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폭저감ＷG의활동상황에대하여

2017년 3월
다카하마발전소방사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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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I 개요]
발전소의집적선량을줄이는데있어서현장작업원의방사선량을줄이는대책은그다지효과적이지않다. 
그결과, 발전소의집적선량치는세계의 PWR(가압수형원자로) 중에서하위 1/4에들어있으며, 예상치
못한피폭을일으킬위험을증가시키고있다. 방사선위험도가높은작업에대한방사선관리의관여가
충분하지못했기때문에이와같은문제가일어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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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PWR의집적선량(WANO)

단
위
당
집
적
선
량

[명
ㆍ

sv
/년

]

데이터범위: 2010~2012년

다카하마의실적
(2008~2010)

세계 PWR 238기의데이터(정지중은비포함)

(2011)
1.1

震災以降停止中
(2012～2015)

0.18～0.23

현재는상위에랭킹
(정지중이므로)

정기점검이다시
시작되면기존의

피폭선량으로돌아갈
가능성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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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WR 발전소 중에서 다카하마 발전소의 원자로별 피폭 총 선량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재가동 후 평상시 정기점검 때의 피폭을 더욱더 줄이기 위해 ,
주요공사의동형플랜트와비교하는등다방면으로 검토

[PWR 발전소에서의피폭총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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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헤이세이 14년(2002년) ~ 24년(2012년))

高浜発電所

美浜発電所

大飯発電所

伊方発電所

玄海発電所

川内発電所

泊発電所

敦賀２号機

ＰＷＲ全国平

均

다카하마발전소

미하마발전소

오이발전소

이카타발전소

겐카이발전소

센다이발전소

도마리발전소

쓰루가 2호기

PWR 전국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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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의실시사항

1. 당사 3개부지, 타사 PWR 플랜트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에관한정보수집
[조사대상공사]

• 1 원자로용기정기점검공사 (다카하마 3호기, 센다이 1호기)
• 2. 캐비티오염제거공사 (다카하마 1・2・3・4호기, 미하마 3호기, 오이 3・4호기)
• 3 S/G 수실격리공사 (다카하마 3호기, 센다이 1호기)
• 4 S/GECT 부대공사 (인서트 플레이트손질작업 : 당사 3개부지)

2.  관리구역체인징구역의설치방법변경 (색상식별화등)에의한신체오염의저감

3.  3호기제22회정기점검피폭저감활동

4.  피폭저감대책도구의도입

5.  가설차폐의상설화등검토

6.  방사선카메라의유효성검토

7.  피폭저감에관한제안보상제도의 도입에대하여



[원자로용기정기점검공사의피폭선량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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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대책에관한정보수집 (1-[1])

[목적]
정기점검주요작업인「원자로용기정기점검공사」의피폭저감대책을실시하기위해, PWR 각사의상황조사

• 피폭률은타사와동등하나, 피폭선량이높은것은작업시간이많은것이요인으로생각된다.
• 그래서, 실제작업인원을조사해보니큰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다카하마발전소의실제작업인원이 규슈전력센다이발전소에비해많은요인]
항목 다카하마발전소 센다이발전소(규슈전력)

플랜트환경의차이
후쿠이현에는 13개플랜트가밀집해있어작업자의
교대가많기때문에, 실제작업인원이 규슈전력센다이
발전소에비해많은것으로추정된다. 

사가현에 4개플랜트, 가고시마현에 2개플랜트로
플랜트의수가적고, 작업자의 교대도적어어느정도
고정화되어 있기때문에, 당사에비해실제작업인원이
안정적인것으로추측된다. 

공사시공범위의차이
R/V 정기점검 공사에서진공・탈기벤팅작업을실시
(본체공사작업자와는 다른체제로실시) 진공・탈기벤팅작업은다른공사로실시

※추출데이터는최근 10번의정기점검실적을평균한것으로함

항목
홋카이도전력 시코쿠전력 일본원전 간사이전력 규슈전력

비고
도마리 1호기 이카타 2호기 이카타 3호기 쓰루가 2호기 미하마 3호기 오이 3호기 다카하마 3호기 센다이 1호기

공사전체

총선량 (명・mSv) 56.06 45.38 138.2 71.10 58.30 81.03 92.57 77.15 －

작업시간 (명・h) 3,659 3,317 3,481 3,666 4,909 5,689 5,348 3,984
실제작업인원
S:54명 M:107명
T:134명 O:117명

피폭률 (mSv/h) 0.015 0.014 0.040 0.020 0.012 0.014 0.018 0.020 －

RV 개방
까지

캐비티외
(OF 등)

총선량 (명・mSv) 4.93 4.84 4.74 7.53 4.12 3.41 7.53 3.63

－

작업시간 (명・h) 1,379 969 826 1,192 1,752 1,321 1,668 1,161
피폭률 (mSv/h) 0.0036 0.0050 0.0057 0.0063 0.0024 0.0026 0.0045 0.0031

캐비티내

총선량 (명・mSv) 23.32 13.21 35.92 23.53 16.93 11.73 26.44 25.38
작업시간 (명・h) 209 180 180 398 239 154 213 229
피폭률 (mSv/h) 0.1116 0.0734 0.1996 0.0591 0.0708 0.0762 0.1241 0.1108

합계

총선량 (명・mSv) 28.25 18.05 40.65 31.06 21.05 15.14 33.97 29
작업시간 (명・h) 1,588 1,148 1,006 1,590 1,991 1,750 1,881 1,390
피폭률 (mSv/h) 0.0178 0.0157 0.0404 0.0195 0.0106 0.0087 0.0181 0.0209

주요
방사선원

위덮개내면 (mSv/h) 11.0 8.0 31.0 24.2 9.0 9.0 14.0 22.3 －

캐비티안의위덮개주변 (mSv/h) 0.088 0.084 0.198 0.072 0.077 0.140 0.097 0.166 －



[원자로용기정기점검공사의공사체제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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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대책에관한정보수집 (1-[2])

특히캐비티외작업의작업시간이많아, 공사체제를조사한결과, 교대근무체제에차이가있는
것이판명 (당사는 2교대 4반체제)

항목
홋카이도전력 시코쿠전력 일본원전 간사이전력 규슈전력

도마리 1호기 이카타 2호기 이카타 3호기 쓰루가 2호기 미하마 3호기 오이 3호기 다카하마 3호기 센다이 1호기

공사체제등

공사체제
변칙 I교대+야근/3

반
2교대체제 2교대체제 II교대, 2반 II교대/ 4반 II교대/ 4반 II교대/ 4반 II교대/ 2반

발주방법
공사마다원청회사
를선정하여발주

공사마다원청회사
를선정하여발주

공사마다원청회사
를선정하여발주

공사마다원청회사
를선정하여발주

공사마다원청회사
를선정하여발주

공사마다원청회사
를선정하여발주

공사마다원청회사
를선정하여발주

원청회사에
정기점검

공사를일괄발주

RV 개방까지의공사기간 7.6일※ 7~9일※1 6~8일※1 7.3일 7.9일 4일 (RV 개방기간) 7.3일 9.0일

RV 시트면손질시높이 약 50cm
평상시: 약 40cm
레이저점검시: 

약 60cm

평상시: 약 40cm
레이저점검시: 

약 60cm
약 30cm 약 50cm 약 40cm 약 50cm 약 30cm~50cm

공사내용등

캐비티내작업환경 방・보호장비착용 방・보호장비착용 방・보호장비착용 방・보호장비착용 방・보호장비착용 방・보호장비착용 방・보호장비착용 방・보호장비없음

TC 주변가설차폐

TC부에가설차폐
(텅스텐) 실시. 
(0℃측 5장, 

(180℃측 5장)※

TC관대에
가설차폐

TC관대에
가설차폐※2

TC부, TC발판에
가설차폐없음

TC부, TC발판에
가설차폐없음

TC부, TC발판에
가설차폐없음

TC부, TC발판에
가설차폐없음

TC부, TC발판에
가설차폐설치

캐비티상태

캐비티물빼기
(UCI, VH 임시
매달기, 임시
매달아올리기)

캐비티물빼기
(~R/V 위덮개
매달아올리기)

캐비티물빼기
(~R/V 위덮개
매달아올리기)

캐비티물빼기

캐비티물빼기
(UCI, VH 임시매달
기, 임시매달아

올리기)

캐비티물빼기
(UCI, VH 임시매달
기, 임시매달아

올리기)

캐비티물빼기
(UCI, VH 임시매달
기, 임시매달아

올리기)

캐비티물담기
(씰플레이트
설치ㆍ철거)

※1:레이저점검등공사내용에따라다름
※2:위덮개임시놓는장소주변에도차폐칸막이실시(차폐기간: 캐비티물담기~R/V 위덮개매달기)

※가장최근의정기점검내용기재



[평가요약]

 원자로 용기 정기점검 공사의 내용 면에서는, 다카하마 3호기와 센다이 1호기

모두 거의 같다. (다른 점으로는 센다이에서는 RV 개방 시 씰플레이트를

사용한다는점)

 실제 작업인원의 추가 조사 결과, 작업자의 실제 인원수가 타 전력보다 많은 것이

판명(타 전력은 40~50명 정도). 주요 이유로서 지역 독자성(인접 플랜트의 차이,

관련 회사가 많은 등)이 있고,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리유지 라인도 아울러

확인이필요하다.

 공사체제에 대해서는 2교대 2반(센다이 기준)으로 함으로써 피폭 선량을 줄일 수

있다. (단, R/V 정기점검는중요한공정이므로상담이필요함)

7

1. 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대책에관한정보수집 (1-[3])



항목
다카하마

1호기
다카하마

2호기
미하마
3호기

비교평가
(T1/M3)

비교평가
(T2/M3)

공사전체 총선량(명･mSv) 19.15 20.27 4.43 4.3배 4.6배

캐비티본염제거

총선량(명･mSv) 4.50 4.62 1.34 3.4배 3.4배

작업시간(명･h) 65 65 23.6 2.8배 2.8배

피폭률(mSv/h) 0.069 0.071 0.057 1.2배 1.2배

캐널본오염제거

총선량(명･mSv) 4.47 4.93 0.28 16.0배 17.6배

작업시간(명･h) 20 20 4.2 4.8배 4.8배

피폭률(mSv/h) 0.224 0.247 0.067 3.3배 3.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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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대책에관한정보수집 (2-[1])

[캐비티오염제거공사의피폭선량등비교]

※추출데이터는최근 4번의정기점검실적을평균한것
※캐비티본오염제거, 캐널본오염제거는캐비티오염제거공사의작업단계중에서작업내용이 다카하마와 미하마에서거의같은것으로추출

미하마에비해, 캐비티・캐널오염제거모두총선량및작업시간이많다.

[목적]
정기점검주요작업인「캐비티오염제거공사」의피폭저감대책을실시하기위해, 
동형플랜트인미하마의상황을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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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대책에관한정보수집 (2-[2])

[캐비티오염제거공사의작업방법등비교검토]

미하마・오이의작업방법등에대해조사한결과, 이하의내용으로다카하마에서작업을
추진하기로했다. 

 회전형걸레로닦아내기실시 → 방사선원에서의거리를확보

 다기능오염제거천으로 1차오염제거실시 → 작업량의감소

 오염제거판정기준의변경(0.4 → 2.0Bq/cm2) → 작업량의감소

 LCI, UCI 스탠드의오염제거범위삭감 → 작업량의감소

[회전형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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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대책에관한정보수집 (2-[5])

[기대되는감소효과]
 오염제거기준및오염제거방법의재검토에의해, 캐비티오염제거공사의피폭량약 5 mSv 의

삭감이예상된다.
(상부・하부캐비티오염제거작업에반영하는것이유효)

[현안]
 C/V 캐널의오염제거기준을 4.0 Bq/cm2 → 전회와동일한선량당량률로재검토하는것에따른

하부캐비티의공간선량당량률이상승함으로써, 연료취급기계장치점검작업의피폭선량이
증가한다. 또한잔류오염수준이상승함으로써방사선방・보호장비가중장비화되어작업성의
악화가예상된다. 

 원자로보수과로부터실제로감소효과및작업안전면에문제가없다는확증을갖고본격적인
운용에반영하고싶다는요청이있음.

3호기 22회정기점검및 4호기재가동시연료장착후의캐비티오염제거작업에서피폭
저감대책을시범운용해보고, 효과확인및과제를추출・개선하여본격적인운용을위해
검토를진행한다. 

[향후의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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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대책에관한정보수집 (3-[1])

《비교결과》
[1] 수실내선량당량률은거의같음
[2] 증기발생기수실격리덮개설치에관련된수실내실적은선량・작업량모두 S-1을밑돌고있다.
수실내출입횟수도밑돌고있다.

총선량・작업시간내용모두큰차이는없음.
따라서, S/G 관련작업인 ECT 작업에대해피폭저감대책을검토하기로했다.

[목적]
정기점검주요작업인「S/G 수실격리공사」의피폭저감대책을실시하기위해, 
T－3 동형플랜트인센다이 1호기의상황을조사했다.

1. S/G 수실내선량당량률

증기발생기수실격리공사수실내선량당량률ㆍ공사피폭실적비교표

T-3 [#18~#21 평균] S-1 [#15~#18 평균] T-3/S-1

#18 #19 #20 #21 Ave #15 #16 #17 #18 Ave Zn 주입전 Zn 주입후 2차정기점검 3차정기점검 Ave

hot 61 42 41 35 45 49 48 39 38 44 1 .2 0 .9 1 .1 0 .9 1 .0

Cold 103 57 58 45 66 109 109 81 73 93 0 .9 0 .5 0 .7 0 .6 0 .7

2. 증기발생기수실격리공사[부착]

T-3 [#18~#21 평균] S-1 [#15~#18 평균] T-3/S-1

명・mSv 명・h 출입횟수 종사인원 명・mSv 명・h 출입횟수 종사인원 명・mSv 명・h 출입횟수 종사인원

수실 13.29 0.29 9

30.7
명

15.57 0.36 18

28.3
명

0.9 0.8 0.5

1.1
루프실안 9.57 30.9 11.75 49.5 0.8 0.6

루프실밖 3.22 359.7 2.66 316.2 1.2 1.1

합계 26.08 390.9 29.98 366.1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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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대책에관한정보수집 (4-[2])

(다카하마 3ㆍ4호기손질작업)

[목적]
정기점검주요작업인「S/GECT부대공사중, 인서트플레이트손질작업」의피폭저감대책을
실시하기위해각부지의상황을조사

항목 다카하마 1ㆍ2호기 다카하마 3ㆍ4호기 미하마 발전소 오이발전소 차이점

차폐방법
IP 표면에전용 연판

(10mm 두께)
IP 표면에전용 연판

(10mm 두께)

IP 표면에전용 텅스텐시트
(약 30mm 두께)

전용 BOX에 FC매트 차폐

IP 표면에전용 연판
(10mm 두께)

미하마는 IP 표면에전용 텅스텐
시트(약 30mm 두께)와 전용 BOX

에 FC 매트차폐를 실시

손질작업 위치 IP 표면에서의 작업 IP 표면에서의 작업 G/H 내부의전선량 장소에서 손질 IP 표면에서의 작업 -

손질작업 장소선정
S/G1차측

맨홀 G/H 내부
루프실 안에서
전용 G/H를 작성

S/G1차측
맨홀 G/H 내부

S/G1차측
맨홀 G/H 내부

다카하마 3ㆍ4호기는 루프실안에
손질전용 G/H를 설치

손질작업 인원수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실시 G/H 내부 2명정도 G/H 내부 3명정도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실시 -

손질방법

 바닥면에 IP를 놓고손질
 젖은천으로 닦아내기
 연마제 사용 (스카치 브라이트를
젖은깔개로 사용)

 전용받침대에서 손질
 젖은천으로 닦아내기
 연마제(스카치 브라이트) 사용

 전용 BOX에서 손질
 젖은천으로 닦아내기
 연마제 (스카치 브라이트)
 필요에 따라샌드페이퍼
 측정기(ICS)

 바닥면에 IP를 놓고손질
 젖은천으로 닦아내기
 연마제 사용
 스카치 브라이트를 젖은깔개로
사용
 IP 로테이션

 다카하마 3ㆍ4호기: 
전용받침대 사용

 미하마：전용 BOX 사용
 오이： IP 로테이션화

선량측정방법
 측정기 (ICS)
 인서트 플레이트 표면ㆍat1m

 측정기 (ICS)
 인서트 플레이트 표면ㆍat1m

 인서트 플레이트 표면
 손질박스 수납후표면

 측정기(ICS)
 인서트 플레이트 표면

-

인서트플레이트손질시의각부지작업내용등비교

스테인레스???????

인서트플레이트
???

???

세이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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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주요공사의피폭저감대책에관한정보수집 (4-[1])

[요약]
미하마 2・3호기의피폭선량이낮으므로, 미하마의작업방법을채택함으로써 피폭
저감의가능성이있음 (계속해서조사・검토실시예정)

항목
선량 작업시간 피폭률 환경선량당량률 IP 표면선량당량률 종사인원

비고

명・mSv/기 명・h/기 mSv/h/기 mSv/h mSv/h 명/기

다카하마

1호기 27회 1.2 39 0.031 0.66 4.1 9
-

2호기 27회 2.1 27 0.075 0.43 10 11

3호기 20회 0.89 19 0.047 0.12 11 2

-

3호기 21회 0.91 9.3 0.098 0.15 8.9 3

3호기 22회 0.26 12 0.021 0.03 3.3 4

4호기 19회 0.87 24 0.036 0.54 13 6

4호기 20회 1.1 44 0.024 0.18 4.4 8

오이

1호기 24회 2.3 26 0.088 0.35 7.6 11
집계치는인서
트플레이트손
질이외의작업

을포함

2호기 24회 1.5 36 0.040 0.15 6.4 14

3호기 16회 1.7 46 0.037 0.19 21 15

4호기 15회 1.2 50 0.024 0.25 10 14

미하마

1호기 24회 2.5 3.8 0.657 0.56 42 5

-

1호기 25회 2.1 5.6 0.378 0.52 41 5

2호기 26회 0.75 12 0.061 0.05 7.2 6

2호기 27회 0.65 4.3 0.152 0.07 6.9 5

3호기 24회 0.45 4.1 0.109 0.07 7.2 3

3호기 25회 0.60 6.2 0.097 0.06 5.4 3

인서트플레이트손질피폭실적집계(S/G 1기당)

집계치를 IP 손질횟수대상 S/G기수로나누어 1기당피폭으로함



自立スタンドなど

黄テープ
赤テープ

⑧壁養生⑦作業エリア自立スタンドなど

⑦作業エリア

체인징구역설치예(기본예)

1. 기본형(평면도) 스텐션

벽보호

[1]작업구역

[

2]

황
색
경
계

[3]탈의구역

[

4]

황
색
경
계

[5]착의구역

[

6]

백
색
경
계

벽보호2. 기본형(측면도)

자립스탠드등

1. 기본형(평면도)

2. 기본형(측면도)

[8]벽보호[7]작업구역

적색테이프 황색테이프

[1]작업구역
[

2]

적
색
경
계

[3]탈의구역

[

4]

황
색
경
계

[5]착의구역

[

6]

백
색
경
계

스텐션

벽보호

벽보호

[7]작업구역

자립스탠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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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구역체인징구역설치방법변경에의한신체오염의저감－[1]

오염관리의충실
• 오염되어있는작업구역을특별한적색으로함으로써작업자의오염주의를환기한다.
• 측면보호를높게함으로써우발적인접근을차단하고, 오염확대등을방지한다.

[목적]
오염관리의충실을꾀함과동시에, JANSI 동료평가시지적사항의반영을위해, 다음과같이체인징
구역설치방법을변경했다.

(변경전)

(변경전)
오염(작업)구역과핫(탈의)구역이같은색・・・경계의식의저하
측면보호의높이규정없음・・・오염물의전달이쉽게이루어지고있었음

(변경후)

(변경후)
오염(작업) 구역：적색, 핫 (탈의 )구역：황색, 
골드(보호장비착용) 구역：백색으로함
측면높이를원칙 1.8m 정도로구획, 작업에동반하는구역표지판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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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기제22회정기점검피폭저감활동－[1]

a. 정기점검공정조정(피폭저감상의공정조정)

S/G 2차측블로다운계통의밸브분해작업계획 (2차측용기내물의전블로기간이약 2개월정도로장기화)

장기(2개월) 루프실에의출입규제(공정조정)는공정상실시할수없기때문에, 각루프실의 S/G에대해광범위하게
가설차폐를계획・설치하는것으로대응

b. 더효과적인피폭저감대책의검토 (가설차폐설치)
장기정지로인해전체적으로환경선량이저하되어있었지만, 가압기실의대형밸브부근등의환경선량률은여전히높기때문에, 
피폭저감이필요하다고판단한 C/V 내의각곳에서가설차폐를설치한결과, 환경선량저감(약 40% 저감)을실현했다. 

c. 피폭저감등상담창구

각협력업체로부터피폭저감대책과작업효율향상에의한상담실시

• C/V 17m 통로의 RCS 샘플배관이국소적으로선량이높다

(통로작업자의체류가능성있음)

• C 루프실 17m의 RHR 대형밸브선량이높다

• 작업구역근방에서미세먼지농도측정을하고싶다는상담 BG가높은 C/V 내에서미세먼지측정환경을정비
(검출기를차폐하는것으로 BG 저감)

가설차폐실시

[목적]
3호기제22회정기점검의피폭저감활동으로서이하의내용에대해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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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루프실안의저선량장소와고선량장소의명확화

고선량장소에어쩔수없이체류하는작업자를고선량장소에서저선량장소로유도하기위해녹색튜브라이트설치

고선량장소를나타내는적색튜브라이트를가압기 TOP에설치하여

우발적인접근을방지

e. 고선량장소의선량주의표지판게시및정기적인갱신
고선량장소를정기적으로조사하고, 선량주의표지판을갱신하여작업자의우발적인접근을방지

f. 작업장소에오염서베이미터배치
BG가높은 C/V 내통로에서적시에오염을확인할수있도록, GM관차폐체를배치하고오염서베이미터를설치

g. 공용구역의오염체크
출입관리실내의정기적인오염체크와공용구역의다이렉트조사, 화학걸레등을사용한오염체크를실시
(오염이검출된경우는핵종분석을실시하여핵종을특정한후발생원을추정) 

h. 3호기 22회정기점검방사선영향평가
「작업주변환경평가정보」에 피폭저감에관한정보를도입하여각사에사전에배포
관리구역입구디스플레이에게시하여작업자에게주의환기

i. 정기적인현장순찰

3. 3호기제22회정기점검피폭저감활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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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폭저감대책도구의도입－[1]

(자립식차폐가대)

(GM관차폐체미세먼지여과지측정용도구)

설치장소・측정조건
3 호 C/V 17m B 루프실앞통로
차폐가대없음 BG 2Kcpm
차폐가대있음 BG 50cpm
(측정기 TCS 319 · 시간상수 30S)

피폭저감대책등의도구로서다음과같은제품을개발했다.

가설차폐를쉽게설치, 해체할
수있게되었으며, 작업중의환경
선량이상승했을때에도대응이
가능해졌다.  

C/V 내에서미세먼지농도를간이로
측정하는것이가능해져, 작업자의
신체적부담(마스크착용해제)을
줄이는것이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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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차폐의상설화검토－[1]

[전년도검토내용]
방사선관리과에서 17곳을선정하여원자로보수과에검토를의뢰
차폐의상설화에대해서는모두「좋다」는답변을얻었지만, 현안사항으로서다음사항이지적되었다.
• 운용중의상설화가가능한지확인이필요
• 상설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내진평가가 필요하며, 내진 보강을 위해 차폐 등이 대형화하면 작업 장소에
방해를줄가능성이있음

• 근접기기에대한영향평가가필요
• 섬프스크린의막힘에대한영향평가가필요

[금년도검토내용]

금년도검토결과에서작년도에검토한모든장소에대한차폐상설화변경대책으로서, 가설차폐를설치하기위한
가대를상설화하는방향으로개개의환경에따른검토를실시하기로한다. 

[향후의과제]

전년도의검토결과를고려하여, 차폐의상설화에대해실현성의관점에서한층더검토하여, 설치시의과제를
정리했다. 
• 상설차폐위치에계측배관, 전선관, 배관등이
설치된곳이있어상설화가곤란

• 타기기의점검을위해, 현재의가설차폐가더
유효한곳이있음

• 상설차폐를설치하기위한가대설치장소의
강도가부족한곳이있음

[목적]
정기점검중, C/V 내의곳곳에가설차폐를설치하고있으나, 가설차폐설치에따른피폭을
저감시키기위해상설화에대해검토를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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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카메라의유효성검토－[1]

[감마카메라의개요]
카메라(검출부)로방사선의강도를측정하여액정부(PC 등)에측정결과를표시하는장치이며, 
측정결과에대해서는인쇄등도가능하다.

※감마카메라본체및컴퓨터부분

[주요스펙등]
• 외형：13.8cm×15cm×15cm(감마카메라본체)
• 중량：2kg (감마카메라본체)
• 시야각도： 140°
• 측정에너지범위：30 keV - 1.5 MeV
• 비용：1,000만엔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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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카메라의유효성검토－[2]

[전년도말상황]

환경선량에영향을주는장소를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게되어, 피폭저감에효과적인
도구임이밝혀졌다. 다만, 비용대비효과(1,000만엔/1대)에 문제가있기때문에관리구역
내작업에서의활용성및비용저감대책에대해계속해서검토

[금년도상황]

• 현재의사양은기술상에필요한최소한의기능이며, 소형화(캠코더)로 하는경우
설계비등에더많은비용이소요

• 후쿠시마의실제기기시험에서고선량장소를측정하기위해, 측정범위를새로변경한
γ (감마) 카메라의개발을제조업체에서 검토중

[향후의과제]
당사의사양요구에따른제품화에대해서는제조업체측에서새로운제안이있으면
검토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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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폭저감에관한제안보상제도의도입에대하여－[1]

[목적]
공사개요결정에서공사착수까지사이에, 피폭저감에관해제안및제안채택에대한예산
조치가가능한지, 또그에따른보상에대해검토를실시했다. 

[WG 멤버주요의견]
• 공사개요, 예산설계단계에서방사선관리전임자및방사선관리과의관여가없다. (정보가없다)
• 작업담당과에서의예산설계시에피폭저감에관한제안유무에대해체크하는체제가없다.
• 방사선관리과에피폭저감에관한협력업체로부터의상담이늦다.
• 공사계획후에피폭저감에관련된제안을제출해도위험평가가나타나기어렵기때문에비용대비
효과가낮다는등의이유로당사내의심사단계에서채택되지않는경우가많다. 

[고찰]
제안제도를마련해도지금의체제로는공사측에의방사선관리전임자및방사선관리과의관여가
약하고, 피폭저감대책을상담하는타이밍도늦기때문에제안이채택되기어려운상황에있다.
따라서, 방사선관리전임자및방사선관리과의관여에대해검토・논의를추진했다.



피폭저감에관한제안제도의도입
공사개요결정에서착공까지사이에피폭저감에관해, 제안및예산의도입이가능한지검토했다.

1. 현재의예산편성

공사개요결정
↓
제조업체(협력업체에견적의뢰)
↓
공사실시방침작성
↓
예산확보
↓
공사기안서작성
↓
계약
↓
각사로부터피폭저감상담
↓
방사선관리계획서작성
↓
착공

3. 피폭저감에관한제안제도의도입
a. 작업담당과가협력업체에대해

견적단계에서피폭저감에관한제안의
유무에대해체크

b. 협력업체가피폭저감에관한제안이
있으면작업담당과와방사선관리과가
동시에정보제공

c. 작업담당과가방사선관리과에심사를
의뢰

d. 방사선관리과가심사결과를작업
담당과에보고

e. 방사선관리과합의

4. 향후의과제
피폭저감에관한제안이채택되기
위해서는작업안전, 공정, 품질등의
부가가치도가미하는것이필요

2. 개선안
작업담당과가공사개요결정～
공사실시방침을 작성하는사이에, 
피폭저감에관한제안의유무에대해
체크하는체제가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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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폭저감에관한제안보상제도도입에대하여－[2]

[공사개요결정부터공사준공까지의과정]

항목
협력업체

일반공사 특별공사 추가공사

과정 [1]공사사양서수령
[2]계약
[3]공사계획서・방사선관리계획서
작성

[4]방사선관리계획서제출
(≧5명・mSv 공사는방사선
관리과와히어링)

[5]착공
[6]준공

[1]대형개조공사에대해서는수차례
정기점검전부터현지조사실시

[2]왼쪽기재와동일([1]～[6])

[1]공사개요설명
[2]참고견적의뢰
[3]현지조사(작업책임자만 )
[3]공사사양서수령
[4]정식견적의뢰
[5]계약
[6]공사계획서・방사선관리계획서
작성

[7]방사선관리계획서제출
(≧5명・mSv 공사는방사선
관리과와히어링)

[8]착공
[9]준공

문제점 • 현지공사종료후, 작업담당과에
피폭저감에관한제안등을설명할
기회가없다.
(일반공사에관련된피폭저감대책을
차후정기점검에반영할방법이
없다.)

딱히없음 • 공사계획단계에서는공사계약이
성립되지않은상태이므로, 충분한
현장조사를실시할수없다.

• 충분한현장조사를할수없기때문에,
피폭저감에관한제안을할수없다.

• 제안을할수없기때문에, 작업
담당과에서의예산설계시에피폭
저감에관한예산조치를취할수
없다. 

• 방사선관리과에피폭저감에관한
협력업체로부터의상담이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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