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원료물질 등의 취급자 유통현황보고 작성안내

KINS/생활방사선총괄실(‘18.1.)
I. 관계법령 등
1. 취급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제12조(유통현황의 기
록・보관) 제1항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방사선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가.
나.
다.
라.
마.

보 고 사 항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 및 판매 현황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및 재활용 현황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보 고 기 한

매년 1월 31일까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생활방사선법 제31조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작성지침
※ 금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 유통현황보고가 가능하오니,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http://www.cisran.go.kr)에 접속 및 매뉴얼(별첨)을 참고하시어 유통현황보고를 작성
및 제출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단, 오프라인(우편) 접수도 가능)
1. 2018년 1월 1일부터 (이후 등록된 자는, 등록일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량측정결과 및 연간피폭선량을 제외한 모든 수량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452.56 (X),

12,452.6 (O)

3. 물질명, 함유핵종, 방사능 농도는 취급자 등록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량 등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전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장 방사능 농도 측정 및 평가 : 취급자 등록증 상에 기재된 원료물질의 물질
명, 방사성핵종, 방사능 농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기별 작업장 방사선량률 측정결과 : 각 분기 별, 유의지점에서 측정한 측정값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유의지점 : 종사자 주요 작업위치 또는 원료물질 등에서 1 m 떨어진 지점 등과
같이, 종사자의 피폭선량 계산에 활용된 측정지점)
다. 종사자의 연간피폭선량 조사 및 분석결과 : 연간피폭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시에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피폭방사선량 (mSv/y) =
(작업장에서의 측정선량률 – 배경선량률) (μSv/h) × 연간 작업시간 (hour/year) ÷ 1,000

III. 기타
[온라인 접수 시]
1. 법인인증 등 온라인 유통현황보고 작성 및 제출 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담당자(042-868-0756)에게 문의바랍니다.
2. 정해진 기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우편) 접수 시]
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http://www.cisran.go.kr) 홈페이지에서 취급자 유통현황
보고 양식(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마당 → 자료실 → 법령/서식자료
2. 정해진 기한까지 공문을 통하여 우리원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142)
⇨ 연락처 : 042-868-0866 (jwpark@kin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