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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BNL의 연구개발 품질보증시스템 운 현황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발 품질보증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보장과 안전한 연구수행을 목

적으로 한다. 특히, 막대한 연구비용이 투자되며 연구원 및 대중의 안전이 중

요시되는 특성을 지닌 원자력 연구개발에는 품질보증이 특별하게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품질보증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연구개발 품질보증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국내 정착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시설운  위주 품질보증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Ⅲ.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결과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개발 품질보증이 활발하게 적

용되고 있는 미국 BNL 연구소의 품질보증시스템을 분석함으로서 미국의 연

구개발 품질보증시스템 운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실태

를 살펴보았다. BNL 품질보증시스템의 특성과 우리연구소를 비교분석하여 연

구개발 품질보증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한 품질보증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도출

하 다. 

Ⅳ.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 제시된 품질보증시스템의 개선방향은 장기적 차원에서 요

구되는 기본방향이며 정부와 연구소 경 층의 의지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 품질보증관련 외국사례분석과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구개발 품질보증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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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품질보증 시스템 운 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낭

비를 막기 위한 핵심요소인 품질보증요건 차등적용 방법론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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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Status of Quality Assurance System for R&D in BN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s of the R&D QA are to assure the reliability of  R&D 

results and the safety of research works. Since nuclear R&D programs 

generally demand an enormous expense and give consideration to the 

safety of researchers and the public, QA is required for nuclear R&D. R&D 

QA has been performed actively in the advanced countries of atomic 

energy headed by U.S.A. and the need of R&D QA is increasing in Korea. 

This study aims to frame a basic policy for adoption of R&D QA and to 

guide the improvement of existing nuclear facilities-centered QA systems 

for regular enforcement of R&D QA in the future. 

Ⅲ.  Scope and Results of the Project

We investigated the state-of-the-art of R&D QA systems in U.S.A 

where R&D QA is most comprehensively applied in the world. We also 

investigate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QA activities to understand the 

state of the operation of QA system. The policy for improvement of 

existing QA systems for regular enforcement of R&D QA in Korea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QA system between U.S.A 

and Korea. 

Ⅳ.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policy for improvement suggested in this study are long-term 

course, and the commitment of government and KAERI manager is needed 

to realize. In the short-term, it is suggested to arouse an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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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ecessity of R&D QA through the study on the QA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with the QA related policies. On the other hand, 

we believe that it is urgent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Graded 

Approach for Quality Requirements' which is a requisite measure to 

eliminate wast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Q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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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첨단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연

구개발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지금까지 행해

왔던 관습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의 성공적인 실행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그들이 연구를 만족스럽게 수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보다 나은 연구의 

수행을 위한 새로운 연구관리 체계를 갖추고, 보다 확실성이 높은 연구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개발의 복잡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성공적 실행보장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발주측으로부터의 

신뢰도 입증요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연구관리 방식을 적

용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은 타 산업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크고, 참여 연구원 및 대중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으며, 대규모의 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 산업은 일찍이 

품질보증 개념을 도입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왔으며, 원

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연구결과의 신뢰도 확보 및 연구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개발의 결과는 연구보고서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연

구결과는 얻어진 실험 Data 및 이들 Data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Data들이 제각기 유효성, 신뢰성 및 견실성을 가지

고 있으면 연구결과의 신뢰도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Data의 유효성, 신뢰성 및 견실성을 보증하는 것이 연구개발 품질보증의 목적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Data의 품질특성을 알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

리함으로서 바라는 품질의 Data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결

론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이 결과를 응용하는 사용자가 그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개발 품질보증 요구환경의 긍정적 취지, 목적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내포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

성 때문에 연구개발 품질보증의 적용상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첫째, 연구실(실험실) 업무의 전문성 내지는 고유성 때문에 어떠한 취지

에서건 외부로부터의 객관적인 평가나 점검행위에 대해 강한 반감

이나 비판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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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실(실험실)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업적에 대해 매우 자

랑스러워하며, 특히 이들이 모두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고도 성

취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이를 새로이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혼돈과 

강화된 통제로 인하여 연구 활동의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셋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독자적인 판단의 자유가 행여 엄격한 품질보

증 요건에 의해 불합리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될 것에 대해 우려하

고 있다. 

넷째, 어떤 견해로는 지금까지의 연구실(실험실) 업무가 비록 일차원적

이며, 비공식적이며, 통상적인 과학적․기술적 방식이긴 하지만 이

미 품질보증의 개념이 가미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등의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서 품질보증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자력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관리하

는 DOE에서 품질보증 적용에 관한 법령을 개발하여 모든 연구개발에 적용하

고 있다. 그리고 품질보증 시스템을 연구기관의 안전경 시스템 및 관리시스

템과 통합시켜 품질보증활동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함으

로써 연구자들의 연구품질에 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연구수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이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그 등급에 따라 품질보증 요건의 적용에 차등을 둠으로써 연구개발

의 본질적인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

록 하고 있다.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원자력 연구개발의 경우에 품질보증 적용에 대

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에 연구개발 품질보증기준이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이 기타 경

관리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품질보증시스

템 운 측면에서 기타 관리시스템과 중복되는 구성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외국의 품질보증기준을 적

용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품질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과제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품질보증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운 하는 

등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특성 및 잠재리스크를 

고려한 품질보증 요건의 차등적용을 위한 체계적 방법론이 이용되고 있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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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건이 과다 적용되거나 반드시 요구되는 적용요건이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원자력 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

고 있는 우리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

을 위한 정부의 품질보증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원자력 연구개발 품질보증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적용현황을 

BNL을 중심으로 파악․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 품질보증의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및 기존 품질보증시스템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는 원자력 연구개발 품질보증 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로

써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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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연구개발 품질보증 법령체계

제 1 절 미국 DOE의 원자력연구개발 품질보증 법령체계

미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주로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추진

하고 있다. DOE는 기초 및 응용연구, 제품개발, DOE 시설의 설계, 건설, 운

, 개조, 해체 및 환경보호 관련 활동에 대한 경  및 감독기능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연구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관련 연

구 및 시설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공, 시설 작업자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품질보증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이 요건

에 따라 DOE의 업무를 평가함은 물론, 연구기관들도 이를 만족하도록하여 품

질보증시스템을 주요 경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DOE는 연구개발 품질보증시스템을 그들이 추구하는 안전경 시스

템 정책(DOE P 450.4 : Safety Management System)과 연계하여 통합된 체

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DOE 

및 주요 산하연구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품질보증

시스템이 내재된 연구기관의 통합경 시스템이 DOE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약 

당사자들인 연구기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DOE는 발주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수

립, 이행하도록 연구계약서 상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기본지침

으로 10 CFR 830과 DOE O 414.1A가 활용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 시설 관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10 CFR 830(Nuclear Safety 

Management)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서는 DOE O 414.1A(Quality Assurance)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지침에 포함된 품질보증요건 10가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만, 중요한 차이점은 DOE O 414.1A가 Order 인데 반하여, 10 CFR 830은 

Rule 이라는 점에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

재 미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품질보증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10 CFR 830과 

DOE O 414.1A의 제정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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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DOE의 연구개발 품질보증 법령체계 

Atomic Energy Act

(1954)

Atomic Energy Act

(1954)

Price-Anderson Amendments Act

(1988)

Price-Anderson Amendments Act

(1988)

10 CFR 82010 CFR 820 10 CFR 83010 CFR 830 10 CFR 83510 CFR 835 10 CFR 70810 CFR 708

Subpart B

(안전요건)

Subpart B

(안전요건)
Subpart A

(품질보증요건)

Subpart A

(품질보증요건)

DOE Hazard

Category 1,2,3 시설

DOE Hazard

Category 1,2,3 시설

원자력 시설 관련 연구개발과제원자력 시설 관련 연구개발과제

DOE O 5700.6 C

(1991)

DOE O 5700.6 C

(1991)

DOE O 414.1 A

(품질보증요건)

DOE O 414.1 A

(품질보증요건)

DOE P 450.4

(안전경영시스템)

DOE P 450.4

(안전경영시스템)

기타 연구개발과제기타 연구개발과제

DOE 발주 연구개발과제DOE 발주 연구개발과제

일 치

개정

시행규칙

개정

적용 적용

적용

1. 10 CFR 830(Nuclear Safety Management)

미국의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은 1954년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1988년에 이를 개정하여 PAAA(Price-Anderson Amendments Act)가 발표되

었다. PAAA의 적용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칙으로서 현재 아래와 같은 4개의 

Rule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 10 CFR 820 : Procedural Rules for DOE Nuclear Activities

∙ 10 CFR 830 : Nuclear Safety Management

∙ 10 CFR 835 :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 10 CFR 708 : DOE Contractor's Employee Protection Program

이중 10 CFR 830은 DOE 원자력 시설의 안전경 요건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된 원자력안전규제규칙으로서, DOE 소유의 원자력시설에 관한 안전규제 

관련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 위험등급에 따라 수행업무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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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달리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에 

향을 주는 계약 및 규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적용할 품질보증계획 요건

을 제시하고 있다.  

10 CFR 830은 품질보증요건을 다루고 있는 Subpart A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10 CFR 830.120∼122)와 안전요건을 다루고 있는 

Subpart B : Safety Basis Requirements(10 CFR 830.200∼207)로 구성되어 

있다. Subpart A의 요건은 DOE의 안전경 시스템 정책(DOE P 450.4 : 

Safety Management System Policy)의 원칙과 기능에 일치하는 기본경 시스

템수립을 위한 품질보증 요건으로서 DOE의 원자력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모

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된다. 한편, DOE Hazard Category 1, 2, 31)에 해당되

는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과제에는 Subpart A의 품질보증요건 외에 추가

적으로 Subpart B의 안전요건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10 CFR 830 

Subpart A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10 CFR 830 Subpart A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DOE의 원자력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10 CFR 830의 Subpart A는 적용범위(10 CFR 

830.120), 품질보증계획(10 CFR 830.121), 품질보증요건(10 CFR 830.12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10 CFR 830.120)

10 CFR 830 Subpart A는 품목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DOE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향을 미치거나, 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들이 준수해야 할 품질보증요건을 제시한다. 

나. 품질보증계획(10 CFR 830.121)

품목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DOE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향을 미치

1) Hazard Category 1 : Significant off-site consequences

  Hazard Category 2 : Significant on-site consequences beyond localized consequences

  Hazard Category 3 : Only local significant consequences

  Below Category 3 : Only consequences less than those that provide a basis for categorization as a 

hazard category 1, 2, or 3 nuclear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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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는 830.120의 품질보

증요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DOE의 원자력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자는 

① 승인을 위해 품질보증계획서를 DOE에 제출해야 하며,(단, 제출 후 

90일이내에 가부의 통보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② DOE의 지시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서를 수정해야 하며, 

③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내용을 매년 DOE에 보고하여 재승인

을 받아야 하며, 변경내용이 여전히 품질보증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서는 

① 830.122의 품질보증 요건들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를 기술해야 하

며, 

② 품질보증 요건들을 안전경 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과 

통합시키거나, 품질보증 요건들이 어떻게 안전경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기술해야 하며, 

③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이행에 있어서 계약 혹은 규제 내용과 일치하

는 자발적인 합의기준이 이용되어야 하며,  

④ 하도급자에게도 830.122의 품질보증 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원자

력 시설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주계약자에게 있음을 기술해야 한

다. 

다. 품질보증요건(10 CFR 830.122)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의 경 , 성능, 평가 요건들이 언급되어야 한다. 

•경 요건

  ∙프로그램

  ∙개인훈련 및 자격부여

  ∙품질개선

  ∙문서 및 기록

•성능요건

  ∙업무수행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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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검사 및 시험

•평가요건

  ∙경 자평가

  ∙독립평가

3. DOE O 414.1A : Quality Assurance

DOE O 5700.6C에서 발전된 DOE O 414.1A는 DOE 내부조직 및 계약

자의 효과적인 품질보증 프로그램 수립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성과 수행도는 최대화하고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여, 

DOE의 안전경 시스템 정책(DOE P 450.4 : Safety Management System 

Policy)의 원칙과 기능에 일치하는 기본경 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있다. 

DOE 자체활동 및 DOE 소유 또는 임대 시설, 관련 품목 및 서비스 제

공 책임이 있는 모든 계약자는 DOE 시설 외부에서 일어나거나 공급자 및 하

도급자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예; 설계, 제조, 분석시험 등)를 포함한 모든 업

무에 본 지시서를 적용해야 한다. 단,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환경보호국

(EPA), DOE(10 CFR 830.120) 및 다른 정부기관에 의해 품질보증요건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본 지시서보다 우선한다. 

또한, DOE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

으로 품질 요건이나 특정 기술기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품질

요건이나 규제요건들이 통합된 단일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수립을 권장하고 있

다. 

DOE O 414.1A의 품질보증요건은 원자력시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기준

인 10 CFR 830.122의 10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연구개발이외의 목

적으로 운 중인 원자력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는 

ASME NQA-1과 비교하면, 경 자평가 요건을 제외하고는 기본원칙과 내용

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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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개발 품질보증 법령체계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처럼 제도적으로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는 별도의 국가 규격을 갖고 있지 못하나, 

원자력법령을 통해 기본적인 원자력 품질보증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지침으로서 10 CFR 50 App.B의 요건을 근간으로 한 품질보증

기준이 과학기술부 고시 등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대한전기협회에서는 

ASME Code에 준하는 전력산업 기술기준(KEPIC)을 1996년에 최초 개발하

으며, 원자력 품질보증요건(KEPIC-QAP)인 QAP-1(원자력품질보증일반)은 품

질보증요건 18개 항목을 기본요건, 보충요건, 임의요건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

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 원자력계의 품질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정부에서는 원자력 법령을 통해 이 기준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

다. 

위와 같이 원자력 시설운 과 관련해서는 품질보증 활동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품질보증 수요

가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부나 한수원(주) 등 연구개발과제 발주기관이 과제

별로 적당한 품질보증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역시 연구개발에 내

재된 잠재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외국의 품질보증기준들을 필요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 품질보증 적용기준의 부재로 인해 개별 과제단위로 

일관성없는 품질보증요건이 적용됨으로써, 원자력 연구기관에서는 기존의 자

체 품질보증시스템과 연계된 체계적 연구개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제별로 유사하지만 독립적인 개별 품질보증계획을 수

립함으로서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을 초래하는 품질보증시스템의 운 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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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BNL의 연구개발 품질보증시스템

제 1 절 개 요

미국 DOE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은 DOE의 요구에 의거하여 경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소의 품질보증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DOE가 10 CFR 830 및 DOE O 414.1A를 통해 품질보증시스템이 안전

경 시스템(DOE P 450.4 : Safety Management System)과 통합적으로 수립

되어 운 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보증시스템은 안전, 환

경, 보건 등 원자력 관련 안전관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경 시스

템의 일환으로 운 된다. 즉, 품질보증활동이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경 도구

로 인식되고 있으며, 품질보증관련 각 요소들이 소내 전체에 흡수되어 모든 

소원이 일상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BNL은 모든 업무에 필요한 절차를 웹기반으로 통합운 하

고 있으며, 각 절차들이 상호 연결되도록 운 함으로서 업무의 연계성, 편의

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SBMS : Standard Based Management System 

참조). 따라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원은 웹을 통해 업무의 수행

방법 및 기타 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한편, 웹에서는 표준화된 

업무수행절차를 관리하며, 부서별로 특수화된 업무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통일과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통합된 시스템을 운 함으로서, 외부로

부터 특정 시스템의 수립이 요구되는 경우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연구소 차원에서 ISO 14000의 인증을 위해 ISO 요건에 의한 환경경

시스템의 수립이 요구되는 경우, 현재 소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 업무 절

차나 기존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ISO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만을 선별 

취합하여 ISO 14000 프로그램을 손쉽게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육, 구매 등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들은 여러 대외공인 프로그램에 동일한 내

용으로 포함된다.

또한, DOE에서는 30여명의 직원을 연구소에 상주하게 하여 품질보증시

스템을 비롯한 통합시스템의 운 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의 주요임무는 감시나 통제가 아닌 합리적인 통합시스템의 수

립과 운 을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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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주요 특성들을 가지는 BNL 연구소의 품질보증 

관련 경 시스템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서 미국 연구소들의 품질보증 시스템 운

현황을 이해하기로 한다. 

제 2 절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BNL 연구소의 조직은 그림 2.와 같이 소장직속부서와 과학기술관련 부

서, 연구소 운 관련 부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연구소 전반의 품질보증업무

를 조정하는 품질보증부서(QP&SO : Quality Program & Service Office)는 

연구소 운 관련 부서의 ESH&Q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부서에는 1∼2

명의 품질요원(Quality Representative 또는 Quality Manager)이 있으며, 필요

에 따라 부서 하부의 그룹단위별로 각기 품질요원을 두기도 한다. 

그림 2. BNL의 주요조직

소 장소 장

과학기술 책임자과학기술 책임자 운영 책임자운영 책임자

High Energy &
Nuclear Physics

High Energy &
Nuclear Physics

Basic Energy
Sciences

Basic Energy
Sciences

Life SciencesLife Sciences

Energy,
Environment &

National Security

Energy,
Environment &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
Operations

Facilities &
Operations

ESH & QualityESH & Quality

Community,
Education,

Government

Community,
Education,

Government

Finance &
Administration

Finance &
Administration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Quality Program
&

Service Office

Quality Program
&

Service Office

Human Resources Division Legal Office

Internal Audit Office
Chief Information Officer/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Diversity Office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 Industrial Partnerships

품질보증부서는 각 부서의 실질적인 품질업무의 시작점이자 전파자로서

의 활동을 수행하는 품질요원을 교육함으로서 연구소 전반의 품질활동을 지원

한다. 즉, 품질보증부서(QP&SO)는 연구소 전체적인 품질관련시스템을 유지하

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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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각 부서 품질요원의 주요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 업무의 원

만한 수행을 위해 품질보증부서(QP&SO)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당부서내의 모든 품질보증활동 조정

∙연구소의 품질보증프로그램 기획, 개발, 이행 협조

∙연구소 품질보증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당 조직에 가이드 제공

∙해당 부서내에 품질관련 정보 보급

∙연구소 품질보증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관련 해당부서 지원

∙SBMS 문서를 통한 품질요건 달성여부 평가

∙품질관련 방법론 및 기법 지식 유지

∙연구소 품질보증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적극 참여

∙품질보증부서(QP&SO)와 긴 한 유기적 관계 유지

∙해당부서와 연관되는 모든 품질관련 문서 검토

∙PAAA 준수를 위한 품질개선활동 보고 및 건의

∙해당부서내의 품질보증활동 감독

∙해당부서의 품질 대변인 역할

또한, 각 품질요원은 수행업무를 해당부서장에게 보고하며, 그 중 품질

관련 주요 업무는 품질보증부서(QP&SO)에서 주관하는 정기회의를 통해 품질

보증부서장에게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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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BMS(Standard Based Management System)

1. 개요

BNL은 DOE,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외부요건에 부합되도록 연구소의 

정책, 업무수행 표준, 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SBMS(Standard Based 

Management System)로 개발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SBMS는 연구소 기본 경 시스템, 표준 업무수행절차, ISO 등의 대

외 공인 프로그램, 내부운 절차서 등 연구소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모든 관련 

문서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BNL은 DOE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DOE의 요구에 따라 10 CFR 830 

Subpart A와 DOE O 414.1A에 따라 품질보증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DOE의 시스템통합요구 이전까지는 연구소의 각 조직별로 별도의 품질보증프

로그램을 개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소 차원으로 보면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운  측면에서 고비용,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이에

따라, DOE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소 개별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통합 뿐만 아니라 안전경 시스템과의 통합을 요구하게 되었다. 

BNL은 2000년 2월 품질보증 통합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동해 12월에 연구소

의 업무표준인 SBMS로의 통합을 완료하 다. 이에 따라, BNL의 품질보증프

로그램은 DOE의 안전경 시스템정책(DOE P 450.4 : Safety Management 

System Policy)에 따라 환경, 안전, 보건요건과 결합된 통합안전경 시스템으

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품질보증프로그램은 매년 DOE의 승인하에 운

된다. 즉, 품질보증프로그램이 통합안전경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

나의 통합경 시스템으로 연구소의 운 부문과 과학기술부문 등 연구소 전반

에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NL은 연구소 전반에 적용되는 경 시스템 운 을 위해 연구소 조직상 

과학기술부문 4개부의 Associate Lab Director와 운 부문 5개부의 Assistant 

Lab Director를 Management System(MS) Steward로 임명하고, 각 부의 하위

조직인 Division/Department의 Manager를 MS Point of Contact로 선임하여 

SBMS의 유지, 평가 및 개선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SBMS에 포함된 문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림 3.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 시스템 기술서(Management System Descriptions) : 연구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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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리시스템을 기술

∙주제 역(Subject Area) : 연구소 전반에 적용되는 업무수행 표준 절

차서

∙프로그램 기술서(Program Descriptions) : 대외공인 운 프로그램 기

술

∙내부운 절차서(Internal Operation Procedures) : 부서내부에서 이용

되는 특수 운 절차서(필요시 작성)

그림 3. BNL SBMS의 구조 

Management System Descriptions
(Quality Management 등 33개 시스템)

Program Descriptions
(BNL QA Program 등 10개 프로그램)

Internal Operation Procedures
•부서별로 작성/운용(필요한 경우)

•주로 SBMS 문서를 인용

•대외 공인 운영프로그램

•SBMS 문서를 선별종합하여 수립/운영

•Mission

•Vision

•Policies
•연구소의 기본 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의 목적, 소유권, 요구사항, 기능, 

고객, 입출력 사항, 운영, 책임사항 등을 명시

Subject Area

•연구소 전반에 적용되는 업무수행 표준절차서

•행정, 구매/계약, 교육훈련, 폐기물관리, 검사,

시험, 방사선관리, 문서관리 등 100여개 분야

External
Requirement

•10 CFR 830

•DOE  O  414.1

•DOE  P 450.4

•ISO 14001

•Constracts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

Standards  Based  Management  SystemStandards  Based  Management  System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경 요건(10 CFR 830, DOE O 414.1A, DOE P 

450.4, ISO 14001, 계약사항,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은 연구소의 임무, 비젼, 

정책 등에 반 되어 기본 관리시스템인 경 시스템기술서(Management 

System Descriptions)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경 시스템은 주제 역(Subject 

Area)내의 관련된 업무수행 표준절차서를 통해 실현된다. 주제 역(Subject 

Area)내 표준절차서 이외의 특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각 부서는 내부적으

로 내부운 절차서(Internal Operation Procedures)를 수립, 운 할 수 있다. 

이때 주제 역(Subject Area)이나 경 시스템기술서(Management System 

Descriptions)내의 문서들이 인용되거나 참조될 수 있다. 

BNL은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운

중인  프로그램의 기술서(Program Descriptions)를 작성하여 대외 공인용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기술서는 SBMS내의 주제 역(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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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이나 부서의 내부운 절차서(Internal Operation Procedures)를 선별 취

합하여 작성되고 있다.  

SBMS내에서 품질보증과 관련한 문서들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의 기본관리시스템으로서 'Quality Management' 가 경 시스

템기술서(Management System Descriptions)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제 역

(Subject Area) 내에는 구매, 계약, 교육훈련, 문서관리, 검사, 시험 등 여러 품

질보증활동의 수행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DOE의 10 CFR 830 Subpart 

A와 DOE O 414.1A의 품질보증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BNL 

Quality Assurance Program' 이 프로그램기술서(Program Descriptions)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SBMS의 구성요소별로 그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경 시스템기술서(Management System Descriptions)

경 시스템기술서는 연구소의 임무, 비젼, 정책 등을 달성하고, 외부에서 

요구되는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소 경 의 기본시스템을 기술한 

문서이다. 현재 BNL에서는 아래와 같이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포

함한 총 33개의 기본경 시스템을 운 중에 있다. 

∙Acquisition Management

∙Administrative Support 

∙Educational Programs 

∙Emergency Preparedness and Off-Normal Event Reporting

∙Emergency Response Service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nvironmental Restoration

∙External Communications

∙Facility Operations 

∙Facility Safety 

∙Financial Management

∙Hazardous Material Transportation Safety

∙Human Resources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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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Assessment Program

∙Integrated Planning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l Communications

∙Life Cycle Asset Management

∙Occupational Medicine

∙Property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Radiological Control

∙Records Management

∙Safeguards and Security

∙Science and Technical Program Management

∙Science and Technical User Facility Operations and Maintenanc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Standards-Based Management System

∙Training and Qualifications

∙Work for Others

∙Work Planning and Control

∙Worker Safety and Health

경 시스템기술서에는 기본관리시스템의 목적, 책임사항, 요구사항, 기

능, 고객, 입출력사항, 운  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주제 역(Subject Area)의 표준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품질경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기술서에는 품질경 의 적용 목적, 주

요기능, 서비스 및 공정, 주요간부, 품질보증부서, 독립평가부서 및 연구부서 

품질요원의 책임사항, 품질보증적용기준, 업무수행표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주제 역(Subject Area)

주제 역은 연구소 전반에 적용되는 업무수행 표준절차로서 연구소의 

업무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역은 품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27개 부류로 구분된다. 각 부류에는 업무절차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목록은 부록 1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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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Assessment

∙Budget / Financial

∙Communications

∙Computers

∙Emergencies

∙Environments

∙Environmental Compliance

∙Facility-related

∙Fire Safety

∙Human Resources

∙Planning

∙Property Management

∙Purchasing, Contracts, and Subcontracts

∙Quality

∙Radiological Control

∙Research

∙Safeguards and Security

∙Safety and Health

∙Site Access

∙Standard-Based Management System

∙Training and Qualifications

∙Transportation 

∙Travel

∙Waste Management

∙Work Planning

∙Worker Safety and Health

각 부류에 속한 표준업무절차들은 다른 업무와 상호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절차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절차들과 긴 한 연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록 1

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당수의 업무절차들이 여러 부류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절차 중 “Lessons Learned"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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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을 포함하여 7개 부류에 속해 있다. 

4. 프로그램 기술서(Program Descriptions)

프로그램기술서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 연구소내에서 운 되고 있는 대

외 공인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있는 문서로서, 10 CFR 830과 DOE O 414.1A

의 요구에 의해 운 되는 Quality Assurance Program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

재 BNL에서는 10개의 공인 프로그램이 운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Quality Assurance Program 

Description 

∙Facility Authorization Basis Program Description 

∙Fraud, Waste, Abuse, Corruption, and Other Criminal Offenses 

Program Description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Manual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Program Description

∙ISO 14001 "Plu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Manual

∙Occurrence Reporting Program Description

∙Project,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Process (3PBP)

∙Radiological Control Manual

∙Suspect / Counterfeit Items Program Description

이상의 프로그램 기술서를 통해 외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이 연구

소내의 각종 표준절차에 의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기술서에는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을 위주로 기술하

고 있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SBMS에 포함된 각종문서(경 시스템기술서, 

주제 역, 내부운 절차서)들을 참조하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

체적인 업무사항들은 해당 주제 역 등의 내용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각 부

서에서 대외 공인 프로그램의 수행은 궁극적으로 주제 역에 포함된 표준절차

에 따른다. 또한 모든 직원들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SBMS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최신본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드카피로

의 문서보관은 전자문서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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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주요 품질보증 활동

1. SBMS를 통한 연구개발 품질보증요건 준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BMS(Standard Based Management System)는 

BNL의 기본경 시스템으로써,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시

스템 수립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DOE로부터 요구되는 연구개발 

품질보증 요건인 10 CFR 830.122/DOE O 414.1A의 주요내용과 이를 준수하

기 위하여 SBMS의 어느 문서들이 관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BNL의 

SBMS 홈페이지(https://sbms.bnl.gov)를 통하여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기위하여  관련문서명은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 다. 

표 1. 10 CFR 830.122 / DOE O 414.1A의 주요내용과 관련 문서

품질보증요건

(10CFR830.122 / DOE O 414.1A)
관련 문서

 1. 프로그램

∙문서화된 품질보증계획의 개발, 이행 및 

유지

∙업무의 관리, 수행, 평가를 위한 조직의 구

조, 기능, 책임 및 권한, 연계사항 기술

∙계획, 일정, 자원관리 등의 관리체계 기술

∙Standard-Based Management

  System(MSD)

∙Quality Management(MSD)

∙BNL Organization Chart

∙Human Resources(MSD)

∙Integrated Planning(MSD)

∙Work Planning and Control(MSD)

∙Financial Management(MSD)

∙Graded Approach for Quality 

  Requirements(SA)

 2. 개인훈련 및 자격부여

∙작업수행을 위해 개인은 훈련되고, 자격부

여되어야 함

∙작업숙련도의 유지를 위해 개인은 지속적

으로 교육되어야 함

∙Training and Qualification(MSD)

∙1.3.5 Planning & Control 

       Experiments(ES&H Manual)

∙1.3.6 Work Planning & Control 

      for Operation(ES&H Manual)

∙1.3.1 Construc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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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0 CFR 830.122 / DOE O 414.1A의 주요내용과 관련 문서(계속)

품질보증요건

(10CFR830.122 / DOE O 414.1A)
관련 문서

 3. 품질개선

∙품질문제의 파악, 예방을 위한 절차의 개

발 및 시행

∙품질문제의 중요도 및 작업에의 향정도

에 따른 부적합품목의 확인, 관리, 시정조

치

∙문제의 원인파악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

정조치

∙개선을 위한 품질관련 정보의 검토 및 분

석

∙Integrated Assemssment Program

  (MSD)

∙Nonconformance &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A)

∙Radiological Awareness Reporting

  Program

∙Environmental Assessments(SA)

∙Lessons Learned Program(SA)

∙Correspondence and Commitment

  Tracking(SA)

∙Graded Approach for Quality

  Requirements(SA)

∙Occurrence Reporting and

  Processing Systems(SA)

∙1.1.1 PAAA Compliance 

  Validation and Noncompliance

  Reporting Program

  (ES&H Manual)

∙1.2.1 Corrective Action Manage-

  ment and Tracking for Internal and 

External Assessments(ES&H Manual)

∙1.3.5 Planning and Control of

  Experiments(ES&H Manual)

∙1.3.6 Work Planning and Control

  for Operations(ES&H Manual)

 4. 문서 및 기록

∙절차의 규정, 요건의 명시, 설계의 수행을 

위한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발행, 사용, 

개정

∙기록의 분류, 작성, 검토, 승인 및 유지

∙Records Management(MSD)

∙Record Management(SA)

∙Internal Controlled Documents (SA)

∙Laboratory Wide Procedures and

  Guidelines(SA)

∙SPI 6-01 Preparation of Scientific

  Papers and Reports and Other

  Technical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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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0 CFR 830.122 / DOE O 414.1A의 주요내용과 관련 문서(계속)

품질보증요건

(10CFR830.122 / DOE O 414.1A)
관련 문서

 5. 업무절차

∙수립된 기술기준이나 승인된 지침서, 절차

서, 기타 적절한 수단에 의한 업무수행

∙적절한 사용을 위한 품목의 식별관리

∙품목의 손상, 손실 및 품질악화로부터의 

예방관리

∙공정감시 및 자료수집 장비의 교정 및 유

지관리

∙Standards Based Management

  System(MSD)

∙Work Planning and Control(MSD)

∙Calibration(SA)

∙Life Cycle Asset Management (MSD)

∙Material Requiring Special

  Handling(SA)

∙1.3.5 Planning & Control Experi-

  ments(ES&H Manual)

∙1.3.6 Work Planning & Control for

  Operation

 6. 설계

∙정당한 기술적/과학적 원칙 및 적정 기준

에 따른 품목 및 공정의 설계

∙변경을 포함한 설계에 관련 요건 및 설계

기초자료 반

∙설계연계사항의 식별 및 관리

∙설계수행한 개인 혹은 조직 이외의 제삼자

에 의한 설계결과물의 적합성 확인

∙설계의 승인 및 시행이전에 확인업무 실시

∙Life Cycle Asset Management(MSD)

∙Graded Approach for Quality

  Requirements(SA)

∙Hazards Analysis(SA)

∙Engineering Design(SA)

∙1.3.0 Review of Facility Design (ES&H 

Manual)

∙1.5.2 Design Driteria for Electrical

  Equipment

 7. 구매

∙요건 및 시방에 적합한 품목 및 용역의 구

매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공급가능자의 평가 

및 선별

∙승인된 공급자가 적합한 품목 및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Acquisition Management(MSD)

∙Procurement Operations Manual

∙Graded Approach for Quality

  Requirements (SA)

∙Inspections and Acceptance(SA)

∙Purchase Requisition Review for

  Quality-related Requirements(SA)

∙Evaluation of Seller QA Programs(SA)

∙Suspect/Counterfeit Items(SA/PD)

∙Nonconformance & Corrective  Actions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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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요건의 차등적용

10 CFR 830과 DOE O 414.1A에 의하면, 업무에 대한 품질보증요건의 

적용범위, 적용수준, 엄격성 등이 차등적용 절차를 통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

다. 차등적용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성공, 일정, 비용, 안전에 대한 품목이나 업

무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즉, 차등적용의 근본목적

은 요건을 과다 적용함으로서 설비나 업무의 가치가 부가되거나 위험이 감소

되지 않는 경우에, 최소치의 요건만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인 품질보증시스템

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요건의 차등적용은 설비나 업무에 가장 적합한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등적

용 방법론은 10 CFR 830.120이나 DOE O 414.1A의 요건을 제외하기위해 사

표 1. 10 CFR 830.122 / DOE O 414.1A의 주요내용과 관련 문서(계속)

품질보증요건

(10CFR830.122 / DOE O 414.1A)
관련 문서

 8. 검사 및 판정시험

∙수립된 판정 및 성능기준에 따라 특정 품

목 및 공정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수행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교

정 및 유지관리

∙Inspection and Acceptance(SA)

∙Suspect/Counterfeit Items (SA, PD)

∙Calibration(SA)

∙Nonconformance &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A)

 9. 경 자 평가

∙관리자가 경 체계 평가

∙조직의 목표달성에 저해가 되는 문제의 식

별 및 시정

∙Intefrated Assessment Program (MSD)

∙ESH STD 1.1.1 Price-Anderson

  Amendments Act Compliance

  Validation and Noncompliance

  Reporting Program

 10. 독립평가

∙품목 및 용역의 품질 측정, 업무수행의 타

당성 평가, 개선 촉진을 위한 독립평가의 

계획 및 수행

∙업무수행 조직으로부터 독립평가 수행조직

의 충분한 권한 및 자유 보장

∙독립평가자의 평가분야에 대한 기술적 자

격과 지식 확보

∙Integrated Assessment Program (MSD)

∙Certifying Bodies for ISO

  registration

* MSD : Management System Description

* SA : Subject Area

* ES&H : Environment, Safety, Health

* PD : Program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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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서는 안된다. 

품질보증 요건의 차등적용 방법론은 위험과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들

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요건의 적용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이

러한 품질보증요건의 차등적용 방법론은 신중한 품질보증계획을 통해 완성될 

수 있으며, 설비나 업무의 다음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 보호, 보안 측면의 상대적 중요도

∙내포된 위험도 및 위험요소

∙설비의 생명주기

∙설비의 이용목적에 대한 향/결과

∙설비나 업무의 특성

∙품목이나 업무의 원자력 안전관련 등급

∙기존 안전관련 문서의 타당성

∙관련 제품이나 용역의 복잡성

∙관련 부지나 설비에서의 문제 발생이력

또한 요건의 적용수준은 기능, 복잡성, 실패의 결과, 신뢰성, 결과의 반

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위험(Risk)은 품질보증요건의 

적용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 위험은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의 발

생확률과 사건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 향을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품질보증요건의 차등적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실패의 확률과 그 결

과를 파악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적용되어야 할 요건을 파악하고, 세 번째

는 적용요건의 수준, 범위, 엄격성의 정도를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선택된 요건과 적용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보증요

건의 차등적용 방법론은 품질경 시스템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

토되어야 한다. 

BNL은 이러한 차등적용을 위하여 ‘Graded Approach for Quality 

Requirements'를 SBMS의 주제 역(Subject Area)으로 개발하여 운 중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환경, 안전, 보건 및 품질의 중요도에 따라 A1, A2, A3, A4

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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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BNL은 R2A2(Role,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uthority)라는 

SBMS의 문서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Human Resources Division에서는 직원들이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교육을 홈페이지(http://training.bnl.gov)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직원들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본인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서별, 개인별 교육수강 내역 및 미수강 교육내역, 그리고 향후 3개월 

동안의 교육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직무교육평가(Job training 

assessment)를 통해 부서별, 업무별 및 각 교육항목별 교육이행사항 및 이행

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방법으로는 기존의 강의실에서 수행하는 방법 외

에 Web training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Web training의 경우 Web test

가 포함된다. 

4. 구매

구매요구서의 작성은 구매하고자 하는 직원에 의해 웹(Web 

Requisi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매품목이 방사성관련 또는 A1, A2 등급일 

경우에는 품질요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품질보증부

서원과 품질요원의 명단 및 e-mail 목록이 링크되어 있어 해당 구매요구서는 

품질요원의 검토가 선행된후 구매부서로 송부되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매행정부서(Procurement and Property Management)에도 품질요원이 있어 연

구소 전체의 구매문서를 다시한번 검토함으로써 차등적용에 따라 주요 구매품

목에 대해 해당부서 품질요원의 검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구매시 검토되어야 할 품질보증요건은 공급자 품질보증요건(Seller's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 BNL-QA-101)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 문

서 또한 Web requisition에 링크되어 있어 필요한 요건을 쉽게 파악하여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Brookhaven Science Associates내 기관들은 

각 기관들이 중복해서 공급자평가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upplier 

Quality Information Group을 통해 공급자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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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

BNL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는다. 품질보

증부서 직원 및 각 부서 품질요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각 부서원

들이 본인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서로서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심층적 기술검토와 자율적 평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평가

평가활동은 DOE의 품질보증요건에서 요구하는 경 자평가, 독립평가와 

부서 내부적으로 실시되는 자체평가로 나뉘어져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운

, 사업 기능, ES&H, 품질, 인적자원 분야를 총망라하는 통합평가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된다. 

각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는 해당 분야의 담당자에 의해 수행되며, 이 중 

품질부문에 대한 자체평가는 해당부서 품질요원에 의해 수행된다. 각 부서책

임자는 이러한 자체평가결과를 포함하여 부서의 활동전반에 대하여 경 자평

가를 실시한다. 독립평가 결과가 연구소 전체에 공개적인데 반해 이러한 자체

평가결과는 해당부서 내에서만 활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독립평가는 ASME NQA-1의 감사(Audit)요건에 해당되나, 실행에 있어 

우리연구소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연구소의 경우, 품질보증실에서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반면, BNL의 품질보증부서는 해당부서

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보증감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립평가부서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통합평가프로그램에 의해 평가의 일부문

으로서 품질관련평가가 수행되며, 그것도 3년에 한번 정도로 수행되기 때문에 

BNL에서의 독립평가는 우리연구소에서 수행되는 내부감사와는 많은 차이점

이 있다. 그 대신 해당부서내의 품질요원에 의해 부서에 따라 많게는 수십차

례의 자체평가가 수행된다. 이것은 간섭을 싫어하는 연구원의 특성과 자율성

이 중시되는 연구개발의 특징을 고려하여 각 부서내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자

체평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서에 따라 자체평가의 범위 및 횟수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

한 품질활동정도의 차이는 품질활동수행의 책임과 의무가 각 부서에 있는 데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품질보증업무가 끊임없는 개선활동임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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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자평가(자체평가 포함)는 부서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품질활동수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전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BNL의 체제하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평가는 BNL 내부의 독립평가부서(Independent Oversight Office ; 

IO)에 의해 수행되며, 총 4명의 IO 조직원 중 평가사는 2명으로 연구소 인원

에 비해 적은 비율이며, 이 또한 각 부서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자체평가를 포

함한 경 자평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IO 

부서의 평가사는 각 조직의 자체평가프로그램의 유효성, 효율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즉, 독립평가를 통해 조직의 자체평가계획이 통합평가프로그램의 기

대치에 부응하는지 확인하고 또 조직의 자체평가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자체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연구소 전체를 3부문으로 

나누어 1년에 한 부문씩 평가하여 연구소 전체를 독립평가하는 데에는 3년이 

소요된다. 그 밖에 외부조직에 의한 독립평가가 있으며, DOE는 BNL에 상주

하는 BAO(Brookhaven Area Office) 직원으로 하여금 단독 독립평가, BNL과

의 합동평가, BNL 자체평가의 관찰자로서 평가에 참여하는 등의 평가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독립평가 결과는 평가추적시스템(Assessment Tracking System)과 

추적 및 경향분석(Tracking & Trending) 시스템을 통해 웹에서 관리되고 있

다. 평가추적시스템 담당자(ATS Coordinator)는 통합감시평가(Corporate 

Oversight Assessment; BSA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 외부평가, 독립평가,  재

정내부감사 등의 연구소 차원의 독립평가 결과 및 DOE 보고사항(PAAA 부적

합사항 및 사고보고 (Occurrence Reporting & Processing System;ORPS))을 

ATS DB에 입력한 후 경향을 분석한다. 연구소 모든 직원은 ATS 홈페이지

에 접속함으로써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 직접 e-mail을 통해 공지가 되며, 만료기간의 주기적인 통보 및 

시정조치 또한 e-mail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부 부서에서는 ATS를 부서의 자

체평가결과를 유지하고 시정조치를 추적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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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essons Learned Program

통합안전경 시스템(ISMS)의 효과적인 운 을 위해 시스템운  경험이

나 교훈(Lessons Learned)을 공유함으로서 DOE와 산하기관들이 이를 광범위

하게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DOE와 그 산하기관들은 승인된 통

합안전경 시스템(ISMS)을 해당기관의 임무, 목표,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운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도구로서 LL 프로그램(Lessons 

Learned Program)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LL 프로그램의 목적은 통합안전경 시스템(ISMS)의 운 을 통해 얻어

진 경험과 지식, 교훈 등을 공유함으로서 바람직한 결과물의 재현을 도모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물의 재현을 방지하는 것이다. 좋은 업무관행 및 불합리

한 업무관행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자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DOE는 DOE와 이의 산하기관들이 LL 프로그램을 

수립, 평가, 공유하고 이 프로그램이 각 기관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시설운  

등과 부합되어 운 되도록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특히, 

“Department of Energy Acquisition Regulations(DEAR 48 CFR 970.5204-2)”

의 내용 중 통합안전경 시스템(ISMS)의 피드백 및 개선 기능에 관한 요건에

는 LL 프로그램의 주요 요구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이드와 지

침은 “The DOE Corporate Lessons Learned Program(DOE-STD-7501-99)”

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BNL에서 LL 프로그램은 SBMS 주제 역(Subject Area)내의 “Lessons 

Learned Program" 문서를 통해 그 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의 일환

으로 운 되고 있다. 각 부서는 자체평가 결과 중 LL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

을 품질보증부서(QP&SO)내의 LL프로그램 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이 사항

들은 BNL 내의 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인 LL 내용이 결정된다. LL 내용은 

DOE에서 운 하는 홈페이지(http://www.eh.doe.gov/ll)에서 관리됨으로써 각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포상제

도로 운 되며, Lessons Learned Coordinator가 Lessons Learned의 내용을 

검토하여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DOE의 LL 프로그램 운 은 연구소내의 지식경  뿐만 아

니라 DOE 산하 기관들간의 지식경 체제를 유도함으로서, 유용한 정보의 공

유뿐만 아니라 안전경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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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품질보증시스템의 주요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제 1 절 품질보증시스템의 주요 특성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국 BNL연구소 품질보증시스템의 주요특성

을 우리연구소와 비교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연구소의 품질보증

시스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주로 연구

소내에서 발생되는 품질보증시스템 운 측면의 세부적인 특성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품질보증시스템 자체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정부의 품질보증 정책

에 따른 연구소의 품질보증시스템 수립과정에서 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2.는 품질보증시스템의 주요특성별로 BNL과 우

리연구소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2. 품질보증시스템의 주요특성별 비교 

주요 특성 BNL KAERI

품질보증 적용요건

∙시설운  : 10 CFR 830

  연구개발 : DOE O 414.1A

∙연구용 시설운 과 연구개발

과제에 동일한 품질보증요건 

적용

∙시설운  : 과기부 법령

  연구개발 : 없음

∙연구개발과제의 품질보증 

  요건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적용

품질보증 적용범위 ∙연구소 활동 전체 ∙관련시설 및 연구과제

품질보증시스템 운
∙연구소 통합안전경 시스템

  의 일환으로 운

∙시설별, 연구과제별로 

  별도 시스템 운

품질보증 조직 ∙절충형(중앙집중형 + 분산형) ∙중앙집중형

시스템 평가 및 개선 ∙자체평가에 비중 ∙규제기관 평가에 비중

요건의 차등적용 ∙체계적 프로그램 운
∙직관적 판단에 의존

∙연구사업 발주기관의 요구

연구소에서 운 되는 품질보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부 혹은 과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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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립되고 이행된다. BNL의 품질보증시스템은 주로 DOE

의 요구에 의해 수립, 이행되며, 원자력관련 시설운 을 위한 품질보증 요건은 

10 CFR 830 Subpart A를 통해 법령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DOE O 414.1A의 품질보증요

건을 통해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상기 두 가지 적용기준의 내용은 동일

하며, 연구용 원자력시설의 운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NQA-1의 요건보다는 

완화된 10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BNL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요건이 연구용 시설운 이라는 측

면에서 원전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는 반면에, 

우리 연구소는 시설운  측면에서 원전과 동일한 품질보증요건이 적용되고 있

으며, 기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정 기준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용 원자력시설운  및 

원자력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할 품질보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현재 시설운 측면에서는 연구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요건

이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없는 품질보증 요건이 

적용됨으로서 품질보증시스템의 효율적 운 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

고 있다. 

연구소 활동 중 품질보증요건이 적용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BNL의 경우 

품질보증시스템이 연구소 경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통합되어 연구소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반면, 우리 연구소는 해당 시설운  및 연구과제와 관련된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즉, BNL의 경우에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품질보증

을 적용하기 때문에 행정부서를 포함한 연구소의 모든 부서가 업무수행시 품

질보증요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연구소의 경우에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시설운  및 연구과제에만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업

무이외에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품질보증시스템의 운 측면에서 보면, BNL의 경우에는 DOE가 통합된 

안전경 시스템의 수립 및 운 을 요구하기 때문에 품질보증시스템을 안전경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 하고 있다. 즉, 환경, 안전, 보건 및 품질의 관리시스

템을 통합 운 함으로써 중복시스템을 배제하고 경제성을 높임으로서 시스템

의 효율적 운 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업무 절차서를 Web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개별적인 시스템의 수립과 운 을 허

용함으로써 융통성을 보장하고 있다. DOE에서는 연구소의 품질보증시스템을 

승인하고, 이러한 시스템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질보증시스템 수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우리연구소는 시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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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개발과제별로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개별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

하여 승인받아 운 하고 있다. 

BNL의 품질보증조직은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을 절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 전반의 품질보증업무를 조정하며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품질보

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품질보증부서(QP&SO)

와 각 부서에서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요원(Quality Representative)

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BNL의 품질보증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연구소는 연구지원부 소속의 품질보증실이 연구소의 품질보증업무

를 총괄하는 중앙집중형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품질보증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서 BNL은 품질보증요건에 의거

하여 경 자평가와 독립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체평가에 많은 비중을 두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품질보증활동의 책임과 의무가 각 부서에 있는 BNL 

체제하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연구부서 스스

로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연구소는 품질보증실에서 실시하는 내부감사를 통해 

자체평가 형태의 시스템 평가 및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방법 측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내부감사보다는 외부 규

제기관에 의한 품질보증시스템 평가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포된 위험정도를 기준으로 적절한 품질

보증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품질보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한 중요

한 요소이다. BNL에서는 이를 위해 품질보증요건의 차등적용을 위한 방법론

과 기준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연구소는 과제책임자와 품질

보증실장의 경험에 의존하는 직관적 판단을 통해 품질보증요건의 적용수준을 

결정하고 있어 그 결정방법 및 적용수준에 대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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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소 품질보증시스템 개선방향

최근 국내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품질보증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

임을 고려할 때, 우리연구소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자력 시설

운  중심의 품질보증시스템에 큰 변화를 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품질보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외국의 경험과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연구소에 적합한 품질보

증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국 BNL 품질보증시스템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하여, 기존 시설운  중심의 연구소 품질보증시스템에 원자력연구개발 

품질보증시스템을 적절하게 융화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품질보증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자력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의 요구증대로 기존 품질보증

시스템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우리연구소가 지향해야 할 품질보증

시스템의 운 방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품질보증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원자력 통합안전경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품질문화 조성

1. 품질보증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연구소 품질보증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연구용 원자력시설운  및 기타 원자력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할 품질

보증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연구용 원자력시설에도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과다한 품질보증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품질보증 지침이 없는 관계로 연구개발결과의 

품질저하 가능성과 일관성 없는 품질보증활동을 야기함으로써 품질보증시스템

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연구용 원자력시설 및 원

자력연구개발에 적용할 품질보증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품질보증시스템의 효율

성 향상을 위한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DOE와 같이 위의 두 

분야에 적용할 품질보증 요건을 통일시킴으로서 더욱 향상된 품질보증시스템

의 운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품질보증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다른 한 가지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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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단일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 운 하는 것이다. 현재 연구소는 각 시설

별로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 운  중에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계

약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 운 한다. 뿐만 아니라 

KOLAS나 ISO의 인증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유사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하

여 운 중이다. 그러나 품질보증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소 차원에서 보면 시스템운 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

설과 연구개발과제의 품질보증요건을 통합한 연구소 차원의 단일 품질보증시

스템을 수립, 운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품질보증시스템의 수립을 요구하는 외부기관이 이

러한 단일 품질보증시스템을 인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소 차원의 단일 품질보증시스템이 수립, 운 되기 위해서

는 요건의 차등적용 방법론의 시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일 품질보증시

스템하에서 모든 시설 및 연구과제의 업무에 동일한 수준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품질보증시스템 운 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각 시설이나 연구과제의 잠재 위험도에 따라 적당한 수준의 품질보증활동

을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요건의 차등적용 방법론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은 

품질보증시스템의 효율적 운 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론은 단지 단일 품질보증체제하에서 뿐만 아니라 별도의 품질보

증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현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원자력연구개발과제 품질보

증시스템의 수립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2. 원자력 통합안전경 시스템 구축

현행 원자력 법령체제하에서는 품질보증을 비롯한 방사선안전관리, 방사

능방재, 방사선환경평가, 폐수처리, 핵물질계량관리,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등의 

원자력 안전관련 기준과 절차들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이 원자력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단편적 시각에 의한 관리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

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상호 중복되는 요소들

이나, 각 시스템의 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 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유기

적으로 결합하는 원자력 통합안전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이미 이러한 통합안전경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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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의 사례를 살펴보면, 통합안전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 품질보증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안전적 운 을 

물론 그 신뢰성을 보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품질보증의 적용범위를 원자력 시설운 이나 연구개발에 제한하지 않고, 

일종의 경 도구로 원자력 안전관련 활동 전 역에 적용함으로서 통합안전시

스템의 운 , 평가 및 개선 측면에서 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통합안전경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지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DOE의 경우, 관련 법령을 통해 산하 연구기관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하 으며, 이를 위해 DOE의 직원들이 각 연구소

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먼저 원자력 법령을 통해 통합안

전경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하며, 세부지침을 통해 각 원자력 사업자

가 이행할 수 있는 지침이나 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개발 품질문화 조성

우리연구소가 지향해야 할 품질보증시스템 운 방향의 또 다른 테마는 

연구개발 품질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소에서 시행되는 원자력 품

질보증의 성패를 좌우하는 연구원의 기본사상이며, 자발적인 연구품질의 개선

을 통한 연구소 위상 정립에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 이

러한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품질보증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즉, 품질

보증이 법령 준수를 위한 강제적 활동이 아닌 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경 도구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품질보증시스템을 연구소의 경 시스템으로 흡수 편성함으로

서 연구소 전반의 업무에 품질보증활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별도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

게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소 품질보증 조직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중앙 집중

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품질보증 조직을 점진적으로 절충형 형태로 

개선함으로서 연구 품질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연구부서에 품질보증 담당자를 배치하는 절충형 조직을 도입하면 품질보증의 

실질적 업무를 연구부서가 직접 수행함으로서, 연구품질에 대한 인식을 자연

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품질보증부서는 연구소 품질보증시스



- 35 -

템의 전반적 운  및 효율성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연구소가 

원자력연구개발 품질보증 문화의 정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이며, 이를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해 소내 연구

원들의 연구품질관련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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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연구개발 품질보증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보장과 안전한 연구수행을 목

적으로 한다. 특히, 연구원 및 대중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특성을 가지는 원자력 연구개발에는 품질보증 업무가 특별하게 요구

된다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품질

보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연구개발 품질보증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국내 

도입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시설운  위주 품질보증시스템의 개

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 BNL의 품질보

증시스템을 분석함으로서 미국의 연구개발 품질보증시스템 운 현황을 살펴보

고, 이의 주요특성을 우리연구소와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품질보증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 다. 

미국의 연구개발 품질보증시스템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 원자력 시설운  및 기타 연

구개발을 위한 품질보증 지침을 법제화하여 품질보증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

다. 또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원자력 안전관련 기타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

한 통합안전경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스템운 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통합시스템을 통해 품질보증 업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

지 않고 기타 연구소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서, 연구업무 수행 시 자

연스럽게 품질보증업무가 수행되고, 이를 통해 품질보증에 대한 거부감을 제

거하여 연구소 품질문화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 연구개발과제 혹은 연

구활동에 내포된 잠재 리스크를 고려하여 품질보증 적용수준을 결정하는 품질

보증요건의 차등적용 방법론을 개발․이용함으로써 과도한 품질보증활동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활동이 배제되지 않고 항상 적절한 수준의 품질보증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절하며 효율적인 품질

보증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연구소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유사하지만 별도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수립․운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경우에

만 역시 구성요소가 유사한 별도의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요소들이 유사한 품질보증시스템을 별도로 운 함으로서 시스

템 운 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연구소 차원의 인적․물적 자원낭

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품질보증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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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① 품질보증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② 원자력 통합안

전경 시스템 구축, ③ 연구 품질문화 조성이라는 품질보증시스템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품질문화 정착을 위한 정

부와 연구소 경 층의 의지표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연구원들의 연구품질

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품질보증 시스템 운

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핵심요소인 품질보증요건 차

등적용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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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제 역(Subject Are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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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제 역(Subject Area)의 관련 문서

Administration

․3PBP Program Description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Quality Assurance Program Description

․Budget Manual

․Committee Handbook

․Conference Management

․Correspondence and Commitment Tracking

․Davis-Bacon Act

․ESH 1.1.1 Price-Anderson Amendments Act Compliance Validation and 

  Noncompliance Reporting Program, Rev. 3

․Fraud, Waste, Abuse, Corruption, and Other Criminal Offenses Program 

  Description

․Graded Approach for Quality Requirements

․Guests and Visitors

․Hazard Analysis

․Hazardous Material Transportation Manual

․Interim Procedures

․Internal Controlled Documents

․ISO 14001 Plu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Manual

․Issue and Decision Paper (I&DP)

․Laboratory Directed Research and Development (LDRD) Program

․Lessons Learned

․Occurrence Reporting and Processing System (ORPS)

․Operations and Maintenance Manual

․Outside Activities

․Procurement Operations Manual

․Proposal Writing Guide

․Quality Assurance Manual

․Records Management

․Requirements Management

․Scientific Staff Manual

․SPI 1-00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 Publications

․SPI 1-01 Acting Director

․SPI 1-02 Signature Authorization

․SPI 2-01 Laboratory Budget

․SPI 3-02 Public Affairs, Special Programs and Conferences

․SPI 5-04 Telephone, Mail Communications and Intra-Laboratory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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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제 역(Subject Area)의 관련 문서

Administration

․SPI 5-05 Government Vehicles

․SPI 5-06 Non-Official Meetings

․SPI 5-07 Use of Recreational Facilities

․SPI 5-08 Laboratory Housing

․SPI 6-01 Prepar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for 

Publication

․Standard Practice Instructions (SPIs)

․Supervisors Personnel Manual

․Support Services Directory- Requesting Changes

․Transfer of Hazardous Materials Onsite

․Transfer of Radioactive Materials Onsite

․Transportation of Hazardous Materials Offsit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Offsite

․Unclassified Cyber Security

․Using Controlled Substances in Research

Assessment 

․Asbestos

․Biosafety in Research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Quality Assurance Program Description

․Critical Outcome Performance Measures

․Critiques

․ESH 1.2.0 Departmental Environment, Safety&Health Inspections, Rev. 3

․ESH 1.2.1 Corrective Action Management and Tracking for External 

  and Internal Assessments, Rev. 4

․Facility Authorization Basis Program Description

․Integrated Assessment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Program Description

․Lead

․Lessons Learned

․Lifting Safety

․Occurrence Reporting and Processing System (ORPS)

․Occurrence Reporting Program Description

․Operational Readiness Evaluation (ORE)

․Radiological Control Manual

․Suspect/Counterfeit Items Program Description

․Work Planning and Control for Experiments an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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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제 역(Subject Area)의 관련 문서

Budget

/

Financial

․3PBP Program Description

․Davis-Bacon Act

․Issue and Decision Paper (I&DP)

․Laboratory Directed Research and Development (LDRD) Program

․SPI 1-02 Signature Authorization

․SPI 2-01 Laboratory Budget

․SPI 2-05 Petty Cash

Communi-

cations 

․Community Involvement in Laboratory Decision-Making

․Correspondence and Commitment Tracking

․Interim Procedures

․Internal Controlled Documents

․Issue and Decision Paper (I&DP)

․Lessons Learned

․SPI 5-04 Telephone, Mail Communications and Intra-Laboratory

  Correspondence

․Unclassified Cyber Security

Computers 
․SPI 2-04 Computer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Acquisition

․Unclassified Cyber Security

Emergencies

․Emergency Preparedness

․ESH 1.17.0 Local Emergency Plans and Hazard Surveys

․Investigation of Incidents, Accidents, and Injuries

․Occurrence Reporting Program Description

․Radiological Control Manual

․Radiological Stop Work Procedure

․Respiratory Protection

․Spill Response

․Stop Work - Imminent Danger Procedures

Environment

․Asbestos

․Biosafety in Research

․Calibration

․Chemicals, Working With 

․Drinking Water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Policy Manual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Standard

․Environmental Assessments

․Environmental Evaluation of Industrial Processes and Experiment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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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제 역(Subject Area)의 관련 문서

Environment

․Groundwater Protection Contingency Plan

․Hazardous Material Transportation Manual

․Hazardous Waste Management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Environmental Aspects and Impacts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Program Description

․ISO 14001 Plu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Manual

․Lead

․Lessons Learned

․Liquid Effluents

․Mixed Waste Management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and Cultural Resources 

  Evaluations

․Non-Radioactive Airborne Emissions

․PCB Management

․Pollution Prevention and Waste Minimization

․Radioactive Airborne Emissions

․Radiological Control Manual

․Sealed Radioactive Source Control

․Spill Response

․Storage and Transfer of Hazardous and Nonhazardous Materials

․Transfer of Hazardous Materials Onsite

․Transfer of Radioactive Materials Onsite

․Transportation of Hazardous Materials Offsit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Offsite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Work Planning and Control for Experiments and Operations

Environmental 

Compliance 

․3PBP Program Description

․Asbestos

․Biosafety in Research

․Chemicals, Working With 

․Environmental Monitoring

․Groundwater Protection Contingency Plan

․Hazardous Material Transportation Manual

․Hazardous Waste Management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Program Description

․ISO 14001 Plu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Manual

․Lead

․Lessons Learned



- 46 -

구   분 주제 역(Subject Area)의 관련 문서

Environmental 

Compliance 

․Liquid Effluents

․Occurrence Reporting and Processing System (ORPS)

․PCB Management

․Pollution Prevention and Waste Minimization

․Radiological Work Permits

․Regulated Medical Waste Management

․Suspect/Counterfeit Items Program Description

․Transfer of Hazardous Materials Onsite

․Transfer of Radioactive Materials O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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