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E1. A/E

3. 운용자3. 운용자 2. 제작자2. 제작자

시험소

1. A/E(Architect Engineer) : 안전관련 기기를 분류하고 기기 검증

  요건을  결정하여 검증 및 입증서류를 구비한 기기를

  선정하고 구매

2. 제작자 : 구매 사양서 요건에 맞게 기기를 설계, 제작, 시험소의

  시험 등에 의해 기기 검증을 수행하여 적정한 서류를

  갖추어  기기를  공급

3. 운용자 : 기기의  수명기간 동안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시공, 운전 및 부품교체 등의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절차를  설정하여 시행





1. 주증기관 파단 및 고에너지관 파단사고 해석
2. 안전관련 계통의 분류 및 해석
3. 안전관련 기기의 분류 및 목록 작성
4. 구역별 환경인자 설정 등

1. 기기별 내환경검증요건 및 기준설정
2. 검증방안의 선정
3. 노화효과의 평가 (운전, 유지 및 보수요건 설정)
4. 검증결과의 문서화 등

1.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2. 교체 및 변경사항 관리
3. 운전조건 감시
4. 노화 및 손상분석
5. 교육훈련 등

EQ 수행범위 확정EQ 수행범위  확정

EQ 수행EQ 수행

EQ의 관리EQ의 관리

시      작시      작

이 기기가 안전에 연관된 기기인가 ?이 기기가 안전에 연관된 기기인가 ?

가상 사고 환경 조건하에서의 이 기기의
고장이 안전관련 전기기기의 만족스런 안전

기능을 방해할 비안전관련 기기중 하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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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방해할 비안전관련 기기중 하나인가 ?

이 기기가 사고에 뒤따라 그리고

사고중에 발전소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후 감시기기중의 하나인가 ?

이 기기가 사고에 뒤따라 그리고
사고중에 발전소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후 감시기기중의 하나인가 ?

이 기기는 검증대상
전기기기가 아니다.

이 기기는 검증대상

전기기기가 아니다.
이 기기는 검증대상

전기기기 이다.

이 기기는 검증대상

전기기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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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 환경 기기Mild 환경 기기Harsh 환경기기Harsh 환경기기

기기가  위치한  Room이 DBA중 및 그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가 ? (온도 및 방사선 등)

주변조건이  열악한  환경으로  되기 이전에
기기가  안전성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가  ?

주변조건이  열악한  환경으로  되기 이전에  그
기능을  수행하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기기가
고장나도  아래의 상황을 일으키지  않는가  ?

  - 운전원에게  잘못된 발전소 정보를 제공

  - 안전성 관련 기기의  기능에  영향을  줌

  - 압력경계의  기밀성을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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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전

유지보수유지보수

QA/QCQA/QC시험소시험소

EngineeringEngineering

AEAE

기기제작자기기제작자

교육/훈련교육/훈련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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