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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개요) 

  국내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는 고리 1호기가 1차 계속운전을 앞

둔 시점부터 수행되었으며, 해체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제‧개정은 

2011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IAEA로부터 안전규제에 대한 통합

규제검토서비스(IRRS)의 수검을 2011년 7월에 받았으며, 해체 관련 권고사항을 통해 원

자력시설에 대한 해체계획 수립 및 주기적 갱신을 요구받은바 있다. 이에 국내 원자력시

설(발전용원자로/연구‧교육용원자로/핵주기시설)에 대하여 건설허가 시 (예비)해체계획서

를 인허가문서로 제출하고, 운영허가 시 이에 대해 달라진 사항을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 및 제20조(운영허가)를 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28조(발

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4조(준용) 및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개정을 

통해 해체승인 신청, 제출서류(최종해체계획서 포함), 해체상황 보고서 및 확인‧점검, 해

체완료보고서 및 해체완료 검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15년1월)하였다. 이후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통해 해

체계획서를 포함한 해체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위규정을 

개발하여 ‘16년 12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건설‧운영허가 단계의 예비해체계획

서와는 별도로 해체승인을 위한 안전심사 지침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30조제

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교육용원자로 포함)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자(이상 “원자로 

사업자”)와 제35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을 허가받은 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

른 지정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 사업자)가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는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체승인을 신청하고 규제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통한 해체계획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에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사업

자는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및 공청회 개최 결과(원자로 사업자에 한해 동법 시행령 제143조 내지 제145조 적용) 등 

승인대상 문서를 작성하여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41조의2, 제47조 및 제68조의2 규정에는 해체승인 기준으로 1.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 

2. 해체계획 등의 기준 및 3.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하고 있으며, 해체승인 기준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들은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85조의8 내지 제85조의17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본 지침서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자가 제출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품질보

증계획서가 규제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

부의 검토절차 또는 규제입장을 밝힌 문서이다. 동 안전심사지침은 법적인 강제규정은 

해체승인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개요, 개발 및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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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해체승인 신청자는 해당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

으며, 검토자는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성을 평가

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개발) 

  안전심사지침은 해체승인 대상이 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에 적용될 예정이나, 해

체가 운영허가의 일부임에 따라 해당시설들은 해체가 종료되기 전까지 운영허가를 보

유하고 있다. 이에 해체승인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환경 또는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심사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안전심사지침은 해체 단계에서의 해체 전략 및 비용, 부지 및 환경현황, 해체안전성평

가, 제염‧철거 관련 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해체계획에 관하여 원자력안전법 등 

규제요건에 근거하여 상세 기술하고 하고 있다. 

  동 안전심사지침은 향후 안전심사 과정에서 검토자가 축적한 심사경험, 최신 해외 기

술기준 제·개정 동향, 국내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할 수 있

다. 이는 영구정지 및 해체가 결정된 고리1호기(영구정지 후 5년 이내 해체승인 신청)에 

최초로 적용됨에 따라 본 지침서의 개정을 통해 안전심사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해체승인 이후에도 국내 원자력 산·학·

연 전문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실무 담당자 등에 의해 제시되는 제반 보완 필요사항

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심사지침의 적용) 

  본 안전심사지침은 해체대상 원자력이용시설의 최종해체계획서(부록. 품질보증계획서 

포함)에 대한 심사에 적용된다.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서 요구하는 원자력이용시설별 해체특성을 반영한 사항을 관련 장절에 제시하여야 한

다.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실제 해체계획에 적용하는 내용 간

의 모든 차이점을 관련 장절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제안된 대체방법

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 등

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일반요건)에 따라 해당시설의 특성 또는 적용시점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또는 타당성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안전심사지침의 적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준 및 규제지

침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검토절차를 거쳐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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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1.0절 해체계획의 개요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안전해석, 원자력운영분석, 방사선・폐기물 분야 담당부서

    연계부서 : 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참여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4조(준용) - 연구용/교

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근거하여 원

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제1장 해체계획의 개

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 제30조 및 제48조의2제3항에 의거하

여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가 제시한 해체사업의 추진배경, 해체의 

원칙과 목적, 전반적인 해체계획의 내용, 시설 및 부지의 허가소유자 또는 소유주

의 이름과 주소 등 주요 개괄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

히 사업개요에는 동 계획서의 내용에 근거한 신청자의 최종적인 해체완료 후 부

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방안과 방사선학적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

다.

2. 시설현황

  해체대상 부지 내 시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기술내용

에는 건설/운영 단계의 인허가문서를 참조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와 주요 구

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기술되었는지 검토하며, 부지를 포함한 시설의 해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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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예. 해체대상 여부, 무제한/제한적 이용, 제염 대상, 철거/재이용 대상)에 대한 

이해와 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설명과 도면이 함께 제시되었는지 검토한다. 또

한 해체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및 건물의 사용 방안과 이들로 인해 해체대상 시

설 및 건물의 제염/철거 등 해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해당 사항들은 반드

시 기술되어야 한다.

3. 시설운영이력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와 영구정지를 위하여 운영변경허가를 받

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인허가에 따른 시설의 건설과 운영 기간 동

안의 주요 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아래 사항을 포함한 해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경사항들은 강조되어야 한다.  

  - 건설/운영 변경허가로 인한 주요 구조물/계통/기기, 방사선관리구역, 유출물(배

기/배수) 관련 사항의 변경 사항

  -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포함한 주요 설계 변경 또는 개선 사항

  - 예비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에 대한 주요 이력

  - 운영기간 동안 주기별 핵연료 연소에 따른 중성자속(원자로 및 주변 방사화 영

향) 및 1차계통 내 존재하는 주요 핵종(제염 해체 대상 방사선원항 및 부지재

이용을 위한 관심핵종 선정에 영향)에 대한 사항 (단, 원자로를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운영에 따른 방사화 및 주요 오염/누설 핵종에 대한 사항)

4. 사고 및 방사능누출 이력

  시설의 운영기간 중 시설내외로 방사성물질 누설로 인해 시설과 부지 주변이 

오염된 사건 및 사고를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도면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당 사건

사고 전후 방사선준위/방사능오염에 대한 추정, 평가 또는 측정 등을 통해 가능

한 범위 내에서 그 정도나 특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들은 해체계획서의 

관련 장절(방사선특성화 평가, 안전성평가, 해체활동, 폐기물관리 등)에서 고려되

어야 한다. 

예비해체계획에 따른 제5장 해체용이성 관련 부지감시계획 또는 제10장 환경영향

평가 관련 환경감시계획의 운영 중 방사성물질의 누설(매립배관 포함) 또는 계획 

및 통제되지 않은 배출(액 기체폐기물) 또는 매립(폐기물, 규제해제 등) 등으로 인

해 주변 토양,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 및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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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정보는 검토주관부서와 분야별 검토

담당부서의 검토자에게 최종해체계획서의 관련 장을 참고하지 않아도 전체 시

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업개요에 

관한 정보들은 시설의 해체에 있어 각 개별항목의 상대적 안전중요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상세한 정보가 기술된 관련 장의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검토주관부서에서는 분야별 검토자가 1장 이후의 장을 참조하지 않아도 전체 

해체계획서 기술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

되었는지를 확인․조정한다.

2.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특정 정보는 검토주관부서와 분야별 검토담당

부서의 검토자에게 최종해체계획서 전체에 걸쳐 규제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검

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고 및 방사능누출 이력을 관련 해

당분야 검토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해당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장 절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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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해체계획서 공통 허용기준]1) 
 1. 원자력안전법 제28조, 제34조, 제42조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7조, 제68조의2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0조, 제48조의2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장 허용기준]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8부터 제85조의17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

용을 위한 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ž고장 발생시 보고ž공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기술한 사항들

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

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상기의 일반적인 규제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없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해체계획의 개요를 통해 전체 해체계획서 기술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신청자가 제시한 해

체사업의 배경과 목적 등의 전반적인 해체계획이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1) 해체계획서 모든 장절의 공통 허용기준으로써 허용기준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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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고시에 요구하는 일반요건과 작성요령과 비교하여 충분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운영 이력과 사건 사고 이력이 방사선학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해체계획서의 관련 장절의 작성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

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

(가정, 방법, 문헌, 사례 등)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체계획의 개요의 관련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

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3.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SG-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3. IAEA Safety Report Serie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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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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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2.1절 조직

검토주관부서 :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제2.1절 조직에 대

해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

과 같다. 

 1. 시설의 해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조직 간의 상호관계,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8, 제85조의9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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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사업관리에 대해 제시한 조직의 기술사항

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

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체승인을 위한 해체계획서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를 이행하는 조직에 관

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조직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범위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간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해체계획서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

한 관리방안과 효율적인 업무처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2. 시설의 해체에 대비한 조직체계에 따른 인적구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해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해야 하며, 해체계획

서 업무 관련조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야 한다.

  

  3.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필요한 행정·운전·시험 및 보수 등과 관련된 각종 절

차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4. 해체 관련 조직의 위상과 보고체계가 문서화 되어야 한다.

  5. 시설의 해체 시 수행되는 업무의 일부나 특정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업무 위탁 시에

도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신청자에게 있음이 기술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관리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사업관리

의 조직에 관한 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

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조직의 책임,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한 기술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시설의 해체단계에서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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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해체 관련 조직 간 상호관계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조직 간 책임사항 충돌 발생 시, 그로 인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 

사업관리의 관련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3.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4. IAEA Safety Report Series No. 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5. USNRC NUREG-1757 Vol.1, Rev.2,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Decommissioning Process for Materials Licensee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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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2.2절 인력

검토주관부서 :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제2.2절 인력에 대

해 품질보증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해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계에 따른 인적자원의 구성, 권한

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8, 제85조의9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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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사업관리에 대해 제시한 인력의 기술사항

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

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시설의 해체에 대비한 조직체계에 따른 인적구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해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해야 하며, 해체계획

서 업무 관련조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기술되어야 한다.

  2. 각 조직별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기술되어야 한다. 

  3. 시설의 해체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충분히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인원이 해체업무에 투입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강의와 함께 실습 등의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관리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사업관리

의 인력에 관한 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

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인력의 책임,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한 기술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시설의 해체단계에서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 또한, 해체 관련 조직 간 상호관계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조직 간 책임사항 충돌 발생 시, 이로 인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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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제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사전에 계획되고 주기적으로 실시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훈련 및 교육의 결과가 문서화 되어 보존되는 방안

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의 

사업관리 관련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3. USNRC NUREG-1757 Vol.1, Rev.2,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Decommissioning Process for Materials Licensees” (2006)

 4.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5. IAEA Safety Report Series No. 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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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 2.3절 비용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제2.3절 비용에 대해 해체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

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비용이 해당시설과 부지의 특성, 해

체전략, 부지의 최종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평가되었는지 확인하고, 해

체비용 평가결과와 해체비용의 구성, 해체작업별 비용 및 일정 등 세부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해체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근거, 절차, 방법 및 가정사항 등이 해당시

설과 부지의 특성, 해체전략, 해체방법 및 부지의 최종상태 등 해체계획과 관

련 규제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0(해체비용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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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 대상 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제시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

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1.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시설과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평

가되어야 한다. 동 해체비용 평가는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 및 부지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신청자가 제

시한 해체전략에 부합하고 운영허가 종료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해체

비용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체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근거, 절차, 방법 및 가정사항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용 평가가 기반하고 있는 조건 및 가정사항

나. 정책적, 법적, 기술적 제한 사항

다. 해체전략

라. 해체 대상 시설 및 부지의 최종 상태

마. 해체 대상 시설의 상태 및 부지특성조사 결과

바. 방사성폐기물 관리 (처리, 임시저장, 운반 및 처분)

사. 사용후핵연료 관리

아. 우발상황을 고려한 예비비 및 예비비 설정 근거

자. 해체에 적용될 기술 또는 공법

차. 비용평가 방법론

카. 주요 해체활동 일정 및 인력 동원 계획

타. 불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방안

파. 해체비용평가에 사용된 컴퓨터 코드 또는 계산방법론에 대한 설명

위의 해체비용 평가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해체비용이 적절히 평가되었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용평가에 근거 또는 참고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22 -

3. 해체비용 평가결과에는 주요 해체항목 및 주요 해체작업별 비용이 요약 제시

되어야 하며, 해체비용 평가는 해당 해체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해체

활동을 비용평가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체비용 평가 결과는 주요 

해체항목에 대한 항목별 비용과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 2.3-1>의 해체항목 및 해체작업 분류기준을 참고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

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각 항목별 비용과 일정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 해체항목 주요 해체작업

1 해체전 준비작업

- 해체계획 수립
- 부지특성조사
- 안전, 보안 및 환경 연구
-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
- 인허가
- 관리 조직 구성, 계약체결

2
시설 영구정지 

작업

- 시설 영구정지 및 검사
- 계통 배수 및 건조
- 피폭 저감을 위한 계통 제염
- 방사선학적 특성조사
- 계통 유체 배수, 운영폐기물 또는 불필요자재 처분 

및 반출

3 안전관리 작업
- 안전관리 준비
- 부지 경계 재설정, 건물의 격리 및 보존

4
관리구역 내 

해체 작업

- 제염 및 해체 장비 조달
- 해체 준비 및 지원
- 해체 전 제염
-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물질의 제거
- 주요 공정 계통, 기기 및 건물의 해체
- 기타 계통 및 기기의 제거
- 건물 구조물의 오염 제거
- 건물 외부의 오염 제거
- 건물의 규제해제를 위한 최종방사선학적 상태조사

5
폐기물 처리, 

저장 및 처분

- 폐기물 관리 계통
- 기존/과거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대상

폐기물의 관리
- 해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관리구역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반 해체

폐기물 관리

6 지원시설 및 운영

- 부지 보안 및 경비
- 부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지원 계통의 운영
- 방사선 및 환경 안전성 감시

< 표 2.3-1. 주요 해체항목 및 해체항목별 주요 해체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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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비용평가 방법은 비용을 정량적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

하고, 평가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부 평가 항목에 맞춰 제시하

거나 이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위비용인자(Unit Cost Factor), 작

업분류체계(WBS) 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

체비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5. 해체비용 평가에 기술된 근거, 방법, 가정사항 등의 내용은 최종해체계획의 다른

장절의 내용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비용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비용 및 비용

평가에 관한 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

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

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이외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해체 대상 시설 및 부지의 특성

을 고려하여 상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중 일부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해체항목 주요 해체작업

7
일반건물 철거 및 

부지복원

- 일반 철거 및 해체설비 조달
- 관리구역 밖의 건물, 계통 및 기기의 해체
- 건물 및 구조물 철거
- 마무리 작업, 조경 및 재단장
- 부지의 최종 방사선학적 상태조사
- 제한적 규제해제를 위한 영속 재원 및 감시

8
사업관리, 설계 지

원 업무

- 인력 충원 및 준비 작업 (계약업체 수행내용 포함)
- 사업관리 (계약업체 수행내용 포함)
- 지원업무 (계약업체 수행내용 포함)
- 보건물리 및 산업안전 (계약업체 수행내용 포함)
- 인력 감원 (계약업체 수행내용 포함)

9
사용후핵연료 및 

핵물질 관리

- 해체 예정 시설의 핵연료 또는 핵물질 제거
- 핵연료 또는 핵물질의 임시저장 전용시설
- 임시저장 전용시설의 해체

10 기타 비용

- 기기, 기법, 및 절차에 대한 연구개발
- 복잡한 작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
- 시설 소유주 지불 비용 (해체 파생 비용, 인허가 비용)
- 세금, 보험
- 자산 회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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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제시한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비용 평가 결과 및 근거, 절차, 방법 및 

가정사항 등의 기술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해체비용평가의 타당성과 유효

성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의 비

용 관련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

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4. IAEA Safety Report Serie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5. OECD NEA No. 7088, “International Structure for Decommissioning Costing 

(ISDC) for Nuclear Installations” (2012)

 6. USNRC Reg. Guide 1.202,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Decommissioning 

Cost Estimates for Nuclear Power Reactors” (2005)

 7. USNRC NUREG/CR-5884 Vol.1&2, “Revised Analysis of Decommissioning for 

the reference PWR, Final Report” (1995)

 8. USNRC NUREG-1307, “Report on Waste Burial Charges; Changes in 

Decommissioning Waste Disposal Costs at Low-Level Waste Burial Facilities, 

Final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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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 2.4절 재원확보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최종해체계획서 

제2.4절 재원확보에 대해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고 구체

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체비용 평가결과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착수 전까지 조성된 해체비용의 재정 

상태를 비교 평가하여 해체비용 충당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한다.

2. 해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충당할 해체재원이 해체 완료 및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종료 시점까지 필요시 사용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적

절한 집행과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재원확보 안전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4(해체에 대비한 비용 및 재원)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0(해체비용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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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사업관리에 대해 제시한 재원확보의 기술

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체비용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체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당할 수 있는 해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거나 확보 가능해야 한다.

2. 해체 재원은 필요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확보된 현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의 형태로 확보되어 있거나 필요한 시점에 확보될 수 있음을 해체 

계획 및 일정과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확보된 재원이 해체비용평가와

비교하여 부족하다면 부족한 해체재원을 필요한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해체 재원의 재무적 또는 재정적 보장이 해체 완료 및 허가 종료 시까지 

해체사업의 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4. 해체 재원은 해체전략에 따라 해체의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충당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해체 재원이 해체수행 일정에 맞도록 해체비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 시설의 소유자가 정부인 경우에는 해체비용에 관한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유관부처의 해당시설 해체에 대한 비용보증과 같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관리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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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재원확보에 관한 기술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해체작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의 

재원확보에 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3. IAEA Safety Report Serie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4. IAEA TECDOC-1476, “Financial Aspects of Decommissioning” (2005)

  5. OECD NEA No. 7326, Financ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2016)

  6. OECD NEA No. 7201, “Costs of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2016)

  7. USNRC NUREG-1577, “Standard Review Plan on Power Reactor Licensee 

Financial Qualifications and Decommissioning Funding Assurance, Rev.1” (1999)

  8. USNRC NUREG-1757 Vol. 3,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 

Financial Assurance, Recordkeeping, and Timeliness, Final Report, Rev.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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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지 및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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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3.1절 부지현황

 검토주관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연계부서 : 환경 및 방사선・폐기물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

획서 제3.1절 부지현황과 관련하여 해체대상 부지위치와 명세, 주변지역의 인구분

포, 토지이용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1. 부지위치와 명세

   - 부지의 위치, 중요한 지형지물 및 행정구역

   - 소유지 경계선, 발전소 경계선, 제한구역 경계선 등의 상호 관계, 부지내 주

요 시설물별 점유면적

2. 주변지역의 인구분포

   - 부지반경 80 km 이내 총인구수, 인구밀도 및 인구밀집지역과 성별 및 산업별 

인구 구성현황

   - 반경 20 km 이내 및 반경 20~80 km 이내 상주인구를 구간별(2, 4, 6, 8, 10, 
20, 35, 50, 65, 80 km), 16방위별로 분할한 연령군별 인구수(도표)

   - 반경 20 km 이내 유동인구의 계절별 및 월별 변화인구

   - 해체종료 시점까지 매 10년마다의 추정인구에 대한 거리별, 방향별 도표를 

포함한 기술 사항

3. 토지이용

   - 해체대상 부지 반경 10 km 이내의 현재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과 제한구역 경계선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도 

   - 부지 반경 80 km 내 가축의 방목기간, 사료유형 등의 기술 사항과 반경 10
km 이내 가축의 종류 및 수 등의 기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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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 반경 10 km 이내 농작물의 종류별 분포 및 면적, 생산량, 현재 농경지 

이용면적 및 자리의 계획면적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정보가 제3.2절 환경현황 및 제3.3절

방사선특성평가에 기술된 기본 정보, 조사계획 등과 연계됨에 따라 관련 내용

들이 검토연계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2.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검토주관분야와 검토연계분야 간 부지와 관련된 기본 

정보, 조사계획 등이 일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확인․조정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체대상 부지의 위치 및 명세에 관한 기술내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용한 

최신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제시되어야 한다.
 2. 해체대상 부지의 토지이용, 축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관한 기술내용은 공신

력 있는 기관의 가용한 최신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제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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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부지현황의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

이점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부지위치와 명세

  검토자는 해체계획서 3.1에 기술된 정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체대상 부

지의 위치 및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출판물, 예비해체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장‧절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부지를 답

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부지 및 주변지역 지형특성의 파악

  - 부지/발전소의 위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신청자의 일반적인 평가사항의 확인

  검토자의 부지 답사는 검토자로 하여금 부지의 위치 및 설명을 이해하여, 부지

의 위치 및 설명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주변지역의 인구분포

  검토자는 해체계획서 3.1에 기술된 정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체대상 부

지의 위치 및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출판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의 관련 장 및 절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술된 내용들이 부지 주변의 인구 분포에 대한 신청자의 설명 내용

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인구 분포

를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인구조사자료(통계청,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등)와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다.

3.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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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해체계획서 3.1에 기술된 정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체대상 부

지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출판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최종안전

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장 및 절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현재 및 미래 토지이용의 기술 내용들이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

용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설명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검

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용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1. 부지위치와 명세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신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부지위치 및 명세와 관련하여 부지의 물리적 특성과 부지와 

주변 지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기술하였다.
  - 신청자가 제출한 최종해체계획서 3.1절에 기술한 부지위치 및 명세에 대한 내

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타당하다. 

2. 주변지역의 인구분포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신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인구분포와 관련하여 부지 주변의 인구분포와 미래 인구 분

포 예측결과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최종해체계획

서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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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가 해체계획서 3.1에 기술한 해체대상 부지 주변지역의 인구분포에 대

한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타당하다. 
3. 토지이용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신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

한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부지 주변의 현재와 미래의 토지이용

에 대한 신청자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최

종해체계획서에 기술하였다.
  -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 3.1절에 기술한 토지이용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요건

을 만족하므로 타당하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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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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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3.2절 환경현황

검토주관부서 : 방사선・폐기물, 구조부지 및 환경방사선/능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최종해체계획서 제3장 제2
절 환경현황은 기상, 지질ž지진, 토양특성이 포함된 수문, 해양특성 및 환경방사선

/능 분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기상

  해체 대상시설 부지 또는 부지 인근의 기상청 관측소에서 장기간 관측한 기상

자료를 이용한 지역기후 특성과 해당 부지 기상관측을 위한 부지기상 관측계획 

및 관측결과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해체 중 발생되는 기체 방사성물

질의 대기확산 특성 등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지질 및 지진

  부지와 주변 지역의 지형 및 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주요 현황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특히 부지와 주변 지역의 주요 지질구조(단층, 습곡 등)특성에 대한 현

황자료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부지 주변에  인위적 활동(예, 
광산, 채석장)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 부지의  주요 지질학적 특성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지진활동도, 지진과 지질구조의 관계,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한

다. 지진자료의 경우, 부지 중심위치 반경 320 km 이내 지역에서 발생한 수정메르

칼리 진도 등급 Ⅳ 이상 혹은 규모 3 이상의 지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진앙

위치도 및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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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

  부지 내 및 부지 인근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수문학적 특성에 의해 해체 과정 중 방사성물질이 지표수로 유입될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한 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수문학적 특성 중 운영 중 및 해체 과정 중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의한 지하수 

내 거동 특성(불포화대 특성 포함)에 대한 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부지 내 토양(암반 포함), 지표수 및 지하수의 분포 

및 오염정도와 연계성을 기술한다. 

 해양특성

  해양이용은 주변 해상에서 해양이용 현황, 수산물 생산 현황, 수상활동 현황에 

대한 평가내용을 기술한다. 

  해양환경현황은 조사항목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을 기술한다. 해양확산은 

해체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상 유출물 이동을 예측하는데 이용되는 계산모델 및 

입력자료의 기술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주변의 주요 지점에서 평가한 유출물의 이

동시간 및 희석ㆍ침적인자에 대한 평가내용을 기술한다.

 환경방사선/능

  해체시설 주변 시료(대기, 물, 토양 및 생물) 중 핵종별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
사 및 분석의 방법, 절차, 품질관리에 대한 환경방사선/능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내

용을 기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제5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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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 원자로시설의 위치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기상, 지질ž지진, 토양특성이 포함된 수

문, 해양특성 및 환경방사선/능의 기술사항들과 아래에 제시된 안전심사지침의 허

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며,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

를 평가해야 한다.

[기상 분야]

1. 해체 대상시설 부지의 기상관측을 위한 부지기상 관측계획(관측항목, 관측위

치, 자료분석 절차 등 포함)과 대기확산인자 평가방법론 및 평가에 사용한 입

력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

사․평가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지진, 지질 및 수문 분야]

 1. 지질 및 지진 자료는 해체대상 부지의 최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예비해체

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에서 출판한 최

신 연구·조사 결과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다만, 동

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거나 통합이 불

가능한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수문학적 특성에 관한 기술내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용한 최신 자료 또는 

해체대상 부지의 최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예비해체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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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용한 최신 자료, 또는 

합리적인 조사 방법을 따른 최신의 연구·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해양특성 및 환경방사선/능 분야]

1. 시설 부지주변 해역의 해양이용, 해양환경과 해양확산은 시설 해체로 주변 

해양환경에서의 선량평가와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

어야 한다.

2. 환경방사선/능 현황의 조사는 해체전 환경감시계획 수립 및 해체중 환경감

시계획 수립의 배경자료를 제공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대상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상, 지진ž지질, 수문, 
해양특성 및 환경방사선/능 현황에 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

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

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

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기상

  해체 대상시설 부지의 지역기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지 또는 부지 인근

의 기상청 관측소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간 관측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기온, 강
수량, 풍향/풍속 등을 분석하여 지역기후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체 대상시설 부지의 기상관측을 위한 부지기상 관측계획(관측항목, 관측위치, 
자료분석 절차 등 포함)을 제시하여야 하며, 부지에서 관측한 기상자료 분석결과

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지기상 관측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

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력시설 해체 중 발생되는 기체 방사성물질로 인한 주민피폭선량평가에 사

용되는 대기확산인자(X/Q) 및 침적인자(D/Q) 평가 방법론 및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대기확산인자 평가방법론 및 평가에 사용한 입력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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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 및 지진

  검토자는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과 관하여 검토 당시까지 발간된 출판물을 

고려할 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한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이 유효한 경우, 해체계획서의 기술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과 일치할 때 이 절을 수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롭게 발견된 지

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것이 안전정지지진 등 부지설계인

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수문

  검토자는 해체계획서 제3.2절에 기술된 정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체대

상 주변지역의 수문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헌 자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관련 장·절 등을 검토한다. 이때 수문학적 특성 중 홍수와 관련된 

내용은 영구정지 이후 해체와 관련된 활동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최종해체계획서에 기술된 부지의 지표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해체 중 

또는 해체 완료 시 부지 내 혹은 외부의 선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부지와 인근 유역의 유출 경로, 배수 빛 범람 지역을 

포함한 수문학적 특성과 지표수역에 대한 기술내용이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체계획서에 제시된 부지와 인근 유역의 지형도에서 이와 같은 기술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부지 내 현재 및 예정된 주요 물 사용자에 관한 

정보와 범람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및 예정된 인공 구조물에 관한 정

보가 기술되어야 하며 이들 정보가 공인된 문헌자료와 부합함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최종해체계획서에 기술된 부지의 지하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해체 중 

또는 해체 완료 시 부지 내 혹은 외부의 선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부지 지하수계 대수층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관한 정

보가 정확하고 정보의 취득과정에 관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

다. 이들 특성에는 함양 및 배출지역, 지하수 유향과 유속,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불포화대의 범위와 두께, 불포화대 함수량 변화 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

수 감시를 위한 관측정의 위치와 제원에 대한 정보, 관측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

다. 지하수 유동 모델링 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모델 결과가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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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해체 중 또는 완료 

시 부지와 인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 핵종의 분배 계수

에 대한 정보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해양특성

  해체시설 부지주변 해역의 해양이용, 해양환경과 해양확산은 시설 해체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해양이용 자료는 해체 전·
중 주민 피폭선량평가 및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심사지침은 시설의 해체로 인한 영향, 환경감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액체경로를 통한 피폭경로 이용과 관련하여 해양이용의 정보 제공 측

면을 고려하고 액체방사성물질의 해양확산 평가 및 환경감시계획 수립에서 조사

지점 및 대상시료 선정에 이용되는 해양환경현황 자료를 연계하여 검토한다. 만
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해양이용은 해양이용현황, 수산물의 종류 및 생산량, 수상활동의 현황의 기술

사항을 검토한다. 
    1) 시설 주변 어항, 어장, 여가시설의 분포현황, 주요어장, 양식장 등에서 생

산되는 수산물의 종류 및 생산량의 현황에 대한 기술사항을 검토한다.
    2) 연령별 해변활동시간, 수영시간, 해상활동시간의 현황에 대한 기술사항을 

검토한다.

 나. 해양환경현황은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위치, 관측기기에 대하여 기술에 대

한 타당성을 확인한다. 최근 조사한 문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

료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1) 해류, 조류, 조석, 취송류, 수온, 염분의 수평분포와 연직분포, 물질확산 특

성, 해저지형도, 부유퇴적물, 해저퇴적물의 현황을 표와 그림으로 제시한 

사항을 확인한다.
    2) 조사항목의 조사주기는 계절별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이행을 확인한다. 단, 항목에 따라 계절별 조사가 불필요할 수 있다. 
    3) 조사지점의 위치와 수는 해양환경 현황의 자료로 적합하여야 하며, 일부 

조사지점의 자료는 모델 결과의 검증자료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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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사항목의 관측하는데 사용한 기기의 사양(측정범위, 정확도, 기종)을 기

술하여 그 사양은 관측 결과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 해양확산은 액체유출물의 확산 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모델특성, 모델결

과의 타당성, 주요 지점에서의 이동시간, 희석정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계산모델의 특징(개요, 계산방법, 가정조건, 입력조건(경계조건 포함), 제한

성)을 기술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비교지점에서 조사결과와 모델 계산결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와 그림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 모델 결과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계절별로 희석인자와 침적인자를 주요지점에서 제시하고 시설로부터의 도

달시간을 표와 그림으로 제시한 사항을 검토한다.

 환경방사선/능

  환경방사선/능 현황의 조사는 해체 중 배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 준위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

다. 

  검토절차는 신청자가 제출한 환경방사선/능 현황이 관련 요건에 적절한지 검토

를 포함한다. 환경방사선/능 현황에서는 시설 해체로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기준 자료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가. 환경방사선/능 현황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

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

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검토 수행 시 다음 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1) 환경방사선/능 현황은 시설로부터 예상되는 방사성 핵종의 주요 배출경로, 

배출량에 대한 기초자료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2) 환경방사선/능 현황 자료는 시설 해체 전 1년 이상 연속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준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3) 조사범위는 부지반경 20km 이내의 주요지점과 비교지점이 포함되어야 한

다.

 다. 검토자는 인간과 생물상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의 주요 경로(음식물, 위락활

동, 물의 이용)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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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검토자는 방사성 유출물로부터의 잠재적 또는 실제 방사성물질의 축적을 확

인한다는 측면에서, 유출물 배출경로, 해양과 대기 시료조사 위치와의 관계

를 검토한다. 

 마. 검토자는 환경방사선/능 현황 자료를 분석, 평가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

었는지를 확인한다.

 바. 검토자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조사지점이 액체상 유출물과 관련된 방사성물

질 농도를 검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지를 확인한다. 

 사. 검토자는 대기 조사지점이 기체상 유출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검출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 환경방사선/능 현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인간에게 방사선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감시의 포함 여부.
    2) 감시계획의 항목이 환경방사선영향을 결정하는데 연계가 되는지의 여부.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의 환경현황 관련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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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3.3절 방사선학적 특성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연계부서 : 구조부지, 환경방사선/능, 방사선・폐기물 및 원자력운영분석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단계의 최종해체

계획서 제3장에 기술되는 방사선학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단계에서 해체대상 부지 및 시설(구조물, 계통, 기
기 등)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양 및 분포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사선

학적 특성평가 방법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가. 해체대상 부지와 시설의 이력평가 (Historical Site Assessment)
    - 조사 계획의 수립

    - 오염 여부 및 수준의 구분

  나. 오염범위 개략조사 (Scoping Survey)
    - 이력평가에 근거한 개략조사 계획 수립

    - 해체대상 부지 및 시설의 직 간접 측정과 분석

    - 이력평가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개략오염 확인 조사의 적절성 확인 

  다. 방사선학적 상세 특성평가 (Characterization Survey)
    - 이력평가/개략조사에 근거한 상세 특성평가의 조사 계획의 수립

    - 각종 수치해석 전산코드를 이용한 방사선원항(재고량) 계산방법

    -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에 대한 방사선계측기 등을 이용한 방사선․능의 직

접적인 측정

    -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한 방사성핵종과 농도의 간접

측정 및 방사능 분석

    - 이력평가/개략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상세 특성평가의 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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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학적 특성에 대한 경향분석 및 척도인자 등의 도출

2. 예비해체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건설 운영 자료, 시설과 부지의 운영 이력 등이 

방사선학적 특성평가에 적절히 연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방사선학적 특성

평가를 위한 각 조사 단계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 및 진행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향후 해체 및 부지복원 단계에서 동 특성평가 결과들의 활용성 

및 연계성이 수립되고 확보되어 있는지도 검토한다.
    - 예비해체계획서에 따른 건설 운영 이력, 부지(지하수 포함) 및 환경(배출 포

함) 감시, 사건 사고 자료 등의 연계성

    - 방사선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품질목표(DQO, Data Quality Objective)의 

목적과 원칙

    - 데이터품질목표에 따른 단계별 방사선학적 특성조사와 그 결과에 근거한 

최종부지조사 등 전체적인 방사선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준비/수행, 결과 

분석 등에 관한 데이터품질관리의 전체적인 연계성과 방법론 기술

    
3. 해체대상 시설(계통, 구조물, 기기 등)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방사능

량, 분포 및 방사성오염의 정도와 여기에 사용된 근거, 방법 및 가정 사항의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해체대상 시설의 방사선․능 직접 측정지점과 

파괴적 방사능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지점의 선정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만약 계통제염을 실시한 경우 계통제염 전후의 방사능분포가 달라질 수 있으

므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가 이를 반영하였는지 검토한다.

4. 방사선원항 전산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입력값 및 계산결과의 타당성, 방사선원

항이 주로 분포하는 원자로압력용기와 내부구조물, 생체차폐콘크리트에 대한 

기 수행된 특성평가 결과(시료채취와 방사능분석 등)를 통한 상호비교 계획 또

는 결과를 확인한다. 

5. 해체대상 부지의 토양, 지하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방사능량, 분포 및 방사성오염의 정도와 여기에 사용된 근거, 방법 및 가

정 사항의 기술내용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해체대상 부지의 방사선학적 특성평

가를 위한 직 간접 측정 방법과 시료채취 지점의 선정 등의 타당성과 해당 조

사 결과와의 부합성을 검토한다. 

6. 해체승인 신청 전 과도기(영구정지)기간 동안 수행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에 

대한 계획/방법/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이 해체계획서에 기술되었는지 검토

하며, 해당 특성평가 기초 자료 및 분석결과가 데이터품질목표(DQO)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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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 해체 시설과 부지에 대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결과에 관련한 해체계획서의 작

성항목(해체 비용 및 전략,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

물관리 등)과 기술항목 간에 연계가 적절하였고, 이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결과

를 근거로 관련항목의 작성이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

용을 위한 기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기준)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 및 

평가기준)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대상 시설의 방사선학적 현황(방사성

핵종, 종류, 양 및 분포 등) 및 기술사항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

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시설의 해체승인 단계에서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종

류, 양, 분포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사선학적 특성화 방법론은 국제기준에 부

합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또는 해체경험이 많은 해외 선진국의 방법론(예. 
USNRC NUREG-1757 등)을 활용하는 등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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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체승인 단계에서 제출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항목의 모든 내용은 방사선학

적 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특성평가 결과가 없거나 적

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가정이나 국내외 원전의 사례를 이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근거 또는 타당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분야별 검토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방사선학적 특성 정보 중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단계의 예비해체계획에 의한 조치사항 및 기록관리사항(방사능오염 관련 

사건 사고, 운영중 부지감시, 환경방사선/능 분석 등)은 검토주관부서 및 분야

별 검토담당부서의 검토자에게 제공되어 방사선학적 특성 조사 및 평가에 적합

하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특히 예비해체계획서 제5장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에 따른  

운영중 부지감시(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 자료들은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중 부

지 이력조사 및 개략조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주관부서에서는 해당분야 검토담당부서에 검토

를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해당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승인 단계의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에 대한 정보

를 검토하여 제시된 시설과 부지의 방사선학적 특성에 관한 기술사항이 관련 요

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

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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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대상 시설(SSCs)과 부지(지하토양, 지표수, 지하수 포함)에 대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를 위한 계산방법, 비파괴적 직접측정방법 및 파괴적 간접방법 적용의 적

절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이들 방법 간의 연계성과 특성평가 방법의 결과로 제

시된 각종 자료의 통계학적 적용방법론을 검토한다. 또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가 

데이터품질목적(DQO)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방사선조사 단계별 계획수립, 조사 

수행, 결과 분석, 자료 관리 등을 통해 단계별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절차가 최종부지조사까지 원칙과 목적에 맞게 수행될 예정임을 확인한

다.

  신청자가 제시한 해체대상 시설에 대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방법으로 이용된 

계산방법과 직 간접 측정방법을 통한 정량적인 결과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상호

비교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또한 해당 결과가 국제기구 또는 해외 선진국이 

발간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관련 문서들과 비교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수행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체전략 및 일정, 해체안

전성평가, 해체방사선방호계획, 해체폐기물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연계항목이 

적절히 제시되었고, 이들 계획의 수립이나 평가에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결과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히 사용될 예정임을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해체전략 수립과 해체일정에 반영 계획

  - 공간선량률, 공기중농도, 잔류방사능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사자와 일반인

에 대한 해체안전성평가와 고방사선작업계획의 수립 등 해체방사선방호계획 

수립

  - 방사선 능 준위, 오염 범위 등 특성별 해체활동(제염 철거)에 반영 계획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의 평가와 예측에 활용 계획

  - 해체폐기물 감용방법의 적용과 척도인자의 적용 등 처분 방안에 활용 계획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의 

방사선학적 특성의 관련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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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 4 장 해체전략과 방법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원자력이용

시설의 최종해체계획서 제4장 해체전략과 방법에 대해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고,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체전략이 정책, 규제요건, 부지특성, 동일 부지 내 다른 시설에 대한 영향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등 해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되었는지 확인하고, 해체전략 선정이 명확한 배경과 근거를 통해 정당화 되었는지

검토한다.

2. 선정한 해체전략에 따른 해체 방법과 일정이 방사성오염 준위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고, 해체 방법 선정시 고려사항과 현장적용성을 포함한 

타당성 및 해체 작업의 시기, 순서와 일정 등에 대한 근거와 가정사항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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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전략과 방법의 기술사항들과 허용기

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체전략으로 즉시해체, 지연해체 또는 즉시 및 지연해체가 결합된 해체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해체전략 선정에 대한 배경과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선택된 해체전략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해체전략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

가. 해체대상 원자력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정부정책, 법령 및 규제기준

나. 동일부지 내 인접호기 또는 다른 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다. 해체 후 부지 및 잔존 건물의 최종 방사선학적 상태

라. 해체대상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상태

마.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가용성

바. 해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의 가용성

사. 해체안전성평가 및 해체환경영향평가 결과

아. 사회 및 경제적 영향 

자. 국내외 유사 시설의 해체 경험과 교훈

차. 해체 비용평가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카. 시설 보안 및 핵안보 측면

2. 해체전략에 따라 수립되는 해체방법은 동 해체계획에서 제시하는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해체 안전성평가 및 해체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해체방법에는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과 철거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적 타당성과 현장적용성 등 해당 해체방법의 적용에 대

한 타당한 근거 및 안전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해체전략 및 방법에 따른 해체 일정은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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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오염 준위를 고려하여 기술되어야 하며, 선정된 해체전략 및 해체방법에

부합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해체 일정은 해체 사업의 주요 공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공정별 일정 수립시 고려한 가정사항 및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 전략과 방법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고, 해체전략과 

방법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해체전략과 방법에 관한 기술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선

정된 해체전략과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

의 해체전략과 방법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3. OECD/NEA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Policies, Strategies and 

costs” (2003)
  4. IAEA Specific Safety Guide No. SSG-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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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AEA Safety Report Serie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6. IAEA Safety Report Series No. 50 “Decommissioning Strategies fo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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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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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 5 장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 계측전기, 구조부지, 계통, 환경방사능, 품질보증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

획서 제5장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의 유효성에 대해 해체규제분

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고, 기계재료, 계측전기, 구조부지, 계통, 환

경방사능, 품질보증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지원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고려된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이 

해체승인 신청시점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었는지 검토한다.

 2. 해당시설과 부지에 적용된 예비해체 단계에서의 해체용이성이 단계적인 제염 철거 

등 해체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을 분석하고,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용이성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용이성의 유효성에 대해 추가 검토한다.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해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기록사항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해체 과정에서 발생·생산되는 주요 기록사항 및 자료에 대한 

관리 계획과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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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4조, 제46조, 제62조,

제66조, 제85조의12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용이성을 위해 적용된 설계특성과 조

치방안의 유효성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

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예비해체계획서에 기술된 시설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

계특성과 조치방안을 요약 제시하고, 해당 해체용이성 확보를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이 해체승인 신청 시점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2. 해체 과정에서 제염·철거 등 해체활동(방사선방호계획 포함)으로 인해 시설의 

기존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물리적, 기능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존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이 단

계적인 해체활동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해체 과정에서도 그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계획과 방법 등이 명확

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3. 예비해체계획서에 기술된 시설의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해체를 대비하여 

해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건설 및 운영(설계변경 포함)에 관한 주요 

기록사항들(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포함)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사항들이 최종해체계획서 5장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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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예비해체계획서에 제시된 지침 또는 국제기준에 따른 관리계획과

방법의 유효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해체에 영향을 주는 운영 중 부지감시, 해체승인 전 후에 수행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3장 관련), 부지복원 및 최종부지조사 등에 따른 자료 기록관리(조

사계획의 수립, 조사 준비 및 이행, 결과분석, 피드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최종해체계획서에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의 유효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

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

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해체계획서의 해체용이성에 대한 기술 내용과 최종해

체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변경 또는 추가 기술된 내용을 확인ž검토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획서의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 관련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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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6.1절 원칙과 기준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6.1 안전성 

평가(원칙과 기준)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의 해체 중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피폭 시나리오, 선
량평가, 잔류방사능, 비정상사건 및 위해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원칙 

및 기준 등을 검토한다.
2. 안전성평가 방법론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 방법론의 핵심

요소 및 단계별 실행 방안 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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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과정의 안전성평가(원칙과 기준)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

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

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당시설의 해체 중 안전성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피폭시나리오, 선량, 잔류방

사능, 비정상사건 및 위해도 등의 평가과정에서 사용되는 안전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피폭 시나리오, 선량평가, 잔류방사능, 비정상사건 및 위해도 평가에 사용

되는 안전원칙 및 기준

   - 해체작업의 안전성 입증 방안

   - 안전성평가 운영방안(교육, 비상계획 및 안전성 감시 프로그램 등)
2. 해당시설의 해체를 위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규모와 형태

   - 안전성평가 방법론의 핵심요소

   - 안전성평가 방법과 방사선학적 특성, 해체활동의 부합성

   - 단계별 실행 방안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성확보

를 위한 안전원칙 및 기준,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규모와 형태, 방사선학적 특성, 
해체활동 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

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성확보를 위한 안전원칙과 기준 기술 내용 

및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규모와 형태, 방사선학적 특성, 해체활동 등을 고려한 안

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된 해체전략, 안전성평가 및 제염해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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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기반을 두면서 해당시설의 해체 중 안전성 평가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확인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KINS/RR-061,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검증 방법론 (2001)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SR-2/1,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sign” (2012)
  5.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6. IAEA Safety report No.77, “Safety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2013)
  7.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8. USNRC NUREG-1575, “Multi-Agency Radiation Survey and Site Investigation 

Manual(MARSSIM)” (2006)
  9. USDOE Nuclear Safety Analysis Reports, “Hazard Categorization and Accident 

Analysis Techniques for Compliance with DOE Order 5480.23” (1992)
 10. Argonne National Laboratory, “User's Manual for RESRAD, Version 6” (2000)
 11. Argonne National Laboratory, “User’s Manual for RESRAD-BUILD, Version 3” 

(2003)
 12. Eric. W. Abelquist, “Decommissioning Health Physics; A Handbook for 

MARSSIM Users, 2nd edi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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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6.2절 피폭 시나리오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방사선방호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6.2 안전성 

평가(피폭 시나리오)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따른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폭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선정 기준 및 근거, 선정된 피폭 시나리오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따른 종사자 및 주민에 대한 예상 피폭경로와 관련하

여 선원항, 방사선위험도, 피폭 가능한 경로(피폭자의 위치 포함) 등이 적절

히 기술되었는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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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과정의 안전성평가(피폭 시나

리오)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당시설 해체에 따른 방사선 위험도에 대하여 피폭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폭 시나리오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

증되어야 한다.
   - 시나리오 선정 기준 및 근거

   - 선정된 피폭 시나리오의 적합성

   - 피폭 시나리오와 해체전략의 부합성

   - 예상 가능한 피폭경로의 포함 여부

2. 해당시설 해체에 따른 방사선 위험도에 대하여 종사자 및 주민의 방사선피폭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평가하고 피폭경로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폭경

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선정된 해체전략에 부합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 종사자와 주민의 피폭선량 분석을 위한 선원항 형태, 방사능농도 및 해

체작업에 대한 정보(해체작업 형태, 예상기간 등)
   나. 해당시설의 해체에 따른 작업종사자 및 주민 방사선위험도

   다. 오염토양에서의 직접피폭, 먼지 등의 흡입, 부지내 음식물 섭취 등 피폭

가능한 모든 경로 및 해당 피폭경로 결정에 사용된 가정 사항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

는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피폭경로를 포함한 피폭시나리오에 대하여 개

발한 내용과 선정근거 등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기

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

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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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제시한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성확보를 위한 안전원칙과 기준 기술 내

용 및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규모와 형태, 방사선학적 특성, 해체활동 등을 고

려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된 해체전략, 안전성평가 및 제염해

체활동 등에 기반을 두면서 해당시설의 해체 중 안전성 평가의 유효성과 타당성

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16)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SR-2/1,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sign” (2012)
  5.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6. IAEA Safety report No.77, “Safety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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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6.3절 선량평가

검토주관부서 :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6.3 안전성 평

가(선량 평가)에 대해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

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 해당시설의 해체 중 피폭시나리오(직접 피폭경로 포함)에 따른 주민에 대한 피폭

방사선량 평가 및 평가시 사용한 선원항, 주요 가정, 모델 및 입력자료의 평가결과

와 그 타당성 기술 등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검토 연계분야

  검토자는 다음의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들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1.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 6.2절(피폭시나리오)과의 연계 검토 사항

   - 피폭시나리오(직접 피폭경로 포함)에 따른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평가 시 사용한 선원항, 주요 가정, 모델 및 입력자료와 평가결과 등 해당 장절

의 피폭시나리오와 연계하여 다음을 검토한다. 
  
  필요자료 및 정보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피폭경로(직접피

폭경로 포함)를 결정하고 주민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의 자료와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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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지점에 대한 자료 (부지경계, 제한구역 경계 및 거리별 지점, 거주지, 농
축산물 재배지 관련한 지점 등)

  2. 상기에서 확인된 각 지점에 대하여 규제지침 2.2 주민피폭선량평가방법론을 

토대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과정의 안전성평가(선량 평

가)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당시설의 해체 중 환경으로의 방출이 예상되는 방사성유출물에 의해 부지

주변 환경 및 주민에 미칠 직・간접적 방사선영향(직접방사선 포함)을 가능

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해야 한다.
2. 해체 중, 환경으로의 방출이 예상되는 방사성유출물의 환경 내 거동을 파악

하기 위하여 거리별, 방위별 대기확산인자 및 해양확산인자를 규제지침 1.3 
2.3.3(대기확산) 및 규제기준 2.3.4(해양확산)에 제시한 요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기체상태 및 액체상태의 방

사성핵종의 농도는 규제기준 2.2.1의 기본요건에 제시된  배기 또는 배수 중 

배출관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해체 중, 인근 주민이 받게 될 피폭선량을 평가할 경우에는 단일 원자로시설

에서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유출물 및 동일 부지 내에 위치하는 모든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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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설 및 해체관련 시설에 의한 방사선영향(직접방사선 포함)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인근 주민이 받게 될 피폭선량은 최대개인피폭선량(부지선량 

경우, 발전소시설 및 해체관련 시설로부터의 직접피폭 포함) 및 집단선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집단선량은 원자로시설을 중심으로 80 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받는 집단선량을 평가해야 한다.
4. 해체 중, 인근 주민이 받게 될 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2항에 제시된 피폭선량 기준치 등을 만족해야 한

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피폭시나리오(직접피폭경로 

포함)에 따른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평가시 사용한 선원항, 주요 가정, 
모델 및 입력자료와 평가결과, 그리고 그 타당성 기술 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성확보를 위한 안전원칙과 기준 기술 내용 

및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규모와 형태, 방사선학적 특성, 해체활동 등을 고려한 안

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된 해체전략, 안전성평가 및 제염해체활동 

등에 기반을 두면서 해당시설의 해체 중 안전성 평가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확인

한다.

원자력이용시설, 기타관계시설 및 해체관련 시설 등으로부터의 기체방사성유출물, 
액체방사성유출물 및 직접피폭에 의한 선량평가 시 주요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으

며, 상세사항은 KINS/RG-N02(규제지침 2.2절 주민피폭선량 평가) 및 KINS/GR-199 
(주민피폭선량평가지침)에 명기된 사항을 참고한다.

 1. 선량평가에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기체방사성유출물 및 액체방사성유출물의 방

사선원항, 피폭자 위치와 피폭경로 자료(수문학적 희석 인자 및 대기확산인자

를 포함), 수문학적 및 기상학적 관련 자료들이 최종해체계획서 관련 장절에

서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기체방사성유출물 중 방사성 요오드 및 입자와 관련하여 피폭자의 위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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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피폭경로 및 지표면 침적계수(D/Q) 및 결정집단의 최대선량이 예상되는 지

점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 기체방사성유출물 중 불활성 기체와 관련, 16방위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대

기 확산인자(X/Q)를 검토한다.
  가. 수역 경계를 가진 부지의 경우, 육상에 위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대기 

확산인자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

역 경계 밖의 확산인자를 검토한다.
  나. 공기중 베타 및 감마 흡수선량과 유효 및 피부 선량이 최대가 되는 위치를 

검토한다.

 4. 액체방사성유출물 관련하여, 결정집단의 최대선량이 예상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폭자의 위치, 수문학적 자료 및 관련된 피폭경로 등을 검토한다.

 5. 상기 2, 3, 4항에서 확인된 지점에서의 선량평가를 위한 입력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 선량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 구성 체계는 관련문헌(규제지침 2.2절, 

KINS/GR-199 또는 Reg. Guide 1.109 등)을 참고한다.
  나. 선량평가에 실제 사용되는 입력자료 체계가 위 문헌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

자가 제시하는 가용문헌 또는 입력자료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 최종해체계획서 6.2절 검토자가 타당하다고 확인하는 피폭경로들이 선량평

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6. 부지 특성상, 결정집단의 최대 선량이 계산되는 특정 위치가 명확하게 나타나

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절차 또는 처리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7. 부지 주변에 위치하는 개인이 직접피폭으로 받게 되는 피폭방사선량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 신청자의 직접피폭선량 평가결과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직접피폭은 기체 및 액체 방사성유출물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한다.
  다. 특정 지점에서의 직접피폭선량은 각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장소로부터 특정지

점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합산한 것이어야 한다.

  선량평가 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검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료가 타당하게 입력되었고 계산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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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계산 결과를 검토한다.

 2. 기체방사성유출물 중 불활성 기체에 대한 공기중 베타선 및 감마선 흡수선량, 
결정집단 유효선량 및 피부선량 계산결과를 검토한다. 동 피폭방사선량이 계

산된 제한구역 경계의 위치를 확인한다.

 3. 대기 중으로 배출된 방사성 요오드, 입자, H-3, C-14와 관련; 모든 피폭 경로

로부터의 장기선량 계산결과를 검토한다. 이러한 장기선량은 대상 연령군 (3
개월, 1세, 5세, 10세, 15세, 성인)중 가장 큰 피폭방사선량을 받는 연령군의 

것이어야 한다. 동 선량평가에는 피폭자가 위치하는 지점에서의 지표면 피폭

경로(지표면 침적 관련) 및 흡입 피폭경로를 포함하여야 하고, 여기에 추가하

여 특정위치에서만 적용 가능한 피폭경로도 포함하여야 한다. 방사성운 피폭

경로는 불활성기체에만 기인한 것으로서 방사성 요오드 및 입자 등에 의한 

영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폭방사선량이 계산된 피폭자의 위치를 확

인한다. 그리고, 제한구역 경계에 위치한 결정집단이 받게 될 피폭방사선량의 

계산결과를 검토한다.

 4. 액체방사성유출물 관련하여, 결정집단 유효선량 및 장기선량 계산결과를 검토

한다. 이러한 장기선량은 대상 연령군(3개월, 1세, 5세, 10세, 15세, 성인)중 가

장 큰 피폭방사선량을 받는 연령군의 것이어야 한다. 비록 같은 위치가 아닐

지라도, 부지 주변에 존재하는 피폭경로별 피폭방사선량의 합이어야 한다. 예
를 들어, 원자력이용시설 배출구 지역에서 낚시하는 특정 개인이 원자력이용

시설 운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최근접 식수원에서 음용수를 얻는다고 가정

한다. 이러한 피폭방사선량이 계산된 피폭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5.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유효선량과 장기선량 계산결과를 검토한다.

 6. 해당시설에 대하여 평가된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여부

를 확인한다.
 7. 부지 내 모든 원자력이용시설로부터의 영향이 평가된 피폭방사선량(직접피폭 

포함)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2항제2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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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본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선량평가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사

항을 기술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해 제한구역 경계

에 위치한 개인선량과 비상계획구역내 집단선량 확인 및 검토 사항

  2. 피폭선량계산에 사용된 선원항, 모델, 가정사항 및 입력자료와 평가결과의 타

당성 확인 및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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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6.4절 잔류방사능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연계부서 : 구조부지, 환경방사선/능, 방사선・폐기물 및 원자력운영분석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6.4 잔류방

사능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고, 연계부서의 협

조를 통해 확인・조정한다.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잔류방사능 유도농도(DCGL, Derived Concentration Guideline Level) 평가 방법론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완료 후 시설과 부지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목표치)의 평가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계산 또는 전산코드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초기 

가정사항, 피폭경로, 부지특성 자료 등에 대한 근거를 검토한다.  
  - 잔류방사능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부지 및 환경현황에 근거한 부지특성자료와 

안전성평가를 위한 피폭시나리오의 선정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잔류방사능 평가대상(관심핵종)의 선정 방법론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이력, 방사화 및 핵분열, 방사성폐기물 발생 이력, 
환경방사선‧능 감시, 방사선학적 특성화평가 등을 통한 관심핵종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 부지/건물 내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결정

  - 다양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계산 또는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결정 방법론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에서 정한 선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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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 정도 구분(사전 Screening)을 위한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들

   ․  부지특성을 반영한 잔류방사능 유도 농도들

   ․  가중치(Weighted)가 적용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

  -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는 오염지역은 원칙적으로 모두 제거되어야 

하나, 신청자가 오염지역의 허용 가능한 수준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도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신청자는 해체승인 신청 단계에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계산 또는 평가를 

위해 확인된 부지특성 자료(Site Specific Parameters) 및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Radiological Characteristic Assessment) 결과의 기초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대상 시설(잔존 건물 및 부지)의 잔류

방사능 목표치에 대해서 기술한 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잔류방사능 목표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

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체완료 후 부

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으로부터 유도되어 계산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산 코드(예: RESRAD-onsite, RESRAD-offsite, 
RESRAD-build)를 이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다른 전산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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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평가 과정 및 방법의 타당성과 보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산 

또는 평가를 위해 사용된 초기 가정사항, 피폭경로, 부지특성 자료 등의 설정 

배경과 근거 등이 제공되거나 관련 근거 문헌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

다.

2. 국제기구 및 해외 선도국에서 발간한 특성평가 문헌이나 해외 원자력이용시

설 운영이력에 근거한 해체대상 부지 및 시설 내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들에 대해 검토하고, 잔류방사능 유도농도 관련 관심핵종의 선정에 고려

되어야 한다. 또한 해체대상 부지 및 시설에 적합한 부지고유 관심핵종의 선

정은 동 계획서 3.3절의 방사선학적 특성조사 결과 및 부지/환경 감시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부지고유 특성을 반영한 선량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참조 또는 유사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화 및 핵분열생성물에 따른 핵종, 운

영 경험을 통해 보고되거나 확인된 핵종

  - 부지 내 시설의 운영 이력, 부지 및 환경방사선 능 감시 등을 활용한 핵종

  - 현장 특성조사 결과를 활용한 핵종의 종류, 방사능량, 분포 및 오염 정도

  - 방사성폐기물 발생 이력에 근거한 핵종

  - 방사능 및 피폭선량 측면에서 가중치가 높은 핵종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분야별 검토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된 특정 정보들은 검토주관부서 및 분야별 검토담

당부서의 검토자에게 부지 및 환경 현황 관련 가정, 측정 또는 평가된 부지특

성 자료, 방사선학적 조사결과 및 피폭시나리오 등을 사용하여 부지 내 잔류방

사능 유도농도가 보수적으로 유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코드 입력변

수 및 민감도분석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부지 특성 자료는 조사 분석 및 예측 평가를 통해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문헌이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인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합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주관부서에서는 해당분야 검토담당부서에 검토를 의

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만약 상기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는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유도과정 또는 전산코드 상의 민감도 분석을 별도로 

수행함으로써 잔류방사능 유도농도가 타당하게 설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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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에 대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

(목표치)에 관한 기술사항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

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에 대한 

선정 방법과 잔류방사능 유도농도 설정에 관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잔류방사능 목

표치의 타당성과 보수성을 확인한다. 또한 방사선학적 특성평가를 통해 사전 또는 

부지고유 잔류방사능 유도농도가 평가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 또는 기초 자

료와 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잔류방사능 목표치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eneral Safety Requirements(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3. IAEA Safety Report Serie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4. IAEA WS-G-5.1 “Release of Sites from Regulatory Control on Termination of 
Practic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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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NRC Regulatory Guide 1.18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Post-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 (2013)

6.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 Characterization, 
Survey, and Determination of Radiological Criteria, Vol.2” (2006)

7. USNRC NUREG-1575, “Multi-Agency Radiation Survey and Site Investigation 
Manual (MARSS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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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6.5절 비정상사건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방사선・폐기물, 기계재료, 계측전기 및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6.5 안전성 

평가(비정상 사건)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 해체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사건 유형과 관련하여 사건 유형 선

정근거, 유형별 세부 사건 및 발생확률, 예상방사선원항을 검토한다.
2. 해당시설 해체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사건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별 방사능농도, 피폭경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3. 해당시설 해체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사건 피폭선량 평가와 관련하여 시

설의 방사성재고량, 방사성핵종 이동 분석결과, 피폭선량 평가결과, 기준치 

만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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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과정의 안전성평가(비정상 사

건)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당시설 해체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사건 유형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정

상 사건 유형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사건 발생확률, 방사선위험도(중대성), 사건 심각성 정도에 따른 사건 유형

   - 사건 유형별 세부 사건, 각 사건의 발생확률(발생빈도), 사건 해석에 사용

된 가정

   - 사건 발생에 따른 예상방사선원항

2. 해당 사건에 따른 방사선 위험도에 대하여 사건별로 피폭 시나리오를 제시하

여야 한다. 사건별 피폭 시나리오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사건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종사자와 주민의 피폭선량 분석을 위한 방사

능농도

   - 외부피폭과 방사능물질의 흡입 등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반영한 사건 시나

리오에 따른 가능한 모든 피폭경로

3. 해당 사건에 따른 사건별로 종사자 및 주민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 피폭선량 평가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유효성과 타당성

이 입증되어야 한다. 
   - 시설의 방사성재고량 및 피폭시나리오를 통한 방사성핵종 이동 분석결과

   - 사건 시나리오에 따른 작업종사자 및 주민 방사선위험도

   - 수학적 모델 및 전산코드 등을 이용한 정량적 평가결과

   - 사고시 피폭선량 기준치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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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정상사건과 

이로 인해 종사자와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분석 및 평가 기술을 고려한 안
전성 평가 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

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성확보를 위한 안전원칙과 기준 기술 내용 

및 해체대상 시설과 부지의 규모와 형태, 방사선학적 특성, 해체활동 등을 고려한 안

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된 해체전략, 안전성평가 및 제염해체활동 

등에 기반을 두면서 해당시설의 해체 중 안전성 평가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확인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09)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5. IAEA Safety report No.77, “Safety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2013)

6.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7. USNRC NUREG-1575, “Multi-Agency Radiation Survey and Site Investigation 

Manual (MARSS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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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rgonne National Laboratory, “User's Manual for RESRAD, Version 6” (2000)

9. Argonne National Laboratory, “User’s Manual for RESRAD-BUILD, Version 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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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6.6절 위해도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 계측전기, 계통 및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6.6 위해도

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방사성 위해요소로 인한 위해도

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위해요소 분석결과, 위해도 평가방법론 적합성, 적용

기준 및 입력자료 등을 검토한다.
2.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방사성 위해요소로 인한 위해도

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잠재적 결과 및 최소화를 위한 조치방안 

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안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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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과정의 안전성평가(위해도)에 대한 기

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

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

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해체단계별 발생 가능한 비방사성 위

해요소들을 파악하고 위해요소별 위해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적절한 위해

도 평가방법론과 허용기준치를 수립하고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용된 기준, 가정사항, 입력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사자 및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방사성 위해요소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화재 및 폭발

     - 고전압, 과부하 및 정전

     - 화학적/유독성 물질 확산

     - 작업환경(추락, 소음, 분진, 진동, 위험작업 등)
     - 외부적 위험(기후변화, 홍수 등)

2. 상기에서 식별된 비방사성 위해요소별 위해도 분석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사

건에 대한 잠재적 결과를 기술하고 종사자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

증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비방사성 위해요소 식별이 적절하며 위해요소별 평

가방법론과 허용기준치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평가한 비방사성 위해요소별 위해도가 종사자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

향이 최소화되도록 수립한 조치방안들이 적절하며 실행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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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16)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5. IAEA Safety report No.77, “Safety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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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방사선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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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 7.1절 ALARA 적용

검토주관부서 :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최종해체계획서 제7.1절 방

사선방호(ALARA 적용)에 대해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

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을 달성 가능한 한 낮게(ALARA)

유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책, 조직, 훈련, 방법, 설계, 검토 기준 등에 대한 요약 내용

을 검토하고, 방사선방호를 위한 고려사항이 ALARA 및 시설의 방사선방호 프로그램

과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4.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7.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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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제4호

9.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46조, 제52조, 제62조,

제85조의13, 제85조의14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방사선방호(ALARA 적용)에 대한 기술사

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체계획, 전략 및 작업은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경제적 및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ALARA) 유지하도록 개발

되어야 한다. 해체에 대한 방호의 최적화는 개인선량 및 집단선량의 양을 고

려하여야 하고, 해체 시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ALARA 적용은 해체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원자력안전

법 제91조(방사선장해 방지조치)의 ALARA 요건과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의 

훈련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ALARA 유지에 관한 규제요

건에 따라 설명되고 이행될 것임을 보여야 한다. 

  3. ALARA 달성을 위한 운영상의 고려사항은 방호 계획과 절차의 개발 계획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방사선방호계획) 및 품질보증

프로그램, 종사자 훈련요건 및 직업상 방사선피폭의 ALARA 유지와 관련된 

규제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 필요시, 해체 특

성(예. 추가적인 제염철거 설비, 일반 산업안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방호 

계획 및 절차를 통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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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해체 계획의 수행은 방사선피폭의 ALARA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작업공정, 작업계획, 설계변경 및 방사선적 고려사

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계획은 해체로 인한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ALARA 요건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제염 절단 등 작업 방법 

고려시 ALARA 이행을 위한 선정 방법론(예: 비용-편익 분석 등)이 해체계획

에 분석 및 고려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최종해체계획서에 해당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원자력

이용시설 해체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을 달성 가능한 한 낮게 (ALARA) 유지됨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한 기술내용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를 검토한다. 예비해체계획서의 기술 내용과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추가 

기술된 내용을 확인ž검토 한다. 안전성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1. 해체계획서에 제시된 정보가 허용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고 해당 원자력시

설의 심사지침에 제시된 지침이 관리정책과 계획된 조직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와 제시된 대체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방사선방호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을 갖고 있는 자들의 결정권한이 운영조직의 압력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갖

고 있는지 해당 조직구조를 검토한다.

  2. 작업에 대한 방사선피폭이 ALARA로 유지되고 방사선방호 관련 문제에 대하여 
방사선방호 책임자가 시설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가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3. 종사자 피폭선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과 기술이 방사선방호 설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사선방호 책임자와 방사선방호 조직이 설계검토조직과 상호 협

력이 용이하도록 조직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만약 시설의 방사선

방호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수용할 만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

았다면 해당 원자력시설의 심사지침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검토한다.

  4. 종사자 피폭선량이 ALARA로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전에 승인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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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해체경험이 해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5. 절단, 파쇄 또는 고소작업 등 해체 작업 특성(예. 추가적인 제염철거 설비, 일
반 산업안전 등)으로 ALARA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도록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

획서의 방사선방호의 ALARA 적용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

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3. IAEA Safety Report Series No. 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4.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09)
  5. IAEA WS-G-5.1 “Release of sites from regulatory control on termination of 

practices” (2006)
  6. IAEA WS-G-5.2 “Safety assessment for the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using 

radioactive material” (2008)
  7. IAEA Safety Report Series No.77, “Safety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2013)
  8. IAEA Safety Series No.115,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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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Ionizing Radiation and for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1996)
  9. USNRC 10 CFR 19.12, “Instruction to workers.”
 10. USNRC 10 CFR 20.1101, “Radiation protection programs.”
 11. USNRC 10 CFR 52.47(b)(1)
 12. USNRC NUREG-1727, NMSS Decommissioning Standard Review Plan (2000)
 13. USNRC NUREG-1736, “Consolidated Guidance: 10 CFR Part 20 -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2001)
 14. USNRC Regulatory Guide 1.8,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2019)
 15. USNRC Regulatory Guide 1.33,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2013)
 16. USNRC Regulatory Guide 8.8, “Information relevant to assuring tha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t nuclear power stations will b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1978)

 17. USNRC Regulatory Guide 8.10, “Operating philosophy for maintaining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2016)

 18. USNRC Regulatory Guide 8.27, “Radiation protection training for personnel at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1981)

 19. USNRC NUREG-1736, "Consolidated Guidance: 10 CFR Part 20 -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2001)

 20. ICRP 60, “1990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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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 7.2절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검토주관부서 :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연계부서 : 기계재료, 계측전기, 계통 및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최종해체계획서 제7.2절 방

사선방호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에 대해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

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체를 위한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이 방사선원 저감, 방사성물질의 누출 및 

확산 방지, 방사선 차폐, 방사선구역의 설정, 방사선방호 설계의 적용 등 해

체 특성(필요시 일반 산업안전 고려)을 반영하고 종사자의 직업상 방사선 피

폭을 ALARA로 유지하는데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2.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이 방사선방호의 최적화와 관련된 규제기준, 작업 공정, 계

획 및 적절한 방사선안전관리를 포함한 ALARA 이행 절차 및 시설의 방사선방호 

프로그램과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분야별 검토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되는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으로 인해 기존 운영계

통에 영향(안전에 관련된 사항 등)을 주는 정보들이 검토 주관부서, 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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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야별 연계부서의 검토자에게 제공하여 교차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존 운영계통에 대한 사항에 추가하여 방사선방호 설계로 인해 추가 필요계통

(차폐, 환기 관련 방호 장비(공급 전기, 약품, 구조물) 등)의 기능 및 성능에 대

한 자료 및 기존 운영계통으로의 영향을 분석한 정보가 검토연계분야 검토자에 

제공되어야 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3.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제4호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62조, 제85조의13,

제85조의14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방사선방호(방사선방호 설계특성)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

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

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체를 위한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은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체에 따른 방사선방호 ALARA 목표치의 설정, 방사선원의 저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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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방사성물질의 누출 및 확산 방지 체계, 작업장 배치 및 차폐, 방사선구역의 

설정 및 방사선방호 설계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방호 설

계특성은 대상 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 작업 공정, 작업 계획, 적절한 방사

선안전관리를 포함한 ALARA 절차 및 시설의 방사선방호 프로그램에 부합하여

야 한다. 

  2.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항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해체의 다양한 작업에 대한 예상 피폭선량

     나. 해체 작업 또는 해체기간 중 방사선구역에서 체류시간과 출입빈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및 주기적인 보수 또는 검사가 요구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에 대하여 접근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

     다. 예상되는 방사선량률과 체류시간을 고려한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과 각 

방사선구역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차폐체 또는 방호장비의 설계, 배치 등의 

방사선방호 및 피폭저감화 방안

     라. 고방사선구역을 포함한 방사선구역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 해체 작업자의 방사선피폭감시를 위한 감시방법 (예 : 고정 지역 방사선감시기 등) 

     바.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조치, 제염 및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제거 등 작업

구역의 방사성물질 제거를 통한 선원저감과 피폭저감 능력의 확보

     사. ALARA 설계와 관련된 설계자 및 기술자에 대한 지침과 방사선방호전문가

(또는 그룹)에 의한 설계검토 방안

     아. 지속적인 해체계획 및 방호설계 검토 방안

     자. 해체 중인 원자력이용시설 및 이전 해체 사례로부터의 경험

  3.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은 시설의 해체전략, 계획 및 활동, 방사선/능 측정용 휴

대형 계측기기, 개인감시장비, 개인 방호장비, 방사선방호 지원 시설 및 차폐

기기 등의 구성과 설계에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방호 설계특성은 해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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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

한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이 ALARA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 내용 등에 

관한 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

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

획서의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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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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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 7.3절 선량평가

검토주관부서 :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최종해체계획서 제7.3절 선량

평가에 대해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해체 시 종사

자 피폭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한 예상 피폭방사선량 평가 방법 및 결과를 검토

한다.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체과정에서 종사자가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이 정량적으로 평가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시설의 해체 시 종사자에 대한 예상피폭선량 평가를 통해

해체 과정에서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해체과정에서 종사자의 피폭선량계산에 사용된 방사선원항, 계산모델, 가정사항 

및 입력자료 등 선량평가와 관련된 자료와,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등 주

요 방사선작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종사자 개인의 연간 피폭선량과 연간 

집단선량(person-Sivert)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 121 -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 방지조치)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제4호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46조, 제52조, 제62조,

제85조의13, 제85조의14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과정의 종사자가 받게 되는 

피폭선량평가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선량평가

의 근거, 가정사항, 계산방법 및 계산결과는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선

량평가는 해당시설의 해체계획 제6장(안전성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6.1절) 및 피폭 시나리오(6.2절) 등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2. 종사자에 대한 선량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선량평가에 적용한 기준 및 요건 

     나. 해체과정에서 주요 피폭발생 작업 구분 방법 및 주요작업별 종사자 수, 

예상 방사선량률, 작업 시간 

     다. 해체 기간 중 해체부지 내에서 수행될 여러 가지 직무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예상 집단피폭선량(person-Sivert)



- 122 -

     라. 피폭선량계산에 사용된 선원항, 계산모델, 가정사항 및 입력자료 등이 기술된 

선량평가 방법 및 결과

     마. 해체 작업별 종사자 작업 지역의 예상 방사선량률 평가에 적용한 방법, 

계산모델 및 전산코드에 대한 설명

     바. 해체 작업 장소 등 피폭자의 주요 위치에서 예상되는 공기 중 방사성 물

질의 농도 및 종사자 섭취량을 결정하는 방법

     사. 작업 중이거나 작업 완료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피폭 검토

     아. 종사자 피폭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적용된 조치, 사례 및 선량저감 평가방법

     자. 유사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경험을 반영한 해체작업종사자의 연간 선량 

평가 방법 및 통계자료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최종해체계획서에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종사자

가 받게 되는 피폭선량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평가한 기술 내용 및 종사자의 

피폭선량 계산에 사용된 방사선원항, 계산모델, 가정사항 및 입력자료 등 기술 사

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또한, 해체작업 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이 해체 종료 시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준수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

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

여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

획서의 방사선방호 설계특성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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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 7.4절 방사선방호 계획

검토주관부서 :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최종해체계획서 제7.4절 방사선방

호 계획에 대해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해체 시 종사자 

피폭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한 방사선방호 계획과 관련하여 조직, 방호장비 및 운

영절차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따른 방사선방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절차서, 작

업계획, 기록유지, 특수장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

직과 기능에 대한 기술 내용과 관련 자료에 대해 검토한다.

2. 방사선방호 및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방호장비, 계기 및 설비, 방사선방호 전

문조직의 권한, 구성 역할, 계획 및 절차의 운영 등에 요구되는 요건과 기술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2.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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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제131조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62조, 제85조의13,

제85조의14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과정의 방사선방호 (방사선

방호 계획)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해체 시 방사선방호 계획을 통해 종사자 피폭을 ALARA로 유지하기 위한 방

사선방호 관련 절차서, 작업계획, 기록유지, 특수장비 및 기타 항목 등을 수립

하고 다양한 해체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방사선방호 계획은 다음 항목

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방사선방호 전문조직

     - 방사선방호 계획의 운영, 사후평가 및 경험축적을 위한 절차

     - 방사선방호 계획 이행과 해체 특성과 사용 목적에 적합한 장비, 계기 및 

설비(예 : 휴대형 계측기기, 개인감시장비, 개인 방호장비, 방사선방호 지원

시설 및 해체작업 시 필요에 따른 차폐기기 등) 

     

  2. 방사선방호 전문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조직의 책임자는 적정 자격을 갖추

어야 하며, 경영자에게 직접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

다. 방사선방호 전문조직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을 감독하고 통제

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방사선방호 전문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유지와 해체

경험 축적 및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선방호 전문조직은 ALARA 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하는 실무책임을 지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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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체 중 ALARA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사선방호 계획 및 절차가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방사선방호 계획 및 절차는 해체 수행에 따른 시설의 물리적·방사선학

적 상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행되어야 한다.  

주요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후 방호계획의 효과를 평가하여 차후의 유

사 작업에서 방사선피폭을 ALARA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선 방호

계획의 주기적 검토는 절차서, 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과 피폭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필요시 방사선방

호 계획 및 절차는 해체 특성(일반 산업안전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방사선방

호계획 및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해체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안전 교육 및 훈련 계획

     - ALARA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방사선량률, 방사성 오염, 

공기중 방사성물질 농도 측정에 관한 방사선 감시 계획

     -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관리 계획

     - 종사자가 쉽게 숙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사선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 휴대형 또는 임시 차폐체/환기계통의 사용 계획

     - 오염확산 방지 설비 사용 및 종사자의 내부피폭 억제 방안

     - 모의장비‧모의훈련 계획, 작업조건 또는 작업 능률 향상을 통한 작업시간 

단축 방안 등

     - 방사선 계측기 운용 및 주기적 검·교정 계획 

     - 개인선량계와 보조선량계의 사용 계획

     - 고방사선 구역 종사자를 위한 적절한 통신장비의 사용 

  4. 향후 부지/건물 내 존재하는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고려한 해체계획 및 방

사선방호 계획의 목표와 이행방안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ALARA 포함)

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에 따

른 방사선방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에 대한 내용 및 

방사선방호 및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 주기 및 절차 등 내용 등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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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

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검토절

차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방호 계획 책임자의 조직상 위치, 책임, 경력, 자격을 검토한다. 방사선

방호 조직, 기능, 자격이 종사자 선정 및 훈련에 관한 해당 원자력시설의 심사

지침에 제시된 지침과 ALARA 관련 지침에 부합되는가를 검토한다.

2. 방사선/능 준위 및 피폭선량 측정을 위한 장비(장비의 수량, 형태, 측정영역,

감도, 교정방법 및 주기, 이용 가능성을 포함)를 검토한다. 또한 휴대형, 고정형,

실험실용 및 개인 감시장비의 사용계획을 검토한다.

3. 직업상 방사선피폭 및 방사능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방사선방호시설과 관련 

방호 장비를 검토한다.

4.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방사선방호교육 책자의 개발 등의 계획에 관

한 기술 내용을 검토한다.

5. 방사성물질의 이송, 저장관리, 피폭관리 및 오염관리를 위한 절차를 검토한다.

6. 프로그램(방사선방호 프로그램, ALARA 프로그램, 누설제어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기기의 교정방법 및 교정주기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하여,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시하게 하거나 허용기준에

부합되도록 제출 서류를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

획서의 방사선방호 계획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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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8.1절 제염 해체 방법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 계측전기 및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8.1 제염 해체 활동(제염 해체 

방법)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고 기계재료, 계측

전기 및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지원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

다. 

1. 방사성물질의 오염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설과 부지에 적용하는 제염목표치와 

해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제염 및 해체에 적용할 기술, 활동계획 및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체 방법

에 대한 상세내용을 검토한다.
3. 방사성물질의 누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 및 작업

자의 방사선 피폭을 검토한다.
4.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등의 오염상황과 부지복원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 방

법 및 절차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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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을 위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를 위해 제시한 제염 및 절단 기술

과 활동계획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설과 부지에 적용하는 제염목

표치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목표치가 신청자의 해체전략과 부합하는 동시에 

해당시설의 해체에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운영 이력에 근거하여 시설과 부지에 존재하는 방사성 오염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적용할 기술, 방법 및 활동계획이 기술되어야 하고, 시
설 및 부지 내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해체 방법에 대

한 상세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3. 해체과정 중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자체처분 관련 기술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상의 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부지의 제염 및 복원을 위해 적용될 기술과 활동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제염 및 철거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누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거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실행가능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

어야 한다. 
6.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분포를 측정하여 오염상

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부지복원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 방법 및 절

차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7. 제염해체에 사용될 설비와 장비들을 기술하고 이들의 관리계획이 적절히 수

립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 해체를 위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과 

부지에 적용할 제염해체기술과 활동계획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제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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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활동 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
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

다.

신청자가 제시한 해당시설 해체를 위한 제염해체활동에 관한 기술내용과 관련 자

료를 검토하여 제염해체활동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관련 고시에

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체계획의 제염해체활동에 관한 자료는 적

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16)
2.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3.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4. IAEA SSG No.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5. European Commission(EC) Co-ordination Networ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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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 Experience and Know-how” (2009)

6.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7. USNRC NUREG/CR-2963, “Planning Guid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Decontaminatio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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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8.2절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제염 및 해체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기계재료, 계측전기, 계통 및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8.2 제염 해체 활동(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제염 및 해체)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고 기계재료, 계측전기, 계통 및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지원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제염 해체에 적용되

는 기술, 방법, 근거 및 가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기술, 방법 및 절차 개요 및 

제염목표치와의 부합성 등을 검토한다.
2.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제염 해체에 적용되

는 기술, 방법, 근거 및 가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현장 적용성, 이차폐기물 최

소화 방안 및 작업 절차 등을 검토한다.
3.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제염 해체에 적용되

는 기술, 방법, 근거 및 가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및 산업 안

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다.

검토지원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분야별 검토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상기의 각 검토분야에서 제시되는 제염 철거 등 해체활동에 따른 기존 운영계

통에 영향(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을 주는 정보들이 검토 주관부서, 지원

부서의 검토자에게 제공하여 교차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존 운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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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항에 추가하여 해체활동에 필요한 추가 필요계통(차폐, 환기, 계통/
기기/구조물 제염, 철거 관련 해체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자료 및 기존 

운영계통으로의 영향을 분석한 정보가 검토지원분야 검토자에 제공되어야 한

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를 위해 제시한 제염 및 절단 기술

과 활동계획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

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제염 해체에 적용되

는 기술, 방법 및 절차 선정 시 이용된 방사성물질의 종류, 방사능량, 분포 

및 방사성오염의 정도와 여기에 사용된 근거, 방법 및 가정 사항이 최종해체

계획서 제3.3절(방사선학적 특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제염 해체에 적용되

는 기술,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염 해체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및 절차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선정된 해체전략에 부합하고 유효

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제염 해체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및 절차 개요

   - 제시된 기술, 방법 및 절차와 제염목표치와의 부합성

   - 현장 적용성, 이차폐기물 최소화 방안

   -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최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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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염 및 절단 등의 방법 및 작업 절차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 해체를 위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과 

부지에 적용할 제염해체기술과 활동계획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제염해

체활동 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
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

다.

신청자가 제시한 해당시설 해체를 위한 제염해체활동에 관한 기술내용과 관련 자

료를 검토하여 제염해체활동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관련 고시에

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체계획의 제염해체활동에 관한 자료는 적

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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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5. IAEA SSG No.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6. European Commission(EC) Co-ordination Networ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CND), “Dismantling Techniques, Decontamin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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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 Experience and Know-how” (2009)

 7.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8. USNRC NUREG/CR-2963, “Planning Guid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Decontaminatio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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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8.3절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8.3 제염 해체 활동(토양, 지
표수 및 지하수 복원)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

고 구조부지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지원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등과 

관련하여 기술, 방법 및 절차 개요 및 제염목표치와의 부합성 등을 검토한다.
2.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등과 

관련하여 현장 적용성, 이차폐기물 최소화 방안 및 작업 절차 등을 검토한다.
3.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등

과 관련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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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를 위해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및 

절차 선정 시 방사성물질의 종류, 방사능량, 분포 및 방사성오염의 정도와 여

기에 사용된 근거, 방법 및 가정사항이 최종해체계획서 제3.3절(방사선학적 

특성)의 결과와 일치하여야 한다.
2.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복원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및 절차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체전략에 따른 선량기준에 부합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에 적용되는 기술, 방법 및 절차 개요

   - 제시된 기술, 방법 및 절차와 제염목표치와의 부합성

   - 현장 적용성, 이차폐기물 최소화 방안

   - 복원을 위한 작업 절차

   - 부지복원 상태 및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 해체를 위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과 

부지에 적용할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제염

해체활동 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구

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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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관련 고시에

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체계획의 제염해체활동에 관한 자료는 적

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16)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5. IAEA SSG No.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6. European Commission(EC) Co-ordination Networ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CND), “Dismantling Techniques, Decontamination Techniques,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 Experience and Know-how” (2009)

 7.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8. USNRC NUREG/CR-2963, “Planning Guid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Decontaminatio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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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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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9.1절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해체승인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제9장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5(해체폐기물 등 관리)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계획에 해당되며, 검토자는 제9장의 적합성을 검

토한다. 최종해체계획서 제9.1절의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선원항과 선원항 

결정에 사용된 파라미터, 저장,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
2. 해체승인 이후 사용예정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처리용량 적합성, 방사

성물질 처리 성능, 배출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
3.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액・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주

민피폭선량과 작업자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4.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혼합폐기물과 운영중 발생폐기물

의 관리계획과 해체 영향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법 제70조(처분제한)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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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방사성폐기물 처분제한), 제95조(자체처분 

신고)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66조, 

제85조의15(해체폐기물 관리 등)
5.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1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1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과정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방
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특성)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

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

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을 기술한다.
2.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형태, 발생

량, 방사능량 및 저감방안 등을 기술한다.
3.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및 처

분, 배출 및 감시 계획 등을 기술한다.
4. 해체승인 이후 사용예정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처리용량 적합성, 방사

능물질 처리 성능, 배출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을 기술한다.
5.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체처분 폐기물 발생량 등 및 처리 계획을 

기술한다.
6.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액・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

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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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7.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혼합폐기물의 정의, 범주, 종류, 

발생원, 발생량, 방사능량 및 저감방안 등을 기술한다.
8.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및 방안을 기술한다.
9.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운영중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을 기술한다.
10. 해체 과정에서 운영중 발생 방사성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의 운영기간에 발생한 방사성폐기물과 사용

후핵연료에 대한 해체 착수전까지의 관리방안과 해체과정에 발생할 방사성폐기물

의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방사성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기술사

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

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

획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16)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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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AEA SSG No.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6. IAEA Technical Report Series No.442, “Remediation of Sites with Mixed 

Contamination of Radioactive and Other Hazardous Substances” (2006)

 7. European Commission(EC) Co-ordination Networ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CND), “Dismantling Techniques, Decontamination Techniques,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 Experience and Know-how” (2009)

 8.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9. USNRC NUREG/CR-2963, “Planning Guid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Decontamination” (1983)

10. NCRP Report No.139, “Risk-based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and Hazardous 

Chemical Wast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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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9.2절 고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처분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9.2절의 고

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

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선원항과 선

원항 결정에 사용된 파라미터 등을 검토한다.
2.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 방법 및 품질보증 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검토한다.
3. 해체승인 이후 사용예정인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처리용량 적합성, 

방사능물질 처리 성능 등을 검토한다.
4.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체 방사성폐기물 중 자체처분 폐기물 발생

량, 자체처분 계획 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66조
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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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시 발생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안과 처분인도계획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규제요건에 부합

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발생

량, 방사능량 및 저감방안 등을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

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고체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과 해체전략, 해체방법 및 방사선학적 특성평

가의 부합성

   - 예상 고체 방사성폐기물 종류, 형태, 발생량, 방사능량(핵종분포, 농도 등)
   - 해체 과정에서의 고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저감방안

2.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및 처분 계획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계획(용기 또는 고형화 저장 방안, 저장시설 용량 등)
   - 고형화 처리 방법의 확산 및 누설 방지 여부

   - 방사성폐기물 저장 안전성 확보 방안(저장용기 안전성, 오염확대 방안 등)
   -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인수기준 만족을 위한 처리 계획 등)
   -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분계획 및 인수기준 만족여부

3. 해체승인 이후 사용예정인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에 대해 기술하되, 해
체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고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고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개요

   - 처리용량 적합성 

   - 방사능물질 처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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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폐기물 발생량

4.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체처분 폐기물 발생량 등 및 처리 계획을 

기술하여야 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 시 발생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방안과 

처분계획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고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기

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

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획서의 

고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계획은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16)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5. IAEA SSG No.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6. European Commission(EC) Co-ordination Networ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CND), “Dismantling Techniques, Decontamination Techniques,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 Experience and Know-how” (2009)

 7. USNRC 10 CFR 61.55 “Waste Classification”, 61.56 “Wast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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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Records of waste disposal”

 8.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9. USNRC NUREG/CR-2963, “Planning Guid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Decontaminatio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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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9.3절 액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9.3절의 액

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선원항과 선

원항 결정에 사용된 파라미터, 저장,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
2. 해체승인 이후 사용예정인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처리용량 적합성, 

방사능물질 처리 성능, 배출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
3.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액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주민 

피폭선량과 작업자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66조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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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시 발생되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안과 배출계획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규제요건에 부합하

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습식제염, 파쇄시 분진방지 등)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액

체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방사능 및 저감방안 등을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액체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과 해체전략, 해체방법 및 방사선학적 특성평

가의 부합성

   - 예상 액체 방사성폐기물 종류, 발생량, 방사능량(핵종분포, 농도 등)
   - 저감방안 : 제염수, 비산 및 분진 등 해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액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저감방안

2.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배출 및 감시 계획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

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액체 방사성폐기물 저감방안 및 배출 감시방안 

   -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배출 계획(배수시설을 이용한 배출, 저장조 

용량 및 배수중의 배출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
   - 방사성폐기물 저장 안전성 확보 방안(저장조 안전성, 오염확대 방안 등)
3.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액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

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해체과정에서 신규 설치되는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에 대해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개요

   - 처리용량 적합성

   - 핵종 제거효율 또는 제염계수

   - 2차 폐기물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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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시 발생되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방안과 

배출계획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액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기

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

고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획서

의 액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계획은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16)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5. IAEA SSG No.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6. European Commission(EC) Co-ordination Networ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CND), “Dismantling Techniques, Decontamination Techniques,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 Experience and Know-how” (2009)

 7.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8. USNRC NUREG/CR-2963, “Planning Guid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Decontaminatio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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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9.4절 기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9.4절의 기

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선원항과 선

원항 결정에 사용된 파라미터, 저장,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
2. 해체승인 이후 사용예정인 기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처리용량 적합성, 

방사성물질 처리 성능, 배출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
3.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주민 

피폭선량과 작업자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66조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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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시 발생되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안과 배출계획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규제요건에 부합하

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의 해체과정(습식제염, 파쇄시 분진방지 등)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방사능 및 저감방안 등을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기체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과 해체전략, 해체방법 및 방사선학적 특성평

가의 부합성

   - 예상 기체 방사성폐기물 종류, 발생량, 방사능량(핵종분포, 농도 등)
   - 저감방안 : 제염수, 비산 및 분진 등 해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기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저감방안

2. 해당 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배출 및 감시 계획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

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기체 방사성폐기물 저감방안 및 배출 감시방안 

   -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배출 계획(배기시설을 이용한 배출, 저장조 

용량 및 배기중의 배출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
3. 해당 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

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해체과정에서 신규 설치되는 기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에 대해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기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개요

   - 처리용량 적합성

   - 핵종 제거효율 또는 제염계수

   - 2차 폐기물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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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시 발생되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방안과 

배출계획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기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기

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획서의 

기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계획은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16)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5. IAEA SSG No.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6. European Commission(EC) Co-ordination Networ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CND), “Dismantling Techniques, Decontamination Techniques,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 Experience and Know-how” (2009)

 7.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8. USNRC NUREG/CR-2963, “Planning Guid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Decontaminatio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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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9.5절 혼합폐기물 관리

검토주관부서 : 해체규제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처분규제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단계의 최종

해체계획서 제9.5절에 기술된 혼합폐기물관리에 대해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혼합폐기물의 정의, 범주, 종류, 
발생원, 발생량, 방사능량 및 저감방안 등을 검토한다.

2.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혼합폐기물의 처리, 저장, 처분 등

의 관리계획 등을 검토한다.
3. 처분방안 및 작업자 보호계획 등을 검토한다.
4.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합폐기물 중 자체처분 폐기물 발생량, 자체

처분 계획 등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66조
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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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으

며, 위해물질을 포함한 혼합폐기물 관리방안은 원자력안전법 이외에도 위해물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시 발생되

는 혼합폐기물의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

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시설의 해체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혼합폐기물의 정의, 범주, 종류, 
발생원, 발생량, 방사능량 및 저감방안 등을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 혼합폐기물 관리방안과 해체전략, 해체방법 및 방사선학적 특성평가의 부

합성

   - 아래 사항을 고려한 혼합폐기물 범주에 의한 구분

     ․유독성, 중금속, 생물학적 위험물, 석면,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발화성 

등 처분적합성 미확보 폐기물 

     ․유기용매, 형광폐액 등 자체처분이 불가능한 폐기물

   - 예상 혼합폐기물 종류, 발생량, 방사능량(핵종분포, 농도 등)
   - 저감방안(해체 과정에서의 혼합폐기물 발생량 저감방안 등)
   - 저장시설 용량 적합성

2. 해당시설의 해체단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혼합폐기물의 처리, 저장, 처분 등

의 관리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혼합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 및 배출에 

관한 사항은 본 심사지침의 9.2절, 9.3절, 9.4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다.
3. 향후 처분이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분석, 제염 및 감시 등과 처분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체처분 폐기물 발생량 등 및 처리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5. 석면분진 등 혼합폐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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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의 관리방안에 관한 정

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혼합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

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관련 자

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

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

하고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획

서의 혼합폐기물 관리에 관한 계획은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2016)

 3.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y” (2014)

 4. IAEA SRS No.45,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9)

 5. IAEA SSG No.47,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2018)

 6. IAEA Technical Report Series No.442, “Remediation of Sites with Mixed 

Contamination of Radioactive and Other Hazardous Substances” (2006)

 7. European Commission(EC) Co-ordination Network on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CND), “Dismantling Techniques, Decontamination Techniques,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 Experience and Know-how” (2009)

 8. USNRC NUREG-1757, “Consolidated Decommissioning Guidance” (2006)

 9. USNRC NUREG/CR-2963, “Planning Guid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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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ntamination” (1983)

10. NCRP Report No.139, “Risk-based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and Hazardous 

Chemical Wast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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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9.6절 운영중 발생 폐기물 관리

검토주관부서 : 방사성・폐기물 분야 담당부서 
    지원부서 : 처분규제 및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단계의 최종

해체계획서 제9.6절 운영중 발생 폐기물 관리에 대해 방사성폐기물 분야 담당부서

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중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저장량 및 방사선학적 특성과 방사성폐

기물관리 시설 및 설비 등을 검토한다.
2. 운영중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저장량 및 방사선학적 특성과 관리시설 

및 설비 등을 검토한다.
3. 운영중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인도 또는 자체처분, 저장중인 사용

후핵연료 반출계획 등 운영중 발생되어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9.5절에 따른 

혼합폐기물 제외) 및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66조
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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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운영기간에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심사지침

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운영중에 발생되어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핵종농도에 따른 분류별 저장량

   -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종류, 수량 및 반출계획

   -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시설 및 설비 현황 및 추가 계획

   - 운영중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저장, 처리, 자체처분 또는 최종처분 방안 등)

2. 운영중 발생되어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절차, 해당 

관리시설의 관리 절차, 이로 인한 해체계획 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이 관련 규제 요건, 국가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당시설의 운영기간에 발생되어 저장중인 사용후핵

연료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제시된 방사성폐

기물관리 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

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해당시설 운영기간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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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기술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유

효성과 타당성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검토 및 평가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체계획

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자료는 적절하다고 심사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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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10.1절 해체 전 환경감시

검토주관 : 환경방사선/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 시 최종해체

계획서에 해체 전 시설 주변 환경에서 환경방사선/능 조사계획이 타당하게 기술되

어있는지 검토한다. 

 1. 해체 전 환경감시계획은 시설의 해체 중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설의 

해체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해체 전 환경감시는 환경감시조직, 조
사내용, 조사방법, 기록유지, 품질관리를 기술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2. 해체 중 환경감시계획의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환경영향평가방법, 환
경조사자료의 처리와 해체 전 환경감시계획이 연계되어 있는 지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해체 전 환경감시계획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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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 전 환경감시계획의 기술사항들과 허용

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

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

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체 전 환경감시계획은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환경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선 준위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해체 전 환

경감시계획은 해체 이전 환경방사선/능 조사결과와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

록 수립되어야하며, 해체 중의 환경영향평가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립

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다음 검토절차에 따라 해체 전 환경감시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만
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며 충분한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여야 한

다.

 1. 환경감시계획의 이행, 지시 및 감독하는 참여자의 조직 및 책임을 기술사항을 

검토한다.

 2. 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환경조사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는 지를 검토한다.

 3.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은 해당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환경방사선/능 조사요령"에 참조하여 기술한 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해당시설의 해체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 환경조

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해당시설을 해체하기 2년 전부터 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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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착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5. 방사선 및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종류 및 특성, 측정방법 및 측

정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전처리, 분석 

및 측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는 별표 2의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6. 환경조사의 자료처리는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별로 평균치와 평상시 변동범위

(최소치∼최대치) 설정방법, 유효숫자 자릿수 및 최소검출가능농도의 표기방법

에 따라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7.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업무의 기록유지와 관련한 환경시료, 환경조사결과의 

보관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8. 시료채취 및 운반, 시료전처리,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분석,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안전심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1. 환경감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참여자가 확보되어 있고 환경감시 지

점이 시설을 중심으로 확보되어 있어 타당하다.

 2. 부지 주변의 환경방사선․능의 시료채취지점은 지리적 특성, 시료채취 가능성, 
인구 분포, 기상의 확산특성 및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환경 시료별 

분석주기는 감시핵종과 환경매체의 특성에 따라 연속 감시부터 연간 주기까지 

적합하게 설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3. 환경방사선․능 측정장비와 조사대상 핵종별 및 시료별 절차가 적절하게 기술

되어 있고 측정장비의 특성과 계측시간, 시료량은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를 만족하므로 적정 검출 수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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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조사 자료의 처리는 환경조사 결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유효숫자 

자릿수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자료를 처리하고 있어 자료의 처리방법은 타당

하다.

 5. 해체 전 환경감시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

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환경조사계획)에 따라 

수립되어 있어 시설 해체로 환경방사선/능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해체 전 환경감시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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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10.2절 해체 중 환경감시

검토주관 : 환경방사선/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최종해체

계획서에 해체 중 시설 주변 환경에서 환경방사선/능 조사계획이 타당하게 기술되

어있는지 검토한다. 해체 중 환경감시계획은 해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해체 중 

환경영향을 평가를 하는데 있다. 

1. 부지주변 핵종별 조사대상, 조사지점, 조사주기, 측정 및 분석방법과 절차, 품
질관리 등과 같은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감시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

토한다. 
2. 해체 전 환경감시계획의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환경영향평가방법, 환

경조사자료의 처리와 해체 중 환경감시계획은 연계하여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해체 중 환경감시계획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

한 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

경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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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체중 환경감시계획의 기술사항들과 허

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

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체 중 환경감시는 해체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 부터 환경에서 방사성물

질의 농도 및 방사선 준위를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있다. 해체 중 

환경감시계획은 해체중의 환경방사선/능 현황 및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해체중 환경감시계획의 이행결과는 해체 전 환경현황의 조

사결과와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시설 최종해체 이전 감시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최종해체로 인한 방사선

환경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감시계획으로서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환경감시계

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

한 규정” 및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1. 조사시료, 조사핵종,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시기의 설정에 대해서는 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적합성을 검토한다. 

 2.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전처리, 분석 및 측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에서 제시하는 별표2의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를 만족할 수 있

도록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다.

 3. 조사자료의 처리는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별로 평균치와 평상시 변동범위(최소

치∼최대치) 설정방법, 유효숫자 자릿수 및 최소검출가능농도의 표기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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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4. 환경조사결과의 기록유지와 시료의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을 검토한다.

 5. 시료채취, 운반, 시료전처리,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분석, 조사결과의 해석 및 

통계처리,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한다.

 6. 환경영향평가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단기적 변동, 시설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에 의하여 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 및 검출시료의 

섭취한 것으로 가정하여 피폭선량평가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7. 환경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검토한다.

 8.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조직과 책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시설과 부지특성을 검토한다.

 9. 환경시료 채취, 전처리 및 계측에 사용되는 기기와 장비의 사양, 특징 및 설치

위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부지주변 해체 중 환경감시계획에 대해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

하여 관련요건을 만족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환경감시의 이행계획에 대한 적합성

을 기술한다. 또한 부지주변 해체 중 환경감시계획은 환경특성, 시설특성을 고려

하여 조사항목별 지점, 주기, 핵종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검토 결론으로 기

술한다. 그리고 조사 자료의 처리, 환경영향평가방법, 기록유지, 기기특성 등의 품

질관리계획이 타당성을 확인한 후 최종해체계획 상의 환경감시계획이 적절한 것

으로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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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10.3절 주민에 대한 영향

검토주관부서 :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 

    연계부서 : 구조부지, 방사선방호, 환경방사선/능, 해체규제 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절의 심사지침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폭경로와 피폭

시나리오 등(6장) 검토결과에 따라 개인이 받게 될 피폭선량에 대하여, 원자력안

전관계법령의 허용기준치를 만족하는지를 파악하고 기술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검토 범위에는 동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으로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운영 중인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한 주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검토 연계분야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 6장(피폭시나리오, 선량평가) 연계 검토

 1. 동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에 대한 영향에 대

해 해당 장절의 피폭시나리오 및 선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검토한다.

  필요자료 및 정보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주민에 대한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의 자료와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1. 최종해체계획서 6장 피폭시나리오·선량평가 및 관련 심사 결과

 2. 상기에서 확인된 자료와 정보를 포함하여, 동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

시설 운영으로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운영 중인 원자

력이용시설을 포함한 선량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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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해 주민이 받는 피폭

선량 및 비상계획구역내의 집단 피폭선량을 평가하는데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2. 규제지침 2.2 주민 피폭선량 평가

  기술적 근거

  신청자가 분석한 주민에 대한 영향 평가결과가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방사성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받는 피폭선량에 대한 허용기준치는 

방사성 배출물의 배출량 및 방사선준위가 인근 주민에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정된다. 결정집단 피폭

선량과 원자력이용시설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이 받는 집단선량은 상기의 허용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주민이 받는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2항의 선량기준치와 비교하는데 토대를 두고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해 주민이 

받는 피폭선량 및 비상계획구역내의 집단 피폭선량의 피폭경로 및 피폭시나리오 

등 선량평가 결과에 대해, 6장의 심사결과로부터 확인하여, 동일 부지 내에 다수

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으로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운영 중인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한 영향을 포함시켜 검토한다.

  검토자는 상기와 같이 확인 사항을 이용해서 주민에 대한 영향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다.
   - 해체로 인한 결정집단 및 비상계획구역내 집단 피폭선량 평가결과(6장)와 동

일 부지내 다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여 허용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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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한다.

Ⅳ. 평가결과

  본 최종해체계획서 주민에 대한 영향 심사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
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상의 선량기준치 만족여부와 그 밖에 심사과정에서 검

토한 사항을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KINS-GR-199, 주민피폭선량 평가지침 (2000)
  3. USNRC Regulatory Guide 1.109, “Calculation of Annual Doses to Man from 

Routing Release of Reactor Effluent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Compliance 
with CFR 50, Appendix I, Rev.1” (1977)

  4. USNRC Regulatory Guide 1.111, “Methods for Estimating Atmospheric Transport 
and Dispersion of Gaseous Effluents in Routine Releases form 
Light-Water-Cooled Reactors, Rev.1” (1977)

  5. USNRC Regulatory Guide 1.113, “Estimating Aquatic Dispersion of Effluents 
from Accidental and Routine Release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Appendix 
I, Rev.1”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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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최종해체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제11.0절 화재방호

검토주관부서 : 계통분야 담당부서

Ⅰ. 검토분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 이후 해체승인 신청을 위해 

제출되는 최종해체계획서 제11장 화재방호에 대해 계통분야 담당부서가 검토 및 

평가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종해체계획서에 기술된 화재방호계획의 적합성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허용기준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해당시설 해체과정의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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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과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며,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

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임을 평가해야 한다.

 1. 해당시설 해체 중 화재발생으로 인한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해체계획서에는 화재예방, 화재의 조기 감지 및 진압, 
화재영향의 제한 등 화재방호 심층방어개념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이 기술되어

야 한다. 또한 해체 단계 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임시 가연성 물질 및 

점화원 등의 관리 방안을 포함한 화재방호운영계획이 기술되어야 한다. 해체 

진행에 따른 주요 공정 또는 건물 별 변경사항 발생 시, 화재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방호운영계획서 및 화재위험

도분석보고서의 개정·관리 방안을 포함한 화재방호운영계획이 기술되어야 한

다.

 2. 최종해체계획서에는 해당시설 해체 중 화재방호설비들의 설치·해체·유지관리 

계획, 화재안전작업 관리계획, 화재방호와 관련된 조직의 운영계획(소방대, 비
상대응 등) 등을 포함한 화재방호운영계획이 적합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해체가 진행됨에 따른 시설 현황 및 운영조건 변경을 반영하여 소방대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이 기술되어야 하며, 고온작업에 대한 화재감시인의 임무 

및 책임 등 화재안전작업 관리에 대한 절차가 해체 단계별로 기술되어야 한

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해체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종해체계획서에 기술된 화재방호계획 등에 관한 기술사항들이 관

련 요건과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신청자가 제시한 기술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을 요

구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화재방호계획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된 해체전략, 안전성

평가 및 제염해체활동 등에 기반을 두면서 최종해체계획서에 기술된 화재방호계

획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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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최종해체계획서 상의 화재방호계획이 관련 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가 관련요건과 허용기준을 만족

할 경우에는 최종해체계획서의 화재방호계획에 관한 내용이 적합하게 심사보고서

에 기술한다.

V. 참고문헌

  1. KINS/GE-G001, 원자력이용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지침서

  2.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2014)
  3. IAEA Safety Series Report No. 45, “Standard and format for safety related 

decommissioning documents” (2005)
  4. USNRC Regulatory Guide 1.191 “Fire Protection program for nuclear power 

plants during decommissioning and permanent shutdow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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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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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품질보증계획서 안전심사 지침

부록.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검토주관: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본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 제30조 및 제48조의2제3항
에 의거하여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함)가 제출하는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이하 ‘해체품질보증계획서’이라고 함)’의 기술내용을 검토 및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다음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 품질보증 조직

  2. 품질보증 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서류관리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6.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7. 품목의 식별 및 관리

  8. 특수작업의 관리

  9. 검사

  10. 서류관리

  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급․저장 및 운송

  14. 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 불일치품목의 관리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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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원자로시설의 해체품질보증계획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7조 그

리고 제68조의2에 따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7(해체에 관

한 품질보증)제2항을 만족해야 한다. 상기 조항은 동 규칙 제68조(품질보증 조직) 
내지 제85조(감사)의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해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

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작업공정

에 관계없이 그 사항을 직접 경영층에 보고하고, 품질문제의 제기, 품질문제

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 그리고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기 전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침

서, 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의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 품질보증계획에

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질보증대상이 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 (이하 ‘품질보증대상’이라고 

함)와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조직 및 기능

     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다. 품질보증대상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 내용

    상기 다항의 업무와 관리내용에는 업무별 적절한 장비의 사용, 청결상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적 환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행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의 충족기준 그리고 그 밖에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에 관한 사

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관리, 
특수작업공정, 특수시험, 특수장비, 공구, 숙련도 그리고 검사 또는 시험에 의

한 품질확인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대상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기준이 시방서․도면․절차서 및 

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품질기준을 설계서류에 명시하고 당해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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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방안의 설정

      나. 품질보증대상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부품․장비 및 공

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 검토

      다. 설계공유영역의 확인․조정 및 설계참여 조직간 관계서류의 검토․승인․발
행․배포 및 개정 절차의 확립

     신청자는 설계검토․계산 또는 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점

검하는 등 설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는 다음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원자로물리분석・응력분석・열유체분석 및 사고분석

      나. 재료의 적합성과 가동중 검사・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성 확인

      다. 제3자에 의한 설계의 적합성 입증 또는 점검

      라. 검사 및 시험에 대한 허용기준의 규정

     신청자는 특정한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에 의한 방법을 사

용하는 경우 그 시험계획에 최악의 설계조건에서 당해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상기 설계관리의 방법과 동일한 조치를 하고,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로부터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가 없어진 경우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다른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

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신청자는 자재․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는 기술기준․설계기준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재․기기 또는 용역에 관한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은 자(이하 ‘공급자’
라 함)가 자재․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또한, 신청자는 

공급자로 하여금 구매서류에 상기 규제요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에 관한 규

칙 제85조의17)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보증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

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기기 또는 용역의 특성상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수행방법을 지시서․절차서 또는 도면

에 기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판정기준을 

지시서․절차서 또는 도면에 기술하여야 한다.

  6. 신청자는 구매품목 및 용역이 구매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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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나. 객관적인 품질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

      다. 공급자에 대한 검사

      라. 공급자가 인도한 품목 및 용역의 검사

     신청자는 자재 또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당해 시설에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공급자가 자재․기기 

또는 용역의 중요도․복잡도 및 분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7. 신청자는 자재․부품․기기 및 조립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품목의 제작시부터 사용시까지 제작번호․
부품번호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품목 자체 또는 그 품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표지를 하여야 하며, 자재․부품․기기 또는 조립품 등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 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신청자는 용접․열처리 및 비파괴검사 등 특수작업은 해당 규격․기준․시방서 및 

그 밖에 특수요건에 부합하는 절차서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신청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에 따라 수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검사

대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의하여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요원은 자재・기기 등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공정마다 시험․측정 또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검사를 실시

하되, 직접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작업

방법․장비 및 작업자를 감시하는 간접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는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신청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하는 지시서․절차서․도면 등의 

서류의 작성․변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권한을 부여받은자 또는 부서에 의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작성 승인

      나. 서류가 당해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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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변경한 경우 서류의 변경사항을 최초로 검토․승인한 

자 또는 부서가 이를 검토․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변경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별도로 담당자 또는 담당부

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검토․승인을 받

을 수 있다.

  11. 신청자는 품질보증대상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험이 

시험절차서에 따라 사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시험계획에는 설치전 입증시험, 가동전 시험 그리고 운전시험이 포

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시험절차서에 당해 시험에 대한 시험 선결조건, 시
험에 적합한 기기 및 장비의 준비 그리고 시험에 적합한 환경조건 등을 규

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시험결과와 시험요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확

인 및 평가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신청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계기․계측기 그 밖에 

측정 및 시험장비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정기적으로 교정․관리

하여야 한다.

  13. 신청자는 자재 및 장비를 취급․저장․세척 및 출하하는 경우 작업지시서와 검

사지시서에 따라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특수품목의 취급시 불활성가스 환경․특정습도 및 온도조건 등 특별한 보호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신청자는 해당시설의 각 품목의 검사결과, 시험 및 운전의 상태에 대한 검

사 및 시험 합격여부와 품질보증대상의 운전상태 등을 각인․꼬리표․작업카드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5. 신청자는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부품 및 기기(이하 ‘불일치품목’이라 함)
의 사용이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불일치품목의 식

별방안, 문서화, 격리, 처리 그리고 관련 조직에 대한 통보 등을 포함하는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불일치품목은 절차서에 따라 검토한 후 현

상태사용․폐기․수리 또는 재작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신청자는 고장․오작동․결함․이탈 그 밖에 불일치 사항 등 품질을 저해하는 상

태를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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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품질의 저해하는 상태가 중대한 것인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확인 및 시정조치 결과를 문서화

하여 보존하고 관련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신청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

다.
       가. 작업 및 운전

       나. 운영 및 평가결과

       다. 검사 및 시험

       라. 감사결과

       마. 작업감시결과

       바. 재료분석결과

       사. 작업자․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빙자료

      상기 다항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나.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

       다.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

       라. 합격여부

       마.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신청자는 상기 품질보증기록의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신청자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보존기간, 보존장소 그리고 책임의 소재 

등에 대한 기록보존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신청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 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

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자 중 감사업무에 관

한 훈련을 받은 자에 의하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감사결과가 문서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
청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확인감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규제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며, 따라서 반드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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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서 제시

하는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인허가 신청서류로 제출한 내용 중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해당 내용이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관련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조직 

   1.1.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수행하는 조직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1.2. 조직도 등에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현장 및 외부 단위

조직이 명시되어 있고, 이 중 품질보증 조직은 품질달성 조직으로부터 독

립되어야 한다. 

   1.3. 품질보증 조직이 비용 및 작업공정에 관계없이 안전성관련 사항을 직접 

경영층에 보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품질문제의 제기,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 그리고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독

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 

   2.1. 품질보증계획은 원자로시설의 해체업무 개시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해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도 NUREG-1757에 기

술된 바와 같이 해당 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이 업무 개시 전에 수립되었

음을 확인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2.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 업무, 적용 범위 및 관리방안이 품질보증계

획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품질보증의 대상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업무와 그 안전성에 관한 관리방안에는 업무별 적절한 장비의 사용, 
청결상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적 환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행요건

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의 충족기준 그리고 그 밖에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IAEA GSR Part6과 

SSG-47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영구정지단계에서 해체단계의 과도기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2.3.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조직과 그 기능이 제시되어 있고, IAEA 
GSR Part6과 SSG-47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에게 위임할 경우 해당 공급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

다. 

   2.4. 품질보증계획은 지침서, 절차서 및 도면 등의 서류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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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특별관리, 특수작업공정, 특수시험, 특수장비, 공구, 숙련도 그리고 검

사 또는 시험에 관한 품질확인 등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2.5. 품질보증계획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적절한 숙

련도를 달성,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

다. IAEA SSG-47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급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도 해당 공급자의 적절한 교육 및 훈련 사항을 확

인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6. NUREG-1757에 기술된 바와 같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확인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자격관련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2.7.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야 한다.

   2.8. ISO 1944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 품목/행위을 식별하는 방

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설계관리 

   3.1. 설계 기초, 성능요건, 규제요건, 규격 및 기술기준, 품질기준 등과 같이 설

계에 적용된 설계입력 자료는 식별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3.2.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능에 필수적인 재료·부품·장비 

및 공정의 선정과 그 적용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3.3. 설계공유영역은 식별 및 조정되어야 하고, 설계참여 조직간 관련서류의 검

토·승인·발행·배포 및 개정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3.4. 설계의 적합성은 설계검토의 수행, 대체계산의 사용 또는 검증시험의 수행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설계확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원자로물리분석・응력분석・열유체분석 및 사고분석 

      - 재료의 적합성과 가동중 검사・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성 확인 

      - 검사 및 시험에 대한 허용기준의 규정 

   3.5. 검증시험의 필요성 또는 수행여부는 적절한 합격기준을 포함한 시험계획

에 명시되어야 하며, 시험계획은 최악의 설계조건하에서 수행의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3.6.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상기 설계관리의 방법과 동일한 조치를 하고, 최초

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로부터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로 설계한 자 또는 부서가 없어진 경우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다른 담당

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부

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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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IAEA GSR Part6과 SSG-47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체 기간 중 설비, 장비, 
도면 및 절차서가 발전소 설계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형상관리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4. 구매서류관리 

   4.1. 구매서류에는 품목이나 용역이 구매자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요건 및 품질보증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기술적 요건에는 공급되는 품목과 용역에 적용되는 도면, 시방서, 규격, 기
술기준, 규정, 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4.3. 구매서류에는 공급자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일부 자재·기기 또는 용역의 특성상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4. 구매서류에는 구매자나 지정대리인 혹은 권한을 위임받는 제3자가 품질보

증 감사 및 검사를 위해 공급자의 시설 출입 및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4.5. 구매서류에는 구매자의 검토 및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

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4.6. 구매서류에는 구매품목 및 용역 관련 공급자 불일치사항의 보고 및 처리

방안 승인을 위한 구매자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5.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게 서류화된 지시

서, 절차서 및 도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2.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에는 규정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판정기준을 포함되거나 인용되어야 

한다. 

   6. 서류관리 

   6.1. 품질 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술한 서류의 작

성, 발행 및 변경은 정확한 서류가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2. 서류관리 체계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관리되어야 할 서류와 배부처 

      -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에 대한 책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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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의 승인 및 발행 전에 적합성, 완결성 및 정확성 검토

   6.3. 서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했던 동일한 조직에 의

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다만, 조직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변경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받은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의 검토·승인을 받을 수 있다.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7.1. 구매품목 및 용역이 구매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있다. 이 방안에는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객관적인 품

질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 공급자에 대한 검사 그리고 공급자가 인도한 

품목 및 용역의 검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2. 공급자는 구매서류 요건에 따라 품목이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평

가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방법과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7.3. 구매 품목 또는 용역이 구매서류와 부합함을 객관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7.4. 공급자의 업무 수행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구매 품목 또는 용역의 복잡성과 안전 중요도에 따라 품질감독, 검사, 감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공급자 불일치사항의 처리와 시정조치를 검

토하여 공급자 품목의 품질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5. 구매 품목 또는 역무를 수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공급자의 품질

보증확인서, 공장확인, 인수검사, 설치후시험이거나 또는 이들 방법의 조

합이다. 엔지니어링 및 자문 역무, 설치, 보수, 계획예방정비 또는 유지보

수 작업 등과 같은 순수 역무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기술적 내용 

확인, 품질감독/감사 그리고 구매문서 요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자료의 

검토 등을 통하여 역무의 수락여부를 판정한다. 

   7.6. 자재 또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기준 및 시방서

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당해 

시설에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8.1. 자재, 부품, 기기 및 조립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8.2. 규격, 기술기준 또는 시방서에 식별 또는 추적 요건이 규정된 경우, 제작 

단계부터 사용시까지 제작번호, 부품번호 또는 그 밖에 적절한 품목으로 

품목 자체 또는 그 품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표지를 하여야 한

다. 



- 216 -

   8.3. 품목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9. 특수작업 

   9.1. 작업결과가 공정관리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거나, 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비파괴시험만으로 품질판정이 용이하지 않는 용접, 열처리, 비
파괴검사 등의 공정은 특수작업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9.2. 특수작업은 해당 규격, 기준, 시방서 및 그 밖의 특수요건에 부합하는 절

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9.3. 특수작업 작업자의 자격인증과 절차서 및 장비의 인증은 규정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0. 검사 

   10.1. 품목 또는 업무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가동중인 기기가 지속

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이 문서화되

어 이행되어야 한다. 

   10.2. 합부판정을 위한 검사는 검사대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거나 감독

하지 않은 자격이 인정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0.3. 검사자는 자재·기기 등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공정마다 시험, 측정 또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검사를 실시하되, 직
접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작업방

법, 장비 및 작업자를 감시하는 간접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10.4.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사

항이 공정관리 문서 등의 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10.5. 검사보고서는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검사방법, 검사결과, 합격여부 그

리고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등의 품질보증기록 요건을 만

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1. 시험관리 

   11.1.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험

이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11.2. 시험계획에는 설치전 입증시험, 가동전 시험 및 운전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11.3. 시험절차서에는 시험의 선결조건, 시험에 적합한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시

험에 적합한 환경 조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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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시험결과와 시험요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결과를 서류로 작

성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는 시험자, 시험의 방법 그리고 지적된 결함

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등의 품질보증기록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

어야 한다.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2.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기구 및 기타 측정 

및 시험장비는 허용오차 내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기마

다 교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자, 줄자, 수평기 및 기타 기구 등 일

반 상용 장비는 정확도가 유지되는 경우 교정 및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다. 

   12.2. 정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비는 꼬리표가 부착되거나 격리되어야 한다. 

   13. 취급, 저장 및 운송 

   13.1. 품목의 취급, 저장, 운송은 작업 및 검사지시서, 도면, 시방서, 출하지시

서, 또는 기타 적절한 업무 수행 서류나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어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이 방지되어야 한다. 

   13.2. 불활성가스 환경·특정습도 및 온도조건 등 특별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특

수품목에 대하여는 관리방안이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14.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14.1. 시설의 각 품목의 검사결과, 시험 및 운전의 상태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합격여부와 구조물의 상태 또는 계통 및 기기의 운전상태가 품목이나 추

적 가능한 문서상에 식별되어야 한다. 

   14.2.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는 물리적 구획, 꼬리표나 표지, 작업공정표, 각인, 
검사기록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5. 불일치품목의 관리 

   15.1.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이 부주의하게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15.2. 관리방안에는 불일치품목의 식별방안, 문서화, 격리, 처리 그리고 관련 조

직에 대한 통보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3. 불일치품목은 수립된 절차서에 따라 현상태사용, 폐기, 수리 또는 재작업

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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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시정조치 

   16.1. 고장, 오작동, 결함, 이탈 그 밖에 불일치 사항 등 품질위배사항은 즉시 

식별되어 가능한 빨리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6.2.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6.3.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의 조치결과를 서류화하여 관련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7. 품질보증기록 

   17.1. 해체의 안전성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다음의 기록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 작업 및 운전 

     - 운영 및 평가결과 

     - 검사 및 시험 

     - 감사결과 

     - 작업감시 결과

     - 재료분석 결과

     - 작업자, 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빙자료 

     - 부지의 방사선학적 부지특성 기록 

   17.2. 상기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②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

        ③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

        ④ 합격여부

        ⑤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17.3) 품질보증기록은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17.4) 관련 기술기준 등에 따라 보존기간, 보존장소 및 책임의 소재 등 기록보

존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감사 

   18.1) 품질보증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8.2) 감사자는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 복잡성 또는 특수성과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219 -

   18.3) 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감사자에 의해 절차서 또

는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8.4) 감사결과는 서류화되어야 하며,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8.5) 감사대상 조직 또는 업무의 관리자는 불일치내용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

책을 포함한 시정조치 일정을 수립한 후 감사조직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확인감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해체품질보증계획서의 18개 각 요건이 II항의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체품질보증계획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이 

최소한 기존의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보다 미비하지 않다는 점을 보증할 수 있도

록 평가되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검토자의 판단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평가, 다른 원자로시설에 

대하여 최근에 검토한 자료와의 유사성과 특별한 안전성 문제를 갖는 사항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심사지침서 내용이나 관련 

규제지침에 대한 예외 적용, 대안 채택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

었는지 여부와 타당한 승인 근거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자는 각각의 결론에 대한 근거도 함께 기술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체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18개의 

세부요건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7(해체에 관한 품질

보증)제2항에 따라 동 규칙 제68조(품질보증 조직) 내지 제85조(감사)의 기술기준

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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