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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LARA 자기진단가이드에대하여
개요

자기진단을위한 6항목
발전소 RP 조직 ✓ALARA 프로그램 ✓작업계획과작업조직
작업준비시필요한요인 ✓작업실시 ✓경험관리에서얻은피드백

평가방법
발전소의자기진단, 벤치마킹
평가사례
가이드의입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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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A 자기진단가이드
프랑스 CEPN에의해작성
ALARA 원칙의적용상황을평가
IAEA OSART에준거（OECD/NEA,INPO…）

ISOE 커뮤니티의경험을도입

ISOE Publications에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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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A 자기진단가이드
자기진단을위한 ６항목
항목은하위항목으로구성
하위항목을단계평가

1. 발전소
방사선방호（RP）

조직

2. ALARA
프로그램

3. 작업계획과
작업조직

4. 작업준비시
필요한요인

5. 작업실시

6. 경험관리에서
얻은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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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A 자기진단가이드
하위항목을단계평가
3～4Level로평가, 채점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10

15

18

Scor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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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발전소 RP 조직
하위항목： 1.2 RP 부문의역할과책임

RP 부문이
발전소운용과
정지중의
계획에있어서, 
전문미션을
가지고있다.

RP 부문의
역할과미션이
명확히
문장화되어
있다.

RP 부문의전문
팀이정지중의
분석, 그실현과
계획책정에
참여하고있다.

타부문과의
관계가
정기적이며
양호

RP 부문의
활동중에서타
발전소와의
비교또는
벤치마크를
참고한것이
있다.

RP 부문은정지중의
설비개량공사에서설계
및개량에참여하고있다.
피폭관리를위한
구체적인프로그램, 훈련, 
도구를개발하고있으며, 
그성과를타부서와
공유하고있다.

RP 부문의몇몇요원은
특정의작업또는설비
(SG계, 원자로압력용기)
를담당/전문으로 한다.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Score  … / 10 Score  … / 5 Score  … / 3 Score  … / 2

ALARA 자기진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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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발전소 RP 조직
1.1 발전소 RP 부문조직
발전소내에서의입장

1.2 역할과책임
발전소운용과정지중의계획
설비개량공사의설계및개량에참여
피폭관리를위해구체적인프로그램, 훈련, 도구를개발

1.3 요원의경력과훈련
RP 부문요원의능력
RP 부문요원의장래계획（예：채용계획）
RP 부문의매니저및작업계획자에대해 RP 분야의훈련

1.4  RP 조직의평가프로그램
내부평가, 외부평가（OSART, WANO, 컨설턴트등）

7



２．ALARA 프로그램
2.1 ALARA 프로그램의이상적인상태와내용
발전소내에서문서화, 갱신・리뷰, 주지
ALARA 구조, 평가수법

2.2 ALARA 프로그램에포함되는활동과목표
단・중・장기목표
진척의설정・효율목표

2.3 ALARA 구조
ALARA 위원회, 멤버
타 ALARA 구조, 조직

2.4 ALARA 책임의소재
발전소간부 （a）, RP 매니저 （b）, 피폭한작업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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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작업계획과작업조직
3.1 작업계획의구조와조직

3.2 ALARA 계획
계획자에의해사용되는도구（예：선량지도） （d）
선량평가 （e）
작업 ALARA 분석/ALARA 체크리스트사용 （f）

3.3 플랜트운용정지스케줄
정지기간의시기, 스케줄의수정

3.4 작업원의훈련
실물모형시험
RP 직원의협력

3.5 도급업자의계획책정에대한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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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작업준비시필요한요인
4.1 소스텀(방사성물질)의관리
소스텀의특정과관리
위험구역의관리
일시적인차폐관리

4.2 “불필요한” 선량회피를위한행동
“통행선량”의삭감 （g）
“재작업”의삭감 （h）

4.3 저선량피폭축적삭감을위한행동
저선량피폭작업의특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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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작업실시
5.1 작업개시전의 RP 브리핑
작업전브리핑
정지기간중의정기미팅

5.2 작업모니터링
ALARA 요건을포함한 RWP（방사선작업허가）

RP 부문의관여
경보부착개인선량계의사용

5.3 피드백수집
작업후브리핑과리뷰 （j）
작업보고서의기록시스템 （k）
RP 사고보고서의수집/분석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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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경험관리에서얻은피드백
6.1 내부피드백분석프로그램
인재, 자료정리

외부피드백수집과분석

일본국내/국외 RP 회합, (경험의) 공유, 네트워크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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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발전소의자기진단
항목들을선택（전체또는일부）

팀으로작업：관련부서（RP 부문이외도）나작업원도협력
목표를공유
좋은사례, 권장・제언사항등을작성

벤치마킹
가이드를이용한사전준비（주지와상기）

복수항목에대해발전소요원(다른직책)과토론
좋은사례, 권장・제언사항등을작성

예：2014년, 스웨덴 Forsmark, Ringhals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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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례（벤치마킹）

개요와배경
Forsmark, Ringhals 발전소에서

ALARA 벤치마킹

ALARA의적용에대한의문이발단

벤치마킹팀
→운용회사（Vattenfall）, 프랑스 CEPN
영국（Sizewell）・독일（Biblis）발전소의 RPM

 ≠ IAEA 피어리뷰(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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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례（벤치마킹）

방법
복수항목을선택

인터뷰와미팅
→RPM, 타부문매니저

피폭한작업원, 도급업자

부지방문
→원자로건물, 작업현장,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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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직접적인효과）
좋은사례추출

→예： Forsmark에서는 RP부문이유지관리부문에포함되어있다
권장사항특정

→예： Forsmark와 Ringhals에서, 도급업자의관여촉진
제언사항특정

평가사례（벤치마킹）

→예：방사선방호에있어서양호한작업원의의사소통과관여
-ALARA 프로그램보급에있어서양호한보텀업(상향식)과톱다운(하향식)
-루틴작업(일상업무)에있어서 RP 그룹과작업계획자간의협력강화
-화학부문과타부문의의사소통을늘린다
-특정작업의방사선방호향상을위해전문 ALARA 그룹의설립
-특정작업의작업전브리핑을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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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간접적인효과）
방문전에 ALARA 자기진단가이드를이용하여평가

→RP 부문팀에의해취급되는항목의검토작업

방문시사전준비
→부문내에서 ALARA에대해주지, 재인식

인터뷰
→ＲＰ부문과타부문이 ALARA의견교환

방문후
→부문내에결과를주지, 공유

평가사례（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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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의입수방법
ISOE Website: www.isoe-network.net
> Login > PUBLICATIONS > RP Library > R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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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의입수방법
> ALARA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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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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