의 용접절차서 및 용접절차시방서가 규제

요건 및 적용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승인되고, 특수용접작업이 절차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해당 작업 5% 완료 후

후속 검사 해당 작업 완료 전

3. 검사 중점사항

-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 및 적용 기술기준에 따른 용접 수행 확인

- 특수용접공정에 관한 기록 표본검토를 통한 기술기준, 적용 약속사항 및 요

건에 준한 용접절차서 및 용접작업자 인정, 용접수행 및 기록 유지 확인

- 특수용접 장비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확인

4. 검사 방법

특수용접절차서, 용접절차시방서, 절차인정기록 및 용접작업의 수행이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면담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용접절차서

1.1 적용할 특수용접에 관한 용접절차시방서(WPS)의 작성, 인정, 승인, 배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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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서 또는 지시서가 수립되어야 한다.

1.2 용접절차서에는 용접보수 규정과 결함제거 및 용접보수의 방법이 기술되

어야 한다.

1.3 모재의 보수기록은 ASME Sec.III NB-4132의 요건에 따라 특별 보고서를

문서화하는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1).

2. 용가재와 모재

2.1 용가재와 모재의 조합이 부록 표1을 만족하여야 한다2).

3. 용접절차시방서

3.1 각 용접방법별로 1.1의 관리방법이 이행되어야 한다.

3.2 WPS에 적용 ASME Code Sec.III 및 IX 또는 Ⅺ에 규정된 필수변수, 추가

필수변수, 및 비필수변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3.3 WPS의 필수변수 변경시 재인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3.4 비필수변수 변경 시 WPS를 개정하여야 한다.

3.5 WPS에 Regulatory Guide 1.44 및 1.50의 규제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3.6 예열 및 층간 온도3)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용접절차인정기록(Welding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4.1 ASME Code Sec.III 및 IX의 규정에 따라 WPS가 인정되며 절차서인정기록

서(PQR)이 자료화 되어야 한다4).

4.2 PQR에 해당 용접절차의 모든 필수변수가 기록되었으며, 각 필수변수가

1) ASME Sec. Ⅲ NB-4132 Documentation of Repair Welds of Base Material : 보수용접부 깊이가 ⅜(10 ㎜) 또
는 단면 두께의 10%중 작은 값을 초과하는 보수용접을 하는 인증업체(Certificate Holder)는 가공한 공동

(cavity)의 위치 및 크기, 용접재료의 식별, 용접절차, 열처리 및 보수용접부의 검사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2) 용가재와 모재의 조합이 부록 표1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 적합성을 평가한다. 접합하는데 사용되는 용

가재는 화학조성이 모재와 부합하여야 하며, 접합할 소재의 기계적 성질, 내부식성 및 용접성이 고려되어

야 한다.
3)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니켈합금의 최고 층간온도는 176℃임.
4) 특수용접공정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Tube/tubesheet Weld : NB-4350
• Canopy Weld :NB-4360
• Temper-bead Weld : NB-46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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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Sec.Ⅲ 및 Ⅸ 규정 범위 내로 WPS에 기재되어야 한다.

4.3 ASME Code Sec.III 및 IX에 요구된 기계시험(충격인성시험 포함)이 완료되

었으며, PQR에 적절히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5. 용접공정

5.1 용접작업이 트래블러 또는 이와 대등한 문서에 의해 수행되며, 여기에 적

용 절차서 또는 지시서, 검사정지점이 명시되어 품질검사자의 서명에 의해

공정이 진행되며 이러한 문서가 작업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2 WPS, 상세 도면, 지시서(해당시), 용접기록지가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3 WPS변수와 실제 작업변수가 일치하며, WPS의 용접기법과 순서가 준수되

어야 한다.

5.4 모재, 용접자재, 가스 및 받침재가 적합하며 적절히 검사, 시험 및 식별되

어 시험보고서나 인증서가 추적될 수 있어야 한다.

5.5 용접이음부 형상이 명시된 대로이며, 표면이 적용절차서나 지시서에 준하

여 준비되어야 한다.

5.6 차폐가스와 이의 공급이 WPS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가스 유

량계가 사용되는 가스 종류에 적합한 것이며, 혼합 가스가 사용될 경우 가

스 유량 환산인자가 적절하다.)

5.7 예열 및 패스간 온도가 WPS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5).

5.8 각 용접작업자의 용접기법이 WPS에 적합하여야 한다.(온봉폭, Oscillation, 

컵싸이즈, Stick -out, 등)

5.9 WPS에 명시된 용접자세와 전기적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10 전원 케이블과 가스 호스를 포함한 용접장비의 상태가 적합하며, 전류계와

전압계가 적용 절차서에 따라 교정되어야 한다.

5.11 용접패스간 청정 및 연삭이 WPS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5)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니켈합금의 최고 패스간 온도는 17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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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트래블러에 용접보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함제거 및 용접보수에 관

한 적용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5.13 다음 용접부 보수작업이 적용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① 표면결함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후 재용접을 하지 않은 보수작

업

② 결함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고 재용접한 보수작업

5.14 현장 검사가 완료된 이음부 핏업, 용접, 보수용접 등의 용접작업을 수행한

모든 용접작업자가 자격인정 되어야 한다.

5.15 제작자의 특수용접용 장비의 예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어야 한다.

5.16 후속공정을 대기하는 동안 예열 또는 기타 명시된 온도로 유지하도록 요

구된 제작 중인 부품에 대하여 온도관리가 실행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특수용접공정의 적용 검토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3.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제79조(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3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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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spection Procedure 55050, Nuclear Welding General Inspection Procedure, 

June.20, 1983,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7. ASME Sec.Ⅲ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8. ASME Sec.Ⅺ Rules for Inservice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9. ASME Sec.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10. ASME Sec.Ⅱ Part C, Specifications for Welding Rods, Electrodes, and Filler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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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접공정의 적용 검사점검표

(Tube/tube-sheet Weld)

항목 검   사   요   건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용접절차서

1.1
용접절차시방서(WPS)의 작성, 인정, 승인, 
배부 및 개정을 위한 절차서 또는 지시서

가 수립되었는가?

1.2-3
용접절차서에 용접보수 규정이 기술되어있

으며, 모재의 보수기록을 특별 보고서를 문

서화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용가재와 모재

2.1 용가재와 모재의 조합이 적절한가?

3. 용접절차시방서(WPS)

3.1
용접절차서에 따라 WPS의 작성, 인정, 승
인, 배부 및 개정관리가 이행되고 있는가?

3.2
WPS에 적용 ASME Code Sec.III 및 IX 또
는 Ⅺ에 규정된 필수변수, 추가 필수변수, 
및 비필수변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3.3
WPS의 필수변수 변경시 재인정이 수행되

었는가?

3.4 비필수변수 변경 시 WPS를 개정하였는가?

4. 용접절차인정기록(PQR)

4.1
WPS 인정시 절차서인정기록서(PQR)이 자

료화 되었는가?

4.2

PQR에 해당 용접절차의 모든 필수변수가 

기록되었으며 각 필수변수가 ASME Sec.Ⅲ
및 Ⅸ 규정 범위 내로 WPS에 기재되어 있

는가?



특수용접공정의 적용 검토지침서 KINS/GI-N021-19.개정 0

발행일자: 2009. 1. 8 9/12

(CEDM Canopy Weld)

항목 검   사   요   건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용접절차서

1.1
용접절차시방서(WPS)의 작성, 인정, 승인, 
배부 및 개정을 위한 절차서 또는 지시서

가 수립되었는가?

1.2-3
용접절차서에 용접보수 규정이 기술되어있

으며, 모재의 보수기록을 특별 보고서를 문

서화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용가재와 모재

2.1 용가재와 모재의 조합이 적절한가?

3. 용접절차시방서(WPS)

3.1
용접절차서에 따라 WPS의 작성, 인정, 승
인, 배부 및 개정관리가 이행되고 있는가?

3.2
WPS에 적용 ASME Code Sec.III 및 IX 또
는 Ⅺ에 규정된 필수변수, 추가 필수변수, 
및 비필수변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3.3
WPS의 필수변수 변경시 재인정이 수행되

었는가?

3.4 비필수변수 변경 시 WPS를 개정하였는가?

4. 용접절차인정기록(PQR)

4.1
WPS 인정시 절차서인정기록서(PQR)이 자

료화 되었는가?

4.2

PQR에 해당 용접절차의 모든 필수변수가 

기록되었으며 각 필수변수가 ASME Sec.Ⅲ
및 Ⅸ 규정 범위 내로 WPS에 기재되어 있

는가?

4.3
ASME Code Sec.III 및 IX에 요구된 기계시

험(충격인성시험 포함)이 완료되었으며, 
PQR에 적절히 문서화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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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bead Weld)

항목 검   사   요   건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용접절차서

1.1
용접절차시방서(WPS)의 작성, 인정, 승인, 
배부 및 개정을 위한 절차서 또는 지시서

가 수립되었는가?

1.2-3
용접절차서에 용접보수 규정이 기술되어있

으며, 모재의 보수기록을 특별 보고서를 문

서화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용가재와 모재

2.1 용가재와 모재의 조합이 적절한가?

3. 용접절차시방서(WPS)

3.1
용접절차서에 따라 WPS의 작성, 인정, 승인, 
배부 및 개정관리가 이행되고 있는가?

3.2
WPS에 적용 ASME Code Sec.III 및 IX 또
는 Ⅺ에 규정된 필수변수, 추가 필수변수, 
및 비필수변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3.3
WPS의 필수변수 변경시 재인정이 수행되

었는가?

3.4 비필수변수 변경 시 WPS를 개정하였는가?

3.5
WPS에 Regulatory Guide 1.44 및 1.50의 규

제입장이 반영되어 있는가?

3.6
예열 및 층간 온도가 안전성분석보고서 요

건을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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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bead Weld)(계속)

항목 검   사   요   건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4. 용접절차인정기록(PQR)

4.1
WPS 인정시 절차서인정기록서(PQR)이 자

료화 되었는가 ?

4.2

PQR에 해당 용접절차의 모든 필수변수가 

기록되었으며 각 필수변수가 ASME Sec.Ⅲ
및 Ⅸ 규정 범위 내로 WPS에 기재되어 있

는가 ?

4.3
ASME Code Sec.III 및 IX에 요구된 기계시

험(충격인성시험 포함)이 완료되었으며, 
PQR에 적절히 문서화되어 있는가 ?



특수용접공정의 적용 검토지침서 KINS/GI-N021-19.개정 0

발행일자: 2009. 1. 8 12/12

부록 표 1. 모재와 용가재의 부합성

자재등급
피복

아크 용접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가스-금속

아크 용접

잠호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

P-1 SFA 5.1
SFA 5.5

SFA 5.18,
E70S-2
E70S-3
E70S-6

SFA 5.18,
E70S-2
E70S-3
E70S-6

SFA 5.17,
E7X-EXX

SFA 5.20
E71T-1
E70T-5

P-3 SFA 5.5,
E70XX-A1

SFA 5.28,
ER80S
ER80C-02

SFA 5.28,
ER80S
ER80C-02

SFA 5.23
F7X-E(C)A1-A1

주(1)

P-4 SFA 5.5,
E80XX-B2

SFA 5.28
ER80S/
E80C-B2 
or
ER80S/
E80C-B2L

SFA 5.28
ER80S/
E80C-B2 
or
ER80S/
E80C-B2L

SFA 5.23
F8X-E(C)B2-B2

주(1)

P-5
(3%Cr 
max.)

SFA 5.5,
E-90XX-B3

SFA 5.28
ER90S/
E90C-B3
or
ER90S/
E90C-B3L

SFA 5.28
ER90S/
E90C-B3
or
ER90S/
E90C-B3L

SFA 5.23
F9X-E(C)B3-B3

주(1)

P-8 SFA 5.4,
E3XX
(A-8 analysis)

SFA 5.9,
ER3XX
(A-8 analysis)

SFA 5.9,
ER3XX
(A-8 analysis)

주(1) SFA 5.22,
E3XXT-1
or
E3XXTT-2
(A-8 analysis)

P-34 SFA 5.6,
ECuNi

SFA 5.7,
ERCuNi

SFA 5.7,
ERCuNi

주(1) 주(1)

P-43 SFA 5.11,
ENiCrFe-2
or
ENiCrFe-3

SFA 5.14,
ERNiCr-3
or
ERNiCrMo-3

SFA 5.14,
ERNiCr-3
or
ERNiCrMo-3

주(1) 주(1)

주 (1) : 접합하는데 사용되는 용가재는 화학조성이 모재와 부합하여야 하며, 접합할 소재의 기계

적 성질, 내부식성 및 용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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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자 자격인정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0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

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생산사업자의 용접작업자 자

격인정 및 관리업무가 규제요건 및 적용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규제요건. Regulatory Requirements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자가 허가신청시 제출한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용접관

련 요건.

용접사. Welder

수동 피복아크용접, 수동 텅스텐아크 용접, 개스-금속아크 용

접을 수행하는 용접 작업자

용접작업자. Welder or Welding Operator

용접사(welder)와 기계용접사(welding operator)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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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용접사. Welding Operator

잠호아크용접, 자동 텅스텐아크 용접 등 기계용접기를 조작

하는 자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및 관리 절차서가 규제요건 및 적용기술기준을 충족

하며, 이 절차서에 따라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및 관리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최초 품질보증계획서

검토후 3개월 이내

최초 용접공정 수행

후 3개월 이내

후속 검사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추가 또는 변경 시점
기록 표본 검토

3. 검사 중점사항

- 규제요건, 사업자가 이행하는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유지 및 관리의 적용

기술기준, 계약요건 만족여부 확인

- 표본검사를 통한 적용 기술기준 요건 준수여부 및 용접작업자 작업수행

기록 유지 확인

- 용접작업자 관리체계의 적합성 확인

4. 검사 방법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및 관리업무가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검사지침서 KINS/GI-N021-20.개정 0

발행일자: 2009. 1. 8 3/5

III. 판정기준

1.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및 관리

1.1 ASME Code Sec.Ⅲ 및 Ⅸ의 요건에 따라 용접작업자 자격인정을 위한 절

차서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1.2 1.1의 절차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주요기기의 제작에 사용하는 인정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 용접작업

자의 자격인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용접물은 용접작업자자격인정 책임자의 감독 하에 용접되어야 한

다.

3) ASME Sec. IX QW-350 및 QW-360에 제시된, 필수변수의 변경시에는

자격인정이 재수행되어야 한다.

4) 용접작업자가 수행한 용접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격이 인정된 용접

작업자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용접작업자의 자격인정시험 기록에는 필수변수, 시험종류와 시험결과

및 QW-304에 제시된 인정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시험재의 방사선투과검사, 용접작업자가 최초로 실시한 생산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시험재에서 채취한 시험편의 굽힘시험을 통

하여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7)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해당 용접법으로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용접작

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재인정 하여야 한다.

8) 용접작업자가 반복되는 결함, 중대한 결함 등, 용접절차시방서에 적합

한 용접을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용접

작업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모든 용접작업자의 자격인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기록 유지하는 체계를 수

립하여야 한다.

1.4 실제 용접작업 중 작업간격이 35cm 이내일 때 Regulatory Guide 1.71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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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따라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시험 시 모의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IV. 첨부서류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Inspection Procedure 55050, Nuclear Welding General Inspection Procedure, 

June.20, 1983,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4. ASME Sec.Ⅲ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5. ASME Sec.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6. Regulatory Guide 1.71, Welder Qualification for Areas of Limited 

Accessibility, Jan. 03, 1984,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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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자 자격인정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요   건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용접작업자자격인정 및 관리

1.1
용접작업자 자격인정을 위한 절차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

1.2

자격인정 절차서에 다음 사항이 규정되

어 이행되고 있는가 ?

인정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 용접작업

자의 자격인정시험 실시

시험용접물은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책임

자의 감독하에 용접

필수변수의 변경시 자격인정 재수행

용접작업자 식별번호 부여

용접작업자의 자격인정시험 기록에 필수

변수, 시험종류와 시험결과 및 QW-304에 

제시된 인정범위 포함

시험재의 방사선투과검사, 용접작업자가 

최초로 실시한 생산용접부에 대한 방사

선투과검사 또는 시험재에서 채취한 시

험편의 굽힘시험을 통하여 자격 인정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해당 용접법으로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용접작업자에 대

해서는 자격을 재인정

용접작업자가 반복되는 결함, 중대한 결

함 등, 용접절차시방서에 적합한 용접을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의심할 만한 사유

가 발생할 경우, 용접작업자의 자격 취소

1.3
접작업자의 자격인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기록 유지하는 체계를 수립하였는가 ?

1.4

실제 용접작업 중 작업간격이 30cm 이내

일 때 Regulatory Guide 1.71의 요건에 따

라 용접작업자 자격인정 시험 시 모의시

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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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침투탐상시험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1.1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

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 또는 제작자가 위임한 비파괴시험 전문업체가

생산 제품의 적용규격, 기준, 시방서 등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액체침투탐

상시험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역

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시험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액체침투탐상시험. Liquid Penetrant Examination, PT

표면이 다공성이 아닌 시험품목에 침투액 및 현상제를 살포

하여 표면에 현상된 불연속부위의 지시치로 결함부위를 탐상

하는 시험방법으로 표면에 연결된 개구 지시치만을 탐상할

수 있다.

비파괴시험. Nondestructive Examination, 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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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품목(재료, 부품 및 구조물)에 설계상의 구조, 재료특성

및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험품목의 내부 또는 외부의

결함을 찾아내는 시험방법이다. 

표면 비파괴시험. Surface Examination

표면 및 표면 직하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육안

검사(Visual Examination, VT), 액체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Examination, PT),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MT), 와전류탐상시험(Eddy Current Examination, 

ECT)이 있다.

체적 비파괴시험. Volumetric Examination

내부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방사선투과시험

(Radiographic Examination, RT), 초음파탐상시험(Ultrasonic 

Examination, UT)이 있다.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안전성관련 품목 제작 시 Code 및 설계사양의 표면비파괴시험 기술기준 및

요건이 반영된 액체침투탐상시험절차서에 따라 자격 있는 시험자가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판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2. 검사일정

- 최초검사는 제작자가 관련 기준 및 요건에 따라 액체침투탐상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액체침투탐상시험 절차서 검토, 시험자의 자격확인, 시험장비의 적합성, 

작성된 시험보고서 검토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 후속검사는 액체침투탐상시험 절차서 변경사항, 시험자 자격 변경사항 및

시험보고서 검토와 함께 판정기준 적용의 적합성과 결함 및 관련 지시치

의 시정조치 등 관리절차를 검사한다. 

- 검사 대상 품목(구조물, 기기, 배관 등)에 대한 액체침투탐상시험 검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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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험의 유형 및 범위와 검사점(입회점 및 정지점) 지정 유무에 따라

결정되나 소요 공정이 비교적 단기간인 경우에는 상기의 최초검사 및 후

속검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검사중점 사항

- 액체침투탐상시험 절차서가 관련 Code 및 설계사양의 요건을 적합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액체침투탐상시험 수행, 시험결과 검토 및 승인절차가 유자격자 등급별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 승인된 판정기준에 따라 시험결과 판정이 이루어지며, 결함에 대하여 절

차에 의한 시정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4. 검사방법

- 서류검토 및 면담 항목

1) 액체침투탐상시험 관련 각종 절차서

2) 시험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인증 절차

3) 시험장비 관리이력

4) 액체침투탐상시험 보고서

- 입회검사 항목

1) 액체침투탐상시험 결과 판정(작업현장)

III. 판정기준

1. 절차서 검토

1.1 절차서에는 최소한 시험품목과 시험에 관한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적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판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시험품목의 재질, 형태 및 표면처리 상태

-  침투액, 침투액 제거제 및 현상제 사양

-  침투액 사용 및 제거방법

-  현상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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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험편 사용

-  시험자의 자격 및 분장업무

- 시험재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  판정기준

-  보고서작성 및 유지관리 사항

1.2 니켈합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재질의 품목을 검사할 경우

시험재 불순물 함유량에 관한 시험분석치는 기준치 이내여야 한다. 

1.3 시험 전에 시험품목의 표면처리에 관한 최소한 다음사항이 기술되어야 한

다.

-   표면온도

-   표면가공방법

-   표면 페인트 등 오염 여부

-   표면 형태

2. 시험자의 자격 및 안전관리

2.1 시험자의 학력, 경력 및 관련 교육훈련 이력 등의 최소 자격요건이 관련기

준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2.2 시험결과 판정자의 최소 자격 요건이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험자의 시력검사를 포함한 자격관리 절차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2.4 시험재를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기 위한 절차가 운용되어야 한다. 

3. 시험결과 판정

3.1 시험재 사용기간 동안 부적합한 절차로 인한 지시치 등이 발생된 경우 재

시험 또는 결함과 구별되어야 한다. 

3.2 균열 등 선형결함과 기준상의 과다한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3.3 원형 결함의 경우 관련 도표 등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3.4 불합격 판정으로 시험품목을 보수하는 경우 원 시험절차에 따라 재검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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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4. 보고서

4.1 적절한 시험결과 판정을 위해 상세한 시험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  작업명, 시험품목 명 및 위치번호 또는 열처리번호

-  시험재 사양

-  침투액 적용시간 및 제거방법

-  현상제 적용방법

-  판정기준 및 판정결과

-  시험자 및 결과 판정자의 자격

4.2 시험품목을 보수한 경우 보수 품질 이력 및 재 시험보고서를 원 시험보고

서와 함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3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승인은 시험자의 자격과 분장업무 범위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4.4 시험보고서 보존기간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액체침투탐상시험(PT)검사 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

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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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CFR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and 

Fuel Processing Plant

6. ASME NQA-1 QA,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 1994 Ed. 

and 1995 Addenda

7. KEPIC MNC, MND, 2000년판

8. ASME Sec. V Article 6, 액체침투탐상시험 일반 기술기준

9. ASME Sec.III NX-4000 및 5000, 안전성등급별 PT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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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침투탐상시험(PT)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절차서 검토

- 제작자/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작성 및 승인

- 코드, 기술기준, 및 기타 구매시

방서 요건의 반영

2. 시험자 자격

- 시험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

합성

- 시험자 자격 및 분장업무의 적합

성과 종합적인 자격관리 절차의 

적합성

3.

시험재

- 시험부품에 적합한 액체침투탐상

시험재 사용

- 시험재의 화학조성 관련 시험절

차 및 요건반영

4.

보고서 검토

- 시험품목의 형상 및 시험조건의 

적합성

- 판정기준 및 판정결과의 적합성

- 시험, 검토 및 승인 절차의 적합

성

5.

 시정조치

- 결함의 발생원인 규명 및 보수 

절차의 적합성

  (필요시 재발 방지 방안 수립) 

- 결함 보수 후 적용되는 시험 및 

판정기준이 원 시험절차와 동일

하게 수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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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탐상시험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1.2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

기․부품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 또는 제작자가 위임한 비파괴시험 전문

업체의 자격이 있는 자분탐상시험자가 생산 제품의 자분탐상시험과 관련된

적용규격, 기준, 시방서 등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시험을 수행하

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

역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시험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자분탐상시험.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MT

강자성체의 시험품목을 자화시킨 후 시험품목 표면에 철분

을 살포하여 시험품목 표면 및 표면하의 불연속부에 나타나

는 누설자속 상태로 결함부위를 탐상하는 시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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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시험. Nondestructive Examination, NDE

시험품목(재료, 부품 및 구조물)에 설계상의 구조, 재료특성

및 기능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험품목의 내부 또는 외부의

결함을 찾아내는 시험방법이다. 

표면 비파괴시험. Surface Examination

표면 및 표면 직하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육

안검사(Visual Examination, VT), 액체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Examination, PT),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MT), 와전류탐상시험(Eddy Current Examination, 

ECT)이 있다.

체적 비파괴시험. Volumetric Examination

내부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방사선투과시험

(Radiographic Examination, RT), 초음파탐상시험(Ultrasonic 

Examination, UT)이 있다.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안전성관련 품목 제작 시 Code 및 설계사양의 자분탐상시험 기술기준 및 요

건이 반영된 자분탐상시험 절차서에 따라 자격 있는 시험자가 시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판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2. 검사일정

- 최초검사는 제작자가 관련 기준 및 요건에 따라 자분탐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

분탐상시험 절차서 검토, 시험자의 자격확인, 시험장비의 적합성, 작성된

시험보고서 검토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 후속검사는 자분탐상시험 절차서 변경사항, 시험자 자격 변경사항 및 시

험보고서 검토와 함께 판정기준 적용의 적합성과 결함 및 관련 지시치의

시정조치 등 관리절차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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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대상 품목(구조물, 기기, 배관 등)에 대한 자분탐상시험 검사 빈도는

시험의 유형 및 범위와 검사점(입회점 및 정지점) 지정 유무에 따라 결정

되나 소요 공정이 비교적 단기간인 경우에는 상기의 최초검사 및 후속검

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검사중점 사항

- 자분탐상시험 절차서가 관련 Code 및 설계사양의 요건을 적합하게 반영

하는지 확인한다. 

- 자분탐상시험 수행, 시험결과 검토 및 승인절차가 유자격자 등급별로 수

행되는지 확인한다. 

- 승인된 판정기준에 따라 시험결과 판정이 이루어지며, 결함에 대하여 절

차에 의한 시정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4. 검사방법

- 서류검토 및 면담 항목

1)  자분탐상시험 관련 각종 절차서

2)  시험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인증 절차

3)  시험장비 관리이력

4)  자분탐상시험 보고서

- 입회검사 항목

1) 자분탐상시험 결과 판정(작업현장)

III. 판정기준

1. 절차서 검토

1.1 절차서에는 최소한 시험품목과 시험에 관한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적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판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시험품목의 재질, 형태 및 표면처리 상태

- 자화 기법, 자화 장치, 자분의 종류 및 탈자

- 자화장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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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의 자격 및 분장업무

- 판정기준

- 보고서작성 및 유지관리 사항

1.2 프로드(Prod) 자화

- 프로드를 시험부위에 눌러 전기적 접촉 시 아크발생 등이 방지되어야

한다.   아크가 발생된 경우 시험품목의 표면 손상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시험품목의 두께 및 프로드 간격에 따라 자화전류가 조정되어야 한다.

- 프로드 간격은 3～8″의 범위이어야 한다.

1.3 요크(Yoke) 자화

- 교류 또는 직류전류 전자석 극간을 사용한다. 

- 요크장비가 기준치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자화력을 유지하고 있

는지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1년 이상 사용치 않았거나 장비손상

의 염려가 있는 경우 처음 사용 전에 점검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시험자의 자격 및 시험 장비

2.1 자분탐상시험자의 학력, 경력 및 관련 교육훈련 이력 등의 최소 자격요건

이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2.2 시험결과 판정자의 최소 자격 요건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2.3 자분탐상시험자의 시력검사를 포함한 자격관리 절차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2.4 자분 및 자화장비를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기 위한 절차가 운용되어야

한다. 

3. 시험결과 판정 및 시정조치

3.1 균열 등 선형결함과 기준상의 과다한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원형 결함의 경우 관련 도표 등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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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분 및 자화장비의 부적합한 절차로 인한 지시치 등이 발생된 경우 재시

험 또는 결함과 구별되어야 한다.

3.4 불합격 판정으로 시험품목을 보수하는 경우 원 시험절차에 따라 재검사하

여야 한다.   

4. 보고서

4.1 적절한 시험결과 판정을 위해 상세한 시험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 작업명, 시험품목 명 및 위치번호 또는 열처리번호

- 자분 사양

- 자화장비 교정현황 및 사양

- 판정기준 및 판정결과

- 시험자 및 결과 판정자의 자격

4.2 시험품목을 보수한 경우 보수 품질 이력 및 재 시험보고서를 원 시험보고

서와 함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3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승인은 시험자의 자격과 분장업무 범위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이루어 져야 하며, 시험보고서 보존기간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자분탐상시험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

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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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CFR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and 

Fuel Processing Plant

5. ASME NQA-1 QA,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 1994 Ed. 

and 1995 Addenda

6. KEPIC MNC, MND, 2000년판

7.  ASME Sec. V Article 7, 자분탐상시험 일반 기술기준

8.  ASME Sec.III NX-4000 및 5000, 안전성등급별 MT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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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탐상시험(MT) 검사 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절차서 검토

- 제작자/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작성 및 승인

- 코드, 기술기준, 및 기타 구매시방서 

요건의 반영

- 장비취급 시 시험자의 전격방지 등 

안전 관리 반영사항

2. 시험자 자격

- 시험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합성

- 시험자 자격 및 분장업무의 적합성과 

종합적인 자격관리 절차의 적합성

3. 시험 장비

- 시험품목에 적합한 자분탐상시험 자분 

사용

- 프로드 및 요크 등 장비의 적절한 

기술사양 및 교정결과

4. 보고서 검토

- 시험품목의 형상 및 시험조건의 

적합성

- 판정기준 및 판정결과의 적합성

- 시험, 검토 및 승인 절차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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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1.3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

기․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 또는 제작자가

위임한 비파괴시험 전문업체의 자격이 있는 방사선투과시험자가 생산 제품의

방사선투과시험과 관련된 적용규격, 기준, 시방서 등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시험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역

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비파괴시험. Nondestructive Examination, NDE

시험품목(재료, 부품 및 구조물)에 설계상의 구조, 재료특성

및 기능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험품목의 내부 또는 외부의

결함을 찾아내는 시험방법이다.

방사선투과시험.  Radiographic Examination, RT

시험품목에 X선 및 γ선 등의 방사선을 투과시켜 필름상에

나타난 시험품목의 지시치를 관련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시

험으로서 시험시 방사선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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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 자격을 취득한 시험자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사용하기 위하

여는 원자력법 제65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면 비파괴시험. Surface Examination

표면 및 표면 직하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육안

검사(VT), 액체침투탐상시험(PT), 자분탐상시험(MT), 와전류

탐상시험(ECT)이 있다.

체적 비파괴시험. Volumetric Examination

내부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방사선투과시험

(RT), 초음파탐상시험(UT)이 있다.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안전성관련 품목 제작 시 Code 및 설계사양의 방사선투과시험 기술기준 및

요건이 반영된 방사선투과시험 절차서에 따라 자격 있는 시험자가 시험을 수

행하고 그 결과판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2. 검사일정

- 최초검사는 제작자가 관련 기준 및 요건에 따라 방사선투과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

사선투과시험 절차서 검토, 시험자의 자격확인, 시험장비의 적합성, 작성

된 시험보고서 검토 및 방사선투과시험 필름 판독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

다.

- 후속검사는 방사선투과시험 절차서 변경사항, 시험자 자격 변경사항 및

시험보고서 검토와 함께 필름판독으로 판정기준 적용의 적합성과 결함 및

관련 지시치의 시정조치 등 관리절차를 검사한다. 

- 검사 대상 품목(구조물, 기기, 배관 등)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 검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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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험의 유형 및 범위와 검사점(입회점 및 정지점) 지정 유무에 따라

결정되나 소요 공정이 비교적 단기간인 경우에는 상기의 최초검사 및 후

속검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검사중점 사항

- 방사선투과시험절차서가 관련 Code 및 설계사양의 요건을 적합하게 반영

하는지 확인한다. 

- 방사선투과시험 수행, 시험결과 검토 및 승인절차가 유자격자 등급별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 승인된 판정기준에 따라 시험결과 판정이 이루어지며, 결함에 대하여 절

차에 의한 시정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4. 검사방법

- 서류검토 및 면담 항목

1)  방사선투과시험 관련 각종 절차서

2) 시험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인증 절차

3) 시험장비 관리이력

4) 방사선투과시험 보고서

- 입회검사 항목

1) 방사선투과시험 필름 판독

III. 판정기준

1. 절차서 검토

1.1 시험품목의 재질과 시험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 시험품목의 재질, 형태 및 두께

- 최대 선원크기를 포함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X-ray 장비 사양

- 필름 및 스크린 사양

- 검사자의 자격인증 절차 및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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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기준

1.2 방사선필름의 기하학적 불선명도는 다음 식으로 결정하며 검사품목의 두

께에 따른 기준치 이내여야 한다.

Ug = Fd/D

∙ Ug : 기하학적 불선명도

∙ F : 선원크기

∙ d : 선원 측 시험품목표면 - 필름 거리

∙ D : 선원-선원 측 시험품목 표면

1.3 Hole 또는 Wire형의 투과도계가 시험품목의 재질 및 두께에 따라 선정되어

야 하며 위치에 따른 사항이 기술되어야한다.  

1.4 필름 농도에 관한 적용기준이 기술되어야 한다. 

1.5 보고서 작성 양식이 결정되어야 하며 보고서 및 필름의 보존기간이 기술

되어야 한다.   

1.6 시험자의 방사선피폭관리 등 안전에 유의하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2. 시험자의 자격

2.1 시험자 및 검토․승인자의 학력, 경력 및 관련 교육훈련 이력 등 최소 자

격요건이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2.2 필름 판독자의 최소 자격 요건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험자의 시력검사를 포함한 자격인증 및 관리 절차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3. 시험장비

3.1 절차서 요건에 부합된 방사성동위원소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절차서 요건에 부합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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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투과도계 및 필름 판독기는 적절한 기술사양을 갖추어야 한다.  

3.4 방사선필름 보관을 위한 적합한 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 

4. 보고서 및 필름

4.1 시험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시험자의 자격 등급에 따라 적합한 절

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4.2 적절한 시험판정을 위한 상세 시험정보가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 부품명칭 및 시험부위 번호

- 재질 및 두께

- 선원 크기 및 방사선세기

- 검사조건 스케치 및 방사선노출 조건

- 필름 사양 및 필름조합 조건

- 투과도계 번호

- 필름 농도

- 판정기준 및 판정결과

- 시험자 및 검토․승인자의 서명

4.3 필름 판독

- 필름 상에는 현상 중 발생한 결함이나 취급부주의로 인한 결함 등이

판정부위에 없어야 한다.

- 필름 농도는 X선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1.8이고 감마선을 사용하는 경

우는 최소 2.0이나 한 장 또는 복수필름사용시의 최대농도는 4.0이어야

한다. 또한 농도의 편차는 투과도계가 위치한 부위와 비교하여 -15%～

+30% 이어야 한다. 

- 필름 상에는 시험조건 별 투과도계 최소 기준의 hole 또는 wire가 식별

되어야 한다. 

- 방사선필름 상에는 균열 및 용입부족 등 선형결함과 기준상의 과다한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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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결함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수립하여야한다. 

5.2 결함을 보수한 후 시험결과 최종 판정 시 적용되는 비파괴시험은 원 시험

절차(방사선투과시험)에 따라 재시험하여야 한다.  

5.3 시정조치 후 재시험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시험자의 자격 등급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이루어 져야 한다. 

5.4 결함보수 품질이력 및 재 시험보고서를 원 시험보고서와 함께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IV. 첨부서류

방사선투과시험(RT)검사 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

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5. 10CFR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and 

Fuel Processing Plant

6. ASME NQA-1, QA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 1994 Ed. 

and 1995 Addenda

7. KEPIC MNC, MND, 2000년판

8. ASME Sec. V Article 2 및 3, 방사선투과시험 일반 기술기준

9. ASME Sec.III NX-4000 및 5000, 안전성등급별 RT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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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RT) 검사 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절차서 검토

- 제작자/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작성 및 승인

- 코드, 기술기준, 및 기타 구매시

방서 요건의 반영

- 시험자의 방사선피폭관리 등 안

전 관리 반영사항

2. 시험자 자격

- 시험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

합성

- 시험자 자격 및 분장업무의 적

합성과 종합적인 자격관리 절차

의 적합성

3. 시험 장비

- 시험부품에 적합한 방사선동위

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 투과도계 및 필름판독기의 적절

한 기술사양

4. 보고서 검토

- 시험조건 스케치 및 방사선노출

조건의 적합성

- 판정기준 및 판정결과의 적합성

- 시험, 검토 및 승인 절차의 적합

성



방사선투과시험 검사지침서 KINS/GI-N021-21.3. 개정 0

발행일자: 2009. 1. 8 8/8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4. 필름 판독

-필름상에 현상 중 발생한 결함 

등이 판정부위에 있는지 여부

- 필름의 농도 및 투과도계가 위

치한 부위를 기준으로 한 농도

의 편차 범위의 적합성

- 균열 및 용입부족 등 선형결함

에 대한 판정 및 후속 조치의 

적합성 

5.  시정조치

- 결함의 발생원인 규명 및 보수 

절차의 적합성

  (필요시 재발 방지 방안 수립) 

- 결함 보수 후 적용되는 시험 및 

판정기준이 원 시험절차와 동일

하게 수행되는지 여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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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탐상시험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1.4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

기․부품(이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 또는 제작자가

위임한 비파괴시험 전문업체의 자격이 있는 초음파탐상시험자가 생산 제품의

초음파탐상시험과 관련된 적용규격, 기준, 시방서 등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시험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역

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비파괴시험. Nondestructive Examination, NDE

시험품목(재료, 부품 및 구조물)에 설계상의 구조, 재료특성

및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험품목의 내부 또는 외부의

결함을 찾아내는 시험방법

표면 비파괴시험. Surface Examination

표면 및 표면 직하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육안

검사(VT), 액체침투탐상시험(PT), 자분탐상시험(MT), 와전류

탐상시험(ECT)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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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탐상시험.  Ultrasonic Examination, UT

시험품목에 탐촉자를 접촉시켜 일반적으로 1～5MHz의 초음

파펄스를 시험품목내부에 송신한 후 불연속부위에서 반사되

는 반사파의 전압펄스를 초음파탐상시험 모니터에 투영하여

결함부위를 탐상하는 시험방법

체적 비파괴시험. Volumetric Examination

내부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방사선투과시험

(RT), 초음파탐상시험(UT)이 있다.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안전성관련 품목 제작 시 Code 및 설계사양의 초음파탐상시험 기술기준 및

요건이 반영된 초음파탐상시험 절차서에 따라 자격 있는 시험자가 시험을 수

행하고 그 결과판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2. 검사일정

- 최초검사는 제작자가 관련 기준 및 요건에 따라 초음파탐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

음파탐상시험 절차서 검토, 시험자의 자격확인, 시험장비의 적합성, 작성

된 시험보고서 검토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 후속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 절차서 변경사항, 시험자 자격 변경사항 및

시험보고서 검토와 함께 판정기준 적용의 적합성과 결함 및 관련 지시치

의 시정조치 등 관리절차를 검사한다. 

- 검사 대상 품목(구조물, 기기, 배관 등)에 대한 초음파탐상시험 검사 빈도

는 시험의 유형 및 범위와 검사점(입회점 및 정지점) 지정 유무에 따라

결정되나 소요 공정이 비교적 단기간인 경우에는 상기의 최초검사 및 후

속검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검사중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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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탐상시험 절차서가 관련 Code 및 설계사양의 요건을 적합하게 반

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초음파탐상시험 수행, 시험결과 검토 및 승인절차가 유자격자 등급별로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승인된 판정기준에 따라 시험결과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결함에 대하여

는 절차에 의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4. 검사방법

- 서류검토 및 면담 항목

1) 초음파탐상시험 관련 각종 절차서

2) 시험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인증 절차

3) 시험장비 관리이력

4) 초음파탐상시험 보고서

- 입회검사 항목

1) 초음파탐상시험 결과 판정(작업현장)

III. 판정기준

1. 절차서 검토

1.1 시험품목의 재질과 시험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 시험품목의 재질, 형태, 두께 및 표면처리 상태

- 초음파시험장비의 사양

- 탐촉자 및 교정시험편 사양

- 초음파접촉 매질 사양

- 검사자의 자격인증 절차 및 업무 구분

- 판정기준

1.2 거리진폭곡선 작성 등 초음파시험 장비 교정절차를 관련 요건에 따라 기

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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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고서 작성 내용 및 양식이 결정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보존기간이 기술

되어야 한다.

2. 시험자의 자격

2.1 시험자 및 검토․승인자의 학력, 경력 및 관련 교육훈련 이력 등 최소 자

격요건이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2.2 시험결과 판정을 위한 시험자의 최소 자격요건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

하여야 한다. 

2.3 시험자의 시력검사를 포함한 자격인증 및 관리 절차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3. 시험장비

3.1 시험품목에는 표준 교정시험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시험품목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초음파탐상시험장비 및 탐촉자를 사

용하여야 한다. 

3.3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및 탐촉자는 시험 전․후 및 주기적인 교정으로 적

절한 교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보고서

4.1 시험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시험자의 자격 등급에 따라 적합한 절

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4.2 적절한 시험판정을 위한 상세 시험정보가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 시험품목 명칭 및 시험부위 번호

- 재질, 두께 및 표면상태

- 탐촉자 사양(크기, 각도 및 주파수)

- 교정시험편 사양(재료, 크기, 형상 및 특성)

-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교정현황

- 주사(scanning)조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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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기준 및 판정결과

- 시험자 및 검토․승인자의 서명

5. 시정조치

5.1 결함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수립하여야한다.

5.2 결함을 보수한 후 시험결과 최종 판정 시 적용되는 비파괴시험은 원 시험

절차(초음파탐상시험)에 따라 재시험하여야 한다.

5.3 시정조치 후 재시험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시험자의 자격 등급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이루어 져야 한다.

5.4 결함보수 품질이력 및 재 시험보고서를 원 시험보고서와 함께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IV. 첨부서류

초음파탐상시험(UT)검사 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

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4. 10CFR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and 

Fuel Processing Plant

5. ASME NQA-1 QA,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 1994 Ed. 

and 1995 Addenda

6. KEPIC MNC, MND, 2000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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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SME Sec. V Article 2 및 3, 방사선투과시험 일반 기술기준

8.  ASME Sec.III NX-4000 및 5000, 안전성등급별 UT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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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탐상시험(UT) 검사 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절차서 검토

제작자/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작성 및 승인

코드, 기술기준, 및 기타 구매시방서 요

건의 반영

거리진폭곡선을 포함한 장비교정절차의 

적합성

2. 시험자 자격

시험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합성

시험자 자격 및 분장업무의 적합성과 

종합적인 자격관리 절차의 적합성

3. 시험 장비

시험부품에 적합한 초음파탐상시험 장

비 사양

교정시험편 및 탐촉자 사양의 적합성

4. 보고서 검토

주사(scanning)조건 스케치 및 지시치 위

치  

교정보고서의 적합성 및 기록유지 현황

시험, 검토 및 승인 절차의 적합성



초음파탐상시험 검사지침서                                         KINS/GI-N021-21.4 개정 0

개정일자: 2009. 1. 8 8/8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5. 시험결과 판정

안전등급별 시험품목에 대한 용접부 

판정기준 

시험결과 관련 지시치에 대한 처리 및 

후속 시험방안

균열 및 용입부족 등 선형결함에 대한 

판정 및 후속 조치의 적합성 

6.  시정조치

결함의 발생원인 규명 및 보수 절차의 

적합성

  (필요시 재발 방지 방안 수립) 

결함 보수 후 적용되는 시험 및 판정

기준이 원 시험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되는지 여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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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세관

와전류탐상시험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1.5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로부터 증기발생기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 또는 제작자가 위임한 비파괴시험 전문업체의 자격이 있는

와전류탐상 시험자가 증기발생기의 와전류탐상시험과 관련된 적용규격, 기준, 

시방서 등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시험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

역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비파괴시험. Nondestructive Examination, NDE

시험품목(재료, 부품 및 구조물)에 설계상의 구조, 재료특성

및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험품목의 내부 또는 외부의

결함을 찾아내는 시험방법

표면 비파괴시험. Surface Examination

표면 및 표면 직하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육

안검사(VT), 액체침투탐상시험(PT), 자분탐상시험(MT), 와전

류탐상시험(ECT)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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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전류탐상시험.  Eddy Current Testing,  ECT

시험체 표면, 내부 혹은 외부에 시험 주파수를 갖는 탐촉자

(전자석)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켰을 때 시험체에 유도되는

와전류를 측정하여 검증된 기본 보정표준시험편 신호의 진폭

이나 위상과 비교하여 시험체의 결함 위치, 형태, 깊이를 탐

상하는 시험방법

체적 비파괴시험. Volumetric Examination

내부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시험으로 방사선투과시험

(RT), 초음파탐상시험(UT)이 있다.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안전성관련 품목 제작 시 Code 및 설계사양의 와전류탐상시험 기술기준 및

요건이 반영된 와전류탐상시험 절차서에 따라 자격 있는 시험자가 시험을 수

행하고 그 결과판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2. 검사일정

- 최초검사는 제작자가 관련 기준 및 요건에 따라 와전류탐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와

전류탐상시험 절차서 검토, 시험자의 자격확인, 시험장비의 적합성, 작성

된 시험보고서 검토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 후속검사는 와전류탐상시험 절차서 변경사항, 시험자 자격 변경사항 및

시험보고서 검토와 함께 판정기준 적용의 적합성과 결함 및 관련 지시치

의 시정조치 등 관리절차를 검사한다. 

- 검사 대상 품목(구조물, 기기, 배관 등)에 대한 와전류탐상시험 검사 빈도

는 시험의 유형 및 범위와 검사점(입회점 및 정지점) 지정 유무에 따라

결정되나 소요 공정이 비교적 단기간인 경우에는 상기의 최초검사 및 후

속검사는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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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중점 사항

- 와전류탐상시험 절차서가 관련 Code 및 설계사양의 요건을 적합하게 반

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와전류탐상시험 수행, 시험결과 검토 및 승인절차가 유자격자 등급별로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승인된 판정기준에 따라 시험결과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결함에 대하여

는 절차에 의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4. 검사방법

- 서류검토 및 면담 항목

1) 와전류탐상시험 관련 각종 절차서

2) 시험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인정 절차

3) 시험장비 관리이력

4) 와전류탐상시험 보고서

- 입회검사 항목

1) 와전류탐상시험 결과 판정(작업현장)

III. 판정기준

1. 절차서 검토

1.1 시험부품의 재질과 시험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 시험부품의 재질, 형태, 두께 및 표면처리 상태

- 와전류시험장비의 사양

- 보정표준시험편 사양

- 와전류 탐촉자 사양

- 시험자의 자격인정 절차 및 업무 구분

- 판정기준

1.2  절차서는 제작자/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작성 및 승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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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와전류시험 관련 코드, 기술기준 및 기타 구매시방서 요건이 반영되어 신호

보정, 신호평가, 보고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1.4 보고서 작성 내용 및 양식이 결정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보존기간이 기술

되어야 한다.

2. 시험자의 자격

2.1 시험자 및 검토․승인자의 학력, 경력 및 관련 교육훈련 이력 등 최소 자

격요건이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2.2 시험결과 판정을 위한 시험자의 최소 자격요건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

하여야 한다. 

2.3 시험자의 자격인정 및 관리 절차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어

야 한다.

3. 시험장비

3.1 시험부품에 적합한 표준 교정시험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시험품목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와전류탐상시험장비 및 탐촉자를 사

용하여야 한다. 

3.3 와전류탐상시험 장비 및 탐촉자는 시험 전․후 및 주기적인 교정으로 적

절한 교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보고서

4.1   수집된 모든 신호는 평가하여야 한다.

4.2 시험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시험자의 자격 등급에 따라 적합한 절

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4.3   보고해야할 결함대상 기준 신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기록은 적절히 유

지되어야 한다.

4.4 적절한 시험판정을 위한 상세 시험정보가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 시험부품 명칭 및 시험부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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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두께 및 표면상태

- 탐촉자 사양(형식, 주파수)

- 교정표준시험편 사양(재료, 크기, 형상 및 특성)

- 와전류탐상시험 장비 교정현황

- 판정기준 및 판정결과

- 시험자 및 검토․승인자의 서명

5. 시험결과 판정

5.1   시험부품에 대한 결함신호 평가 및 판정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5.2   결함신호에 대해서 기록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후속 조치방안을 강구한

다.

6. 시정조치

6.1 결함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수립하여야한다.

6.2 결함을 보수한 후 시험결과 최종 판정 시 적용되는 비파괴시험은 원 시험

절차(와전류탐상시험)에 따라 재시험하여야 한다.

6.3 시정조치 후 재시험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시험자의 자격 등급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6.4 결함보수 품질이력 및 재 시험보고서를 원 시험보고서와 함께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IV. 첨부서류

와전류탐상시험(ECT)검사 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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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

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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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SME NQA-1 QA,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 1994 Ed. 

and 1995 Addenda

6. ASME Code Case N-474-2

7.  ASME Sec. II SB 163 "Spec. for seamless nickel and nickel alloy condenser 

and heat-exchanger tubes"

8.  ASME Sec.III NB-2550 

9.  ASTM Standards E8, E38, E45, E112, E354

10. SNT-TC-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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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전류탐상시험(ECT) 검사 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절차서 검토 

시험품목의 재질과 시험절차의 적합성

제작자/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작성 및 승인

코드, 기술기준, 및 기타 구매시방서 

요건의 반영

신호수집, 평가, 보고절차의 적합성

2. 시험자 자격

시험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합성

시험자 자격 및 분장업무의 적합성과 

종합적인 자격관리 절차의 적합성

3. 시험 장비

시험부품에 적합한 와전류탐상시험 장

비 사양

신호평가 소프트웨어의 적합성

장비교정 절차 및 시기의 적합성

교정표준시험편 및 탐촉자 사양의 적

합성

4. 보고서 검토

수집된 모든 신호 평가 여부 

보고대상 기준 신호의 적합성 및 기록

유지 현황

시험, 검토 및 승인 절차의 적합성

시험판정을 위한 상세 시험정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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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5. 시험결과 판정

시험부품에 대한 결함신호 평가 및 판

정기준 

결함신호에 대한 보고 및 후속 조치방

안 적합성

6.  시정조치

결함의 발생원인 규명 및 후속조치의 

적합성

결함 보수 후 적용되는 시험 및 판정

기준이 원 시험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되는지 여부 

결함보수 이력 및 재 시험보고서가 원 

시험보고서와 함께 유지관리 여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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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및 단조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2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주요기기 제작자 또는 주요기기 본체용 주 단조 소재 공급자가 규제요건 및

해당 원전의 적용기술기준 요건에 의거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주

조 및 단조 공정과 자재시험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인증. Certification. Certify

문서, 과정, 절차, 품목, 또는 요원인정이 명시된 요건에 준함

을 서류로 확인 및 증명하는 행위

자재시험인증서.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소재가 명시된 요건에 준함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모든 화학

분석, 시험 및 검사의 실제결과를 포함한다.

파괴시험. Destructive Test

소재의 일부분을 채취하여 기계적 시험을 수행하는 행위

자재생산자. Material Manufacturer

ASME 또는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자재를 생산하고 자재시방

서의 기본요건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자재시험인증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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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자재업체. Material Organization

자재생산자와 자재공급자의 총칭

자재공급자. Material Supplier

ASME 또는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자재생산자에 의해 생산되

어 인증된 자재를 공급하는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자재

공급자는 자격인증서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재생산자가

수행하지 않은 시험, 검사, 보수, 또는 처리를 기술기준 또는

시방서 요건에 따라 수행하고 자재를 인증할 수 있다.

규제요건. Regulatory Requirements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자가 허가신청 시 제출한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자재

관련 요건.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 자재업체의 소재제조 및 시험공정에 대한 입회검사 및 기록검토를

통하여 주조․단조․파괴시험 공정이 인허가 받은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이행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완료시기

최초 검사 해당 주요기기 본체용 소재

제작착수 시점

해당 주요기기 용접 또는

조립작업 착수전

후속 검사 최초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 또는

보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후속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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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중점사항

- 자재 생산 공정 중 품질보증 프로그램 이행의 적합성 확인

- 기록 표본검토를 통한 기술기준, 적용 약속사항 및 요건에 준한 주조 및

단조 수행 및 기록 유지 확인

- 자재 제조과정에 안전성 중요도와 관련된 부적합사항이 적절히 처리되었

음을 입증하는 기록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4. 검사 방법

원자로압력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 펌프, 밸브 등 주요기기의 본체용 주 단

조 소재의 제조과정에 대한 입회검사와 관련 제조 및 시험기록을 검토하여, 

'III.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주 단조 공정관리

1.1 주조(또는 단조)작업은 작업현장에 비치된 트래블러 또는 이와 대등한 공

정관리문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2 공정관리문서에는 적용 절차서 또는 지시서, 검사점 등이 명시되어 책임자

또는 품질검사자의 서명에 의해 공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1.3 소재 주조(또는 단조)후 비파괴시험에서 검출된 결함이 있어 이를 용접으

로 보수할 경우, 트래블러에 용접보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함제거

및 용접보수에 관한 적용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1.4 소재의 보수기록은 ASME Sec.III NX-4132의 요건에 따라 특별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ASME Code 스탬프가 완료된 부품의 보수는 ASME 

Sec.III 및 IX에 따라 특별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2. 파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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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괴시험이 트래블러 또는 이와 대등한 문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2 시험자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자격인정 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이 유지되

어야 한다. 

2.3 파괴시험은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절차서에는 소재에 관한 시험

결과가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최종 평가하도록 요건이 기술되어야 한

다.

2.4 시험결과는 시험절차서에 따라 평가된 후 보고서로 발행되어야 하며, 보고

서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주조 및 단조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품질보증)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Inspection Procedure 55050, Nuclear Welding General Inspection Procedure, 

June.20, 1983,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A

4. ASME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94(+1995 Addenda)

5. ASME Section Ⅲ, Subsection NCA

6.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QAP 2000년판

7.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MNA 2000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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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및 단조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주․단조 공정관리

1.1
주조(또는 단조)작업은 작업현장에 비치된 트래

블러 또는 이와 대등한 공정관리문서에 의해 

수행되는가?

1.2
공정관리문서에는 적용 절차서 또는 지시서, 
검사점 등이 명시되어 책임자 또는 품질검사자

의 서명에 의해 공정이 진행되는가?

1.3

소재 주조(또는 단조)후 비파괴시험에서 검출된 

결함이 있어 이를 용접으로 보수할 경우, 트래

블러에 결함제거 및 용접보수에 관한 적용방법

이 기술되었는가?

1.4
소재의 보수기록은 ASME Sec.III NX-4132의 

요건에 따라 특별 보고서로 작성되었는가?

2. 파괴시험

2.1
파괴시험이 트래블러 또는 이와 대등한 문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2
시험자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자격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2.3

파괴시험은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절차서에는 소재에 관한 시험결과가 기술기준

을 만족하는지를 최종 평가하도록 요건이 기술

되어야 한다.

2.4

시험결과는 시험절차서에 따라 평가된 후 보고

서로 발행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품질보증계획

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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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성형가공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3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1. 목적

원자로압력용기․가압기․증기발생기․열교환기․탱크․배관 등 주기기

용 소재의 성형가공 공정 및 기계적시험의 적합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시정시킴으로써 주요기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임.

2. 근거기준

-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3. 적용범위

주요기기 제작자(또는 공급자)가 해당 원전의 적용기술기준 요건 및 품질

보증계획에 따라 소재 성형가공 공정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에 적용한다.

4. 일반사항

4.1 용어의 정의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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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술기준.

냉간성형(굽힘).  Cold Forming(or Bending)

(A1변태점-55℃) 이하의 온도에서 행하는 성형(또는 굽

힘)가공

파괴시험. Destructive Test.

소재의 일부분을 채취하여 기계적시험을 수행하는 행위

열간성형(굽힘).  Hot Forming(or Bending)

(A1변태점-55℃) 이상의 온도에서 행하는 성형(또는 굽

힘)가공

소재성형가공. Material Forming and Bending

압력유지부품의 제작과정중 성형(forming) 또는 굽힘

(bending) 방식으로 소재를 원하는 형상으로 변형시키는

공정

4.2 검사개요

주요기기 제작자(또는 공급자)의 소재 성형가공공정에 대한 입회검사 및

기록검토를 통하여 성형가공 공정이 적용 기술기준 및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사 방법 및 내용

5.1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종결시기

최초 검사 해당 작업 5% 완료 후 해당 작업 30% 완료 전

후속 검사 최초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 또는

보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후속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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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검사 중점사항

- 소재 성형가공 공정 중 품질보증 프로그램 이행의 적합성 확인

- 기록 표본검토를 통한 기술기준, 적용 약속사항 및 요건에 준한 소재

성형가공 수행 및 기록 유지 확인

5.3 검사 방법

원자로압력용기․가압기․증기발생기․열교환기․탱크․배관 등 주요기

기 본체의 소재 성형가공 공정에 대한 입회검사와 관련 제조 및 시험기

록을 검토하여, '6.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정한

다.

6. 판정기준

6.1 절차서 인정

6.1.1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재 성형가공은 공정수행 전에 성형가공절차서

(Forming or Bending Procedure)에 대한 인정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소재의 충격시험이 열간 성형(굽힘)가공이 완료된 후 수행되는 경우

2) 소재의 열간가공 후열처리가 이전에 수행된 열간가공절차서 인정

시험에서 이미 수행된 것과 동일하게 수행되는 경우

3) 가공 후의 최종 변형률이 0.5% 미만일 경우

4) 가공 후 각 식별(Heat/Lot)번호마다 충격인성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6.1.2 절차서인정시험의 파괴시험편은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와 동일한 규격, 

등급, 열처리이력을 가지고 충격인성이 유사한 소재에서 채취되어야

한다.

6.1.3 시험편 소재는 인정하고자 하는 성형(굽힘)공정과 동일한 가공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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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소재는 성형가공 후에도 ASME Sec.Ⅲ, NX-2300에서 요구된 충격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6.1.5 절차서인정시험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1) 제강번호가 다른 3개의 소재를 사용하여 변형전상태 및 변형후 열

처리된 상태를 모두 시험하여 가공과 열처리의 영향을 확인한다.

2) 시험편은 NX-2000의 요건에 따라 변형에 의해 인장응력을 받는 부

위에서 채취한다

3) 변형률은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원통

변형률(%) =
50t
R f

(1- R f

R o
)

• 구형 또는 접시형

변형률(%) =
75t
R f

(1- R f

R o
)

• 관재

변형률(%) =
100r
R

여기서 t  = 공칭두께

Rf = 용기 중심선의 최종 반경

Ro = 가공전 반경

R  = 관 중심선의 공칭 굽힘반경

r  =  관 공칭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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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시험에서 실제 소재에 적용하고자하는 최대 표면변형으로, 

Coupon을 성형(굽힘)가공하거나 시험편(Specimen)에 직접 인장력을

가한다.

5) 샤르피 V-노치(Cv) 충격시험편을 충분히 채취하여 Upper and 

Lower Shelve Energy를 보여주는 샤르피충격 천이곡선을 작성한다.

(각 시험은 3개씩 수행되어야 하며 천이영역은 5단계의 온도로 시

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6) 시험결과, 다음 항목을 확인한다.

• NDT 온도 변화

- 고려한 온도에서의 측면팽창과 흡수에너지 변화, 또는

- 고려한 측면팽창과 흡수에너지가 얻어지는 온도 변화

• NB-2300에 따라 NDT 측면팽창이 합격기준인 경우, 온도 또는

측면팽창의 최대 변화온도 변화

6.2 성형가공 품목의 적합성

주요기기에 사용된 성형(굽힘)가공된 소재는 인정시험결과 나타난 성형

(굽힘)에 의한 충격인성 감소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충격인성을 가져

야 한다. 

7. 첨부서류

소재 성형가공 검사점검표

8.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2. ASME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94(+1995 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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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ME Section Ⅲ, Subsections NB～ND

4.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QAP 2000년판

5.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MNB～MND 2000년판



소재 성형가공 검사지침서 KINS/GI-N021-23.개정 0

발행일자: 2009. 1. 8 7/8

소재 성형가공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6.1 절차서 인정

6.1.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재 성형가공은 절차서

인정시험으로 그 적합성이 입증되었는지 확인한

다.

□충격시험이 완료된 소재를 열간성형(굽힘)가공하
는 경우

□열간가공절차서인정시험을 통하여 적합성이 입

증된 열처리와 다른 열처리를 열간가공후 수행

하고자 하는 경우

□가공 후의 최종 변형률이 0.5% 이상일 경우

□가공 후 각 식별(Heat/Lot)번호마다 충격인성시험

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6.1.2 절차서인정시험의 파괴시험편은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와 동일한 규격, 등급, 열처리이력을 가지는

충격인성이 유사한 소재에서 채취되었는가?

6.1.3 시험편 소재는 인정하고자 하는 성형(굽힘)공정과
동일한 가공과정을 거쳤는가?

6.1.4 소재는 성형가공 후에도 ASME Sec.Ⅲ, NX-2300에
서 요구된 충격요건을 만족하는가?

6.1.5 인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행되었는가?.

1) 제강번호가 3개의 소재를 사용하여 변형전상태

및 변형후 열처리된 상태를 모두 시험하여 가

공과 열처리의 영향 확인

2) NX-2000의 요건에 따라 변형에 의해 인장응력

을 받는 부위에서 시험편 채취

3) 소재 형태별 공식에 의한 변형률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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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4) 인정시험에서 실제 소재에 적용하고자하는 최

대 표면변형으로, Coupon을 성형(굽힘)가공하거
나 시험편(Specimen)에 직접 인장력적용

5) 샤르피 V-노치(Cv) 충격시험편을 충분히 채취하

여 Upper and Lower Shelve Energy를 보여주는

샤르피충격 천이곡선 작성

6) 시험결과, 다음 항목을 확인한다.

• NDT 온도 변화

• NB-2300에 따라 NDT 측면팽창이 합격기준

인 경우, 온도 또는 측면팽창의 최대 변화온

도 변화

6.2 성형가공품목의 적합성

성형(굽힘)가공된 소재가 인정시험결과 나타난 성

형(굽힘)에 의한 충격인성 감소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충격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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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4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로 주요기기 제작의 최종단계에 수행되는 내압시험, 누설시험, 기능시험

등 제품시험이 품질보증계획 요건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시험결과가 인허

가요건, 품목의 설계요건 및 적용기술기준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역

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측정 및 시험장비.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어 또는

취득하기 위한 교정, 측정, 계측,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장치.

내압시험. Pressure Testing

계통 또는 설비 등의 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압력 이

상에서 수행하는 압력시험으로서 액체를 시험매체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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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압시험, 또는 기체를 시험매체로 사용하는 기압시험.

자격인정. Personnel Qualification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특성 또는 능력으로 개

인의 요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시험과 같은

수립된 요건에 따라 측정하는 것.

규제요건. Regulatory Requirements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자가 허가신청시 제출한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자재관

련 요건.

시험. Test, Testing

품목에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또는 운전 조건을 조합하여

부과함으로서 그 품목의 성능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주요기기 제작자(또는 공급자)의 제품시험 공정에 대한 입회검사 및 기록검토

를 통하여 제품시험과정과 결과가 규제요건, 적용기술기준 및 품질보증계획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사일정

검사 대상 착수 시기 종결 시기

원자로압력용기 M+35 M+36

증기발생기 M+41 M+42

가압기 M+29 M+30

펌프류 M+17 M+18

탱크류 M+17 M+18

밸브류 M+9부터 6개월 주기로 제작 종결 시까지 실시

※검사 착수 및 종결시기의 M+XX는 최초 품질보증계획서 검토(M)후 개월 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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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중점사항

- 안전성분석보고서 요건 및 적용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수행여부 및 수행

된 시험내용과 방법의 적합성 확인

- 시험 및 검사결과 판정의 적합성 평가에 의한 품목의 건전성 확인

4. 검사 방법

원자로압력용기․가압기․증기발생기․열교환기․탱크․펌프 밸브 등 품목별

로 명시된 계획검사일정에 가급적 입회검사를 수행하고, 입회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모든 내압시험, 누설검사 및 기능시험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여, 'Ⅲ. 

판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1. 일반사항

1.1 시험절차서가 적절히 작성, 검토 및 승인 되어야 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

이 적절히 기술되어야 한다.

1) 시험목적

2) 참조문헌

3) 시험조건

4) 시험 사용장비 및 인원의 자격인정

5) 시험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감시활동

6) 판정기준

7) 시험결과의 평가 및 서류화

1.2 시험절차서에는 적용기술기준 및 규제요건이 기술되고, 그 세부요건이 적

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3 시험 시에는 절차서, 도면, 지시서(해당시), 품질계획서, 트래블러가 작업장

에 비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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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험자는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자격 인정되어야 한다.

1.5 시험결과는 합격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평가결과는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

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2. 내압 및 누설시험

2.1 공기, 물 등 시험매체는 설계시방서 요건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2.2 시험 중 제품 및 시험매체의 온도는 설계시방서 및 기술기준 요건에 규정

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시험에 사용하는 계기는 기술기준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급 기기의 내압시험에 사용하는 기기는 시험시 마다 검교정되어야

한다.

2) 아나로그 압력계기는 최대 지시값이 시험압력의 1.5～4배 이내이어야

한다.

2.4 내압시험 및 누설검사는 절차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과압보호에 대한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3. 펌프 및 밸브 기능시험

3.1 시험전 시험대상 밸브, 펌프에 대한 성능검증이 완료되고 그 결과가 서류

화되어야 한다.

3.2 공기, 물 등 시험매체는 설계시방서 및 적용기술기준의 요건에 따라 선택

되어야 한다.

3.3 시험 중 제품 및 시험매체의 온도는 설계시방서 및 적용기술기준 요건에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4 시험에 사용하는 계기는 적용기술기준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급 기기의 내압시험에 사용하는 기기는 시험시 마다 검교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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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나로그 압력계기는 최대 지시값이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4배 이내

이어야 한다.

3.5 기능시험은 절차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과압보호에 대한 사항이 준수

되어야 한다.

IV. 첨부서류

제품시험 검사점검표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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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9호(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

한 기준 고시)

4. ASME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94(+1995 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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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1. 일반사항

1.1

시험절차서가 적절히 작성,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절히 

기술되었는가?

□ 시험목적

□ 참조문헌

□ 시험조건

□ 시험 사용장비 및 인원의 자격인정

□ 시험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감시활동

□ 판정기준

□ 시험결과의 평가 및 서류화

1.2

시험절차서에는 적용기술기준 및 규제요건이 

기술되고, 세부요건이 반영되어 있는가? (이
에 대한 사항은 관련 도면, 시방서와 일치하

여야 한다)

1.3
시험 시에는 절차서, 도면, 지시서(해당시), 
품질계획서, 트래블러가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가?

1.4
시험자는 절차서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었는

가?

1.5
시험결과는 합격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평가

결과는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검토 및 승

인되었는가?

2. 내압 및 누설시험

2.1
공기, 물 등 시험매체는 설계시방서 요건에 

적합하게 선택되었는가

2.2
시험 중 제품 및 시험매체의 온도는 설계시

방서 및 기술기준 요건에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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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  고  자  료 점 검 결 과

2.3

사용하는 계기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가?

□ 1등급 기기의 내압시험에 사용하는 기기

는 시험시 마다 검교정되어야 한다.

□ 아나로그 압력계기는 최대 지시값이 시험

압력의 1.5배～4배 이내이어야 한다.

2.4
내압시험 및 누설검사는 절차서에 따라 진행

되어야 하며, 과압보호에 대한 사항이 준수

되어야 한다.

3. 펌프 및 밸브 기능시험

3.1
시험전 시험대상 밸브, 펌프에 대한 성능검

증보고서는 제공되었는가?

3.2
사용하는 시험매체는 설계시방서 및 기술기

준 요건에 적합한가?

3.3
시험 중 제품 및 시험매체의 온도는 설계시

방서 및 기술기준 요건에 적합한가?

3.4

시험에 사용하는 계기는 기술기준 요건에 적

합한가?

□ 1등급 기기의 내압시험에 사용하는 기기

는 시험시 마다 검교정되어야 한다.

□ 아나로그 압력계기는 최대 지시값이 시험

압력의 1.5배～4배 이내이어야 한다.

3.5
기능시험은 절차서에 따라 진행되고, 과압보

호 요건은 준수되는가?

시험기기명      시험명 계기 식별번호  교정일자 및 유효기간 최대 측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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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및 밸브 성능검증 검사지침서

    

문서번호 : KINS/GI-N021-25
개정번호 : 0
작성일자 : 2009. 1. 8

I. 검사개요/대상

1.  검사개요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자로 주요기기 또는 그

부품의 성능검증시험을 수행하는 제작자, 또는 제작자에게 성능검증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수립한 성능검증 품질보증계획이 규제요건에 적합하게 수

립되고,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용어의 정의

판정기준. Acceptance Criteria

규격, 기준 또는 다른 서류에서 규정한 품목, 작업 또는 용

역의 특성을 규정한 한계.

적용기술기준.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등 검사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구매서류. Procurement Document

구매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구매요청서, 구매

주문서, 도면, 계약서, 구매시방서, 또는 구매지시서

인정. Qualification

의도된 목적을 위해 규정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행위.

용역. Service

설계, 검증 등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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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Supplier

구매서류에 따라 제작자에게 자재, 부품, 또는 용역(성능검증

포함)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판매자, 계약자, 하도급

계약자, 제작자, 자문자 및 이들 하부조직의 총칭.

시험. Test, Testing

품목에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또는 운전 조건을 조합하여

부과함으로서 그 품목의 성능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

확인. Verification

품목, 공정, 용역, 또는 서류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검토․검사․시험․점검․감사 등

의 행위.

II. 검사방법 및 내용

1. 검사내용

-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중 펌프 또는 밸브의 제작을 위탁받은 『제작자』의

기기 및 부품 성능검증 업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적합성

확인

- 『제작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중 펌프 또는 밸브의 제작을 위탁

받은 『공급자』의 기기 및 부품 성능검증 업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적합성 확인

- 『제작자』 또는 『공급자』에게 기기 및 부품 성능검증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이하 『성능검증공급자』라 한다)의 품질보증계획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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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일정

검사    착수시기 종결시기

최초 검사 성능검증업무 수행 전 성능검증업무 60% 완료 전

후속 검사 최초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 또는

보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후속검사 수행

3. 검사 중점사항

제작자, 공급자, 또는 성능검증공급자의 성능검증 업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의 적합성 검사

4. 검사 방법

- 검사대상 제작자 또는 공급자의 성능검증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이 'III. 판

정기준'에 기술된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검토 및 면담,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 제작자 또는 공급자가 성능검증업무를 성능검증공급자에게 하도급한 경

우, 제작자 또는 공급자의 성능검증공급자에 대한 하도급업무관리 적합성

은 KINS/GI-N021-04(하도급업무 관리 검사지침서)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III. 판정기준

제작자 또는 공급자의 성능검증 업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이 다음에 기술된

요건을 만족하도록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1. 조직

1.1 사업자는 성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것.

1.2 성능검증업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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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부여할 것.

1) 품질문제의 제기

2)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

3)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1.3 성능검증 업무의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반 사항이 안

전성확보에 위배되는 경우에 비용이나 공정에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여 경영층에 직접 보고할 수 있

도록 할 것.

2. 품질보증계획

2.1 사업자는 성능검증업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성능검증업무 수행 전에

수립하고 동 계획을 지침서, 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 서류로 작성할 것.

2.2 사업자는 성능검증업무의 품질보증계획에 참여하는 주요조직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

2.3 성능검증업무는 다음의 요건 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1) 적절한 장비의 사용

2) 청결상태 등 성능검증시험의 수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

3) 성능검증 시험에 필요한 모든 전제조건이 만족된 상태

2.5 품질보증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할 것.

1) 특별관리

2) 특수시험

3) 특수장비

4) 공구

5) 숙련도

6)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

2.6 품질보증계획에는 성능검증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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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숙련도 달성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2.7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3. 구매서류관리

사업자는 기기의 성능검증시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기

기의 설계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4.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4.1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그 업무수행방법을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

에 기술하게 할 것.

4.2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업무가 적절히 수

행되었음을 판정할 수 있도록 양적 또는 질적인 판정기준이 기술되도록

할 것.

5. 서류관리

5.1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시서, 절차서, 도면 등

의 서류의 생산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강구할 것.

1)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생산의 승인

2) 서류가 해당 업무 수행장소에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5.2 서류의 변경사항은 성능검증 사업책임자가 다른 책임 부서를 지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검토, 확인한 부서가 검토, 확인할 것.

6. 구입자재, 부품 및 용역의 관리

6.1 사업자는 구입자재, 부품 및 용역이 구매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

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인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1)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급자의 객관적인 품질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공급자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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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자가 인도한 자재, 부품 및 용역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6.2 사업자는 자재 또는 부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 기준 및 시방서에

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는 방안을 수

립할 것.

6.3 사업자는 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또는 부품의 중요도, 복잡

성 및 수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

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7. 검사

7.1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가 지시서, 절차서, 도면 및 해당요건에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릍 확인하기 위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대상업

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할 것.

7.2 검사요원은 성능검증시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험공정마다 측정 또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방법, 장비 및 시험자를 감시하는 간접

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7.3 시험과정상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서류에 명시하도록 할 것.

8. 시험관리

8.1 성능검증시험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규정되도록 할 것.

1) 시험의 초기조건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적합한 기기 및 장비의 준비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적합한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8.2 시험결과는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고 시험요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 평가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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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사업자는 성능검증시험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등의 측정 및 시험장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

정,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10. 시험 및 검사 상태

사업자는 성능검증시험 중 각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상태를 꼬리표, 

작업카드 또는 기타 적절한 표지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부

주의로 인한 검사나 시험의 누락을 방지할 것.

11. 부적합 사항의 관리

사업자는 요건에 부적합한 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방안을 수립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검토와 승

인, 폐기, 또는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것.

1) 부적합사항 식별방안

2) 서류작성

3) 격리

4) 처리

5) 관련 부서로의 통보

12. 시정조치

12.1 사업자는 고장, 작동의 불량, 결함, 이탈, 기타 부적격 자재나 부품 등 성

능검증시험의 품질 저해조건을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

립할 것.

12.2 심각한 품질저해조건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취하여졌음을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12.3 심각한 품질저해조건의 확인 및 이에 따라 취한 시정조치는 이를 서류로

보존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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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품질보증기록

13.1 사업자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기 위하여 다

음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1) 검사, 시험에 관한 기록

2) 시험 감시결과에 관한 기록

3) 평가결과에 관한 기록

4) 시험자, 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증빙자료

13.2 검사결과 및 시험결과의 기록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도록 할 것.

1)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2) 검사 또는 시험방법

3) 검사 또는 시험결과

4) 판정결과

5)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13.3 품질보증 기록은 식별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

13.4 사업자는 해당 규제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록보존요건을 확립

할 것.

1) 보존 기간

2) 보존장소

3) 책임의 소재

14.  감사

14.1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동 계획

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14.2 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에 직접 책임이 없는 자로서 적절히 훈련된 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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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할 것.

14.3 감사결과는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고, 감사대상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

급에 의하여 검토되도록 할 것.

14.4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에 따라 재감사 등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IV. 첨부서류

부품 및 기기 성능검증 검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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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품질보증)

2.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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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

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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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및 밸브 성능검증 검사점검표

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1. 조직

1.1
성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

과 의무는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1.2

성능검증업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이 부여되었는가?

□ 품질문제의 제기

□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

□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성능검증 업무의 품질보증 기능을 수

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반 사항이 안전

성확보에 위배되는 경우에 비용이나 

공정에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권

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여 경

영층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

가?

1.3

2. 품질보증계획

2.1
품질보증계획은 성능검증업무 수행 전

에 수립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지침서, 
절차서, 지시서 등으로 작성되었는가?

2.2
성능검증업무의 품질보증계획에 참여

하는 주요조직 및 기능은 명확히 구분

되었는가?

2.3

성능검증업무는 다음의 요건 하에 수

행하도록 요건이 수립되었는가?

□ 적절한 장비의 사용

□ 청결상태 등 성능검증시험의 수행

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

□ 성능검증 시험에 필요한 모든 전제

조건이 만족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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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2.4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사항의 필요성

이 고려되었는가?.

□특별관리, □특수시험, □특수장비,

□공구, □숙련도,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

2.5

품질보증계획에는 성능검증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한 적절한 숙련도 달성 및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었는가?

2.6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

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가 ?

3. 구매서류 관리

기기의 성능검증시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기기의 설계

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은 수립되었는가?

4.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4.1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그 업무수

행방법을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술되었는가 ?

4.2

지시서, 절차서 또는 도면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업무가 적절히 수행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양적 또는 질적 판정기준이 기술되었

는가 ?

5. 서류관리

5.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

는 지시서, 절차서, 도면 등의 서류의 

생산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다음의 조

치는 강구되었는가?

□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생산의 승인

□ 서류가 해당 업무 수행장소에 배포

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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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   사   내   용 참고자료 점 검 결 과

5.2

서류의 변경사항은 사업책임자가 다른 

책임부서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에 검토, 확인한 부서에 의해 검

토, 확인되는가?

6. 구입 자재, 부품 및 용역의 관리

6.1
구입자재, 부품 및 용역이 구매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은 수립되었

는가?

6.1

위 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었는가?

□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에 관

한 사항

□ 공급자의 객관적인 품질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공급자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 공급자가 인도한 자재, 부품 및 용

역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6.2
규격, 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

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를 확보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는가 ?

6.3

자재 또는 부품의 중요도, 복잡성 및 

수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은 수립되었는가 ?

7. 검사

7.1
검사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 방

안은 수립되었는가 ?

7.2
성능검증시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

여, 시험공정마다 측정 또는 점검 등 

직접검사의 필요성은 고려되었는가?

7.2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방법, 장
비 및 시험자를 감시하는 간접적인 검사

방안이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가?

7.3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서류에 명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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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관리

8.1

성능검증시험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규정되었는가?

□ 시험의 초기조건

□ 시험에 적합한 기기 및 장비의 준비

□ 시험에 적합한 환경조건

8.1
시험결과는 서류로 작성되어 시험요건

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평가되는가?

9.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성능검증시험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등 측정 및 시험장비를 정기적으로 교

정․관리하는 방안은 수립되었는가?

위 방안으로 공구, 계기, 계측기 등 측

정 및 시험장비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음이 보증되는가?

10.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사업자는 성능검증시험 중 각 품목에 대

한 검사 및 시험의 상태를 꼬리표, 작업

카드 또는 기타 적절한 표지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안은 수립되었는가?

부주의로 인하여 검사나 시험이 누락

된 사례는 없는가?

11. 부적합사항의 관리

요건에 부적합한 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사항 관리방안은 수립되었는가?

위 방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가?

□ 부적합사항 식별방안

□ 서류작성

□ 격리

□ 처리

□ 관련 부서로의 통보에 관한 사항

부적합보고서 사례를 검토하여 부적합

사항 관리방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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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정조치

12.1

고장, 작동의 불량, 결함, 이탈, 기타 

부적격 자재나 부품 등 성능검증의 품

질을 저해하는 조건을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었는가?

12.2

품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조건이 발생

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취하여졌음

을 확인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는가 ?

12.3

품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조건의 확인 

및 이에 따라 취한 시정조치는 이를 

서류로 보존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보

고되고 있는가 ?

13. 품질보증기록

13.1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증거를 충

분히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기록의 보

존방안이 수립되었는가?

□ 검사, 시험에 관한 기록

□ 시험 감시결과에 관한 기록

□ 평가결과에 관한 기록

□ 시험자, 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

빙자료

13.2

검사결과 및 시험결과의 기록에는 다

음내용이  기재되는가?

□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 검사 또는 시험방법

□ 검사 또는 시험결과

□ 판정결과

□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취한 조치

13.3
품질보증기록은 식별 및 검색이 가능

한가?

13.4

다음 사항에 관한 보존요건은 확립되

었는가? 

□ 보존기간, □보존장소,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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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사

14.1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사항에 대한 준

수여부를 확인하고 동 계획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가?

14.2

감사는 감사대상업무에 직접 책임이 

없는 자로서 적절히 훈련된 자에 의하

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는가?

14.3
감사결과는 서류로 작성되어, 감사대상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급에 의하

여 검토되는가?

14.4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었는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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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 원자로시설의 건설과정에 수행되는 안전성관련 기기 및 부품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검사 프로그램 확립

-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및 부품 생산 품질보증검사에 참여하는 검사원에

게 상세절차 제공

Ⅱ. 목표

-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이 설계자, 제작자 및 공급

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에 의해 준수되는지 여부 확인

- 기기 및 부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방안으로 수립된 원자로사업자의 품질

감독 프로그램이 공급자에 대한 검사 및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

행되는지 여부 확인

- 공급자시설에서의 검사활동을 통하여 제작과정에 결함 및 부적합사항이

검출 및 식별되며, 안전 관련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수립 및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

- 안전관련 자재, 기기 및 용역에 대한 일반규격품의 안전등급 전용 프로

그램의 효율적인 이행여부 확인

Ⅲ. 근거규정

- 원자력법 제16조(검사)

- 원자력법 제23조의2(검사)

-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품질보증검사)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과기.원자로.010)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

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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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과기.원자로.0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과기.원자로.0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

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Ⅳ.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용원

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부품(이

하 ‘주요기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탁받은 생산사업자가 제품 생산과정에

있어서 건설 또는 운영허가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에 적용

한다.

Ⅴ. 용어의 정의

주요기기. 원자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원자로 시설의 주요 기기․부품

을 말하며, 원자로냉각재계통, 안전주입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

통, 정지냉각계통(잔열제거계통), 동력변환계통, 전력계통 중 V.

검사계통/대상에 명시된 품목

부적합사항. 품목 또는 업무의 품질을 불만족하거나 불확실하게 하는 특성,

서류 또는 절차서의 결함

검사지적사항.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법규․허가조건․기술기준․절차서 및 도

면 등을 위반하거나 장관이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

된 사항

권고사항.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

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계획 통보. 생산 품질보증검사를 수행할 검사반장이 원자로사업자, 설계자,

제작자 또는 공급자, 또는 그 조직의 일원에게 검사계획 및 범위

를 사전에 알리는 행위. 계획 통보는 서신, 전화 또는 기타 수단

이 될 수 있다.

검사원. 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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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명

주기기
원자로압력용기(CEDM의 압력경계부 포함),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자로냉각재배관(가압기써지배관 포함)

배관
원자로냉각계통 배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관, 안전주입계통

배관, 정지냉각계통 배관, 보조급수계통 배관

펌프 고압안전주입펌프, 정지냉각펌프, 충전펌프, 보조충전펌프, 보충수

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품질보

증분야 검사원증을 발급 받은 자

계획검사. 이 생산 품질보증검사지침에 명시된 주기에 따라 수행하는 생산

품질보증검사

특별검사. 문제점 또는 부적합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계획검사와는 별도로

수행하는 생산 품질보증검사

제작자. 원자로시설 주요기기를 제작하여 건설허가소지자, 건설허가신청
자 또는 운영허가소지자(이하「원자로사업자」라 한다)에게 공급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설계자. 원자로사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자

공급자. 원자로사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자재, 부품, 또는 용역(성능검증
포함)을 제공하는 자

원자로사업자. 제작자 또는 공급자 심사, 입찰평가, 구매, 공장검사, 품질감사 등

주요기기의 구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로사업자 조직

Ⅵ. 검사 개요 및 대상

- 원자로시설 주요기기의 생산과정이 건설 또는 운영 품질보증요건에 따

라 수행되고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인 서류검토 및 입회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이 검사지침서를 적용하여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생산에 관한 품질보증

검사(이하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를 수행하는 대상품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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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명

펌프, 보조급수펌프, 기기냉각 및 해수펌프

밸브

원자로냉각재계통 밸브(가압기안전밸브 및 압력방출밸브 포함), 화

학 및 체적제어계통 밸브, 안전주입계통 밸브, 정지냉각계통 밸브,

보조급수계통 밸브

탱크
체적제어탱크, 붕소제거이온교환기, 화학첨가탱크, 재장전수탱크,

안전주입탱크, 정화이온교환기

열교환기
유출수 열교환기, 재생 열교환기, 원자로냉각재펌프밀봉주입수 열교

환기, 정지냉각 열교환기

전기설비 안전성 관련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축전지, 케이블, 배전반 등

※ 원자로형에 따라 품명은 다르나 상기 기기 부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검사대상 품목으로 본다.

Ⅶ. 세부 검사 내용

1. 검사 중점사항

Ÿ 제작자와 원자로사업자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체계를 검사하여 도출된

문제점 또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식별, 평가 및 조치하기 위한 절차서

가 적절히 제공되고, 재발방지대책이 이행되며, 설계, 제작, 시험 등

업무의 적절한 관리가 수행됨을 확인한다.

Ÿ 생산 품질보증검사를 통하여, 제작자가 문제점 및 그 근본원인을 파

악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개발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설계문서가 기

술적으로 정확한지 확인한다.

Ÿ 원자로사업자가 제작자로부터 품목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여

적절히 대응 및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 검사의 주요내용은 제작자의 업무와 품질보증 프로그램 이행상태의

기술적 경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품질보증검사는 원자로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제작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검사의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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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절차

Ÿ 제작자와 원자로사업자 품질보증검사의 항목, 주기, 절차 등 세부 검

사방법은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에 기술된 기

기분류별 검사항목을 적용하며, 검사범위별 합격기준을 포함한 세부

검사내용은 검사지침서 KINS/GI-N021-01 내지 KINS/GI-N021-24에

따른다.

Ÿ 원자로사업자의 구매품 구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및 국외 원

자로사업자 조직에 대한 검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며, 동일한 제작자

또는 공급자가 여러 종류의 기기를 생산할 경우의 검사항목 및 주기

는 제작공기가 가장 긴 기기를 기준으로 한다.

3. 검사 대상 업체별 세부 검사내용

가. 원자로사업자 검사; 원자로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계획검사에 포함

시켜 수행한다. 제작자 및 공급자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제작관리 업

무를 수행하는 원자로사업자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검사에서는

원자로사업자가 제품의 안전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검사계획을 수립

하여 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설계, 제조, 시험의 불일치사항 또는

제품 결함 등에 대하여 계약자의 조치사항을 확인 및 승인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특별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원자로사업자 검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 품질보증기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절 원자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만족 여부

- 원자로사업자가 건설허가신청서류로 제출한 제작 품질보증 및

기술적 요건 충족 여부

- 주요기기 제작 중 발생하는 결함 또는 부적합사항 처리의 적합성

- 하도급업무의 관리 및 평가

나. 제작자 검사; 제작자에 대한 검사는 계획검사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설계, 제조, 시험의 불일치 또는 제품 결함 등 안전에 대한 중요도와

외부출처로부터의 입수된 정보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

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특별검사를 수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생산에 관한 

품질보증검사 절차서

KINS/PI-QE-02

개정번호 : 0

- 6 -

행할 수 있다.

제작자 검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 품질보증기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절 원자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만족 여부

- 원자로사업자가 건설허가신청서류로 제출한 제작 품질보증 및

기술적 요건 충족 여부

- 주요기기 제작 중 발생하는 결함 또는 부적합사항 처리의 적합

성

- 하도급업무의 관리 및 평가

- 원자로사업자가 제작자에게 제시한 주요기기 구매요건 충족 여

부

다. 설계자 검사; 설계자에 대한 검사는 기기 구매, 정기보수기간중의

업무, 발전소 개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수행하며,

설계자 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품질보증기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절 원자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만족 여부

- 원자로사업자가 건설허가신청서류로 제출한 설계 품질보증 및

기술적 요건 충족 여부

- 설계결과물에 있어서 결함 또는 부적합사항 처리의 적합성

- 해당 시, 설계 하도급업무의 관리 및 평가

- 원자로사업자 또는 제작자가 설계자에게 제시한 설계 구매요건

충족 여부

라. 공급자 검사; 생산 품질보증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자는 제작자에

게 완성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원자로사업자․제작자 또는 공급자

에게 성능검증 용역을 제공하는 ‘성능검증업자’가 있다.

공급자 검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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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준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절 원자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만족 여부. 단, 성능검증

업자에 대하여는 품질보증 18개 요건 중 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요건만을 적용한다.

- 원자로사업자가 건설허가신청서류로 제출한 제작 품질보증 및

기술적 요건 충족 여부

- 주요기기 제작 중 발생하는 결함 또는 부적합사항 처리의 적합성

- 원자로사업자가 제작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시한 주요기기 구매요

건 충족 여부

4. 검사결과의 처리

생산 품질보증검사 결과는 보고서와, 검사지적사항표 또는 권고사항표로

발행한다.

가. 계획검사 및 특별검사 보고서; ‘부록 1. 주요기기별 생산 품질보증

검사 일정’에 의거 각 품목별 제작자에 대하여 3～12개월마다 1회씩

수행하는 계획검사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수행하는 특별검사

의 단위 검사보고서는 검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작성하고, 품질평

가실장이 확인한다(부록 2-7 참조). 특별검사보고서는 필요시 교육

과학기술부에 보고한다.

나. 분기별 생산 품질보증검사 수행현황 보고서; 생산 품질보증검사

담당자는 매 분기별 검사현황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다.(부록 2-8 참조).

다. 연도별 생산 품질보증검사보고서; 품질평가실은 매년 1월말까지 전

년도 검사결과를 취합한 연도별 생산 품질보증검사보고서(부록 2-9

참조)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 및 사업자

에게 송부한다. 연도별 생산 품질보증검사보고서는 원자력규제부장

이 승인한다. 연도별 검사보고서의 발행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

서 발행 규정에 따른다.

라.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 생산 품질보증검사 결과 발급되는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는 단위 검사보고서에 포함되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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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의 발행 및 종결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

한다. 해외 공급자 대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제작자에게 발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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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검사계획 수립

연간 품질보증검사 계획
과기부 보고 및 사업자 통보

단위 검사계획 수립

단위 검사보고서 작성

연간 검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사업자 통보

단위 생산 품질보증검사
준비 및 수행

검사 후속조치 (사업자 통보)

분기별 검사현황 보고서
과기부 보고

고려사항
§ 주요기기 생산현황
§ 대상업체 선정
§ 전년도 검사결과
§ 기기별 검사일정

고려사항
§ 연간 검사 계획
§ 전년도 검사결과
§ 신규 제작품목 공정계획

§ 검사전 회의
§ 검사점검표에 따른 검사 수행
§ 검사후 회의

고려사항
§ 단위 검사 보고서

(1월말)

(10일전)

(검사완료후 14일 이내)

5.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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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1.  검사 일정

부록 1-1.  NSSS 주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부록 1-2.  ESF 및 BOP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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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NSSS 주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검사지침서 검사일정(최초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후 월수)

지침서 번호. 검사 분야 0 6 12 18 24 30 36

(제1단계)    품질보증 프로그램 검토

KINS/GI-N021-01 품질보증 프로그램 ○●       

KINS/GI-N021-02 원자력공인검사  ○  ○  ○  

(제2단계)  품질보증 프로그램 이행

KINS/GI-N021-04 하도급 관리 ●  ◎  ◎●  ◎
KINS/GI-N021-05 설계과정 및 설계문서 관리  ◎  ◎  ◎  

KINS/GI-N021-06 품질감사   ◎  ◎  ◎
KINS/GI-N021-07 직원 교육훈련 ●  ◎  ◎●  ◎
KINS/GI-N021-08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의 관리 ●  ◎  ◎●  ◎
KINS/GI-N021-09 공정관리   ◎  ◎  ◎
KINS/GI-N021-10 품목의 식별 및 관리   ◎  ◎  ◎
KINS/GI-N021-11 취급․저장 및 운송   ◎  ◎  ◎
KINS/GI-N021-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  ◎  ◎
KINS/GI-N021-13 품질보증기록 ●  ◎  ◎●  ◎
KINS/GI-N021-18 품질검사     ●   

(제3단계)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적합성 유지

KINS/GI-N021-01 품질보증 프로그램 개정사항   ○  ○●  ○
KINS/GI-N021-03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 ○ ○ ○ ○● ○ ○
(제4단계) 안전성 분석보고서 기술내용 및 적용 산업기술기준 충족상태

KINS/GI-N021-14 용접절차시방서 및 인정  ◎  ◎  ◎  

KINS/GI-N021-15 용접자재관리  ◎  ◎  ◎  

KINS/GI-N021-16 용접이음부 준비 및 용접  ◎  ◎  ◎  

KINS/GI-N021-17 용접후열처리  ◎  ◎  ◎  

KINS/GI-N021-19 특수용접공정의 적용  ◎  ◎  ◎  

KINS/GI-N021-20 용접기량인정  ◎  ◎  ◎  

KINS/GI-N021-21 표면 비파괴검사 (MT, PT)  ◎  ◎  ◎  

KINS/GI-N021-21 증기발생기 세관 ECT  ◎  ◎  ◎  

KINS/GI-N021-21 체적 비파괴검사 (UT, RT)   ◎  ◎  ◎  

KINS/GI-N021-22 주조 및 단조  ◎  ◎  ◎  

KINS/GI-N021-23 소재 성형가공  ◎  ◎  ◎  

KINS/GI-N021-24 제품 시험  ◎  ◎  ◎  

(주1) ●은 원자로사업자에 대한 검사항목이며, ○◎은 공급자에 대한 검사항목임

(주2) ◎은 공급자의 역무범위 및 상태에 따른 표본검사 항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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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침서
검사일정

(최초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후 월수)

지침서 번호 검사분야 0 12 24 36

(제1단계)  품질보증 프로그램 검토     

KINS/GI-N021-01 품질보증 프로그램 ○●    

KINS/GI-N021-02 원자력 공인검사  ○ ○ ○
(제2단계)  품질보증 프로그램 이행     

KINS/GI-N021-04 하도급 관리 ● ○ ● ○
KINS/GI-N021-05 설계과정 및 설계문서 관리  ○  ○
KINS/GI-N021-06 품질감사   ○  

KINS/GI-N021-07 직원 교육훈련 ●  ○●  

KINS/GI-N021-08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의 관리 ●  ○●  

KINS/GI-N021-09 공정관리  ○  ○
KINS/GI-N021-10 품목의 식별 및 관리   ○  

KINS/GI-N021-11 취급‧저장 및 운송  ○  ○
KINS/GI-N021-12 측정 및 시험 장비 관리  ○  ○
KINS/GI-N021-13 품질보증기록 ● ○ ● ○
KINS/GI-N021-18 품질검사 ●  ●  

(제3단계)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적합성 유지     

KINS/GI-N021-01 품질보증 프로그램 개정사항  ○ ○● ○
KINS/GI-N021-03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 ○ ○● ○

(제4단계) 안전성 분석보고서 기술내용 및 적용 산업기술기준 충족상태

KINS/GI-N021-14 용접절차시방서 및 용접절차인정  ◎  ◎
KINS/GI-N021-21

표면 비파괴검사 (MT, PT)   ◎  

체적 비파괴검사 (UT, RT)    ◎  

KINS/GI-N021-22 주조 및 단조  ◎  ◎
KINS/GI-N021-24 제품 시험   ◎  

부록 1-2. ESF 및 BOP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일정

(주1) ◎은 ESF 주요기기 공급자의 역무범위 및 상태에 따른 표본검사 항목을 나타냄
(주2) ●은 BOP 주요기기 공급자에 대한 품질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로사업자에 품질검사

조직에 대한 검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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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2.  서식

부록 2 연도별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계획서 서식

부록 2-1. 생산 품질보증검사 계획 통보서 서식

부록 2-2. 회의록 서식

부록 2-3.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 서식

부록 2-4.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보고서 서식

부록 2-5.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 서식

부록 2-6. 권고사항 시정조치 보고서 서식

부록 2-7. 분기별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수행현황 보고서 서식

부록 2-8. 연도별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보고서 서식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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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도별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계획서 서식

(표지)

○○○○년도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계획서

○○○○. ○

한 국 원 자 력 안 전 기 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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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목적

2. 검사대상 및 법적 근거

3. 검사기준

4. 검사대상별 중점검사 사항

5. 검사계획

6. 검사방법

7. 검사결과 처리

8. 기타 사항

붙임. ○○○○년도 주요기기 생산에 관한 품질보증검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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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생산 품질보증검사 계획 통보서 서식

○○년도 ○/4분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계획서

1. 검사대상 업체 :

2. 검사대상 품목 :

3. 검사일정 :

4. 법적근거 및 적용기준

- 원자력법 제16조(검사)

- 원자력법시행령 제31조(품질보증검사)

- 원자력법시행규칙 제20조(성능검증부품의 사용)

-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8조(조직) 내지 제85조(감사)

- ○○○○품질보증계획서

5. 검사조직 및 분야

6. 검사중점사항

7. 검사내용

8. 검사방법

9. 수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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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회의록 서식

(갑)

(               ) 생산 품질보증검사 (QA Inspection of Manufacture)

검 사 전(후)회 의 록

( PRE(POST)-INSPECTION MEETING MINUTE)

1. 일시(Date and Time) :

2. 장소(Place) :

3. 검사대상(Products) :

4. 참석자(Attendee)

부서 또는 조직
Dept. or Organization

직위
Position Title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원자로시설 주요기기 생산에 관한 

품질보증검사 절차서

KINS/PI-QE-02

개정번호 : 0

- 22 -

(을)

(               ) 생산 품질보증검사 (QA Inspection of Manufacture)

검 사 전(후)회 의 록

( PRE(POST)-INSPECTION MEETING MINUTE)

5. 회의내용(Nature of Meeting)(검사에 관한 특기사항이 있을 시, 작성한다.)

6. 작성자 (Prepared by)                                             

직위 (Position) 성명 (Name) 서명(Signatur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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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검사지적사항표

①관리번

호
- -

② 검 사

종별
-

③지적유

형
④수검기

관

⑤원자로

분류

⑥검사

대상
⑦검 사

자
(서명)

⑧검사

일자
. .

⑨발급일

자
. .

⑩수 검

자
(서명)

⑪요구

일자
. .

⑫종결일

자
. .

⑬ 제

목

⑭지적내용

⑮지적근거

⑯시정요구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검사지적사항표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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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검사지적사항표 (계속)
①관리번

호
- -

⑬제 목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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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권고사항표

①관리번

호
- -

②검사종

별
-

④수검기

관

⑤원자로

분류

⑥검사

대상
⑦검 사

자

( 서

명)
⑧검사일자

⑩수 검

자

( 서

명)
⑨발급일자

⑬제 목

⑭미비점 및 권고내용

⑮권고근거(기술적 배경 또는 참고자료 등)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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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보고서 서식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보고서

1. 검사 대상 : 대상 업체 및 생산 품목

2. 검사 기간

3. 검사 개요

4. 검사조직

5. 검사결과 요약

• 총평

• 검사지적사항

• 권고사항

6. 세부 검사결과

7. 향후 검사 시 유의사항

8. 붙임 자료

• 검사지적/권고사항표

• 검사점검표

• 검사전․후 회의록(참석자 명단 및 필요 시 회의내용)

검사반장 (서명)

검 사 원 (서명)

검 사 원 (서명)

확 인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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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검 사 지 적 사 항 시 정 조 치 보 고 서

관련문서                 (20    .    .) 관련번호

제 목

시정조치 내용(요약)

재발방지대책

 수검기관
 확인

  (직책)                (성명)            (서명)         20   .    .    .

검 토

발급기관

검 토
  검토자    (서명)   확인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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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  권고사항 조치 보고서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권 고 사 항 조 치 보 고 서

관련문서                 (20    .    .) 관련번호

제 목

권고내용(요약)

조치내용

 수검기관
 확인서명

  (직책)                (성명)            (서명)         20   .    .    .

검 토

발급기관

검 토
  검토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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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7.  분기별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수행현황 보고서 서식

(표지)

○○○○년도 ○/4분기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수행현황 보고서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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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주요기기 생산 현황

2. ○/4분기 검사실적

3. 검사지적/권고사항표 발행 현황

가. 지적사항표

나. 권고사항표

4. 붙임

붙임 1. ○○○○년도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계획

붙임 2. ○○○○년도 ○/4분기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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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8.  연도별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보고서 서식

(표지)

○○○○년도

원자로시설 주요기기․부품 생산

품질보증검사 보고서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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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검사참여자 명단

1. 개 요

2. 검 사 목 적

3. 법 적 근 거

4. 검사수행내역

가. ○○○○년도 생산 품질보증검사 대상업체 및 품목 현황

나. 검사수행 현황

5. 종 합 분 석

가. 검사회수 및 투입인력

나. 검사일수

다. 검사조직 및 참여자별 검사실적

라. 수검기관별 검사현황

6. 검사지적/권고내역

가. 수검기관별 지적/권고사항 발급현황

나. 검사지적/권고사항 발행 및 종결 현황

나. 검사지적/권고사항의 유형별 분류

다. 검사지적/권고사항표 및 시정조치보고서

7.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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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3.  분야별 검사지침서 목록

 지침서 번호 지침서명 개정 

KINS/GI-N021-01 품질보증 프로그램 0

KINS/GI-N021-02 원자력공인검사 0

KINS/GI-N021-03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0

KINS/GI-N021-04 하도급 업무 관리 0

KINS/GI-N021-05 설계과정 및 설계문서 관리 0

KINS/GI-N021-06 품질감사 0

KINS/GI-N021-07 직원 교육 및 훈련 0

KINS/GI-N021-08 절차서․문서 및 도면의 관리 0

KINS/GI-N021-09 공정관리 0

KINS/GI-N021-10 자재 식별관리 0

KINS/GI-N021-11 품목의 취급 및 저장 0

KINS/GI-N021-12 측정 및 시험 장비 관리 0

KINS/GI-N021-13 품질보증기록 0

KINS/GI-N021-14 용접절차시방서 및 절차 인정 0

KINS/GI-N021-15 용접자재관리 0

KINS/GI-N021-16 용접이음부 준비 및 용접 0

KINS/GI-N021-17 용접후열처리 0

KINS/GI-N021-18 품질검사 0

KINS/GI-N021-19 특수용접공정의 적용 0

KINS/GI-N021-20 용접기량인정 0

KINS/GI-N021-21 비파괴검사 (MT․PT․RT․UT․SGT ECT) 0

KINS/GI-N021-22 주조 및 단조 0

KINS/GI-N021-23 소재 성형가공 0

KINS/GI-N021-24 제품시험 0


	KINS.GI-N021-01.품질보증계획.R0
	KINS.GI-N021-02.공인검사적합성R0
	KINS.GI-N021-0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R0
	KINS.GI-N021-04.하도급업무.관리.R0
	KINS.GI-N021-05.설계관리R0
	KINS.GI-N021-06.품질감사R0
	KINS.GI-N021-07.교육훈련R0
	KINS.GI-N021-08.서류관리.R0
	KINS.GI-N021-09.제작공정R0
	KINS.GI-N021-10.자재식별관리R0
	KINS.GI-N021-11.품목취급 및 저장R0
	KINS.GI-N021-12.M&TE.관리.R0
	KINS.GI-N021-13.품질보증기록.R0
	KINS.GI-N021-14.WPS&PQRR0
	KINS.GI-N021-15.용접자재.관리.R0
	KINS.GI-N021-16.이음부준비.및.용접.R0
	KINS.GI-N021-17.용접부열처리R0
	KINS.GI-N021-18.품질검사.R0
	KINS.GI-N021-19.특수용접공정R0
	KINS.GI-N021-20.용접자자격인정R0
	KINS.GI-N021-21.1.PT.R0
	KINS.GI-N021-21.2.MT.R0
	KINS.GI-N021-21.3.RT.R0
	KINS.GI-N021-21.4.UT.R0
	KINS.GI-N021-21.5.ECT.R0
	KINS.GI-N021-22.주조단조R0
	KINS.GI-N021-23.성형가공R0
	KINS.GI-N021-24.제품시험R0
	KINS.GI-N021-25.펌프밸브성능검증R0
	KINS／PI-QE02_R0_생산QA검사절차서_v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