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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사업센터에서 수행중인 각 사업 t계통설계， 노심설계， 바파괴평가)의

품질경향성 분석을 통하여 연구소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유효성과 척정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각 사업의 품질보증 시스탬이 점차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수행에 입하는 품질 MInd, QA 절차의 준수， 기록 빛 문서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품질교육의 효율화， 설계확인 시스템의 경제성 제고 등 일부 발견된 문제첩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 강구 빛 예방차원의 사전조치 수행 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품질보증 프로그램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소의 실정에

적합한 최선의 품질시스탬을 수립함으로서 원자력 안전성 확보 빛 선진 기술개발에

품질보증이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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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94년도 품질경향분석을 통한 품질보증 프로그램 평가 종합

1. 재 요

1. 1 범 위

‘ 94년도 품질 경향성 분석에서는， 현재 우리연구소 원전사업센타에서 수행중인 ~SSS

설계사업 (영광 3. 4 호기， 울진 3‘ 4호기， 월성 2, 3, 4호기) , 핵연료 설계사업 (영굉

3， 4호기 초기노심， 울진 3, 4호기 초기노심， 교체노심) 및 비파괴 평가사업에 대하여

품질경향성을 분석하였다. ’ 94년도의 경우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관계로 전체적인 품질보증감사 및 실사 일정이 일부 순연되었

고 따라서 경향성 분석자료가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내. 외부 감사， 실사 및

기타 품철활동 풍의 결과플 토대로 분석이 행하여졌다.

1. 2 목 적

본 품질 경향성 분석에서는

첫째， 각 사업별로 ’ 94년 한해동안의 내. 외부 감. 실사 결과 및 품질활동 내용을 취합，

종합하였고，

둘째， 각 지적사항들에 대해 여러가지 요인별로 빈도수， 발생원인， 경향등을 분석

하였으며、

셋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품질문제접에 대한 대책강구， 예방차원의 사전 조치 및

현 품질시스댐의 개선을 위한 방안등을 강구 하였다.

1. 3 분석방법 빛 제한조건

품질 경향성 분석의 방법으로는 각 사업별로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단

위 결과들을 토대로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다만 각 사업별로 사업 특성 및 현

재까지의 공정진행 정도가 다른 관계로 각 사업의 운척결과를 전처l 경향 판단자료에

균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읍을 밝혀툰다. 또한 본 분석의 주요 Data
로 사용된 감사의 지적사항 건수는 감사의 범위， 감사자의 능력， 감사의 심도 등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지적건수의 많고， 적음이 품질요건의 춘수， 버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념을 밝혀둔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지적건수 그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치 않고 그 지적사항이 포함

되는 품질요건 및 그 지적사항의 발생원인을 구별한다읍 그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을 구하여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2. ’ 94년도에 수행된 QA System 개선내용

2. 1 개선방향 (원칙)

가‘ ’ 93년도 경향성 분석에서 검토된 사항의 적극 반영

(1) 품질 System 재 정립

(가) 설계관리 Sys tern 개선
(나) Engineering Procedure 관리 System 개선

(다) 문서관리 System 개선

(라) QA 기록관리 System 개선

(2) 풍질교육의 효율화

나.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여 System 개선

(1) Write it 11ke we do
현재 하고 있는 Praet ice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System을 수립함.

(2) Simple enough to understand
각종 절차를 가능한한 단순화하여 실수를 며연에 방지함.

(3) Powerful enough to control the process.
중요사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문서화 또는 별도의 확인활동을 요구함.

(4) The system must be based on formality'
Formal ity를 유지하는 방법을 문서화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현재 수행되는 업무를

관찰하여 문서화의 법위를 결정함.

(5) QA Code에 충실

QA Code가 요구하는 진의를 파악하여 Code 요건의 정확한 반영 및 불필요한

요건 배제

(6) 경제척인 System 수랍

(가) Output 이 Input 보다 큰것반 고려함.

(나) 전체척인 입장에서 고려함.

(다) 우리의 현 능력과 수준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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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개선배용의 종합 (첨부 1 참조)

가. 품질보증 요건에 따른 분류

해당장 건수 | 백분율(%)

제 1 장 조 직 0 0
제 2;상 품질보증계획 (교육) 8 4.6
제 3장 성셰관리 110 62 9

l 제 4장 구매-관사의 관리 5. 1
i 써J 5장 지시서， 갤차서 및 도변 17 9.7
제 6장 문서관랴 iO 5.7
제 7장 구매자재， 기기 및 용역의관리 ? 1. 1
제 8장 자재. 부품의 식별 및 관리 0
제 9장 특수 공정관리 0 0
제 10장 검사관리 0 0
제 11 장 시험관리 0 0
제 12장 측정 및 시험기기의 관리 0 0
제 13 정- 취급‘ 저장 및 출하 0 0
제 14장 검사. 시험 빛 운전상태 0 0 」
제 15장 부적합 차지l 빛 부-품의 판리 0 0
제 16장 시정조치 0 0
제 17장 품질보증 지콕 14 8
제 18장 감 사 3 2. 9

쩌1 175 100

변경건수

120

100

90

80

60

40

20

2 3 4 5 6 7 8 9 10 II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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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서에 따른 뻐탐
해당절차 건 수 | 백분율(찌 !

QAP 2. 1 Indoctrination and Training 8 4.6

QAP 3. 2 Control of Design Input 8 4. 6
-

QAP 3. 3 Des ign J때alysis 16 9. 2

QAP 3. 4 Design Veriflcation 4

QAP 3.5 Computer Software

;블션QAP 3.6 Change Control

QAP 3. 7 Design Interface Control 6 3.4

QAP 3. 8 Control of Drawings 30 17

:
QAP 3.9 Specification Control 7 14

QAP 3. 10 Safety Analysis Report (S째) 6 3. 4

QAP 3. 11 Design Output Documents 10 5. 7

QAP 4. 1 Procurement Document Control 9 5. 2

QAP S. 1 Control of Manual and Procedures 13 7.4

QAP 5.4 Cont‘m ’‘I 아f OR앞 ιE때 i‘i빠 ing P.roeν잉lures 4 2. 3

QAP 6. 1 Document Control 10 5. 7

QAP 7. 1 Control 아 n‘t'ur대-뼈 I t없뼈 S、erVl야 e“、 ? ‘’1.‘’’l

QAP 17. 1 Quality Assurance Records 14 8

QAP 18. 1 Internal QA Audits 5 2.9

계 1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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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경목적에 따른 분류

변경목걱 건수 뼈분율

켈차의 합리화 75 42.9

미반영된 요건 신설 13 7.4

요건의 강화 설젤적 요건 이행 확보 29 16.6

예방적 요건 부여 15 8.5

헤석의 오류 방지 (요건의 명확화) 43 24. 6

계 175 100

C
(24. 61£)

A
(42.9%)

범례 A : 절차의 단순화

B : 요건의 강화--r- Bl : 미반영된 요건 신설

I- B2 : 실질적 요건이행

L-- B3 : 예방척 요건 부여

C : 해석의 오류방지 (요건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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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별 비교에 의한 경향 분석

3. 1 요건별 비교 Data

’ 93년도 지척사항 ‘ 94년도 지적사항 백분율의
요 켜'- | 건 수 백분율(%) | 건 수 백분율 (%) 증감율

품질보증계획 (교육) I 33 27 H 40 +13

설계관리 33 27 37 33 +6

지시서，절차서및도면 13 11 17 +4

품질보증 기록 21 17 3 2 -15

문 서 관 리 14 12 9 -:>

감 사 7 5 0 0 -)

~ 직 0

구매문서의 관리 0 o 3 ? +?

합 겨l 122 100 11 ..t 100 0

40

35

30

25

20

15

m

ω

5

품질계획

(교육)

지시셔，절차셔
셜겨1관리 - ‘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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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혈鐵 ’ 94년도 지적사항 백분융

{

?띈폈!

홈질보증

기록
운서관리 감사



3. 2 요건별 비교에 근거한 분석

가. 백분율이 증가한 분야의 고찰

품질보증계획(교육} , 셜계관리， 자시서， 절차서 및 도면 관리분야는 그 백분율이 ’ 93

년기준으로 ’ 94년에 증가하였다. 이는 ’ 94년도에 수행한 품질보증 System 개선시 이

분야에 대한 요건을 강화 또는 변경시킨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건캉화에 의한컷은 그 갤차가 현실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또는 너무 지나

치지는 않는지? 라는 관점에서 재 검토되어， System 개선에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4항에서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요건변경에 의한 것은 QA Sys tern 사용자들이 교육 및 실제 업무를 통하여 따라

와 주어야 할 사항이나 그렇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QA 부서도

교육을 잘못시킨 일단의 책임이 있으며 처음부터 훌륭한 QA Sy:; tern을 수립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 교육 System을 수립，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

한한 QA System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백분율이 감소한 분야의 고찰

문서관리， 품질보증기록관려 빛 감사분야는 ’ 94년에 많이 감소한 분야이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수를 미연어l 방지 할수 있도록 QA Sys tern을 개션한 것애

기인하는 것으로 ’ 94 년도에 수행된 QA System 개선작업이 바랍직한 방향으로 수행되

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 엽무수행 흐름에 대한 고찰

전체적으로 보아 실제 설계를 수행하는 전반단계에서는 지적건수가 늘어난 반면， 설

계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후반 단계에서는 지적건수가 감소하였용을 알수있다.

이와 같은 감소는 ’ 94년도의 품질시스탬 개선이 사후관리 측변에서 긍정척인 효과틀

가져왔음을 의미하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계전반부에 대한 지적사항의 증가는 각 설계자들이 설계수행과 관련된 세부적

인 요건들에 대하여 이해가 미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7 -



4. 원인별 버교에 의한 경향분석

4. 1 원인별 비교 Data (첨부 2참조)

원 인 ’ 93년도 지적사항 ’ 94년도 지직사항 백분율의 증감올(되

대분류 소분류 이7d ~ι~‘ 뼈분찰(%) 컨 수 }백분융뻐 | 소분류 1 디1 분꽉 ;

절차의 불합리 19 16 -15

QA 요건캉화 26 21 24 21 0
Sys tern 1) 미반영된 요건 (2) (2)“ (υ” (‘1)‘,‘I (-1) -15
관련사항 2) 성제적이행확보 (1 7) (1 4) (1 6) (1 4) (0)

3} 예방적요건 (7) (5) (7) (6) (+ 1)

절차서 미숙지 20 16 29 25 +9
서」、-실행관련

실 수 36 30 44 39 +9
사항

해석 오류 21 17 16 14 -3

합 계 122 100 114 100

M‘-
4·

-기

繼드김 9)년도 지적사항 액운융
擁數껑 ’ 94년도 지적사항 액운융

요건강화 실 수 해석오류



4. 2 원인별 버교에 근거한 분석

가 QA Sys tern관련 사항의 고찰

이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전체적으로 ’ 94년에 15%가 감소하였다. 특히 절차의 둘

합리에 기인하는 지적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System이 많이 개선도

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요건강화에 의한 사항은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7

필요하다 (다항 참조)

나. 실행관련 사항애 대한 고찰

이에 해당하는 원인중 해석의 오류애 의한것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실수 몇 절차서으:

마숙지에 기인하는 지척사항은 18%나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의 미비 또는 QA Mind의 미흡으로 밖에 설명할수 없다.

따라서 교육 System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요건강화에 대한 고찰

QA 요건이 아무리 까다롭고 또한 그 절차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이를 지커면서 업투

를 수행함은 모든 참여자의 기본적인 자세라 하겠다.

따라서 요건강화에 의한 지적사항의 발생이란 있을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즈

사항은 실행상의 문제로 파악됨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QA Sys tern을 수랍하는 담당자로서 System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븐

분석해서는 ’ 94년도에 변경된 QA System어1 기인하여 발견된 지적사항은 모두 요천깃·

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요건강화에 의한것은 Data에서 보듯여 미반영된 요:

의 추가， 실재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추가 및 예방적 차원에서 요건을 부상

한 것으로 세분할수 있다.

이중 실제적 이행확보와 예방적 요건부여에 의한 것이 24건중 23건을 차지하고 있듀

며 이의 검토 검토 결과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QA System 사용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틀이었다. 따라서 교육의 문제로 귀결될수 밖석

없다.

다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6항과 같은 System적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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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장기 3 ， 4항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5. 1 QA System

l 가 QA System은 절차거 단순하여야 한다.

나 QA System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다 QA Sys tern은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한다.

이상의 결론에 충실하기 위하여 품질기술실에서는 QA System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

지하게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근간을 흔드는 대폭적인 변경은 피하여야 한다.

5. 2 교육 System

가. 현재 사용중인 교육방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 집합 교육 (Class Room Training)

(가) 현 황

’ 93년도 품질 경향성 분석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QA 교육에 J 잘 참석하

시 않는 분제와 적극적이지 못한 교육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

여 소속부서를 구분하지 않는 집합교육에서 각실 방문교육으로 교육방식

을 변경하였다. 또한 QA 요건 전달위주의 교육에서 전달교육후 토론 위

주의 교육으로 변경하여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방법보다는 월등히 교육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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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및 대책

o 몇백 Page가 되는 QA 절차를 8시간의 집합교육으로 모두 숙지케 하는

것은 근본적흐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합교육후 각 실별로 Seminer를

한다든가 또는 자습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잘 수행되지 못하였다.

o 강사에 대한 높은 신뢰는 그 교육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QE실 요원들이 설계자로부터 받는 신뢰는 그러 높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강의 경험도 미천하다. 따라서 ‘ 94년도에는 l인이 캉의를

하지 않고 집단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방법과 외

부강사를 활용하여 수강자로 부터 신뢰를 확보쿄자 노력할 것이냐 근본

적으로는 QE실 요원들의 실력이 월등히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o QA 요건에 대한 기본치식도 부족하고 QA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틀에 의하여 토의 진행이 방해 받은 사례가 척지

않았다. 따라서 세부적인 절차의 교육전에 QA Mind를 조성할수 있는 기

본적 Q:\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o 향후에 발생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시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강자들이 무관심하였다. 따라서 주기적인 교육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Self-study

(가) 현 왕

자기업무 수행에 필요한 QA 요건을: 스스로 공부하여 그 결과를 자기의 개

인 교육훈련기록서에 기록토록 하고 있으며 Self-Study 실시에 대한 승인

이 필요하다고 판단휠 경우 분야책임자가 Self-study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대책

설쩨로 QA 요건에 .대한 Self-study 를 하지 않고 QA 감사 지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교육 훈련기록서에 실시 서명만 함으로 업무가 적절치 못하게

수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Self-study 의 범위 및 깊이에 대

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그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실제로 Study를 했는지， 했다면 그 성취도는 얼마인지 하는 사항

을 상위자가 필히 확인케하는 System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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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JT(On the Job Tlainlng)

(가) 현 황

우리 연구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OJT의 방법은 OJT를 받는 대상자가 작성

한 서류에 대해 업무상위자가 서류를 검토 또논 승인하거나 저J 3자에 의

하여 설계획인을 실시케하눈 적콕적 방법이 있고. 이의 보완적 방법으로

분야책임자가 QA Coordinator 를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QE실 요원과 질의/

응답케 하는 방법 이 사용되 고 있다.

(냐) 문제점 및 대책

QA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 빛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있으며， 신입소원을 QA Coordinator 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문

제의 사전파악여나 예방 능력이 떨어지며 잘옷에 대한 수정권한도 미홉하

다. 또한 내. 외부 감사시 수감자 대표역을 수행함으로서 지적사항이 양

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검토 및 승인자에 대한 실무교육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QA Coordinator 는 팀장급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사랍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5. 3 개선방향

가. 팀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QA 개념교육 실시

펀위있는 외부 강사흘 초빙하여 QA 개년에 대한 교육을 질시하고 핵심적인 QA 요건

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요건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QA 감사를 통한 교육강화

감사 전， 후 회의를 통하여 QA Mind를 조성하고 감사 지적사항의 Follow-up 과정중

밥생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빛 현장 확인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함으로서 QA 감사 제도가 유사한 잘못을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실

제적 교육방법의 하냐가 되도록 운용한다.

다. Self-study 의 확인 강화

Se lf-s tudy의 설시여부를 분야책임자가 확인하여 문서화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이

흘 요건화 함으로서 형식적인 교육을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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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QA Coordinator 활용제도의 보완

팀장급 이상의

Coordinator어1~1

록한다.

실무 경험자를 QA Coordinator 로 지정토톡 제도화하고 QA

실무차원의 QA 교육을 우선적으로 설시하여 전달 교육이 실시 되도

01. QA 업무에 실제 참여룰 통한 교육 실시

QA 내부감사시 설계팀장을 참여토록 하여 타 설계분야에 대한 좋고 나쁜 Practices

를 섭렵토록 함으로서 차지분야의 설계흘 개선토록 자극하고， QA 요건의 확실한 이

해를 도우며， QE요원과 설계요원간에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바· QA실 요원의 자질향상

업무의 질적향상과 캉의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QE실 요원들은 꾸준히 자기개발

에 노력하여야 한다.

6. QA System 추가 개선을 위한 제안

6. 1 교육관련 System

가.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에 대한 QA 개념교육

o QA 2. 1 Rev. 2 3. 1. 2항 끝에 "d) basic concept of quality assurance. ’를 추가함.

o QA 감사시 품질관련 서류의 검토 및 숭인자에 대한 개인교육기록을 검토토록 함.

나· QA 감사를 통한 교육강화

QAP 18. 1 빛 QAP 16. 1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

다· Self-study의 확인 강화

o QAP 2. 1 Rev. 2, 3. 2. 3 항 다읍에 다음 조항을 삽입함.

Each Dep’ t Manager sha 11 check that each person of his department has

completed the required indoctrination encure that the necessary

indoctrination has provided to the related person by his signature on the

available column of the Individual Training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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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QA Coordinator 활용제도의 보완

o QAP 2. 1 Rev.2 , 3. 1. 5 항 다음에 다음 조항을 삽입함.

Each Dep’ t Manager shall deslgnate a persoll who has higher level than or

equal to Team Leader as QA coordinator and have him coordinate \\ith QE

Dep’ t eng inee r.

반· QA 업무에 실제 참여를 통한 교육실시

적절한 설계팀장을 선별하여 설계팀장에게 QA 감사 기법을 교육시킨후 내부 QA 감사

팀에 설계팀장을 포함시킴. (절차서 변경 불필요)

바· QA실 요원의 자질향상

QE설 요원은 자기개발 Program을 수립동}여 실천하며. QA 코드해성 및 교육훈련 기법

에 대한 외부교육을 수강함. (절차서 변경 불필요)

6.2 설계관련 System

가. 설계입력확인 문서화 보강

o QAP 3. 2 Rev. 1, 3. 2항 다음에 다음 조항을 삽입 함.

The Cognizant Engineer shall conside'r all the applicable items on the

lis t. The consideration results of Table 3.2-1 shall be recorded on the

appl icable column of the Design Verificat ion Checkl is t. Table 3. 4-1 in QAP

3.4 and checked by the team leader during the team leader re、 le\\ process

나. 셜계확인 시스댐의 경제성 제고

a DDS2 문서가 설계확언과 무관함을 보장하기 위해 QAP 3. 4 Rev. 1, 2. a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This procedure is applicable to the safety related design activities for

various project but may not be appl icable to the des ign 5 tatus 2 or 3

(DDS2 or DDS3) informat ion docum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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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문서관리 관련 System

가. 팀장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검토요건 규정

o QAP 6. 1 Rev. 1, 3.6항 끝에 다음요건 추가함.

If the document is prepared by the team leader, then the document shall be

reνiewed by the appropriate indicidual other thatn the team leader

나. 독립검토자의 검토의견 문서화 시스템 수립

o QAP 6. 1 Rev. 1, 3. 5. 1항중 ’ Exhibit 1) ... judgements"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Exhibt 1) to each department which is identified in applicable procedures

and/or related interfacing departments In addition, if the document is

safety related, the DDAshall also be distributed to IR.

다. 품질보증절차내의 양식사용시 공란 기록에 대한 기준 설정

o QAP 6. 1 Rev. 1, 3. 8항 끝에 다읍내용을 추가함.

When a certain form is used in documents or drawings, all the blanks on

the form should be filled out. If any blank on the form is not necessary,
’ N/A‘ should be written down.

라. 외부 연계업무 문서의 추적성 보장

o QAP 6.2 "Interface Document Control ’를 신규로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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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광 3, 4 호기 NSSS 설계

1. 개 요

연구소는 1987 년 한충(주)와 영광원자력 3, 4 호기 원자로계통 셜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수행방법으로 국외 하도급계약자인 미 CE사와 원자로계통 셜계 기술전수 빛 핵

종기 공급 계통 공동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1986. 12 월부터 약 2 년에 걸쳐 예비 공동

설계를 수행하였고 1990 년부터 현재까지 최종공동설계룰 수행해오고 었다.

본 품질정향생분석의 목적은 1994 년도 영광원자력 3, 4 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에 관련하여

소내， 외의 품질감사， 실사등의 품질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품질의 경향을 파악

하고 이를 통해 품질시스탱이나 설계업무의 운쩨점을 도훌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나은 품질을 확보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떼 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소내 및 소외에서 공급자롤 질사 또는 감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캅사를 받운 내용들율 종합하여 감사유형벌， 품질기준별， 세부원인별 분석올 하고， 그

분석결과로 셜계품질보증활동을 강화하고 예방품질활동을 통해 우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구 분 감사실시기판 T‘ 감 ~ 적 감사범위 기 간 결 과

한 져‘- 영 광3 ， 4 NSSS 셜 계 NSSS 셜계 S. 31 - 9. 3
외부 수감

한 종(주) ’ • 10.10 - 10.11

내부 감사 품질기술실
. ’ 8.23 - 12.31 지적사항 7

공굽자캅사 ’ ABB - CE 영광3 ， 4 NSSS 11. 14 - 11. 19 지적사항 4
공통설계

표 1. < 94 년도 품질감사 및 수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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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4 년도 품질보증감사 및 실사현황

’ 94. 1. 1 일부터 12. 31 일까지 영광3 ， 4 호기 원자로계통설계 품질보증시스탬 및 품질관련

활동에 대한 외부품질감사가 한전 1 회， 한충 1 회， 총 2 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편， 원전사엽단 QAM & QAP에 따른 내부품질감사가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되었고， ABB-CE

에 대한 감사가 1 회 실시되었다. (표 1 창조)

3. 품질경향성분석

1) 감사 유형별 지적내용 분석

-내부감사 : 7 건 (64 %)
-공급자감사 : 4 건 (36%)

2) 품질요건별 지적내용 분석

-교육훈련 : 7 건 (64%)
-설계관리 : 4 건 (36 %)

3) 요건별 세부내용 분석

·개인교육훈련 미실시 : 1 건 (9%)

-Job DescrIption 중 Indoctrination & TraIning 항목에서 TAP, EP누락 : 6 건 (54.5%)

-셜계확인 미홉 : 2 건(1 8.5%)

-설계연계업무 미홉 : 1 건 (9 %)

-문서판리 : 1 건 (9%)

4) 원인별 지적사항 분석 : ()안은 전체발생수에 대한 백분율

(1) Sys tem 적 문제 점

가. 요건강화에 의한 것

-실제적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에 의한 것 - 1 건 (1 4%)

(2) 실행장의 문제점

가. 절차의 미숙지 - 5 건 (72%)

나. 해석의 오류 - 1 건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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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년도 대버 시스햄 개션에 의한 효과 비교

1) 요건별 비교

요 건 93년 치척사항 94년 지척사항 백환율의 증감율

건 7/li- 백환율 견 -ι‘「 백분율

철계관리 12 -12

품질보충계획 3 38 7 100 ""62

품질보증거복관리 2 25 -25

품질보충감사 2 25 ‘ 25

계 8 100 7 100

〈표2. 천년도 대비 요건별 버교표〉

위의 표2는 시스댐 개션에 의한 효과를 ’ 93 년도와 대조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표는 시스댐 개션 후 지적사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94 년도의 지적사항 7 건중 6 건

교육훈련 미비요인이었다. 시스댐의 개선으로 다른 요건에서는 지적사항이 줄어들었지만

교육훈련항목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절차서의 미숙지가 7。

이장의 원인올 차지하였다. 즉， 절차가 어려워졌거나 요건이 쓸데없이 추가되었다거나， 또

는 인간공학적인 면에서 사람틀이 실수하기 엽게 절차가 설정되지 않았는지등 추정가능한

여러 요인들에 대해 점겸해 보았으나 불필요한 요건이 추가되거나 절차가 복잡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과거 꼭 수립되었어야 할 요건 및 절차가 금번 사스탬 개선에 반

영되었으나 설계자툴의 절차서 미숙지로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다.

한펀， ’ 93 년도에 발생되던 설계판리부문 및 품질기록관리， 품질감사와 판련한 지적사항은

’ 94 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다. 요건별로 볼때， 설계관리부문에서 -12%，품질보증기록관리

에서 -25%，품질보증감사에서 -25% 로써 지적사항발생감소효과툴 보이고 있다. 즉， 시스댐

개션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댐개션의 예로，설계확인요건에

서 Design Verification 표시방법이 모호했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품질기록요건에서는 구

절차장 QA Record 대상물 중 코드에서 요구하지 않는데도 QA Record 로 지갱되었던 대상툴

을 과잡히 QA Record 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절차를 보다 간연화하고 단순화한 컷 등이며

여기에서 지적사항 발생감소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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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3 , ’ 94 년도 지적사항 원인에 따른 비교

원 인 93 년 지적사항 94 년 지적사항 백분율의 증감율

대분류 」A-1arTEr 김~9-‘ 액분율 건수 액분율 소분류 대분류

내 용 (%) (%)

시스탬 적 절차의 복잡성에 4 50 ‘ 50
인 문제정 기인한 것

요건강화에

의한 것

1) 미반영요건추가 -36

2) 실제적이행확보 H +14

3) 예방적요건부여

실행상의 실수에 의한 것 12 -12
문제점

2 절차서 미숙지 12 5 71 +59 +36

3 해석의 오류 2 26 15 -11

총계 8 100 7 100 0 0

〈표 3. 전년도 대버 지적사항 발생원인 비포표〉

위의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 94 지적사항발생수 중 가장 많은 수률 차지하고 있는 원인운

전년대비 59% 의 증가를 보이고 었는 l 절차서 미숙지’의 원인이다，

이것은 각 설계자들이 바뀐 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이해노력이 부좀하다는 것을 뭇한다.

’ 94 5‘ 20 - 6.2 일까지 개정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에 대한 각 분야별 교육이 실시되었

다는 것을 감안하면 각 설계부서의 절차에 대한 관심 빛 적용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개정된 절차는 절차의 복잡함이 감소되면서 그 발생수가 -50%로써 지적사항발생감소효과률

보이고 있는데 이것윤 바람직한 일로 판단된다， 한편， 요건의 춘수 즉， 요건이행의 확보툴

위하여 절정된 절차에 의해 지적사항이 14% 늘어난 것은 절차수립시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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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영광 3 ， 4호기 NSSS 셜계는 ABB-CE 의 품질보증계획 및 판련품질문서 (QPM-l & QPM- 1. 1) 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고 QA활동의 총체적인 잭임이 CE에 었는 만큼， 연구소 QA는 이 계약요

건에 따라 영광3 ， 4 NSSS 셜계의 QA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업장에 있다.

풍시에 영광3 ， 4 NSSS 셜계조직 역사 원전사엽센터내 조직이므로 포괄적의미에서 KAERl NPC LWR

NSSS QAP 에 맞추어 품질활동융 추진할 것이 요구되며 특히 교육훈련 및 감사부문운 KAERl

NPC LWR NSSS QAP 따료도록 되어 었다. 내부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외부감사 수감중

에 미홉했던 부분을 종합하자연， 셰부원인별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갇이 영광3 ， 4 호기 NSSS

셜계 품질보증활동에서는 아래와 강운 부문의 QA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1) 효율적 교육방안확보 빛 확인활동강화

표육훈련장황 및 수립된 교육계획혜 따른 실질적인 교육실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반적 S로 셜계자틀이 품질요건 (J ob Description 작생방법 등) 을 찰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즉， 요건의 배청과 이유에 대한 이해도률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각 분야 대다수 공통으로

지쩍된 사항인 교육부문의 머비점의 톨출은 이번에 새로 수립된 절차에 대환 이해도가 낮다

는 것율 증명한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지속쩍 교육이 계속되어야 할 컷으로 생각된다.

2) 설계자 각자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설계품질의 확보는 어는 한사랍 품질 담당자의 문제가 아닌 설계자 개인들이 각자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품질요건에서 이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이라는 사고률 버리고 맡겨진 설계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QAP에

서 요구하는 코드， 각종 품질요구사항등이 필요함울 인식시키도록 한다. 좋은 설계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설계자들이 스스로 품질활동을 수행해야겠다는 자율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3) 각 분야별 셜계룰 수행하고 있는 분야책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실척으로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충 하나로서 각종 프로젝트툴 수행하고 있는 각 사

엽 및 분야에서 분야책임자가 판심을 갖고 먼저 품질확풍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예률 들면 분야책임자의 교육훈련상황이 누락되어 있는 갱우가 허다한 데 이것은 무판심율

반영하는 것이다. 분야책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쩨률 가짐과 동시에，각 셜계자들이 품질

절차를 잘 이해하고 요건을 따르도록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할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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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정된 철차에 대환 신속한 적용노력이 요구된다.

개정된 절차는 코드에서 요구하는 필수요건융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우리 설계

부 여건을 감안한 비교적 쉽고 단숨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었다. 아무리 좋은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설계자들이 신속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개정된 절차의 효과는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영광 3, 4원자로 계통설계는 이미 설계가 거의 생공적으로 끔난 시점이므로 큰 문제점

는 없었다. 특히 한전 및 한중등에서 시행한 외부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반드시 모든 부문에서 품질보증업무가 잘 수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내부감사에서도 영광3 ， 4호기 NSSS설계 품질보증활동어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지적건수가 적은 것은 절술한 바와 같이 품질보증활동 자체가 ABB-CE의 책암하

에 수행되고 있으며， 한원연 내부적으로 수행 활 수 있는 활풍은 궁육， 감사퉁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광3 ， 4 원자로계통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셜계자들이 품질보증절차에 따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큰 문제점이 없이 비교적 만

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한가지 청향성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유념해야 황 사항은 여러유형의 감사활동이나 점검

형가에서 감사의 한계생과 시간적인 제약등으로 인하여 감사의 여건과 상황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그 분야가 만쭉하다고 단정

활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품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지적

사항 및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더 많이 나타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설계판리 및 교육훈련부문을 쩨외한 기타부문 또는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

기타분야에서도 품질요건에 따른 품질절차 숙지 빛 이의 적용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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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육판련 SYSTEM 개션을 위한 제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선이 요구되는 교육훈련부문의 개션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팀장급 이상의 책임자에 대한 QA개념교육

-QAP2.1 REV.2 , 3. 1. 2항끝에 ’ d)basic concept of quality assurance ’ 를 추가함.

-QA 감사시 품질관련서류의 검토 및 승인자에 대한 개인교육훈련기록을 검토하도록 함.

2) QA 감사를 통한 교육강화

QAP 18. 1 및 QAP 16.1 요건 을 철 저 히 춘수함

3) Self - study 의 확인 강화

-QAP 2. 1 REV.2 , 3.2. 3 항 다음에 다음조항을 삽입 함.

Each Dep ’ t Manager shall check that each person of his department has completed

the required indoctrination and ensure that the necessary indoctrination has

provided to the related person by his signature on the available column of the

Individual Training Record.

4) QA Coordinator 활용제도의 보완

-Qap 2. 1 REV.2 , 3. 1. 5 항 다읍에 다음조항을 삽입함.

Each Dep ’ t Manager shalt designate a person who has higher level than or equal

to Team Leader as QA coordinator and have him coordinate with QE Dep ’ t eng Ineer.

5) QA 업무에 실쩨 참여를 통한 교육실시

적절한 설계팀장율 션별하여 설계팀장에게 감사기법을 표육시킨 후 내부감사팀에 설계

팀창을 포함시컴. (절차서 변경붙필요)

6) QE 실 요원의 자질향상

QE 실 요원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융 수립하여 실천하며， QA 코드해설 및 표육훈련기법에

대한 외부교육을 수강함. (절차서 변경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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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울 진 3" 4 호 71 원 ~l-로 겨1 통 설 겨1

1. 개요

본 품질경향성 분석은 울진 3, 4 호기 원자로계통설계업무와 관련하여 ’ 94 년도에

수행된 내부품질보증 감사결과 와 한전품질보증감사 수감결과， 한중품질보증감사

수감결과 및 해외공급자 (ABB-CE) 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발생된 지적사항들을 종합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대상은 ’ 93 년도에 수행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 94 년도

지적사항을 품질요건별， 결합원인별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 94 년도에 발생된 지쩍

사항들을 종합하여 품질요건별 원인별로 결함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품질시스댐 개션방안올 도출하였다. 즉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설계품질활동

및 품질보총 시스댐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이률 토대로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옥척을 두고 본 경향생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품질보증감사 현황

1) 내부품질보증감사 현황

’ 94 년도 내부감사는 ’ 93 년말부터 ’ 94 년 전반기에 걸쳐 전면 개정한 품질보증

계획서 및 절차서흘 내부 피감사부서에 집합교육이 아닌 현장교육을 통해 품질표

로그햄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시킨후 ’ 94 년 8월이후에 실시되었다.

개정된 계획서 및 절차서의 내용은 코드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킴과 동시에 보다

체계척이고 일판생있는 프로그햄을 만틀기 위한 취지로 충분한 검토률 거쳐 개정

하였다. ’ 95 년도에 수행된 품질보증감사 결과 발쟁된 지적건수는 모두 33 건이며

현황은 표 I과 같다.

구분 감사 법위 기간 결과

품질보증 울진 3 ， 4 호기 ’ 94/8/23 지적사항 20건

감사 원자로계통설계 및 ’ 95. 1. 31 권고사항 13 건

사업관리

표 1. 1994 년도 내부품질보증감사 및 실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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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품질보증감사 현황

’ 94년도 외부공급자 (ABB-CE) 에 대한 품질보증 감사에서는 표2에서와 갈이 l 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그내용은 셜계판리 사항으로서 셜계검증의 미비점에 기인한

지적사항으로 현황은 표 2와 같다.

구분 감사 범위 기간 결과

품질보증 울진 3, 4호기 ’ 94111114 - 지척사항 1 건

감사 원자로계통설계 및 ’ 94.1 1. 18
Joint work ActiVIty|

표 2. 1994 년도 내부품질보층감사 및 실사 현황

3} 외부품질보증감사 수감 현황

’ 94 년중 한원연에서 수행된 원자로계통셜계 및 사업판리 업무와 관련하여 모두

2회의 외부 품질보층감사률 수감하였으며 모두 12 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다.

외부 풍질보증감사 수감현황은 표 3과 같다.

감사기판 감사 범위 기간 결과

헌-전 울진 3, 4 호기 8131 - 913 지적사항 12 건

왼자로계통설계 및

사엽관리

한충 울진 3, 4호기 10110 -10111 지적사항 없읍

원자로계통설계

표 3. 1994 년도 외부품질보증감사 수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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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경향생 분석

품질경향생 분석은 크게 2 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는 금년 상반기에 절차서를 단순화 하고 코드요건을 강화하며 체계적이고

일판생 있는 품질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계획서 및 절차서률 대폭 개정하여 ’ 94 년도

감사가 수행되었다. 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 93 년도 대비 ’ 94 년도 지적사항

을 품질요건별 및 원인별로 비교， 검토하여 시스댐 개션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고，

풀째는 상기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률 찾아내어 이에

대한 구체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 시스댐 개선에 의한 효과 분석

시스댐 개션에 의한 효과분석율 위하여 ’ 93 년도 지적사함과 ’ 94 년도 지적사항을 품질

요건별， 왼인별로 비교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와 캅다.

(1) 품질요건별 비교

풍질보증 요건별 분류 ’ 93 년도 지적 ’ 94년도 지적 증감율

‘~4- 빽분율 건수 백분율

품질보종프로그램 12 37.5% 12 26.1% -1 1. 4%
설계판리 11 34.4% 22 47.8% +13. 4%
도면， 절차서， 지시서 - - 4 8.7% + 8.7%
문서판리 2 6.2% 6 13.0% + 5.8%
품질보증 기록 7 21. 9% 2 4.4% -17.5%

총 계 32 46

표 4. ’ 93 년 대비 품질요건별 지적건수 비교

상기 표 4률 통해볼때 전반적으로 ’ 93 년대비 지적사항이 ’ 94 년도에 증가하였

읍을 볼수 있다. 그러나 감사의 지적사합 건수는 감사의 범위， 갑사자의 능력， 감사의

심도등에 따라 변화는 것이므로 지적건수의 많고， 적옴이 품질요건의 준수， 비준수률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장기 표 4에서 특히 증가율이 콘 설계판라는 개정된 절차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휴과 절차셔 준수미비로 인해 발생된 컷으로 품질확인 활동의 강화와 체계적인

현장 교육융 통해 향후 점차 감소하리라 보며 문서판리의 증가는 금번 절차서 개쟁을

통해 전반적인 문서판리 요건을 보다 강화한데 그 원인이 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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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립 1 운 ’ 93 년대비 품질요건별 지적건수률 그래프로 비교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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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 • 흩홈톨~ .률톨l 219 口에/녀L도
20 -
15

10 11훌훌 | 團톨 8.7

5

0

품질보증프로 설계관리 도연，쩔차서，지 문셔판려 풍질보증가쪽

그랭 시셔

그렴 1. ’ 93 년대버 품질요건별 지적건수 비교그래프

(2) 원인별 비교

원인별 분류 ’ 93 년도 지적 ’ 94 년도 지적 증강율

대분류 소분류 건수 빽분율 건수 백분율 소분류 대분류

1. 절차의 복잡생 3 9.4% 0 0.0% -9.4%

시스댐

2. 요건 강화

적인 -7.4%
1) 미반영된 요건추가 0 0.0% 0 0.0% 0 ‘ 0%

문제정 2) 실제적 이행확보 6 18.8% 9 19.6% +0.8%

3) 예방적 요건부여 3.1% 2 4.3% +I. 2%

실행장의 1. 실 수 6 18.8% 12 26.1% +7.3%

+7.4%
2. 미숙지 11 34.3% 16 34.8% +0.5%

문제점

3. 해석 오류 5 15.6% 7 15.2% -0.4%

총 계 32 100.0% 46 100.0%

표 5. ’ 93 년 대비 원인별 지적건수 비교{내용 청부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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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5에서는 ’ 93 년 대비 원인별 지적사항을 크게 시스댐적인 문제와 절차셔

실행상의 문제로 구분， 비교하고 있는데 ’ 94 년도는 지적내용이 ’ 93 년도에 비해 서스댐

적인 문제는 줄었으나 실행상의 문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개쟁작업율

통해 절차서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계자틀이 절차서의 적용준수에

있어서 다소 미비하기 때문으로 분석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운 품질확인 활동 및 교육을 통해서 또는 설계자들 스스로

품질보증 요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게 되면 지적사항이 다소 감소하리라 생각된다.

아래 그림 2에서는 ’ 93 년대비 결합원인별 지적건수률 그래프로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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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93 년대비 원인별 지적건수 비교그래프

2) ’ 94 년도 감사결과 분석 빛 향후 개션사항

(1) 품질요건별 지적사항 분석

본 분석에서는 ’ 94 년도에 지적된 전체 품질결합 요인을 내. 외부 감사 구분없이

일괄하여 요건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션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

하였다. - 27 -



표 6는 지쩍건수를 품질요건별로 분석하고 있다.

품질보증 요건별 분류 ’ 94 년도 지척

f11l -/‘「 액분율

품질보증프로그램 12 26.1%
설계관리 22 47.8%
도변， 절차서， 지시서 4 8.7%
문서관리 6 13.0%
품질보증 기록 2 4.4%

훌。 계 46 100.0%

표 6. ’ 94 년도 품질요건별 지적컨수 현황

상기 표 6의 품질요건 분석에서는 셜계관리 분야의 결함이 47.8 %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품질보증프로그램분야가26. 1 %, 문서

판라 분야가 13.0 %를 차지하여， 발생 빈도가 많은 상위 3 개 분야가 차저하는

비율이 전체의 86.9 % 엄율 알 수 있다. 셜계관리 분야의 결함율 47.8 %는 전

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결함내용은 주로 개정된 절차

셔의 요건 불이행이 대부분율 차지하고 있다. 빈도수가 두번째로 많은 품질보증

프로그햄분야는 주로 교육 및 훈련분야로 주의툴 지움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품질보증 교육의 미비는 그 자체가 결함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포다른

결함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내용에서 특별히 품질보증

표육 및 훈련 분야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은 계약요건이나 기술요건 및 업무와 관련

된 절차셔들에 대한 교육요건 명시 빛 이에 대한 훈련비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항은 셜계엽무의 기본요소플로서 반드시 사정되어야 활 사항들이다. 문서판리에

대한 지적율이 높은것은 문서의 작생， 동록， 배포등 추적관리룰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소훌히 하기쉬운 사항들로서 이는 품질확인 활동율 통해셔 뿐만아니라

셜계자들 스스로 문서판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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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분석을 통해 향후 개션할 사항으로서 부분적으로 품질시스탱을 개션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첫째 QAP. 3. 2 셜계입력 판려의 셜계입력자료 적합생 검토에서

텀장의 검토가 한번더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외부와의 연계관리 업무를 원할히

하고 연계업무에서 발생되는 문서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QAP. 6.2 Interface Document

Control 을 신설하여 연계업무관려를 위한 시스댐 수립 등 효과적인 프로그랩 수렵율

위해 절차서를 보완할 예정이다.

(2) ’ 94 년도 결합원인별 지적사항 분석

원인별 분류 ’ 94 년도 지적

대분류 소분류 {!끼/‘- 백분율

1. 절차의 복잡생 0 0.0%
시스댐

2. 요건 강화

적인 1) 미반영된 요건추가 0 0.0%

문제점 2) 실제적 이행확보 9 19.6%

3) 예방척 요건부여 2 4.3%

실행상의 1. 실 수 12 26.1%

2. 미숙지 16 34.8%
문제점

3. 해석 오류 7 15 ‘ 2%

총 계 46 100.0%

표 6. ’ 94 년도 원인별 지적건수 현황

상기 표 6의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별 분석에서는 절차서 미숙지， 실수， 요건의

실쩨적 이행확보， 해석오류， 요건강화의 예방적 요건부여 순으로 결합사항이 발생

되었읍을 볼 수 었다. 여기서 절차서 미숙지 사항이 30.5%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셜계자들이 절차서에 대한 충분한 점토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절차서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요건 불이행으로 발생왼 지적사항틀이다.

- 29 -



- 30 -

이의 방지률 위해서는 품질확인활동 및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셜계자틀이 절차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품질확인 부서나 설계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요얀으로 실수나 해석의 오류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각각 26.1% , 15.2%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함요인 또한 설계자

들이 절차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부촉했기 때문에 발생한 지적들이다.

한편 철자서 단순화에 의한 결함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요건강화툴 통한 시스템 수립

에서 실제적 이행확보와 예방적 요건부여가 각각 19.6% , 4.3%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스댐적인 문제에서는 설계자들이 스스로 품질확인 활동을 수행하고자하는 품질마인

드가 구축이 된다면 결합발생빈도가 줄어들것으로본다. 결국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별

분석요언을 요약하면 절차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절차서준수 쟁활화 그리고 교육 빛

품질확인 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셜계자나 폼절확인 부셔가 함쩨 노력함으로서 결합사

항을 줄일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결론 및 고찰

울진 3, 4 호기 원자로계통셜계 및 품질보증시스댐에 대해 ’ 94 년도에 수행된 내，

외부품질보증강사를 통해서 지적된 결함들율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수 있었다.

첫째， 품질확인 활통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94 년도 지적사항을 통해볼때

이는 전체 지적건수 46 건 종에서 47.8% 인 22 건이 셜계관리 분야에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설계업무 종사자들이 품질 시스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활용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품질 시스템에 대한 표육과

품질확인활동을 더욱 캉화함으로서 품질결함을 감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본다.

풀째， 설계 빛 관련조직에 대한 품질보증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94 년도 천반기에 품질 요건에 부합되는 품질시스탱 수립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품질시스댐을 전면 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현장교육율 실시하였다.

그려나 설계자들의 품질시스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읍으로셔 발생되는

지적사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부서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각

Manager가 확인해야 할뿐만 아니라 원전품질 기술실에서도 년충 감사시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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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품질시스템에 대한 설계자틀의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습관화

되어야 한다는 잠이다. 훌륭한 시스댐이 수립되어 있어도 적용하는 사랍이 올바

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시스댐의 개션이 이루어질수 없다. 결국 시스댐 수협과

활용이 조화릎 이루어야만 시스댐의 결합 사항이나 무리환 요건설정 등에 대한

사항틀을 지적하여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따라서 효율적으로 적용활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컷은 품질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품질확인

활동의 강화， 그리고 설계자들의 품질 시스댐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적용이 지

적사항올 줄일수 있는 길임을 본 분석을 통해서 얻율 수 있었다.

5‘ QA System 추가 개션을 위한 제안

1) 교육관련 SYSTEM

(1) 팀장급 이장의 관리자에 대한 QA 개념표육

-QAP 2.1 Rev.2 , 3. 1. 2 항 끝에 • d) bas ic concept of qua Ii ty assurance. • 를 추가합.

- QA 감사시 품질판련 서류의 검토 및 승인자에 대환 개인교육훈련기록을 검토토록 함.

(2) QA 감사를 똥한 교육강화

QAP 18.1 및 QAP 16. I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

(3) Self-study 의 확인 강화

• QAP 2. 1 Rev.2 , 3.2.3 항 다음에 다음 조항을 삽입함.

Each Dep ’ t Manager shall check that each person of his department has completed
the requIred indoctrInation ensure that the necessary indoctrination has provided
to the related person by his signature on the available column of the Individual
Training Record.

(4) QA Coordinator 활용제도의 보완

• QAP 2. 1 Rev. 2, 3. 1. 5 항 다음에 다음 조항을 장입함.

Each Dep ’ t Manager shall designate a person who has higher level than or equal to
Team Leader as QA coordinator and have him coordinate with QE Dep’ t engineer.

(5) QA 업무에 실쩨 참여를 용한 요육실시

적절한 설계팀장을 션별하여 설계텀장에게 QA 감사 기법을 교육시킨 후 내부 QA 감사팀에

설계팀창을 포함시킴. (절차서 변청 불필요)

(6) QA 실 요원의 자질향상



QE 실 요원은 자기개발 Program 을 수립하여 실천하며， QA 쿄드해설 및 교육훈련 기법에

대한 외부교육을 수강합. (절차서 변청 불필요)

2) 설 계판련 SYSTEM

(1) 설계압력확인 문서화 보강

• QAP 3.2 Rev.1 , 3.2 항 다용에 다읍 조항을 삽입함.

The Cognizant Engineer shall consider all the applicable items on the list.
The consideration results of Table 3.2-1 shall be recorded on the applicable
column of the Design Verification Checklist , Table 3.4-1 in QAP 3.4 and
checked by the team leader during the team leader review process.

(2) 설계확인 시스댐의 청쩨성 쩨고

• DDS2 문서가 설계확인과 무관함을 보장하기 위해 QAP 3.4 Rev.l , 2.0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This procedure is applicable to the safety related design activities for
various project but may not be applicable to the design status 2 or 3 (DDS
2 or DDS3) information document which is expected to be Issued.

3) 문셔 관리 판련 SYSTEM

(1) 팀장이 작생환 문서에 대한 검토요건 규정

• QAP 6.1 Rev.1 , 3.6 항 끝에 다읍요건 추가함.

If the document is prepared by the team leader , then the document shall
be reviewed by the approprIate individual other than the team leader

(2) 독렵검토자의 검토의견 문서화 시스탱 수립

• QAP 6. 1 Rev. 1, 3. 5. 1 함 중 •Exh ibit 1) judgements ’ 률 다움과 같이 변경합.

Exhibt 1) to each department which is identified in applicable procedures
and/or related interfacing departments In addition, if the document is safety
related , the DDA shall also be distributed to IR.

(3) 품질보증절차서내의 양식사용시 공란기록에 돼한 기준 설정

• QAP 6. 1 Rev. 1, 3.8 항 끝에 다읍내용을 추가함.

When a certain form is used in documents or drawings , all the blanks on
the form should be fi I led ou t. If any blank on the form is not necessary,
• N/A ’ should be written down.

(4) 외부 연계업무 문서의 추적생 보장

• QAP 6.2 ’ Interface Document Control' 를 신규로 수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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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좋괄간낯 2，， 3&4츠효.7) 즉린.A}-트료 겨l 풋를속혹켜l

1. 개 요

가. 사업개요

월성 2호기 계약(1 990. 12) 과 월성 3&4호기 계약 0992.9) 에 AECL의 하도급자로

KAERI 가 참여한 아래 현재 설계공정이 월성 2호기는 94% 그리고 월성 3&4호기는

54% 에 달하고 있다.

당초 두 계약이 분리되어 이루어쳤으나 발전소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와 NSSS 주

계약자인 AECL이 합의하여 통합관리하기로 하었다.

따라서， 월성 2호기용 품질보증관련 문서및‘설계관련푼서가 월성 3&4호가도 포함

하는 단일 문서개냄율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두 계약간의 요건이 다른 것은

에외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l 우리실에서 개발한 월성 2호기용 품질보증계획서 빛 절차서도 월성 3&4

호기에 적용되는 품질요건율 포함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울 수립하였마.

나. 월성사업 경향성분석 개요

본 보고서는 월성 .2.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업무와 관련되어 ‘ 94년도에 실시된

품질보증감사사 발생된 지적사항을 자료로하여 경향율 분석하였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윷 요건별 그리고 원인별로 분류하였고. ’ 93번도 자료와

비교하였다. 이 결과률 이용하여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경향율 파악하고， 향후

품질보증시스랩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율 통해 우리연구소가 수행하고있는 원자로계통설계에 대한

신뢰성율 확보할 수 있다.

다. 분석자료 : ‘ 94년도에 실시된 내/외부 품질보증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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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갑사 현황 및 요약

가. ’ 94년도 품질보증감사 현황

’ 94번도에 우리실에서 실시한，내부 품질보증 감사는 각 분야률 기준으로 하반기에

걸쳐 심도있게 실시하였다.

외부감사로는 AECL에서 i회， 연구소내 조직인 품질보증실에서 l회 실시되었￡며，

매년 실시되는 한전의 KAERI 에 대한 품질보증감사에서 ’ 94년에는 중수로NSSS설계

사업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 94년도에 중수로 설계사업에 대한 품질보증갑사는 3회 실시되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권고사항수

감사종류 갑사수행일시 지적사항수 비율(%) 고

내부감사 수시 11 34.4
CQE) 4빠 12.5

외부감사 ’94.10.31 - 11. 2 2 6.3
(AECL) 15* 46. 9

외부감사 ’94. 12. 15 - 12. 16 。~‘ 」ln2」

(품질보증실)

겨l 13 40.6
19* 59.4

합계 32 100.0

〈표 1. 품질보증감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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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94년도 지적사항 요약

감사구분 지적사항 요약 지적요인 지적부서

내부감사 교육기록유지미홉 교육이수및 기록유지 TCD/N21I5
PC/SS

CQE실) 설계문서의 QA record확 미홈 품질 71록 요건준수 PF

도면의 Ti tle Block71재 부적합 절차서에따른 서명요함 SS/PC/RM

생산된 문서의 DRL어l 기록 안합 등록대장에 기톡활컷 SS/PC

TAP 개정미홉 개정요구 TCD

참고문헌의 개정번호 누락 개정변호 삽입요합 PC

EDCR 관리소홀 절차서에 따라 유지할것 PC

외부감사 절차서 관리미홈 절차서 목록 작성요구 QE

(AECL) 설계확인 방법 부적절합 설계확안점겁표툴 모든 S5IIS
시 A랩에 대해 작성요

QA Manual 및 조직 부적합 전답반조직 율 Manual에 QE
반영할것

설계관련 절차서 부족함 EP의 관리책임을 수립 TCD/N2
하고 절차서 작성요합

양식의 통합 비 능롤적이라 생각됨 QE

양식에 식별번호 필요합 구 양식을 사용합 QE

양식에 공란이 남아있음 적절하게 기입할것 IS/PC

Flow Sheet률 Cert i fy'(!했읍 CSA N285. 0에 따라서 5S
Certify 할것

작성자와 검토자가 일치함 작성자가 아닌 사랍이 PF
검토할 것

EP에 대한 책임부서가 없음 책임부서률 결정할것

〈표 2. 감사지적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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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4년도 품질경향 분석

가. 지적사항에 대한 요건 빛 원인별 Data

본 항은 처I 2항의 감사 지적사항율 근거로 결합월인별 빛 ASME NQA-l 어I 71 슐된

품질요건별로 분류하여 다읍과 같윤 결과률 얻었다.

1) 요건 빛 원인에 따른 불류

절차의 실수 절차의 요건강화 해석의 계

복잡합 머숙지 불명확

조직 ..
품질보층계획 4 2 2 8

설계관리 5 2 9

지챔，절차서 4 4 9

문서관리 2 3

품질기록

계 11 9 8 2 31

〈표 3. 감사지척사항의 요건 및 원인에 따른 불류〉

지적견수

9

8

7

6

5

4

3

2

0

조직

8

9 9

3

織

fJ해석의불명확

團요건강화

훌훌 절차의마숙지

다설계자실수

톨캘차의복잡합-. 1

풍질보증 설계관리 지침서및 문셔관리 품질기록

계획 절차서

〈그림 .1. 감사지척사항의 요건 빛 현인에 따른 분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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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요분석 내용

표3에서 보듯이 NQA-l의 품질요건에 따른 분류에서 품질보증계획과 관련된 지적

사항이 8건 (25.8% ), 설계관라 g건 (29.0% ) 그리고 지침서 빛 절차서 9건 (29.0% )

로 타 요건률보다 이 세가지 요건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원인별로는 설계자의 실수 11 건 (35.4%). 절차의 미숙지 9건 (29.0% ) 그라고 요건

강화의 필요성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8건 (25. 8%)로 다른 원인보다 쩔퉁히 많이 발

생하였다.

따라서， 지적사항의 주 원인이 되는 설계자의 실수 빛 절차의 미숙지에 대한 것율

예방하면 향후 품질결합운 많이 줄어들것￡로 기대된다.

4. ’93, ’ 94년도 비교 품질경향 분석

가. 품질 요건멸 비쿄

1) 비교 Data

’ 93년 지적사항 ’ 94년 지적사항

품질기준 증감율(%)

건수 백분율(%) ~4-‘ 백분율(%)

조직 3.4 3.2 - O. 2

품질보증계획 8 27.6 8 25. 8 - 1. 8

설계관리 4 13.8 9 29.0 + 15.2

지침，절차서 8 27. 6 9 29.0 + 1. 4

문서관리 4 13.8 3 9.8 - 4. a

품질기록 2 6. 9 3.2 - 3. 7

감사 2 6. 9 0 0 - 6. 9

겨l 29 100. 。 31 100. 。 0

〈표 4. ’ 93년 대비 요건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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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30

25

20

15

10

5

0

29.0

률 ’93

口 ’94

초직 품질보증 설채관리 지첩서및 푼셔관라 품질기록 감사

계획 철차서

〈그림 2. '93낸 대비 요건별 비교〉

2} 충요분석내용 빛 개선 필요사항

품질요건은 ASME NQA-l의 18개 Criteria로 각 쩌적사항율 해당 요건별로 나누어 비교

해 보았다. ’ 93년도와 버교할때. 설계관리 그리고 지칩서 빛 절차서에 관련된 치적

사항이 41. 4% 에서 58.0% 로 증가하였￡며， 그외와 부분운 감소하였음율 알수있다.

각 품질요건에 속한 품질 결함률율 보면 품질보증계획， 설계관리 그리고 지침서 빛

절차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였￡며 구체적인 푼제점 및 대책은 아래와 같다.

가) 품질보증계획(쿄육훈련)

원인 : 절차가 변경되어 설계자률이 즉각 follow-up하지 봇하고 있요며. AECL에

파견 되었던 설계자률이 다시 뻐ERI에서의 업무 학수요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AECL Supervisor률이 KAERI의 Procedure 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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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 해외 파견자를 포함하여 새로 월성사업에 참여하게되는 설계자률에 대하

여 Procedure 를 간략하게 각 팀장급에서 설명해주는 컷이 필요하며， 각

설계자들도 self-study률 롱하여 새로운 업무률 시작하기전 필요한 요건

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설계자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Self Study 포함) 이력율 설계자

자신의 교육기록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다음에 어떠한 사업

(Project) 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자신에 대한 자격부여의 문서화된 증거

이므로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AECL의 품질보증감사시 두 가지의 권고사항율 받았요며

그중 우리실에서 실시하는 내부 품잘 보증 감사에 설계분야의 팀장이 함

께 참여하는 방법운 우리실의 검토와 설계부의 의견율 들어 실시해 보는

것 이 좋율것 같다. 그리고， 설계자와 AECL Supervisor 에게 KAERI 의

Procedure 에 대한 교육융 강화 하여 실수 및 절차의 미숙지로 인한 품질

결함율 감소시켜야 한다.

나) 섣계관리(설계작업에 사용하는 양식의 기톡)

원인 : 지적된 사안으로 볼때지긍까지의 관행에의한 습관적인 것요로 생각되며，

AECL에서 사용했던 양식 (Form) 이 KAERI 절차서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

대책 : 몇 가지 특정 Practice에 대한 지적사항이며 이 내용율 설계자에게 스스

로 풀게하여 절차서에 반영 하여 차후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 지침서 및 절차서(사업관련 절차서)

원인 : (1) 설계자들이 월성사업에 적용되는 모든(QAP， TAP, EP)절차서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절차서의 목록율 통합하여 하나로 관리하는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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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까지는 월성사업에적용되는 EP(Engineering Procedure)의 관리를

설계종합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업무의 변경으로 더이상 월성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EP의 관리책입이 어느 부서에도 이양

되지 않고 있어 허점이 틀어난 것이다.

대책 : (l) 우리실에서는 월성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절차서의 목록율 항상 최신

본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2) 중수로 기술관리분야에서 설계 및 사업분야회의률 통해 개개의 EP관리

책임율 각 설계부서에 할당 할 예정여며. 이것이 확정되면 EP관리 빛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EP에 대해서도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

으로 생각된다.

나. 원인별 비교

1) 비교 Data

원인 ’ 93\련 지적사항 '94년 지적사항 백분율의 증감

대분류 소분류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 대분류 -ι」、 iI흐투 TET

1. 절차의복잡함 3 10.4 3. 2 - 7.2

2. 요건강화 10 34. 5 8 25.8 - 8. 7
System
적인 1)미반영요건추가 0 o 3.2 + 3. 2
문제점

2) 실제적이행확보 8 27.6 5 16. 1 - 11. 5

3) 예방적요건부여 2 6.9 2 6. 5 - 0.4

1.실수 7 24. 1 11 35. 4 + 11. 3
실행상

‘
의 2. 절차미숙지 7 24. 1 9 29.0 + 4.9

문제점

3. 해석오류 2 6‘ 9 2 6.5 - 0.4

계 29 100. 。 31 100. a 0

〈표 5. ’ 93년 대비 원인별 비교〉

- 40 -



갑사시 지적된 품질결합율 다섯가지 윈인벌로 분류훌 륭}었￡며 ’ 93낸과 버교하여

System 적인 문제점은 44.9% 에서 29.0% 로 갑소 하였으나 실행상의 문제점윤

55.1%에서 70.9%로 증가하였음율 알수 있다.

각각의 원인별 분석율 통해 똑같윤 사항의 채발율 방지하기위해 품질보증시스댐에

반영해야 활것운 다음과 같다.

가) 미반영된 요건 추가

중수로 사업에서 품질보증시쇼탬이란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Technical

Activity Procedure (TAP). Engineering Procedure (EP) 그리고 문서화 되어

있지 않지만 일관성 있는 Practice률 말한다.

’ 94년 감사지격사항과 판련하여 품질보증시스탬에 추가하여야 할 것은 Design

Speci fication 그리고 Analysis Report 작성과 관련된 두개의 EP가 요구되며.

Design Completion Assurance와 관련된 TAP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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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자의 실수

설계자의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율 방지하기 워하여 품질보증 시스템에 반영할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율 강확하여 실수툴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절차의 마숙지

이와 관련된 치적사항은 '93변과 비교하여 4.9% 증가하였￡며 주로 많이 관련

된 QA Procedure는 QAP 6. 1 "Document Control" 이었다. 우리실에서는 문서관리

에 대한 흐름율 Flowchart 로 만틀어 각 분야에 배포함으로서 설계자들이 쉽게

절차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라)해석오류

Design Document의 작성 및 검토 하눈 과정에서 해석 요류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컷운 팀장이 작성한 문서의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QA Procedure 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발생한것￡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위해 ”팀장이 작성한 분서는 팀장이 아닌 다른 사랍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윷 QAP 6. 1 ψocument Control" 에 추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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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건의사항

’ 94번에는 개편된 조직을 반영하여 품질보증시스템을 많은부분 수정하게 되었다.

이때， 그간에 미비 하다고 생각 되었던 부분 또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한 부분

은 ASME NQA-} Code에 따라 단솥화 하면서 필요한 요건들만 따르도록 하였다.

본 경향성 분석 결과. 이와같은 노력율 통해 수립된 품질보증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나 앞에 기술한 것과 같은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폼질에 대한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어떤 결과물에서의 품질율 논하던 시대

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모든 과정 및 분야(설계， 제작， 건설 .경영 그리고 서벼스

등) 에서의 좋윤 품질이 요구된다.

이것은 품질 부서에서만 좋은 풍질을 얻기위해 노렉 해서는 안되며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율 말해준다. 즉 품질향상율 위해서는 모든 사업참여자가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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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QA System 개선을 위한 제안

1) 교육관련 SYSTEM

(1) 텀장급 이상의 관리자에 대한 QA 개념교육

• QAP 2. 1 Rev. 2. 3. 1. 2 항 끝에 " d) basic concept of Quality assurance." 툴 추가합.

• QA 감사시 품질관련 서류의 검토 및 승인자에 대한 개인교육훈련기록율 검토토록 함.

(2) QA 감사률 통한 교육강화

QAP 18. 1 빛 QAP 16. 1 요건율 철저히 준수합.

(3) Self-study 의 확인 강화

• QAP 2. 1 Rev. 2. 3‘ 2.3 항 다음에 다옴 조항을 삽입함.

Each Dep ’ t Manager shall check that each person of his department has completed

the required indoctrination ensure that the necessary indoctrination has provided

to the related person by his signature on the available column of the Individual

Training Record.

(4) QA Coordinator 활용제도의 보완

• QAP 2. 1 Rev. 2, 3. 1. 5 항 다옴에 다음 조항을 삽입합.

Each Dep ’ t Manager shall designate a person who h~s higher level than or equal to

Team Leader as QA coordinator and have him coordinate with QE Dep ’ t engineer.

(5) QA 업무에 실제 참여훌륭 통한 교육실시

적절한 설겨I 팀장을 선멸하여 설계팀장에게 QA 감사 기법율 교육시킨 후 내부 QA 감사팀에

설계팀장율 포함시킴. (절차서 변경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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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A실 요원의 차질향상

QE실 요원은 자기개발 Program 율 수립하여 실천하며. QA 코드해설 및 교육훈련 기법에

대한 외부교육율 수강합. (절차서 변경 불필요)

2) 문서관리 관련 SYSTEM

(1) 팀장이 작성한 푼서에 대한 검토요건 규정

• QAP 6. I Rev. 1, 3. 6항 끝에 마음요건 추가함.

If the document is prepared by the team leader. then the document shall

be reviewed by the appropriate individual other than the team leader

(2) 품질보증절차서내의 양식사용시 공란기록에 대한 기출 설정

• QAP 6. 1 Rev. 1. 3. 8항 끝에 다읍내용율 추가함.

When a certain form is used in documents or drawings. all the blanks on

the form should be filled out. If any bl ank on the form is not necessary.

" N/A " should be writte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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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끌율조1 3. 4흐르.7 1 三료71 스I二송J 순흑 7느n

1. 개요

연구소는 한연 (주)와 1991 ‘ 7.22일 lOOOMWe급 가압경수로형 울진원자력 발전소

3.4호기에 장전되는 초거노심용 핵연료 집합체와 관련한 핵연료 설계 및 관련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이후 1992. 12월까지 예비설계룰 수행하였고 1994년

현째 최종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1991 년 8월 정수로핵연료 품질보증계획서률 한연(주)로 제출하였고

이후 2차례에(1 991 년 9월. 1994번 l 월) 걸쳐 연구소의 조직개편，고객의 감사지적사항

연구소 품질향상대책 등율 반영하여 개정된 품질보증계획서 빛 품질보증절차서률

한연(주)로 제출，승인 받은바 있다.

상기 예비 및 최종설계 기간동안 울진 3.4호기 초기노심설계에 대한 품질활통에 대해

내，외부의 감사가 시행되어 왔고 발견된 문제점이 보완，개선 되었다. 또한 기타

품질첩겁을 통해 나타난 미바접이 시정되었다.

본 경향성 분석윤 내부 또는 외부 품질보증감사시 발견된 지적사항들을 여러

요인들로 분류하고， 그 결과룰 예방 품질보증활동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접적인 개선을 유도하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합은

불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 94번도 울진 3.4호기 초기노심 설계 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해 수행된 품질보증감사 결과률 분석하여 설계품질활동 및 품질보증시스템의 품질

결함경향을 조사하였다.

’ 94년도의 경우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여 상반기에 이루어진

관계로 품질보증감사 일정이 술연되어. 경향성 분석자료가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내，외부 감사 및 기타 품질활동 등의 결과률 토대로 분석이 행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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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픔질보증감사 현황

’ 94년도 울진 3.4호기 초기노심 품질보증시스댐 및 품질관련활동에 대한

외부기관의 품질감사가 한전에 의해 l획 실시되었고 연구소내 조직인 품질 보증실의

감사가 l회 실시되었다.

한편， 원전사업센터의 개정된 품질보증시스랩에 따른 내부품질감사가 l회

실시되었다. 품질보증감사 현황은 표 l과 같다.

구분 갑사 범위 기간 결과 비고

한전품질 울진 3.4호기 8/31 - 9/3 지적사항 l전 종결

보증감사 초기노심 설계 및

사업관리

연구소 원전품질기술실 12115 -12116 - -
품질보증 품질업우

감사

내부 울진 3.4호기 12114. 지적사항 2건 종결

품질보증 초기노심 설계 12120 -12121
감사

표 1. 1994년도 품질보증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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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푹7J겨하처 부처0·<=.'0 0·0 >.:.....,

본 경향성 분석에서는 ’ 93. ’ 94 년도에 발행된 품질보증 감사지적사항률을 품질

요건 및 품질결합의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따라 '93 및 ’ 94년도 각각에

대한 분석율 수행함과 아울러 2개 번도률 서로 비교해 봄￡로써 울진 3.4호기 초기

노심 설계업무의 품질보증시스템 및 품질활동과 관련한 품질결합의 경향율 도출코자

하였다. 아울러 ’ 9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결합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수립하였다.

1) 시스램 개선에 의한 효과 분석

시스템 개선에 의한 효과분석은 ’ 93년도 지적사항과 ’ 94번도 지적사항율 품질

요건별， 원인별로 비교하였으며 그 내용운 아래와 같다.

’ 93년도 지적 ’ 94년도 지적 참육L

품질보증 요건별 분류

{!~‘· 백끊 1τ」κ4 끼co 백분율

품질보증프로그램 12.5% 33.3% +20.8%

설계관리 2 25.0% 2 66.7% +4 1. 7 %

도변， 절차서， 지시서 12.5% - - -12.5%

푼서관리 12.5% - - -12.5%

품질보증 기록 3 37.5% - - -37.5%

총- 겨l 8 3

표 2. ’ 93년 대비 품질요건별 지적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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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2. 을 통해볼때 전반적으로 ’ 93번대비 치적사항이 ’ 94년도에 감소하였

읍을 불수 있다. 그 이유는 ’ 94년 초에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개정시에 지적사항

발생 비율이 높윤 일부 요건에 대해 불 필요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품질 시스램 개선에 따른 결과라 볼 수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 93년의 문서판리 및 품질 기록 분야의 지적사항 발생 비윷이 50 % 에서

’ 94변도에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또한 이툴 분야가 주로 품질시스텀적인

요소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원인별 ~* ’ 93년도 지적 ’ 94년도 지적 증감율

대;님r--를rr ~‘~~‘깅i!. 를”걷L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lI흐=「ar 대분류

1.절차의 복잡성 2 25.0% - - -25 %

시스랩

2. 요건 강화

적인 -37.5
1) 며반영된 요건추가 - - - %

문제점 2)실제적 이행확보 12.5% - - 12.5%

3)에방적 요건부여 - - - -

실행상의 1. 실 수 12.5% 33.3% 20.8%

37.5%
2. 미숙지 12. 5 9(J 33.3% 20.8%

문제접

3. 해석 오류 3 37.4% 33.3% -4.1%

총 쳐l 8 3

표 3. ’ 93년 대바 원인벌 지적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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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표 3에서는 ’ 93년 대비 원인별 지적사항을 비교하고 있는데 ’ 93년도는

절차의 복잡성 및 해석오류에 따른 지적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 94년도에는 시스립적인 요소인 절차의 복잡성에서는 대폭 갑소한 반면.

실행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설계자의 실수， 요건 마숙지， 해석요류에

기인한 지적사항이 균일한 분포룰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품질시스템

변경시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품질확언 활동 및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또는 설계자들 스스로 품질보증 요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게 되면

지적사항이 감소하리라 생각된다.

2)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본 분석에서는 ’ 94년도에 지적된 전체 품질결합 요인을 내.외부 감사 구분없이

일괄하여 품질요건별 빛 발생원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부엇인지 검토 하였다.

’ 94년도 지적건수

품질보증 요건벌 분류

건수 배「혈님

품질보증프로그램 33.3%
설계관리 2 66.7%

총 겨l 3 100.0%

표 4. ’ 94변도 품질요건별 지걱건수 분석

표 4. 의 품질요건별 지적사항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품질보증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독립검토자 업무배정 및 OJT 결과 문서화 미비가 l건이 지적 되었고，

설계관리 분야 지적사항은 계약자간 설계연계업무 관리미홉 l 건， 설계확인상태

미표시 1 건이 지적 되었다. 상기 품질요건별 지적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율 세부적

으로 알아보고자 표5와 같이 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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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j1:닐L.% ’ 94년도 지적

대분류 소분류 건수 백분율

1. 절차의 복잡성 - -

시스템

2. 요건 강화

적인

1) 미반영된 요건추가 - -

문제점 2) 실제적 이행확보 -

3) 예방적 요건부여 -

설행상의 1. 실 수 33.3%

2. 미숙지 33.3%

문제점

3. 해석 오류 33.3%

종 겨l 3 100.0%

표 5. ’ 94년도 월인별 지적건수 분석

표 5. 의 원인별 분석 결과는 지적사항의 분포가 시스템적인 문제점 보다는

실행상의 분제칩으로 발생된 것으로， 설계자의 실수， 요건 미숙지， 해석오류

분야에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지적사항율 줄이기 위해서는 개정된 품질요건에 대한 교육의 강확가 필요하다.

교육강화의 방향은 현재의 자율학습 (Self-Study) 방식을 보완하여 설계자의

자율학습 결과에 대한 상위자의 확인기능을 요건확 하는것이 품질 쿄육율

내실확하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해석오류로 분류된 계약자간 설계 연계업무

관리미홉 사항은 문서관리절차서(QAP 6. 1) 에서 기본척 요건율 규정 하고 있￡나，

감사결과 및 설계자의 의건율 종합한 결과 관련 절차서에 외부연계문서의

추적성확보 요건의 추가가 필요한 컷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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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빛 고찰

울진 3， 4호기 초기노심설계 및 품질보증시스램에 대해 ’ 94번도에 수행된 내，

획부품질보증감사 결과 지적된 풍질결함 내용중 셰부원인별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후 개선방향오로 아래와 같응 결혼율 얻율 수 있었다.

첫째， 셜계 및 관련조직에 대한 품질보증교육율 강화하여야 한다는 접아다.

개정된 품질시스템에 대해 각 부서별 방문교육율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사항 빛 설계자률의 푼의사항등율 종합해 볼때 여전히 품질보증의 개념 빛 절차서

제 요건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풍질교육의 개선방향은

설계자의 Self-study 결과에 대한 상위자의 확인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품질부서는

중요 폼질 Issue에 대해 추기적인 간행물등율 발행하여 관리자의 품질에 대한 관심율

제고하고 설계자의 이해률 증진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설겨l관련 품질보증요건의 이행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망된다는

점이다. 설겨l확인업무와 계약자간 설계 연계사항관리 부문에서 많운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이분야에 대한 교육강화 빛 이와 병행하여 품질시스템의 점검등을

통해 지적사항율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품질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쉬운 시스템의 설정파 설계자률의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협죠퉁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오로 걸려 있으묘로 품질부서와 모든 품질활동의

적용율 받는 분야들의 상호협조 및 원활한 교류7} 이 문제 해결의 선처l조건이 된다.

또한 이러한 유기적인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품질에 대한

확고한 의지 빛 관심， 그에 따른 철저한 지원을 통한 방안률이 수립되어야 할

것어며， 이것이야 말로 모든 품질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품질향상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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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안킹곡;- 3. 4걷효71 걷효 71 스드숙」윷흐켜l

J. 개요

연구소는 한연(주)와 1987.4.9 일 영광원자력 3.4호기에 장전되는 초기노심용

핵연료 집합체와 관련한 핵연료 설계공급계약율 체결하고 이의 수행방법으로 국외

하도급 계약자인 미국의 ABB-CE사와 핵연료 설계 71 술전수 및 핵연료 공동설계

계약율 체결하여 1986. 12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예비설계를 수행하었고 199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최종공동설계툴 수행해오고 있다.

상기예바 및 최종설계 기간동안 영광 3.4호기 초기노심설계의 품질활동에 대해 내，

외부의 감사가 시행되어 왔고 발견된 문제점이 보완， 개선 되었다. 또한 기타

품질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이 시정되었다.

본 경향성 분석윤 내부 또는 외부 품질보증감사시 발건된 지적사항률율 여러

요인률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에방 품질보증활동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추l 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접척인 개선울 휴도하며 운체의 재벨율 방지합운

물론 이률 통해 전체적인 설계품질율 향상시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 94년도 영광 3.4호기 초기노심 설계 업무 빛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해 수행된 품질보증감사 결과를 분석하여 설계품질활동 빛 품질보증시스템의 품질

결합경향율 조사하었다.

’ 94번도의 경우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관계로 품질보증감사 일청이 순연되어， 경향성 분석자료가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내，외부 감사 및 기타 품질활동 등의 결과률 토대로 분석이 행하여졌다.

2. 품질보증감사 현황

’ 94번도 영광 3.4호기 초기노심 품질보증시스템 및 품질관련활통에 대한

외부기관의 품질감사가 한전에 의해 l회 실시되었고 연구소내 조직인 품질

보증실의 감사가 l회 실시되었다. 한편. 윈전사업샌터의 개정된 품질보증시스템에

따른 내부품질감사 및 공급자감사가 각 l획 실시되었다. 갑사 현황은 표 I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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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사 범위 기간 결과 비고

한전품질 영광 3， 4호기 8/31 - 9/3 지적사항 l전 :。a‘ ~

보증갑사 초기노심 설겨l 및

사업관리
‘

연구소 원전품질기술실 12/15 -12116 - -
품질보증 품질업무

감사

내부 영광 3， 4호기 12114, 지적사항 2건 종결

품질보증 초거노심 설계 12/20 -12121
감사

공급자 영광 3.4호기 11/14- 111‘8 지적사항 l 건 머걸

품질보증 초기노십 공동설계

간사

표 1. 1994년도 품질보증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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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칠경향성 부처
t그 e.。 • - ‘.:... ...,

본 경향성 분석에서는 ’93. ’94 년도에 발행된 품질보증 감사지적사항률을 품질

요건 및 품질결합의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따라 ’ 93 빛 ’ 94번도 각각에

대한 분석윷 수행함과 아울러 2개 년도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영광 3， 4호기 초기

노심 설계업무의 품질보증서스템 및· 품질활동과 관련한 품질결항의 경향율 도출묘자

하였다. 아울러 ’ 9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결합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향율 수립하었다

1) 시스랩 개선혜 의한 효과 분석

시스랩 개선에 의한 효과분석은 ’ 93변도 지적사항과 ’ 94번도 지적사항율 품질

요건멸， 원인별로 비교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93년도 지적 ’ 94년도 지적 증감율

품질보증 요건별 분류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품질보증프로그램 12.5% 25.0% +12.5%

설계관려 4 50.0% 3 75.0% +25.0%

품질보증기흑 3 37.5% - -37.5%

도。l!:. 계 8 4

표 2. ’ 93년 대비 품질요건별 지적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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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2. 을 통해볼때 전반적으로 ’ 93년대바 지적사항이 ’ 94 년도에 감소하였

읍율 볼수 있다. 그 이유는 ’ 94년 초에 품질보증 프로그램율 개정시에 지척사항

발생 비율이 높윤 일부 요건에 대해 불 필요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품질 시스랩 개선에 따른 결과라 불 수 있다. 또한 영광 3.4 호기

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됨에 따라 품질관련 설계활동이 줄어든 것도 지적사항

감소의 한 원인￡로 분석된다.

원인별 ~를-- TErE ’ 93변도 지적 ’ 94년도 지적 증감율

대분류 소분류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소분류 대불류

1.절차의 복잡성 2 25.0% - - -25 %

시스템

2. 요건 강화

적인 -37.5
1)미반영된 요건추가 - - - - - %

문제접 2)실제적 이행확보 12.5% - - -12.5%

3)예방적 요건부여 - - - - -

실행상의 1. 실 수 12.5% 25.0% 12.5%

37.5%
2. 미숙지 12.5% 2 50.0% 37.5%

문제점

3. 해석 오류 3 37.5% 25.0% -12.5%

종- 겨l 8 4

표 3. ’ 93번 대비 원인별 7-1 적견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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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표 3에서는 ’ 93낸 대비 원인별 지적사항을 비교하고 있는데 ’ 93년도는

절차의 복잡성 및 해석오류에 따흔 지적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오나，

'94년도에는 시스템적인 요소인 절차의 복잡성에서는 대폭 감소한 반면.

설행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였는 설계자의 실수， 요건 미숙지. 해석오류에

기인한 지적사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품질시스랩 변경사에 나타

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품질확인 활동 및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또는 설계자툴

스스로 품질보증 요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게 되변 지적사항이 감소

하려라 생각된다.

2)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본 분석에서는 ’ 94년도에 지적된 전체 품질결합 요인율 내.외부 감사 구분없이

일괄하여 품질요건별 및 발생원인별로 분석하고 이툴 토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 하였다.

’ 94년도 지적건수

품질보증 요건렬 분류

건수 백분율

품질보증프로그램 25.0%
설계관리 3 75.0%

총- 계 4 100.0%

표 4. ’ 94년도 품질요건별 지적건수 분석

표 4. 의 품질요건별 지적사항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품질보증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독립검토자 업무배정 및 OJT 결과 문서화 마비가 l건아 지적 되었고，

설계관리 분야 지적사항은 계약자간 설계연계업무 관리미홈 I 건， 설계확인상태

미표시 l 견 빛 설계확인요약 기술 누락이 l 견 지적 되었다. 상기품질요건별 지적

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율 세부적￡로 알아하고자 표5와 갈이 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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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I닝EJ| TET ’ 94년도 지적

대분류 -λ」부jL 1ET- 건수 백분율

1. 절차의 복잡성 -

셔스템

2. 요건 강화

적인

1) 미반영된 요건추가 - -

문제접 2) 실저l 적 이행확보 - -

3) 예방적 요건부여

실행상의 1. 실 수 25.0%

2. 01 숙지 2 50.0%

문제점

3. 해석 오류 25.0%

총 겨l 4 100.0%

표 5. ’ 94년도 원인별 지적건수 분석

표 5. 의 원인별 분석 결과는 지적사항의 분포가 시스랩적인 문제점 보다는

실행상의 문제점오로 발생된 것으로， 설계자의 실수， 요건 미숙지， 해석￡휴

분야에 균일한 분포률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러한 실행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지적사항율 줄이기 위해서는 개정된 품질요건에 대한 쿄육의 강확가 필요하다.

교육강화의 방향은 현재의 자율학습 (Self-Study) 방식을 보완하여 설계자의

자율학습 결과에 대한 상우|자의 확인기능을 요전화 하는것이 품질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해석오류로 분류된 계약자간 설계 연계업무

관리며흉 사항은 문서관리절차서(QAP 6. 1) 에서 기본척 요건율 규정 하고 있으나，

감사결과 및 설계자의 의견율 종합한 결과 관련 절차서에 외부연계문서의

추적성확보 요건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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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고찰

영광 3, 4 호기 초기노심 설계는 ABB-CE 사의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련문서

(QCM-IOl 一NF ， QAM- lO 1) 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이 수행된다. 따라서 품질보증 활동의

총체적인 책임이 ABB-CE사에 있는 만큼， 이 계약요건에 따라 영광3， 4호기 초기

노심설계의 품질보증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눈 입장과， 동시에 영광

3， 4호기 초기노심설계사업에 대한 원전사업센터 QAM & QAP에서 제시된 일부 품질

요건도 만족시쳐야 되는 어려운 압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번 정향성분석의 결과， 지적된 품질결함 내용중 세부원인별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후 개선방향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율 수 있었다.

첫째， 설계 및 관련죠직에 대한 품질보증교육율 강확하여야 한다는 점어다-

설계업무가 Daeduk(대전)과 Windsor에서 각기 수행되며， 또한 설계수행 장소에

따라 적용 QA Program의 다름으로 인해 설계자의 품질보증 요건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마.

둘째， 외부 설계연계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망된다는 점이다.

설계업무가 거의 종료단계에 진입됨에 따라 설계/제조간 연계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이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부추진과 그에 따른 품질사항점검의 누락방지 및

예방품질보증 개냄의 품잘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률 위하여

관련사간의 지속적인 접촉과 상호이해률 통해 그 방법 및 절차의 보완과 개선율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비록 영광 3, 호기 초기노심 설계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이 ABB-CE사의

잭임에 의해 수행되므로써， 한원연 자체적￡로 수행할 품질활동이 적운 것응 사실

이지만， 얼부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파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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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I. 그E쳐1 뇨二심 측갈 겨l

1. 개요

본 경향성 분석은 내부 또는 외부 품질보증감사시 발견된 지적사항들을 여러

요인들로 분류하고， 그 결과툴 예방 품질보증활동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점적인 개선율 유도하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합은

불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설계품질율 향상시키고자 하는 태 그 옥척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 94변도 교체노심 설계 업무 빛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해

수행된 품질보종감사 결과륭 분석하여 설계품질활동 빛 품질보증시스템의 품질결함

경향율 조사하였다.

’ 94년도의 경우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상반기에 이투어진

관계로 품질보증감사 일정이 순연되어， 경향성 분석자료가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치만 내.외부 감사 및 기타 품질활동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이 행하여졌다.

2. 품질보증감사 현황

’ 94번도 핵연료설계 교체노심 품질보증시스럽 및 품질관한활동에 대한 외부

기관의 품질감사가 한전에 의해 l회 실시되었고 연구소내 조직인 품질보증설의

감사가 l회 실시되었다. 한편， 원전사업센터의 개정된 품질보증시스템에 따른 내부

품질감사가 l회 실시되었다. 품질보증감사 현황은 표 l과 같다.

구분 감사 범위 기간 결과 벼고

한전품질 교체노싱설계 및 8/31 - 9/3 지적사항 ‘건 종결

보증감사 사업관리

연구소 원전품질기술설 12115 -12116 -
품질보증 품질업무

감사

내부 12/14. 지적사항 2건 종결

품질보증 교체노심 설계 12/20 -12/21
감사

표 1. 1994년도 품질보증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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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경향성 분석

본 경향성 분석에서는 ’ 93. ’94 년도에 발행된 품질보증 감사지적사항률율 품질

요건 빛 품질결함의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따라 ’93 및 '94년도 각각에

대한 분석율 수행합과 아울러 2개 년도툴 서로 비교해 봅오로써 교체 노심

설계업무의 품질보증시스템 및 품질활통과 관련한 품질결합의 경향을 도출코자

하였다. 아울러 ’ 9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결합현인율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향율 수립하였다.

1) 시스랩 개선에 의한 효과 분석

시스랩 개선에 의한 효과분석은 ’ 93년도 지적사항파 ’ 94년도 지적사항율 품절

요건별， 원인별로 비교하였으며 그 내용응 아래와 강다.

’ 93년도 지적 ’ 94년도 지적 증감율

품질보증 요건별 분류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품질보증표로그램 6.5% 33.3% +27.8%

설계관리 11 61. 3% 2 66.7% +5.4%

문서관려 5.5% - - -5.5%

품질보증가록 4 22.2% - - -22.2%

품질보증감사 5.5% - - -5.5%

종- 계 18 3

표 2. ‘ 93번 대비 품질요건별 지적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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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2. 을 통해볼때 전반적￡로 ’ 93년대비 지적사항이 ’ 94변도애 감소하였

읍을 볼수 있다. 그 이유는 ’ 94년 초에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개정시에 지적사항

발생 비율이 높윤 길부 요건에 대해 불 필요한 지적사항여 밸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품질 시스템 개선에 따른 결과라 볼 수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 93년의 문서관리 및 품질 기록 분야의 지적사항 발생 비율이 27.7% 에서

’ 94년도에눈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또한 이들 분야가 주로 품질시스템적인

요소와 관련된마는 점이다.

원인별 부」 류 ’ 93년도 지적 '94년도 지적 증감율

대분류 소분류 건수 배「논님 Rζ。 건수 백분율 소분류 대분류

I. 절차의 복잡성 5 27.7% -27.7%

시스랩

2. 요건 강확

천-，이'- -44.2
1)미반영된 요건추가 5.5% -5.5% %

문제점 2) 실제적 이행확보 5.5% - - -5.5%

3) 에방적 요건부여 5.5% -5.5%

실행상의 1. 시a -〈「 3 16.7% 33.3% 11. 0 %

44.2%
2. 미숙지 4 22.3% 33.3% 16.6%

문제점

3. 해석 오류 3 16.7% 33.3% 16.6%

}총 겨l 18 3

표 3. ’ 93번 대비 원인벌 지적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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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3에서는 ‘ 93년 대비 원인별 지적사항을 비교하고 있는데 ’ 93년도는

절차의 복잡성 및 해석요류에 따른 지적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녔으나，

’ 94년도에논 시스랩적인 요소인 절차의 복잡성에서는 대폭 감소한 반면.

실행상의 문제접오로 불 수 있는 설계자의 실수， 요건 미숙지， 해석오류에

7] 인한 지적사항이 균일한 분포률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품질시스램

변경시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품질확인 활동 및 교육의 강화률 통해서

또는 설계자툴 스스로 품질보증 요건에 대한 충분한 인식윷 갖게 되면

지적사항이 감소하리라 생각된다.

2)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본 분석에서는 ’ 94번도에 지적된 전체 품질결함 요인을 내.외부 감사 구분없이

일팔하여 품질요건별 및 발생원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이 멸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 하였다.

’ 94년도 지적건수

품질보증 요건별 분류

건수 11!/~ι브~~

품질보증효로그램 33.3%
설계관리 2 66.7%

효。』 계 3 100.0%

표 4. ’ 94년도 품질요건벌 치적건수 분석

표 4. 외 품질요건벌 지적사항 세부내용율 살펴보면 품질보증프로그햄

분야에서는 독립검토자 업무배정 및 OJT 결과 문서화 미비가 l건이 지적 되었고，

설계관리 분야 지적사항은 계약자간 설계연겨l 업무 관려미흉 l건， 설계확인상태

미표시 l건이 지적 되었다. 상기 품질요건별 지적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을 세부적

으로 알아보고차 표 5와 같여 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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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별 분 류 ’ 94년도 지적

대분류 •까‘‘:.f‘-브」L i ，걷,L 건수 백분혼。

1. 절차의 복잡성 -

시스템

2. 요건 강화
~셔1 。L」l

1) 미반영된 요건추가 - -

문제점 2) 실제적 이행확보 -

3) 예방적 요건부여 - -

실행상의 1. 실 수 33.3%

2. 미숙지 33.3%

문제접

3. 해석 오류 33.3%

도。죠 껴l 3 100.0%

표 5. ’ 94년도 원인별 지적건수 분석

표 5. 의 원인별 분석 결과는 지적사항의 분포가 시스템적인 문제점 보다는

실행상의 문제접으로 발생된 것으로， 설계자의 실수， 요건 미숙지， 해석오류

분야에 균일한 분포률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상의 문제점에 가인한

치적사항윷 줄이기 위해서논 개정된 품질요건에 대한 쿄육의 강.확7~ ←필요하다.

교육강화의 방향응 현재의 자율학습 (Self-Study) 방식윷 보완하여 설계자의

자율학습 결과에 대한 상위자의 확인가능을 요건화 하는것이 품질 교육을

내실확하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해석오류로 분류된 계약자간 설계 연계업우

관리미홉 사항윤 문서관리절차서(QAP 6.1) 에서 기본적 요견을 규정 하고 있￡나，

감사결과 빛 설계자의 의견율 종합한 결과 관련 절차서에 외부연계문서의

추적성확보 요건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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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콘 및 고찰

핵연료 설계 교체노심설계 빛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해 ‘ 94년도에 수행된 내，

외부품질보증감사 결과 지적된 품질결합 내용충 세부원인별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울 수 있었다.

첫째， 설계 및 관련조직에 대한 품질보증교육율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된 품질시스렘에 대해 각 부서별 방문쿄육율 실시 하였읍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사항 및 설계자들의 문의사항등을 종합해 볼때 여전히 품질보증의 기본개냄 빛

쯤질보증절차서 제 요건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품질교육의

개선 방향은 설계자의 Self-study 결과에 대한 상위자의 확인강화가 펼요하다.

또한 품질부서는 중요 품질 Issue에 대해 추가적인 간행물등율 발행하여 관리자의

품질에 대한 관심율 제고하고 설계자의 이혜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펼요

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설계관련 품질보증요건의 이행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망된다는

접·이다. 설계확인업무와 계약자간 연계사항의 관리부문에서 주로 부적합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이분야에 대한 교육강화 및 이와 병행하여 품질시스템의 점검등율

롱해 부적합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i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품질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쉬운 시스뱀외설정과 설계자툴의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협조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으므로 품질부서와 모둔 품질활동의

적용을 받는 분야들의 상호협조 맞 원활한 교류가 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된다.

또한 이러한 유기적인 활통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품질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및 관심 그에 따른 철저한 지원율 통한 방안들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모든 품질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품질향상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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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VI I I ‘ 비파괴 i헝가 사업

가. 사업 개요

비파괴평가 사업은 사업 특성상 가동천검사， 가동중검사로 구벌되며 또한 수동

검사. ECT 평가， 원자로내부 육안검사， 자동초음파검사， 충성자속 검출판 와전

류탑상검사 등￡로 세분하여 한전과 매연 계약율 체결하여 수행되나 특성상 비

파괴평가 사업은 통합관리하도복 하였다. 따라서 버파괴평가 사업에 관련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는 비파괴형가 사업 관련 품질요건율 포함하여 단일

사업 개념으로 발행되었다.

나， 경향성분석 개요

본 보고서논 버파괴평가 사업과 관련되어 ’ 94년도에 실시된 내， 외부품질감사

및 품질확인， 공급자변간평가에서 발생한 문제점율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갑사 지적사항율 ’ 93년파 비쿄하여 요건별， 원인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향후 품질보증시스템의 개선방향율 제시하였다.

마. 목적

본 품질경향성 분석에서는

첫째. ’ 94년 내/외부감사 및 풍질확인. 공급자년간평가 내용율 취합， 종합
하였고.

둘해， 지적사항률에 대하여 요건별， 원인별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분석된 결과률 토대로 대책강구， 예방차원의 시정조치 빛 시스랩개선

방안율 강구하였다.

라. 분석방법 및 제한조건

본 분석의 주요 Data로 사용된 감사의 지적사항 건수는 감사의 범위， 감사자의

능력， 감사의 심도등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지적건수의 많고， 적음이 품질요

건의 준수， 버준수률 의미하는 것운 아님율 밝혀툰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지

적건수 그자체에는 의미를 부여치 않고 지적사항률율 품질요건 및 발생원인으로

구멸한다음 그률이 전체에 차지하는 백분율(%)율 구하여 검토하였다.

마. 분석 대상 기간 : 1994. 1. 1 - 1994.12.31

바. 분석 자료 수집 • ’ 94번도에 실시된 품질확인 감사보고서

’ 94언도에 실시된 내부/외부 감사보고서

’ 94변도에 실시된 외부공급업체 년간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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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감사 현황

가. ’ 94년도 폼질확인 및 품질보증감사 현황

감사/품질확인 종류 감사/품절확인 일시 지척사항수(총확인수} 백분율

품질확인 고리 l ’94. 7.08'" ’94. 8. 31 0건 (91 건)

고리 2 ’94. ‘1. 7'" ’94. 12.20 0건 (67건)

고려 3 ’94. 3. 7'" ’94. 4. 30 5건 (1 14건) 흩 25.5%

고리 4 ’94. 11. 20 '" ’95. 1. 20 l 건 ( 123견) 5.0%

울진 l ’94. 1. 05 '" ’94. 2. 28 0건 (646건)

울진 2 ’ 94.9. 8 '" ’94. 10.30 l 건 (770건) 5.0%

영광 l 94번 검사없음

영광 2 ’94. 5. 10 '" ’94.6.20 8건 (253건) • 40.0%

영팡 4E ’94.3. 10'" ’94.4. 20 0건 (46건)

영광 4M ’94. 10. 10'" 진행충

월성 l ’94. 1. 24 ∞ ’94.2.28 0건 (219건)

소 계 : 15건 (*13건) 75.0%

-닙r

품질보증실 갑사 ’94. 12. 15 '" ’ 94. 12. 16 l 건 5.0%

소 계 : 1 건 5.0%

!외 한전감사 ‘’ 94.8. 31 '" ’94.9.03 2건 10.0%
부

소 계 : 2건 10.0%

1ll111---L1 급자평가
한국검사개밸 ’94. 11. 7 잉 ’ 94. 11. 8 2건 10.0%

삼영엔지니어링 ’94. 11. 16'" ’94. 11. 17 0건 0.0%

소 계 : 2건 10.0%

합 겨| 20건 (*13건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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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3 년， ’ 94 년 벼교 경향분석

본 항은 2항의 자료와 ’ 93년 경향성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접을 비쿄， 분석

하여 다음과 걸은 결과률 얻었다.

가. 지적사항에 대한 품질요건별 비교

1) 비교 Data

’ 93년도 지적 ’ 94년도 지적 백분율

품질보증 기본요건 드。~Z다L요르-

1?」4-/r‘ a-”1 l‘브-L iELi 건수 백분율 (% )

품질보증프로그램 7(*2) 36.8% 14(*13) 70.0% +33.2%

구매문서 관리 5.3% - - -5.3%

지시서， 절차서， 도연 4 21. 1% 3 15.0% -6. 1%

문서관리 5 26.3% - -26.3%

구매부품 및 용역관리 . - 3 15.0% +15.0%

겁사 2 10.5% - - -10.5%

총 계 19 100% 20 100%

*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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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분석 내용

각 지적사항율 품질보증 가본요건 ASME NQA-I 의 18개 Criteria 요건벌로 나

누어 ’ 93언과 ’ 94년율 비교한 결과 품질보증프로그램， 구매부품 및 용역관

리에서 증가했으며， 그외 부분에서는 감소했다.

증가된 주된 이유는

첫해. ’ 93년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여 문제점율 개선하기 전의 발생건수

가 17건중 13건올 차지했으며， 개선후 지척사항운 4건만이 발생하였

다.

둘째， 구매부품 및 용역관리에서의 증가는 ’ 93변에는 수행하지 않고 '94변

에 수행합￡로 인하여 발생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절차률 간소화 하고 실수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QA System율 개선한 것

에 기인 하는 것으로 ’ 94년에 수행된 QA System개선 작업이 바람직한 방향으

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로 보아도 좋율 것이다.

3) 향후 개선사항

지적사항 20건중 17건이 절차에 대한 미숙지. 실행상의 오류로 나타났흐며

이에 대한 개션점은 다음과 갑다.

(I) 품질보증요건 파악

(2) 절차에 대한 이행철저

(3) 업무 수행시 해당 절차 교육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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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별 분석비교

1) 비교 Data

월 인 ’ 93년도 지적 ’ 94낸도 지적 백분율 증감율

대 τ닙rTE「 ~‘‘:*-W-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k- jI=호 T를} 대분류

1. 절차 복잡 0 0.0% 0 0.0% 0.0%
시
/ι 2. 요건강확
템

;「4 1) 미반영된 0 0.0% 0 0.0% 0.0%
인 요건추가

-」-C，-i- 2) 실제적 0 0.0% 0 0.0% 0.0% -6.0%
저l 이행확보
동디’

3) 예방적 2 10.5% 0 0.0% -10.5
요건부여

3. 기술절차 2 10.5% 3 15.0% +4.5%
서 부적절

실행 1. 실 수 0 0.0% 3(*2) 15.0% +15 %

상의 2. 절차마숙 12(*2) 63.2% 11(*9) 55.0% -8.2% +8.0%

문제점 3. 해석오류 3 15.8% 3(*2) 15.0% -0.8%

총계 19 100.0 20 100. 。

*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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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분석내용

지적된 내용율 원인별로 분류하였으며. ’ 93년과 ’ 94년율 비교한 절과 대분류

측면에서 보면. System척인 문제점이 21%에서 15%로 감소하였으나 실행상의

문제점에서는 79% 에서 85%로 증가하였음율 알 수 있다.

3) 향후 개선사항

System적인 분제점응 감소하였오나 아직도 계약 및 관 CODE에 대한 요건률의

미반영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

이 이루뤄져야 겠다. 또한 실행상의 문제점이 전체 지적사항중 2/3 이상율

차져하고 있음을 불혜， 사업참여자툴의 관련 품질보증 및 관련 절차서의 요건

들에 대한 미숙지와 마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채점이다.

따라서 교육 System올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이 필요한것으로 판단된다.

~. '94년 경향성 분석

가. 요건별 분석

1) 분석 Data 및 개선방향

'94번

품질보증기본요건 개선방향

전수 백분율

품질보증프로그램 14 70.0% QA 및 검사절차서에 대하여 사업참

(* 13) 여자률에 대한 교육강화

지시서， 절차서 3 15.0% 계약 및 CODE요건 해석을 명확이 병

및 도면관리 확히 하여 검사절차에 반영

구매부품 및 3 15.0% 수립된 절차서 해석율 명확히 하고

용역관리 공급업체관리 철저

*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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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인별 분석

l) 분석 Data

원인 ’ 94낸도 지적 비 -‘-‘-

대분류 소환휴 건수 백분율

1. 절차 북잡 0 0‘ 0%
서

/‘、 2. 요건강화
랩

~’ 1) 미반영된 0 0.0%
인 요건추가

문 2) 실제척 0 0.0%
제 이행확보
2a4

3) 예방적 0 0.0%
요건부여

3. 기술절차 3 15.0% CODE요건율 불명확하게 반영

서 부적절

1. 실 수 3(*2) 15.0% 해석 차이(개선전 2. 외부공급업체 I)
실행상

2. 절차마숙 I I(*9) 55.0% 10견 이 전반기 에 발생했으며 System
의 율 개선한 후반기는 l건 멜생

문제점 3. 해석오류 3(*2) 15.0% 계약 및 CODE요건에 대한 불명확￡

로 발생(개선전 2. 외부공급업체 1)

총계 20 100.0

* Recommendation

다. ’ 94년 지적사항에 대한 중요분석내용

감사결과 지적사항울 원인별로 살펴본 원인별 분석표에서 살펴보면. 기술절차서

관련에 대한 문제점이 15% 률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전년의 32% 비해 많은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의

이해와 절차서 반영에 문제가 있음윷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각 관련자가 수

립왼 System의 불이행에서 발생된 문제접이 85% 륭 접하고 있A며， 문제점중

65 % (1 3건)가 System이 개선되기 전에 나타났다. 또한 외부공급체 년간평가에

서 10% 의 문제첩이 나타나 앞으로 외부업체 관리에 많운 관심율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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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의 경향성분석에서 문제정요로 나타난 접률율 개선하여 후반기 부터 새로

운 System율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터는 전체문제점의 35% 만이 발생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워졌읍율 알 수 있다. 새로운 System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륙히 관심율 가져야 하겠다.

1) 품질 SYSTEM 개선 (절차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가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에 운영될 수 있도

록 System에 대하여 지속척인 명가가 이루워져야 한다.

2) 교육 미비

원인 : 일부 담당자가 완전한 사전 교육없이 자주 교체됨으로서 품질보증절

차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했읍.

• 대책

(1) 교육체계 채정립

조직변경에 따른 참여자률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System에 따라 업무

배정시 품질보증 교육율 실시하고 또한. 주기적￡로 모든 사업 참여자

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분야책임자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2) SELF STUDY 결과 확인 SYSTE헤 확립

Self Study률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것A로 판단

되고 있음， 확언의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율 수 있겠으나 현실척

으로 가능한 것은 분야책임자에 의한 Test로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

이랴고 판단됩.

3) 외부공급업체관리 미홉

원인 : 공급업체가수가 적어 사업에 투입될 인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급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소흘했음.

- 대책

(1) 공급자평가 철저

(2) 공급자관리 철저

(3) 공급자수률 단계적으로 늄려야 겠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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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온 및 건의사항

본 품질경향성 훈석은 ’ 93년 경향성분석에 나타난 문제점과 ’ 94년애 나타난 푼

채점율 비교한 결과 System을 개션하여 업우롤 수행한 절과 많온 #불애서 효

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으냐 아직도 비파괴형가사업율 수행하는 요원률아 품

질보중요건율 춘수하고짜 하는 의식이 척￡며， 적절한 품질보충요건애 대한 교

육율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읍과 풍월보증 System상에 약간의 문채점이 있음율

보여 주었다. 이러한 충요 푼채점률운 계속척으로 System을 개션하고 깨개인

별 교육의 강확와 확인율 롱하여 품질보증의 충요성율 인식시쳐 극복될 수 있

으리라 판단펀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품질향상율 이투기 위하여 품질활동 부서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자의 척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QA SYSTEM 추가 개선율 위한 제안

가. 교육 관련 System
1)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에 대한 QA 개법교육

QA 감사시 품질관련 서류의 검토 빛 승인자에 대한 개인교육훈련기욕율 검토

2) QA 감사를 통한 교육강화

QAP 18. 1 및 QAP 16. I 요건율 철저히 준수함

3) Self Study의 확인 강화

각 환야책임자는 개인훈련기륙에 요구한 쿄육， 필요한 교육이 충분하다고 인

정훨때 서명할 수 있도륙 합.

4) QA 업무에 실제 참여률 롱한 교육실시

척절한 사업부 팀장을 선별하여 QA감사 기법율 교육시킨후 내부 QA 감사립에
포합시킴.

5) QE실 요원의 자질향상

QE실 요원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율 수립하여 실천하며.QA코드해설 및 교육
훈련 기법에 대한 외부교육율 수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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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System 변겸내 역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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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옥적에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운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I BI I B2 I B3 ’ C

3.0 Reference - QAM 의 해당 댄다. 기술삭재

QAP 요건이 QAM 요건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입으로 QAM 기슐이 불필요함.

o

4. 0 Procedure
4. 1 챙임 1- 각분야의 교육훈련계획서에 대한 QE
4. 3 교육훈련계획수립 실장검토요건 삭채

4.4 교육훈련계획의
이행 I .교육훈련계획서 작성요건 삭제

.신설한 직무분장표속에 교육훈련요건

규정동등록하고 형식적인 요건울 지양함

o

4.2 요건 - 업무수행요건의 변경/추가분 발행시

관련 출력푼서 발행전에 이에 대한

교육실시권고사항 삭제

0

권고사항임으로 요건에서 삭제

4. 5 기록 (l) 1- 교육훈련기록의 작성세부 요건삭채 o

교육훈련기록의 유지요건율 개인별

교육훈련기록서 유지요건으로 단일화

(2) 1- 개인교육훈련기록서의 QA 기록화 규정 0

품질관련 업무수행차 이동시 업무

수행차가 수행한 업무의 품질보증

측면에서 요건규정

기타 (l) 1- 집합교육기록양식 규정삭제 o

형식적인 요건 배제

(2) 1- 팀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짜자격요건 I 0
신규규정 및 관련 양식설정 |

업무분석결과의 운서화 및 팀멸업무와

동업무 수행요건의 문서화 ’
(3) 1- 개인별 업무배정 및 인충기록유지요건I I 0

신규규정 및 관련 양식설정

개인별 수행업무(잭입) 운서화

개인별 수행업무 이력 푼서화

개인별 업무기량유치 푼서화

**범혜 A; 절차의 단순화

B; 요건의 강화 (Bl: 미반영된요건 신설， B2: 실질적 요건이행 확보， 83: 예방적요건 부여)
c; 해석의 오류방지 (요건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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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차서 해당부분
*. 변경목적애 따른 불류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B3 I C

1. 0 Purpose -설계입력정보의 평가， 선정， 사용애 o

관한 초기단체의 지칩이므로 그 목적

율 분명하고 명획하게 기술함.

4. 0 De fin i t Ion -용어정의 삭제 : 정의한 용어의 뭇이

NOA-l의 용어정의와 뜻이 차이가 있고

표현이 명확하지 못하묘로 삭제하였읍.

-Responsibilities 삭제，개정된 절차서 I 0

0

5. 0 Procedure

3. 1. 3.2에서 절차를 풀어주고 있으으

’로 삭제함.

-Generals 삭체， 개정된절차서 3.2. L

3.2.2에서 설명하고 있음.

0

-UnverIfied DesIgn Input삭제. QAP I 0

3.4 Design Veificatlon 에 서 설 명 되

묘로 이중설명율 피하기 위해 삭제합.

n
un“·

냉
앓

-Ql

빼
‘,‘양아뼈뼈

‘,‘n
ur

-le
야몫

Input삭제 : 개 정 된 절하서 3.4.2에

기슐됩.

DocumentatIon of design Input 삭제 : I 0

개정된 절차서 3.4.3에서 설명

ABB-CE사 QA절차 (OPI) 인용이유;

1. OPI 로 개정되기전 영광3.4호기의

QA Procedure 로 적용되 었던 절차률

개정한것이 QPI 이.므로 CE시스탬에

익숙한 설계자률의 절차이해률 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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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에 따륜 분류
구절하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1 82 I B3 I C

위합.

2. 표현이 병료하고 분명하여 과거

QAP 절차의 불분명율 많아 해소

하였음.

3. QPI 에 최신 NRC의 Reg.Gulde 등이

반영되어 있읍.

4. 편집 및 서숨변에서 인간공학적인

면등을 고려한 표현율 사용하여

이해가 용이함.

6.0 Records -Design Input Information의 경 우 사 0

용되어지는 설계문서의 일부분으로 간

주하므로 이 절차와 관련된 QA Record

S는 없음. 。 1 -2-느:
I 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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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어떤 형태로든 최종설계결과물에 반영

휩.

둘째， 따라서 최종결과불률은 QA Reeo

rd대상으로 지정되므로 설계에 쓴인

설계정보둘율 모두 QA Record화 활

펼요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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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애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큰거}

A B1 B2 B3 C

1. 0 Purpose -QA code내용율 충실하게 반영합. o
-Veri ficat ion 절차는 QAP3.4에 기술 O
되어 있ξ므로 삭제합.

’3.0 References -삭 제 o
4. 0 De fin i t IonS -삭 치l 0

5.0 Procedure -Design Analysis의 작성잭입율 Cog. 0
Engineer로 국한시킴.

5‘ 1. 1 (b) -NQA-l code에 따 라 computer type.
computer program, reVISion, Inputs,
outputs등을 포함시킴.

5. I. 1 (c) -AnalysIs에 쓰인 Computer Program을 0
Identify한다는것율 강초합.

5.2. 1 (ι) -purpose에는 과거 왜 AnalysIs가 수행 0
되었는지 기술하케 되어있으나 목적이

불분며。하여야biect ive of 때 ys 똘;:t

기입하도록 함.

5.2. 1 (e) -중복부분 및 부연설명 삭제 0

5. 2. 1 (g) -Review &Approval부분을 신설하여 탑 o
장 및 실장의 검토， 승인울 받도록함.

’5.2.2 -구절차에따르면 10장이 넘는 Analysis o
는 목차률 모두 작성토록 하였으나，

20장까지의 Analysis는 목차률 작성하

지 않아도 좋도록 함.

5. 2. 3 -NQA-l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꿈. o

-"code" 란 용어률 NQA-1 에 따라 "prog- 0
ram"으로 대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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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변경목적애 따은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B3 C

5. 0 Procedure -삭재， 표현이 충북된 부분 및 서명시 0
5.3.2 I ni t ia 1 만 해야된다는 제한율 없엠.

5.4 -AnalysIs의 겁토 및 숭인에 대하여， o
표지상에 팀장 검토. 실장 숭인이 나

타나도록 함.

5.5 -Revision 및 Computer Program에 대한 0
사항은 QAP 6. 1 및 QAP 3.5에 다시 언

급되므로 삭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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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차서 해당부분
.* 변경욕적애 따른 분류

변경내용/변경사유(큰거)

A 81 I 82 B3 I C

4. 1 Procedure (변경사유)

1)표현의 부정확. o

2)IR의 범위를 개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Team으훌 넓혀서 융롱성 부여

0

현재 Team 단위로 운영되는 원전사업

센타 조칙의 운영상황융 충운히 반영

시킴 (NQA Code 상에도 IR할 수 있는

사람율 Individual or Group(s)으로

표현하고 있음)

상기 Team은 구체적으로 불변조직의

어떤 Team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검

동하는 사랍이 i 인 이상인 현실율 고

려하여 General한 표현을 써서 IR활

동아 쉽도록 완화시켜주는 목적입.

실제로 충수로 설계쪽은 IR이 Team으

로 운영되고 있음.

4. 1. 4 (변경사유)

1)현재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움 o

코드상의 정확한 표현으로 대처l 함

Computer Progarm에 판한 내용은 QAP
3.5에서 기슐되므로 여기에서는 설계

확인의 시기와 구체적 방법융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NQA Code의 내용율 인
용， 채택하기로 하었읍

4. 1.5 (변경내용)

IR과 작성자사이에 이견 (Disagreement) I 0
이 있윷때 구체적인 처리절차률 DDA상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혼동
의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함.

(변경사유)

IR과 작성자사이에 이견이 있을시， 어

떠한 방법으로든 서로 확인될 수 있도

록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자유로울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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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옥적에 따릎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불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B3 C

4. 1. 6

단， 이견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조

항을 3. 1. 6.£.로 신설하여 삽입.

(변경사유)

1)표현의 부적절함. o

국부적 상황으로써 원전이 Inl t 1al
Criticality에 이르기까지 DesIgn ve

-rJ fication이 지연될 수 없다는 당연

한 논리를 서술해서 혼란을 가중하므

로 Codetll용￡로 대 쳐l 합.

4. 1. 7 (변경내용}

<VerIficatIon Status 표시 변경〉

l) Complete 빛 Incomplete 증 하나를

써야 하는 양식상의 문제로 말마암아

’ Incomplete " 인 경우 아래의 서술

내용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 버

리는데 불구하고 양식에 이미 기술되

어 있는 내용이랴 삭채하지 봇하여

혼란초래.

O

상기 1)의 이유를 시정하기 위하

여 Complete와 Incomplete의 두 가지

경우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 양식화.

Incomplete의 경우 " Not Verified"
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표시

하게하여 미검증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였읍.

4.2 IR Selection

처음부터 Complet와 Incomplete의 두

개의 Status 양식을 따로 만들어 관

리하채 하고 Verify된 문서는 Veri fi
-cation status : Complete라는 표현

의 Mark룰 사용하고 Unverify된 문서

는 VerifIcatIon status: Incomplet
-e 라는 표현의 Mark만을 사용하게 변
켜

g

(변경내용)

- IR 자격요건 또는 IR 지명근거를 Sys
-tern적으로 구체적요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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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에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B3 C

(변경사유)

1) NOA-] Code얘서는 any Comp]etent In
-dlvldual or Group으로 표현되어 있

으므로 절차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율

제시해 주어야 할 t 필요성 대두.

2)IR LIst 작성 및 유지를 현재 System
에서는 lR의 근거로 삼고 있i나 IR
Li st 명단 자체는 사실 아우련 IR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 채공은 하지

옷하고 있읍. 즉. IR Li st는 IR하는

사람의 현황만율 알려주고 있요므로

NQA. 25- 1. 4번의 Completent indivI
-dua‘ or Group이 lR해 야 한다는 Comp
-etent 의 이유를 제시하지 옷하고 있

는 실정이므로 변경.

3) 1)번파 같은 현실상황은 몇차례 외

부강사(한전등)에서도 지적되었으므

로 변경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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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차서 해당부분

2. 0 Scope

3. 0 References

4. 0 De fin 1 t Ion

5. 1. 1

5.0 여하

** 변경목적에 따른 분류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83
rL

-nu

-일부 내용변경， 안전성관련 역무에

이용되는 Computer Software만 적용

대상으로 함.

-삭제. 계획서의 다른장 또는 절차서의 I 0

관련장율 나열하고 있으나 실채적인

도움율 주기보다 혼란을 초래하므로

삭제.

품질보증절차는 모둔 행위가 체계적￡

로 Systematic하게 움직이므로 실상

품질요건 18개 기춘이 모두 유기적으

로 서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어떤

장만이 관련된다고 하기에는 무리입

-Error.

Configuration Control.

Configuration Ite~

Program Manager ,

Software의 정 의 변 경 (NQA2 Para 2. 7)

-삭제， 다른 부분에서 언급

-Code룰 Program으로 용어 변경 . NQA-l

or NQA-2에서 Program으로 표현하고

있읍.

0

o

Code는 각종 국가규격 및 Regulation

둥율 풋하기도 하므로 의미의 혼동율

막기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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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에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큰거)

A Bl B2 83 C

5.2 Software I -Software Development Phase률 Soft
Development
Phase I ware Ll fe Cycle로 변경 (NQA2 Part2.7)

0

S. 2. 1 Requ Iremen t 1-설명추가. (NQA2 Par t 2. 7)
Phase

0

(a) fuet lonall ty

(b) performance

(e) design constraints

(d) attributes

(e) external interfaces
추가합

구체적인 설명율 봉해 이해를 톱고

5.2.4 (b)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변경. (a)-( i)까지로 표현을 바꿈.

현재표현이 어렵게 되어있으묘로 구체

o

적 인 crIteria를 포합한 표현으로 변

경함.

5.3. I과 5.3.2사이 | ’ (b) 신설. Test Problem의 해 결을 명 확

히 하기 위합. (NQAl 11S-2 2.2항)

0

5.5 Access Control I -순서 률 바꿔 Software VerifIcation

&Validation율 먼저 삽입.

-(a), (b) 신설， 코드의 내용을 만쪽사 I I 0

켜 절차의 완천성율 보장하기 위합.

NQA2 4. a). b) 참조

-4. 3. 1. 4. 3. 2. 신설. Software Veri fi o

cat ion 및 Software Validation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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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변경옥적에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용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81 82 B3 C

률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절차률 분명

하게 해 주기 위 함. (NQA2 4. L 4. 2) .

5,. 7 Procured -5.7. 1 삭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게 O
Software

기술된 부분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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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척애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81 82 B3 c

1. 0 Purpose -코드의 기본 요건과 약간 부합되지 0

않는 면이 있어 설계 변경의 목적만

을 간략히 표현함.

2. 0 Scope -코드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여 우리 O

설계 업무 실정에 맞도록 큐정합.

4. 1 Design Changes -Design Input 변경에 따라 고켜야 할 o

4. 1. 1 문서률의 종류률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수정합.

4. 1 Des ign Changes -Code 표현￡로 수정 0

4. 1.3

4. 1 De sign Changes -Design Change 발생시 확인해야 할 o

4. 1. 4. 1 사항 추가

4.2 Field Changes -FCR 의 의마를 명확히 함. O

4.2. 1

4.2 Field Changes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혼선외 여지 o

4.2.2 - 4.2.4 가 있으묘로 삭제， 수정함.

4.2 tleld Changes -Type 2. 3 FCR 관련 절차를 간결하게 0

4. 2. 5. 4. 2. 6 기술. 해당 FCR 발행 상황 및 이유

중심으로 설계자률의 수행 편의률

도모함.

4. 3 Records -버 얀전성 관련 기록을 품질보증기록 o

4.3. I 에서 제외. FCR 자체만 품질보증기록

으로 규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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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경목적에 따른 훈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l변경사유(근거)

A B1 82 83 C

1. 0 Purpose -설계정보의 교환과 각 초직간의 연계 0
업무률 위한 설겨l 정보의 관리률 규정

하기위한 지첩이므로 과거의 어려운

용어의 표현을 변경합.

4. 0 Procedure 4. 1 -각 초직의 책입은 다른부분에서 다루 o
어 지므로 삭제함.

-PM, DM의 책 임은 General부분에서 기 o
슐하였고， 설계정보를 쿄환하는 방법

은 공식적인 채널만 통히면 되는것으

로 풀어 기술함‘

4. 4 -Design Verification에 대 한 사항은 0
QAP 3.4로 이 관함.

-이미 설계확인이 끝난 상태의 설계정 0
보는 다시 설계확인이 훨요하지 않으

며，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원전율 인용된 해당부분에 표시하

도록 하였음.

4.5 -DD/A의 명청 및 사용방법율 개선하여 o
QAP 6. 1 에 기슐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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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 변경욕적에 따른 용류

A Bl B2 B3 I C

1. 제목변경 -Prepara t ion - draw I ngs툴 o

Drawing control 로 변경

L· 0 Purpose 도연관리의 목적을 간단히 서슐합 o

2.0 Socope -삭제 o

3.0 Reference -삭제 0

4. 0 Procedure (변경내용)

1) Drawing status7t 나타나지 않거 나 I I I I 0
Mask되어 있는 도변은 검토 또는 생

산 중인 도면으로 간주하며 제작에

사용되어질 수 없음.

2) 어떠한 Drawing status 의 도면이든 I I I I 0
겉은 도면이 이중ε로 부여， 별행

되지 못함.

3) Not released 및 For review 도연 I 0
상태 삭제

(변경사유)

l)For revi ew의 경우 어 떤 Status
에서의 도면에 다 쓰일 수 있게

수립환 구 절하의 경우 많은 혼동

율 가졌왔음.

2)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검토시에

는 DDIA를 사용하여(문서의 경우

와 같음)검토하는 것드로 합

3)Not released의 성격을 가진 도변

의 경우도 Pre 1iml nary의 경우에

포함하여 도변 Status률 간단히
합

4.2 Dwg. no 각 프로젝트 별로 현재 사용중인 도면 0

번호 부여방법율 채택

4.3 General (변경내용)

1)각 설계자(도면요갱자)가 EDCR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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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경목적얘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1 B2 B3 C

당란올 작성(이때 팀장 또는 분야책

입자의 승인필요)

2) 이때， 요구하는 도연의 목적에 따라 o
Status룰 표시 합.

3) 관련도면(이 도면￡로부터 변경 또는 G
개정)의 각종 채원(최근 개정번호 풍

)을 표시합.

4) 변경되는 부분 혹은 새로 작도요청하 0
는 도면등의 세부내용을 표현합.

4.4 (변경 내용)

1)도면요청자의 추가적인 변경 및 기타 O
사항은 CAD그릅과의 별도 연락을 통

해 상호합의 하에 이루어 질 수있읍.

2)새로운 I tern은 새로운 EDCR로써 신청 o
하여야 함.

3)도면의 목적 (Status) 이 바뀌 면 새로 o
운 EDCR로 신청하여 새 도면울 만드

는 것요로 간주합.

4) 따라서， 도변의 Stat 니 S와 Revision O
은 툴 중 어느하나가 변해도 변할때

마다 Revision은 올라감.

(변경사유)

그 동안 Status 및 Rev.i s Ion이 각각 별

도로 Control되게 되어 있어 많은 설계

자들의 흔란을 초래해 왔으으로 이률

시정하고 도변을 관리를 일원화 하기

위함.

4.5 Dwg. (변경내용)
Prepar a t Ion

1) 처음 도면을 만들때 과거의 절차와는 o
달리 바로 CFC or ARD or Prellminar
를 직접 만툴 수 있게 함.

2)도변작성의 첫 두단계는 도면번호률 O
타이툴 블록에 부여하고 도변Status

를 Masking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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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차서 해당부분
** 변경목적애 따른 분류

변경내용/변경사유(끈거)

A Bl B2 I 83 C

4.6 Upgrading
of Dwg.

& 4.7 Preparation
of As-bu i 1t Dwg.

(변경사유)

도면 제작과정의 어렵고 복잡한 단계를

정 리하여 간펀한 절차로 풀어 춤

(변경내용)

1)각 설계자가 도변의 검토률 내부관련 I 0
부서에 툴렬때는 DD/A를 사용하여(운

서의 경우와 같음) 검토받음.

2) 이때， 도변의 Status 또는 Rev i s ion I I· I 0
상태는 가리워져야 한다.

3) 이 도면은 제작에 직접사용될 수 없 I I I I 0
.9-

4)Safety-related 품목의 도연은 QAP I I I 0
3. 4의 IR규정에 따라 검토 및 숭인되

어야 한다.

5) 겁토 및 숭인의 표시는 서명 및 날짜 I 0
가 해당란에 명 71 됨으로써 끝나며，

최근 개정도변의 작성때와 같은 동일

인이 검토 또는 승인자일 경우， 이니

셜만￡로도 검토 및 승인의 표시로

간주할 수 있다.

6)최종숭인이 끝나연， 그 도변의 Stat I I I I I 0
-us 또는 Revision이 표시되어 도변화

일에 저장된다.

(변경사유)

- 도면검토시에 도변에 여러가지 표시

가 되어 관리와 식별에 부가적인 업

무의 소모가 많았￡므로 이롤 개선하

여 검토중에는 도변의 상태룰 표시하

지 않기로 함. (도연상태에 관한 별도

코벤트는 DD/A를 활용하여 DDIA상에
표시 할 수 있음)

4.9 Dwg. Mark-ups
for Changes
and Revisions

(변경내용)

1)의뢰 받은 변경 대상도면의 Status 또
는 Revision 및 타이률 블록을 가리

고 작업에 률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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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에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B3 C

2) 어 떠한 Status의 변경도 Revision으 Q

간주하고 이 때 , 반드시 새로운 EDCR
로 신청하여야 합.

3)CAD 화일로 작도되는 접율 감안하여. o
Previous revision 도변의 검토. 송인

자의 서명은 나타나지 않아도 무방하

나， 그 이름과 날짜둥은 나타나야 합

4. 11 Review & (변경내용)

Approval
1)최종승인이 끝나면. 그 도변의 Stat o
-us 또는 RevisIon이 표시되어 도연화

일에 저장된다.

낀fI Verifl뎌 t 애 s、‘tat뻐”가표시 o
됩.

4. 13 (변경내용)

QA Records
ARD 이상외 도면중 Safety-related 의 O
경우만 품질기록대상으로 지정하여 품

질기록대상도면의 수가 줄어률께 하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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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경목적에 따른 볼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1 82 63 L/1

4. 1 General -각 specIfIcatIon 의 구분이 불필요 0

하므로 삭제합.

4.2 Preparat ion -specIfIcatIon 의 작성 순서 등에 대 o

한 요건을 삭제. 작성 요건만을 제시.

4.3 Format -specIfIcatIon 의 번호는 각 프로젝트 o

4.3. 1 별로 실정에 맞게 부여토룩 합.

4. 3 Forma t -목하흘 넣어야 하는 요건율 완화하여 0

4. 3. 4 명시합.

4.4 RevIew and -QAP 6. 1 에 따라 specIfication 의 0

VerIfIcatIon RevIew 및 approval 이 되도록 변경.

4. 5 Approval -ASME code 대상인 경우를 고려， RPE o

숭인 및 잡정 certifIcation 요건

추가

4. 8 Records -QC-l I tern 인 경우만 QA record 화해 0

safety-related로 QA record 대상율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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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에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1 B2 B3 C

I. a Purpose -SAR의 작성에 따른 지칩을 주기위함￡ O
로 간결하게 표현합.

ι o Scope -Safety related 품목에 한정하여 QA대 0
상을 줄였음.

3.0 References -삭제 o

4. 0 Procedure -문서의 검 토시 Comment ResolutIon 방 o
법에서 검토자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작성자와 협의할수 있게 함.

-문서의 승인시 실장승인은 꼭 펼요한 0
것으로 명시함.

-문서의 개정시에도 원문서의 처리절차 0
와 동일하게 처리힐것을 병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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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 3.12 Design Output Documents

** 변경욕적애 따른 훈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염째 μ」μl
제목변경

구제목 Oth“n"，νr d양 gn Doc 기타운서↑

라고 함은 본 절차서에서 취급하는

뜻과는 거리가 있음.

2) 최종설계결과물을 통툴어 이야기하고

있읍.

3. 1. 1 - 3. 1. 7 J (변경내용)

Procedure
I)Design output document의 요건 및 I 0
작성방법， 포함내용. 반드시 반영되

어야 할 사항율 설명하는 내용￡로

벼경

2)Design output document의 표지에 포 I I 0
함되어야 할 내용을 삽입

3. 2 De sign Stat uS I (변경 내용)
2 Design Infor

-rna t IOn I DDS-2에 따르는 문서의 처리절차 명시 I 0

3.3 Quality Class
QC-l Design
Output Documen

-ts

(변경내용)

르따뼈
aF

ν

F
T‘

빠
n“σa양

nu4

합뼈
탤

、‘,/ o

2)QC-l 아이 랩에 대한 DesIgn output I I 0
document문서는 CGI 품목을 포함하여

부품. 어셈블리등을 식별하여야 한다

3. 3. 2
3.3.2

(변경내용)

4.0 Records

I)QC-l 품목에 사용되는 CGI품목은

안전성 관련품목으로 간주

2)CGl 품목중 보다 강화된 요건율 적용

할 시는， 분명한 구분 및 표시가 되

어 야 하며 Design output document에

분서화

(변경내용)

o

0

I)발행부서에 의해 품켈기록으로 지정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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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때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81 82 83 C

되어 처리되어야 함으로 변경.

2)QC-1품목 DesIgn output document의 O
경우에 한황.

(변경사유)

구 절치서의 경우 Design output docum
-ent는 품질기록으로 처리되었으나 신

절차에서는 그 중. Non-safety Related
document는 품질기록에서 제외하는 요

건율 분명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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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애 따른 릎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I B2 B3 C

2.0 Scope - 원전사업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매 o
활동으로 국한시킴.

2. 0 References - 삭 제 o

3.0 Procedures c앵n1때 t‘ E때ineer가뼈Pro떼‘a o
ment SpecifIcation) 빛 PR(Procure-
ment Requisition) 율 작성하여 제출

하던 절차률 구매요구부서의 책임자

가 PR만율 작성하여 원전품질기슐에

검토를 위해 송부토록 함.

- PP(Procurement Plan)율 수립토록함. o

- 원전품질기술실장은 관련 규격둥에 o
따른 품질요전등이 포함되 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ASL유지 에 대 한 사항율 QAP 7. I 에서 o
언급합.

쩨Pro미 re‘때 R어IU i 나sit‘-뼈차「 서。 o
1. 기술적요건
2. 품질적요건
으로 상세하게 기술합.

- 구매수행부서 o
구매수행부서의 구매규정여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전품질·기술실의

업무와 구매요구부서의 책임사항만

규정하고 구매수행부서에 대한 절차

는 규정하지 않았음.

- 구매수행부서로 이첩된 구매에 따른O o
Technical Interface에 대 한 책 임

사항은 구매요구부서의 책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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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에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81 82 B3 C

1. 0 Purpose - QAM/QAP 관리 목적 통합 및 QA Bul- 0
Ietln 사용폐지

QAM 및 QAP 의 관리방법 유사

l QA Bu II et 1n 발행시 요건의 운산

2.C Scope - QAM/QAP 관리 절차 통합 o

QAM 및 QAP 의 관리방법 유사

3.0 Reference - QAM 의 해 당 SECT. 지슐삭제 o

QAP 요건이 QAM 요건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임으로 QAM 기술여 불필요합.

4.0 Procedure (1) - 관리단계별로 요건 재정비 0

절차서의 야해 및 관리 용아

QAM 의 경우 구절차서에작성，검토및

숭인 요건의 기술누락

(2) - QAP 에 규정된 양식의 번호부여요건 0
삭제

번호별 양식관리 불필요

(3) - QAP 구성요건 삭제 o

규정 불필요

(4) - 개정번호 부여방법 삭채 o

OAP 6. 1 얘 규정

(5) - 사용언어 규정 삭제 o

QAP 6. 1 에 규정

(6) - OAP 부록 작성요건 삭제 O

통합 QAP 가 각 사업 별 QAP로 발행

(7) - OAP 검토기준 삭제 0

검토가준 (QAM 및 QAP 5. 1) 연급불필요

(8) - OAP 배포시 배포천 이용요건 삭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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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변경목적애 따를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B3 c

- 배포대장에 접수확인을 기록토록하여 0
배포기록의 별도 유지 불필요

(9) - QAP 개정 죠건 삭제 o

QE 실장책임하에 QA Program 이 평가

되고 항상 개정이 가능합￡로 개정

조건 규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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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애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불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B3 C

4. 0 Procedure -EP생산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양식을 만 o
둘어 쓸수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합.

1 -EP작성시 QE실의 검토를 거치케 하였 0
으며， 작성실어l 서는 ChecklIst를 사용

한 검토는 하지않아도 좋음.

-AECL Engineering Manager 및 QE실 장 O
의 겁토를 받도록하고 설계종합실장이

승인하도록 함.

-EP의 Master LIst는 설계종합실에서 O
유지하도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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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 내용/변경사유(근거}
** 변경목적에 따른 불류

A Bl B2 B3 I C

< 신규 작성 취지 >

QAP의 각 절차서가 해 당 document률

Control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어 통

합적인 절차률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

되어 사업부 내 모든 document에 공통

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작성. 검토. 숭

인. 등록. 배부， 개정관려 업무를 규

정하는 document Control 율 신규로 작

성합.

** 대원척 **
1. 모든 품질관련 운서에 해당

2. Code요건에 맞추어 작성

3. 간편하고 구절차률 최대한 활용하

여 작성

4. 가능한한 양식은 규정하지 않고 권

장 양식으로 예시하되 필요한 사항

만을 양식안에 포함되도록 함.

5. Code 요건에서 절차률 이용자측면

으로 단순하게 풀어줍과 동시얘 지

나친 세부 Action절차는 생략하여

사용부서의 책입만율 규정함으로써

외부감사시 지나친 세부절차로 말

미암아 생길 문제의 소지를 원천

봉쇄함.

- 작성， 검토， 승인에 대한 요건을 최

소한의 요건으로 합.

O

- DDA 변경
1. Document DistributIon for Agree

men t.
2. DDA 검토시 Draft RevIew의 도입

3. 검토의견이 없올 경우 DDA상에

"NONE" 표시하며， 검토의견이 있율

경우 DDA상에 기록하고 검토자난에
서명함.

4. 검토의견이 있을경우 문서작성자는

검토의견울 전부수용 할 경우 검토

자의 Agreement Sign율 받율 휠요

가 없으나 이견이 있율경우 검토자

의 Agreement Sign을 받아야 함.

5. DDA의 QA Record요건을 삭채하고

단 원문서 와 합쩨 DOCC로 송부토록
규정함.

0

- Document 의 Review and Approval
1. IR/Team LeaderS! Review시 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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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에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 내용/변경사유(근거)

k Bl 82 B3 C

System에 따라 Team Leader의 역 할

올 중시.

2. Dep ’ t. Manager의 송인까지만 요걷 I 0
으로 하고 그외의 승인 사항은

Opt Ion으로 처 리 함.

- DRL(Document Registration List) I I I a
1. 모든 운서에 대하여 DRL율 작성하

여 DRL이 DDL목적으로도 사용토록

함.

2. DRL율 작성한후 QA Record 인 경우

QA Log/Index List에 반드시 기룩

하여야 합.

- DDL(Document DistributIon LIst) I a
1. 절차서 관련 문서에 만 사용.

2. 문서의 배포확인을 쉽게풀어춤.

3. 문서관리번호를 삭제합.

- Obsolete Document의 처 리 I I I 0
1. 원칙 적으로 abs이 ete Document 는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2.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표지에 "abs이 eted" 를 붉운 표시로

한 다읍 보관할 수 있읍.

- 문서번호 체계 확립

1. Category I Document: 해 당 절차서

에 서술되어 있음.

2. Catpgory II Document: QAP 6 1
3. Ca tegory 1I I Documen t :
문서의 번호부여가 불필요한문서

0

- 접수한 Document의 보존기 간은 각 I a
분야잭입자의 판단에 맡김.

- 운서 개 정 에 대 하여 Major Change , I a
Minor Change로 구별하므로서 문서

개정에 대하여 융통성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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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변경목적에 따른 분류

구절차서 해당부훈 변경내용/변경사유(큰거 )
A 81 82 83 c

3. 0 Reference - 삭 제 0

4. 0 Procedure - 기존 절차는 항목멸로 정리하였고

’
개정절차서에서는 다읍 사항율 추가

하였음.

공급자 평가/숭인율 위한 요청사항 o
품목및 용역애 대한 겁수사항

상용품목 구매 에 관한 사항

코드요건 내용율 근거로 절차서 내용

율 전체적으로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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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I B3 c

1. 0 Purpose Quality Bulletin 없애기로 함 o

2. 0 Scope 전부삭제 0

3. 0 Reference 전부삭제 0

5.0 Procedures - 관리방법에 있어

1. 과거 3년.10년， 영구등 3가지에서 I 0
Nonpermanent. Permanent둥 2가지

로 대별합.

2. 모든 QA Record 대상문서는 모두 I 0
OOCC로 보냄.

3. 모든 QA Record 대상문서률 Table
에 명시된 운서로 한정함.

0

< 변경이유 >

1. Nonpermant 라 할지 라도 보존거 간

3 or 10년 경과후 폐기처운하라는

규정/해도 좋다는 규정은 NQA-Code
에 없읍.

2. 오허려 보존기간 경과후에도 유지

하라는 요건이 있음 (Reg. GUld
1. 28) NQA-l 17S-1 6. Oisposi tion

3. Dupllcat ion 개념에서는 3년의 경

우· 종전 그 실에서 2중 보관하는 요

건였으나 이지l 는 ODCC에 보내는 것

드로 하였음.

4. 3년과 10년의 QA Record 휘급절차

차이점이 없어졌으묘로 QA Record
개념이 오히려 개녕상 쉽게 정립이

됩.

5‘ 보관절차룰 Code요건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함.

- RTS 사용 - 전부확대
1. 3년 QA Record도 ODCC로 이 관됩으

로써 RTS사용을 의무화하였읍.

(RTS란에 서명， 날인됩)

2. RTS률 각성， 부착하여 AF의 SIgnal
난 뒤부터 QA Record로 인정됨.

(NQA1 17S-1 2. 3참조)

0

0

- 각실 Or igina tor - 보존년한 자 정 명

시 책임.

- 각실 Record Controller - best

0

o
- 11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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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목적애 따른 분류
구철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l B2 B3 I C

ava I 1ab Ie copy 수령책 임. QA Record
Index 등록 엽무

- 각실 Record Controller는 QA Record o
Index률 매년 OOCC로 송부하여야 합.

- 각실 Originator - QA Recordl Index o ,

등록 확인 책임

< 변경 이유 >

- Dept. Record Controller 역시 QA
Record 수령등록업무반율 전담할수

있도록 배려되지 않는 현실임을 감

안 둥록확인 책임은 각 생산자가 지

도록 합.

Oept‘ R때 Controlρν‘F가 Rπ 날E o
몽해 OOCC(AF)로 보내는 QA Record
기간은 최소 분기별로 한번씩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변경 이유 >

1. 너무나 찾은 QA Record 이관으로
RTS 과도사용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됨을 예상하여 RTS 사용빈도를
줄이기 위합임.

2. 각실 업무중 QA Record 발생시 마다
ODCC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율 멀

어주기 위함.

3. 최소 분기별로 한번썩은 보내도록

요건율 삽입합￡로서 오랜 시일경

과에 따른 분실 및 보관의 어려움
율 피하게 함. ‘

- 3년 QA Record의 경 우 각실 Working 0
file 에 1부 유지‘ 보관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없엠.
< 이유 >

1. 2부 Copy하여 진부 DOCC로 보냄으

로서 Dupl ication의 의 미률 충족

시킴으로 절차의 간펀화시도.

2. 실제로 각실에서 1부 Copy하여 QA
Record 개념으로 한 장소에 지정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

로 유명무실한 요건율 없애고 절차
를 간소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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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차서 해당부분 변경내용/변경사유(근거)

A BI B2 83 C

2. 0 Scope - 감사법위률 사업별로 규정하였음. 0

PrOject Base로 절차서 작성.

3. 0 Reference - 삭 제 I 0

4.0 Procedures
4.3 감사 수행 - Audit Finding의 Nonconformance와 I 0

Observation의 구분명시 삭채.

Code에 상기 2가지 를구분하는요건이

없으므로 구분명시하지않도록하였음

4.4 갑사보고서 - Audit Finding Report를 폐지하고 I 0
Corrective ActIon Report를사용함.

감사지 적 사항도 Code의 Nonconform
ance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AFR을 만둘지 않고 CAR로 공몽사용

하여 단순화합.

- 감사보고서 착성자및 승인자 변경. 0

Code 요건의 "Responsible Manag ‘

ement를 원전품질기술실로 해석， 감

보고서를 선임감사자가 작성하고 QE
Mgr. 기 숭인하도록 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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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3 ， 4 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적 왼인 지 적 내 용 관련 CAR NO. 감사구분

(내， 외부)

요건 강화 1. 독립검토자 자격부여후 Job Assignmen t! COM-REC-94-011 내부감사

(l 컨) QualificatI on에 명시않음.

1. lop/DescrIption 장에 코드요건 누락 COM-REC-94-008 내부감사

절차서 2. Jop/Descrlpt IOn내용 중 QAP 교육 COM-CAR-94-010 내부강사

Requirement 누락

미숙지 3. 해당자틀이 품질관련 업무에 종사함에도 COM-CAR-94-019 내부감사

작성제외

( 5 건) 4. 개인교육훈련 기록 누락 COM-REC-94-001 내부감사

5. lop Assignmen t/ QualificatIon기록 미버 COM-REC-94-008 내부감사

해석 오류 1. Jop/Descr ipt ion장에 명시하였으나 COM-CAR-94-025 내부감사

(l 건) 개인훈련윤 실시하지 않읍(팀별실시오인)

2. 영광3 ， 4 호기 초기노심

지적 원얀 지 적 내 용 관련 CAR NO 감사구분

(내， 외부)

질 1/‘:> 1. 설계확인상태 며표시 FUEL-CAR ‘ 94-004 내부감사

(l 건)

1. 독립검토자 업무배정및 OJT 결과 문서화 FUEL-CAR ‘ 94-003 내부감사

철차서 1 01 비
미숙지 2. 설계확인요약 기술 누락 LWR-AUP-94-003 공급자감사

(2 건)

해석 오류 1. 계약자간 설계연계업무 관라미홉 A212-94-074 외부감사

(l 건)

3. 울진 3 ， 4 호기 초기노심

지적 원인 지 적 내용 관련 CAR NO. 감사구분

(내， 외부)

질 수 1. 설계확인상태 미표시 FUEL-CAR-94-004 내부감사

(I 건)

절차서 미 L 독립겸토자 업무배정및 OJT결과 문서화 FUEL-CAR-94-003 내부감사

숙지 (l건) 미비

해석 오류 1. 계약자간 셜계연계엽무 관리미홉 A212-94-074 외부감사

(l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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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체노심 핵연료설계

지적 원인 지 객 내 용 관련 CAR NO. 감사구분

(내， 외부)

실 수 (l 건) 1. 셜계확인상태 미표시 FUEL-CAR-94-004 내부감사

절차서 미 1. 독립검토자 업무배정및 OJT 결과 문서화 FUEL-CAR-94-003 내부감사

숙지 (l건) 미비

해석 오류 1. 계약자간 셜계연계업무 관리미홉 A212 ‘ 94-074 외부감사

(l 건)

5. 월성 2, 3&4 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적 원인 지 적 내 용 관련 CAR NO. I 감사구분
{내， 외부)

절차의

복잡합

요건 강화

(8 건)

질수에

의한

지 적

(1 1건)

절차셔

미숙지

(9 건)

1. 비슷한 양식의 통일을 요구합

1. Project QA Manual 을 개 발할것

2. Design Completion Assurance 절차수립
3. 사용하는 양식의 변호가 필요함

4. Design Specification 작생절차 수립

5. Flow Sheet 를 Certify 할것

6. Engineering Procedure악 판리 방안 수립

7. 내부감사시 설계실의 팀장참여 유도할것

8. 설계자에게 EP 및 TAP교육 실시할것

1. Instrument Application Sheet에 셔 명 누락
2. Elementary DI agram 의 공란을 채울것

3. 교육훈련결과가 교육훈련기록서에 누락됨

4. 교육훈련결과가 표육훈련기록서에 누락됨

5. 교육훈련결과가 교육훈련기록서에 누락됨

6. 교육훈련요건이 업무기술서에 규정· 않됩

7. 교육훈련요건이 업무기술셔에 규정 않됨

8. 업무기술서의 요건을 보완활컷

9. 도면의 'CHECKED" 란에 담당자의 서명없음

10. 도면의 ’ CHECKED" 란에 담당자의 서명없옴

11. 도면에 서명시 날짜를 병기할것

1. Des ign Transfer Package롤 Check활것

2. Analysis Report에 대한 Checklist작성요

3. SAR Material 율 품질가륙화 할것

4. 발행된 문셔가 DRL 에 등재되지 않았응

5. EDCR 의 관리를 철저히 활컷

6. TAP 배포시 DRL 의 사용방법 개선요합

7. 모든 System 에 대해 DVC흘 작생， 유지할것

8. Reference 로 쓰인문서에 개정번호 기업요

9. 지적사항에대한 시정조치 지연

Recommendation 3

Recommendation I
Recommendation 2
Recommendation 4
Recommendation 7
Recommendation 8
Recommendationll
Recommendationl2
Recommendationl3

Recommendation 5
Recommendation 6

COM-CAR-94-001
COM-CAR-94-013
COM-CAR-94-005
COM-CAR-94-004
COM-CAR-94-006
COM-CAR-94-014
COM-CAR-94-016
COM-CAR-94-023
COM-REC-94-014

Recommendationl0
Recommendation14

COM-CAR-94-011
COM-CAR-94-0l7
COM-REC-94-015
COM-REC-94-016

86-01914-190-0-2
COM-CAR-94-021
COM-CAR-94-018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갑사

내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외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해석 오류 I 1. 사업에 적용되는 절차셔목을 작생， 유지요 186-01914-190-0-1 I 외부감사
(2 건) I 2. 팀장이작성한문서는 다른사랍이 검토합것 I Recommenda t ion 9 I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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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전 3, 4 호기 원자로계통설겨l

지척 원인 지 적 내용 관련 CAR NO. I 감사구분
(내， 외부)

요건 강화

(1 1 건)

비
메

비

시

미
I

미

표

술

행

이

술

미

기
이
비

상
기

-
호

건

빛

미

톡

건

버

번

요

술

술

비

기

요

비

비

미

정

행

기

기

미

련

행

미

미

개

지

비

이

행

훈

이

술

분

건

건

유

의

미

약

이

약

기

구

요

요

과
·
계

;

장
서
리

련

련

건

건

건

장

문

대

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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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AR-94-005
COM-CAR-94-006
COM-CAR-94-008
COM-CAR-94-010
COM-CAR-94-012
COM-CAR-94-014
COM-CAR-94-022
COM-REC-94-008
COM-REC-94-007
COM-CAR-94-003
COM-CAR-94 ‘ 017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갑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실수에

의한

지 적

(1 2 건)

1. 교육훈련의 품질기록화 미버

2. 절차서가 개정되었으나 구쩔차서 따름

3. 설계확인 STAMP 사용착오
4. 설계문서의 OOA SHEET 누락
5. 품질기록 송부 지체

6. QA RECORD LOG 의 품질기록화 불이행

7. 독협검토자에 대한 엽무기술 미비

8. 독립검토자 자격인증 기록 미비

9. 미 검증 자료의 LOG 유지 미비

10 도면작성시 작성， 승인일자 불일치

11. 설계확인 STAMP 사용착오
12. 설 계 문 서 캡 수 및 검 색 오 류 (DOCC)

COM-CAR-94-001
COM-CAR-94 ‘ 007
COM-CAR-94-026
COM-REC-94-003
COM-REC-94-004
COM-REC-94-005
COM-REC ‘ 94-011
COM-REC-94-009
COM-REC-94-010
COM-REC-94-012
LWR-CAR-94-029

A212-94-010

내부감사

내부갑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내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절차서

미숙지

(16 건)

1. 절차서 (TAP 등) 에 대한 배포관리 미비

2. 설계문서 내용변경시 변경근거 쭈적불능

3. 미검증 문서에 대한 확인 불가능

4. 설계문서 내용변경시 변경근거 추적불능

s. 설계문서 개정시 개정근거 추적불능

6. 설계문서의 언용된 문서에대한 추적불능

7. 기술업무절차서 배포관리 미비

8. 문서관리자 미엄명

9. 설계관련 정보의 추적생 미비

10. 연계사항관련 절차서 수립미비

11 절차서 수립및 활용미비

12. 설계검증 STAMP 미수록
13. 설계변경관련 철차서 미수립

14 기술업무절차서 (PREDS) 관리미비
1S. 사엽관리절차서 관리미비

16. 설 계 ACTIVITY 분류체 쩨 미 홉

COM-CAR-94-002
COM-CAR-94-009
COM-CAR-94-013
COM-CAR-94-015
COM-CAR-94-019
COM-CAR-94-024
COM-REC-94-002
COM-REC-94-006
COM-REC-94-017

A212-94-0S9
A212-94-061
A212-94-063
A212-94-064
A212-94-067
A212-94-069
A212-94-065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감

감

강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외

외

외

와

외

외

외

해석 오류

(7 건)

1. 설계문서와 팀장검토 미수행

2. JDC 문서에 대한 확인업무 미비

3. 품질관련업무 수행사 QAP요건을 따라야함

4. 설계입력자료 적정성 검토 미흡

S. INTERFACE CONTOL 에 대한 요건 미비

6. RPE QUALIFICATION 적 용년도 오류

7. QA MANUAL 상의 요건적용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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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AR-94-020
COM-CAR-94-025
CDM-REC-94-001

A212-94-060
A212-94-062
A212-94-066
A212-94-068

내부감사

내부강사

내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



7. 버파괴평가- 사업

지적 원인 지 적 내용 관련 CAR NO. 감사구분

(내， 외부)

요건 강화 1. NDT 검사절차서 미홉 NDT-CAR-94-03S 품질확인

(절차서 부 2. 액체침투검사절차서 미홉 A212-94-075 외부감사

쩍 켈， 3 천) 자분탑장검사절차서 미홉 A212-94-076 외부감사

설 -/k「 NDE 수행 절 차 미홉 (2 건) Recommendation 품질확인

건) 1 품질보증기록관리 미홉 NDT-CAR-94-028 외부공급자

평 가

절차미숙지 1. 검사자 자격관리 미홉 RecommendatIon 품질확인

(1 1 건)

1. 검사절차서 교육 미홉 CAR-U2-MAN-OOl 품질확인

해석 오류 2. 품질보증절차서 7. 1 보완 94-NP-OOl 내부감사

(3 건) 3. 품질보증절차서 관리미홉 NDT-CAR-94-027 외부공급자

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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