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IC QAP-1 해설(1)

<KEPIC QAP-1에 대한 해설을 시각하면서>
KEPIC QAP-1 품질보증계획요건의 발주기관, 계약자, 규제기관, 인증심사원, 공인검사원 등 이해관
계자들간의 서로 다른 해석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의하여 공
통적인 이해를 가지고자 합니다. 본 해설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문의는 allies@allcon.co.kr로 보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KEPIC QAP-1(2010E+2011A)에서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이 같다.

2. 품질보증계획
100 일반사항(General)
(b) 품질보증계획은 적절한 숙련도를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요원에 대해 교육, 훈련 및 필요한 자격인정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b) The program shall provide for indoctrinati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as necessary of
personnel performing or managing activities affecting quality to ensure that suitable proficiency is
achieved and maintained.
<의미>
1. 품질보증계획서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인원에 대란 교육 및 훈
련 및 자격인정 요구사항(교육 및 훈련 대상 인원, 과목/내용, 시간, 자격인정 대상 인원, 기준,
절차, 인정 인원 등)을 기술해야 한다.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서문 200 적용범위에 정의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원자력 물질의 사용, 원자력 발전, 사용 후 연료 저장, 폐기물 관리, 원전연료 재처리, 원자
력 물질 처리, 원자력연료 제작 및 기타 관련되는 시설(원자력시설)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의 부지선정, 설계, 구매, 제작, 시공, 취급, 운송, 인수, 저장, 세정, 조립, 설치, 검사, 시험,
운전, 유지, 보수, 연료 재장전, 개조 및 폐로(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적용한다.

-

위는 KEPIC QAP의 관점에서의 정의이고, KEPIC MN, SN, EN입장에서는 신규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KEPIC MN, SN, EN을 적용하도록 분류된,
. KEPIC MN – KEPIC 1, 2, 3, 금속 격납용기, 지지물, 노심지지구조물, 고온용 1등급 기기, 사
용후 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 저장용 차폐용기 및 이송용 차폐용기
. KEPIC SN – 콘크리트 격납 구조, 내진 1급 구조물(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강 구조).
. KEPIC EN - 원자력 전기 1급(Class 1E)등급으로 분류한 전기 계통 및 품목(전기 및 공조기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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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구매, 제작, 시공, 취급, 운송, 저장, 세정, 조립, 설치, 검사, 시험에 적용한다.
3. 숙련도. (Proficiency)
-

숙련도는 QAP에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1) 수립되거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능숙한 성과로서 실증된 특정 행동 또는 기술의 숙달 정도 2) 능숙하게 익힌
정도로 정의한다.

-

이 숙련도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배정된 인원이 가져야 항 업무 수행
능력으로, 그 업무를 배정하기 전에 배정된 인원이 그러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하여 만족하면 투입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숙련도를 갖
춘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이것을 초기숙련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숙련도를 달성하기 위한 초기교육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변경되지 않으면 다시 수행 할 필요가 없다.

-

특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
한 교육이라 한다.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은 초기교육에서 하는 교육 및 훈련과는 그
내용이 달라야 하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책임자가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00 교육 및 훈련(Indoctrination and training)
교육 및 훈련은 업무의 범위, 복잡성 및 중요도 와 인원의 학력, 경력 및 숙련도에 상응해야 한다.
Indoctrination and training shall be commensurate with scope, complexity, importance of the
activities, and the education, experience, and proficiency of the person.
<의미>
1. 교육은 통상적인 강의식, 토론식, 회람, 자율학습등을 의미하며, 훈련은 QAP 2. 202에서 요구하
듯이 실전훈련 또는 현장 실무훈련이 포함된 교육을 의미한다.
2. 교육 또는 훈련의 정도는 특정업무의 범위, 복잡한 정도 및 중요도와 수행하도록 배정 할 인
원이 가지고 있는 학력, 경력, 경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받
아야 한다.

201 교육(Indoctrination)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자 또는 관리자는 일반기준, 기술적 목표, 적용 규격 및 표준의 요
건, 규제요건, 회사절차서 및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포함한 해당 업무책임 및 권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Personnel performing or managing activities affecting quality shall receive indoctrination in their
job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that includes general criteria, technical objectives, requirements
of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regulatory commitments, company procedures, and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의미>
1. 교육내용은 다음에 대하여 수행하도록 요구함 또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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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준(KEPIC QAP, MNA/SNA/ENA)

- 기술적 목표
-

적용 규격 및 표준의 요건(KEPIC MNX, SNX, ENX+회사의 주 생산 품목과 관련된 Code &
Standards 등)

-

규제요건(원자력 관련 법령, 규제 제도 등)

-

회사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절차서

-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권한

202 훈련(Training)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행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결정되
어야 한다. 필요 시 훈련은 최초숙련도 달성, 숙련도 유지 및 기술, 방법 또는 업무 책임의 변경
에 대해 적응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숙련도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실전훈련 또는 경험
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무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need for a formal training program for personnel performing or managing activities affecting
quality shall be determined. Training shall be provided, if needed, to achieve initial proficiency,
maintain proficiency, and adapt to changes in technology, methods, or job responsibilities. Onthe-job training shall be used if direct hands-on applications or experience is needed to achieve
and maintain proficiency.
<의미>
1. 조직내에 훈련을 받아야 할 업무수행 인원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각 인원이 받아야 할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 훈련 프로그램에는 초기숙련도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속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숙련도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적용 기술, 업무 수행방법 또는 업무 책임이 변경에 따른 적
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훈련은 반드시 해당 인원이 숙달되도록 실무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경험이 필
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되어 실무 훈련을 받아야 한다
4. 일반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인원은 자격 인정이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인원, 선임감
사자를 포함한 품질감사자 및 용접, 비파괴검사, 열처리와 같은 특수공정을 수행하는 인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00 기록(Records)
교육 및 훈련 이행 기록은 출석표, 훈련일지 또는 개인별 훈련기록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기록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출석표
(b) 훈련일지
(c) 개인별 훈련기록
고용주는 교육 및 훈련 기록, 감사자 및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및 재자격인정, 검사 및 시험요원에
대한 자격인정 및 재자격인정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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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of the implementation for indoctrination and training may take the form of attendance
sheets, training logs, or personnel training records. Records of indoctrination and training shall
includ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attendance sheets
(b) training logs
(c) personnel training records
The employer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records for indoctrination and training; Auditor and
Lead Auditor qualification and requalification; and inspection and test personnel qualification and
requalification.
<의미>
1. 교육 및 훈련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출석표, 교육 및 훈련 일지, 또는 개인교육기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록은 KEPIC
QAP에서는 품질보증기록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KEPIC MN, SN, EN 4200.17에서는 품질
기록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KEPIC MNA/SNA/ENA-4200.17 표 MNA 4200.17-2.
3. KEPIC MNA/SNA/ENA-4200.17 표 MNA 4200.17-2에서는 다음 인원에 대한 기록은 비영구기록
으로 효력 상실 후 3년동안 품질기록으로 유지해야 함
- KEPIC MNA : MNX 5520(비파괴검사 요원), MNX 4320(용접사)
- KEPIC SNA : SNB 5120(비파괴검사 요원), SNB 5130(콘크리트 검사 및 시험요원)
- KEPIC ENA : 특정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 교육 및 훈련기록은 품질기록으로는 유지하지 않으나, 자격인정기록을 품질기록으로 유지하
도록 요구하거나, 결정한 경우, 자격인정의 근거자료로서 기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품질보증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1. 각 책임조직 담당자 별 초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립-일반적으로 교육 및 훈련 Materix로
작성. 초기 교육은 품질담당조직의 책임하에 실시해도 무방함
교육 및 훈련 Materix의 예
인원

과정

C1

C2

C3

C4

C5

전 부서장

●

●

●

●

●

A부서원

●

●

●

●

B부서원

●

●

●

C부서원

●

●

품질감사자

●

●

검사 및 시험요원

●

●

C6

T1

T2

●
●

●

●
●
●

T1 : 감사자과정(질의, 평가 및 보고, 시정조치 품목의 식별, 후속조치 방법과 감사지적사항의
종결 등에 관한 감사기법 및 감사 감사계획에 대한 교육 및 감사계획의 적용요소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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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현장 실무훈련
2. 업무 투입전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신규 인원 또
는 업무가 변경된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배정된 업무에 따른 초기 숙련도 달성한 교
육 및 훈련 실시 후에 업무에 투입
3. 숙련도 유지를 위한 교육은 각 조직의 책임자가 년간 단위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
여 계획하고 실시.
4. 교육 완료 시 교육 참석기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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