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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원자력분야 전문정보 데이타베이스 츠
「

「T

I I.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

점증하는 이용자뜰의 정보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학기술분야

에 대한 각국의 칩예한 대립속에서 정보의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타베이스를 제작，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원자력

관련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함으로써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보유통망을통

하여 관련이용자를메게 적시.적절한 정보를 제공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는 더| 있다.

III.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당해년도 본과제의 수행대상운 ’ 79년 이후 ’ 90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약 1 ， 000건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측이며， 과제의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선점 및 수집

당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각종 보고서 및 지
닙

무
」

노
」

그러고 극내에서 발

칸되는 각종 전문학술지 중에서 원자력관련된 。
-
를

허]며r
i 수록하고 있는 주요

학술지를 선정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며， 당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의 원자력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도 중요한 입력대상자료로 선정

수집.

2. 초록 및 색인작성

INIS 입력규직에 준하여， 수집된 자료의 주제분석을 한 후， 관련색인어

를 추출하고， 초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는 문헌의 경우 저자나 주제전문가에

의뢰하여 초록을 작성.

3. 데이타입력 및 송부

입력준비가 완료된 자료는 수작업 및 Image Scanner 를 통하여 PC어|

데이타를 입력하고， 이를 데이타베이스 확일로 변환하여 시스템공학연구소

에 송부.

IV. 사업결과 및 휠용에 대한 건의

본 과제의 결과는 국내에서 발생된 원자력관련 정보안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데이타베이스 구측이며， 이용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가 확립된다. 또한， 본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건의사항은 국가적차원의 계속적 지원과 주제전문가의 인력지원이

설실히 요성된다.



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Construction of a Bibliographic Information Database for the Nuclear Engineering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major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database of nuclear

related material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and to establish

a current network system that will inform people in the nuclear

industry of relevant information in their by linking it with

the proposed National Science Technical Information Network.

The importance of this system is to be possible that

scientists and engineers effectedly search for and locate the

required database informa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aims to establish a database consisted of about

1000 research reports that were prepared by KAERI from 1979 to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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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erials Selection and Collection

The database will consist of various reports and papers published

in KAERI , nuclear - related core journals 'published in Korea , and

KAERI nuclear material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foreign nuclear 

related institutes or publications.

2. Index and Abstract Preparation

The Index will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Info~ation System (INIS) input rules. After the subject analysis

of the selected materials has been performed , descriptors will be

prepared and if no abstract exists , an abstract will be prepared

either by the author or an expert on the topic.

3. Data Input and transmission .

When the materials are ready to be input into the database ,

they will be input either by hand or by the use of an Image Scaner,

then the results of this input will be transmitted to the System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SERI) at Taejon where it will be

ch뻐ged into a DB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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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 even more

comprehensive network of scientific technical information and making

this available to the nuclear industry.

2. The construction of this database will not only improve in

collect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 but it will also save the

expenses of getting information from abroad by using a database

which is produced and managed in Korea.

3. An inter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can be created

by extending the nuclear - related information published in Korea

to the international industry.

4. If Korea has its own database for nuclear information ,

Korea can be more independent of foreign sources for information

and we can more easily contribute- our information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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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A~o 서 로
」

과학기술정보의 급격한 증가는 과학기술자에게 문헌탐색의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정보전분가에게는 이 많온 정보중에서 머용자의 다앙한

요구를 충족시걸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더하여 주고 있다.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 모든 연구 개발분야에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접차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자료 수집이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노력의 반 이상을 차자하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의 정보를 얼마나 적시에 적절하게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연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온 아닐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각국의 칩예한 대립은 정보전쟁이라고

까지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자들의 요구 및 국제환경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타베이스를 제작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기관에서 국내의 모든자료들을 주제분야별로 관련

정보룰 수집 처리 배포한다는 것은 저|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불가능

한 일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컴퓨터에 의한 절보처리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 끄 -



고도의 발달된 코뮤니케이션 기술과 결합되어 국가단위 동일지역내 국가간

세계적인 정보유통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정 주제분야와 관계있는 국제기관이 해당분야의 정보를 전세계적

으로 수집하여 공동으로 이용케하는 음직임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원자럭분야의 정보시스템인 국제원자럭기구 (IAEA) 의 국제원자력

정보시스템 (INIS) 은 이러한 중요한 예가 된다. IAEA가 중심이 되어

1969년어| 발족한 INIS 는 고도의 컴퓨터화된 사스템으로서， 이 시스템

에서 생산되는 초록지 [ INIS ATOMINDEX ]가 세계적인 윈자력정보원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INIS는 IAEA 회원국중에서 INIS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종합

된 INIS 데이타를 공급받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의 입력과

유통은 각국으I INIS 센터가 담당하는 운산방식 (Decentralized System)

이고， 정보의 종합 편집 생산은 INIS 본부(비맨 Lf)에서 수행하는 집중

방식 (Centralized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원자력연구

개발상황을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INIS에 참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E로 우리나라도 1969 넌어| 가입하여 당 연구소가 INIS National

Center로서 INIS 본부 및 회원국들과 상호 협력하면서 INIS 입력규직

에 의하며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자력관련 자료를 INIS 본부로 입력

송부하고 있다. 이러한 입력 활동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은 전세계적

으로 발생한 원자력관련 정보를 유통시키게 되어 원자력의 펑화적

이용에 기여하게 된다.

- 12 -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머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01 든r
AA l.- 과학 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당 연구소에서는 국내어| 산재한 원자력관련 각종 연구.

기술보고서， 논문 , 학술지의 수록 논문 등을 수집， 가공， 처리하여

원자력분야 전문점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며

당 연구소는 국내 원자력 전문정보센터의 역활을 수행하고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망을 롱하여 이용자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휠 수

있는 유통체제 확립이 가능휠 것이다.

원자력분야 전문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1차년도에는 본 과제의

기본 쥐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실의 INIS 입력업무와 상호 교환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데이타 。，己펴 700-\ 드a
t:::::I -, -, t:::::I c:프 수행하고

잠자 국제적인 데이타벼이스 교환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목표를 위하여 당해닌도대|는 ’ 79년이후 '90닌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약 1 ， 000건에 대한 데이타

버l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12 월말 현재 1 ， 200건의 입력이

완료되어서 예정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다. 다음 < 표 1 - 1 >은

연차별 목표이며， <표 1 - 2 >는 당해닌도 연묶 추진 일정을 나타낸다.

”u



< 표 1 - 1 > 연차별목표

구
t:::l

-‘!:"
드므 표 이t:=l런「거」-〈「-끼

연 도

극내 원자력 관련 문헌 DB 구축:

1 차년도 ’ 79년 - ’ 90 닌 까지의 KAERI 간행 1,200 건

( 1991 ) 각종 보고서.

국내 원자력관련 문헌 DB 구축:

2 차년도 ’ 73년 - ’ 91년 까지의 KAER! 간햄 약 2,500 건

( 1992 ) 논문집 및 학술지 수록 논문

국내 원자력관련 문헌 DB 구축:

3 차년도 KAERI 간행 보고서 및 국내 관련 약 1,500 건

학술잡지 수록논문

합 계 약 5,200 건

- 14 -



〈표 1 - 2 ) 당해닌도연구추진일정

=fl 추 진 일 정 (1991 년)

진도(율〉
내용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료선정 및 ----------‘-_..... __ ....-‘~------------------ 100 %
-/「、 χtj|

초록 및 색인 ----------------~--------------------- 100 %
χ-1}AC34

데이타입력 -------------------------------------- 100 %

데이타송부 - - - - - - - - ~ 100 %
- - - - . - -

진 도 육= 100 %

당초계획

진 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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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분야 전문점보 데이타버|이스 구축 ” 과제수행에서 가잠 기본적

이며 핵심적인 작업은 입력업무로서， 원자력분야주제에 맞는 데이타를

선별하고 표준화된 규직에 의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 고품질 데이타베

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관련분야의 과학기슬을 모든 잠가국에게 같으 모처'- ..,..,

과 동등한 방법으로 공존하도록 정보의 교환을 개선시키는 모델로서

서비스하는 INIS 기본 이남에 준하여 본 과제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의 수행 절차는 코게 다음으I 3단계로 구별된다.

제 1절 원자력분야 입력대상 자료선정 및 수칩 과정

제 2절

제 3절

색인 및 초록 작성 과정

데이타 입력 및 송부 과정

- 16 -



저11 젤 자료선정 및 수집

1. 당 연구소 소장자료 현황

당 연구소는 원자력문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당 연구소에서 정기

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주요 발간물로는 연구. 기술보고서등 7~즈E-, c>

보고서류와 주요 정기간행물로는 연구논문집， 연구연보， 연구소후|보-

등이 있으며， 기타 부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단행본류 등미 있다.

이들 정기간행물은 본 과제의 입력 대상 자료로 우섣 한다.

< 부 록 1 >은 KAERI 간행물 현황 이며， 정기간행물의 자료특섬은

다음 < 표 2 - 1 >과 같다.

< 표 2 - 1 > 정기간행물 자료 트서
--, ζ〉

제 목 간기 장간닌 내 요c>

연구논문집 연간 '73년 전닌도에 연구소 직원이 각 학할지

나 협회AI에 발표한 논분 수록

연구연보 연간 '79닌 각 실별로 수행되는 특정.기본연구

및 특수사업의 연말 요악보고 수록

연구소후|보 반년간 '81년 특별이슈에 대한 리뷰 및 기수행된

과제내용을 요약하여 수록

ηl
‘,,‘



2. 국내발간 주요학술지 조사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학술지 중에서 원자력분야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주요 학술지는 한국물리학회지틀 위시하여 종 42종

으로 이 학술지들은 원자력분야의 입력대상 문헌을 수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입력대상 학술지로 선징하었다. 이 중에서

방사선방어 학회지， 원자력 동향， 원자력 산업， 원자력 학호I xI 등

원자력분야 전문지는 장간호부터 탤
스l

()

-
르현드

」
모 입력시킬

예접이다.

또한， 원자력( 공) 학과L~ 핵물리( 공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 논문집도 수집하여 관련자료를 입력시킬 예정이다.

< 표 2 - 2 > 는 KAERI에서 수집하는 잡저목록( 부록 2 참조 )을

조사하여 핵잡지( Core Journal )를 선정한 것으로서， 원자력분야의

입력대상 문헌조사를 위한 주요 전문학술지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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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2 > 원자력문야의 입력대상 문헌조사를 위한 주요 전문학술지

저| E-1프 간기 기관염

Bull. of the Kor. bm 대한화학회

Chemical Society

J. of KIEE sa 대한전기학회

?

KSME Journal sa 대한기계학회

Kor. Energy Rev. m… 에너지경제연구원

Monthly

Kor. Patent m… 특허성

Abstracts

The J. of the Kor. bm… 한국물리학호|

Physical Society

The Kor. J. of bm 한국국방연구원

Defence Analysis

고무학회지 q 한국고무학회

기계와재료 q 한국기계연구소

기술면보 m 고리원자력본부

대한광산학회지 bm 대한광산학호|

대한금속학회지 m 대한금속학호|

대한금속학회회보 q 대한금속학호l

대한기계학회논문칩 ‘Om 대한기계학회

대한기계학회지 bm 대한기계학회

[H한전기협회 XI m 대한전기협회

대한화학회지 b찌 대한화학회

동력.자원 m… 동력자원연구소

동위원소휘보 3/12 한국RI협회

물리교육 Sa 한국불리학호|

저| 드-프1 간기 기관명

닙EELnC1#트-，늦Q-l m 한국발영특허협호|

방사선방어학회 Xl sa 대한방사선망어학회

분석과학 sa 한국운석과학호|

새물리 bm 한국을리학회

세라믹 λ m 월간세라믹 λ( 주)

A-1| EI그E;〈그10tj4 5/12 한국식품공업협회

어|너지 R&D q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메너지동향 w 에너지경제연구원

열처리공학호|지 q 한극열처리공학회

원자력동향 m 한국원자럭연구소

원자력산업 m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윈자력학회지 q 한국원자력학회

응용물러 q 한국울리학호|

전기학회논문지 m 대한전기학회

전기학회지 m 대한전기학호|

7L어-E--#1 q 한전기술연구원

전력기술 m… 한전기술주식회사

한국물리학회회보 sa 환국물라학회

한국자원공학회 XI bm 한국자원공학회

한국표면공학회지 q 한국표면공학회

한국해양학회지 bm 한극해앙학호|

한전 m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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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기관 발간 보고서 자료 선정

당 연구소눈 해외의 원자력관련 주요기관에서 발행한 7~크드
， e그

보고서를 소장하고 있다. 당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의

원자력관련 모든 보고서는 원자력분야 전문정보 데이타베이스에

중요한 입력대상 자료가 된다.

이 자료의 선정작업은 INIS CD-ROM (Compact Disk-Read Only Memory)

데이타베이스의 보고서 자료중에서 연도별로 검색하여， 당실에 A‘ A~
..J..。

하고 활발히 미용되고 있는 원자력분야 중요 보고서 자료를 입력

한다. < 표 2 - 3 > 과 겉은 절차에 의히여 선정된다.

- 20 -



< 표 2 - 3 > 외국기관 보고서 자료 선정 설차

INIS CD-ROM DB 검색 (연도별 보고서 자료 선정) I

검색된 레코E 으| 제목 및 보고서번호만 다운로딩( Downloading )

당실 소장 여부 조사

l 해당 자료 full 레코도 다운로딩

INIS CD-ROM DB 입력형태에서 몬 과제 입력형태로

변환 (Convert) 작업

- 21 -



저12 젤 초록 및 색민작성

당 연구소는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 ( INIS) 의 Natioanl Center

역활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어|서 발표되는 원자력관련 문헌을 매년

INIS 어| 입력시키고 있다. INIS 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증진

AI키기 위해 1969 년 국제 원자력 기구 ( lAEA ) 어|서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설립초기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INIS는 전세계 79 개국과 15개 국제기관이 잠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운야의 유일한 국제문헌정보시스템이다. 따라서， 당 연구소

는 INIS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문정보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

와 INIS 입력물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죄대한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INIS 주제전문가 ( 당 연구소 기술정보실 직원 )가 입력대

상이 되는 문헌을 선정하고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여 INIS 색인규척

에 따랴 (IAEA-INIS-12: Manual for Indexing) 색인대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색인어는 INIS 시소러스 (IAEA-INIS-13: Thesaurus) 어 수록된

통제어 (Controlled‘ Tenns) 만을 사용하였다. 정보검색시스템이 성공적

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색인작업에 고도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요구

되며， 따라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색인전문가가 필요하다.

연구보고서와 같이 초록 대신 요약문이 있거나， 흑은 초록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은 문헌의 경우， 문헌의 원저자에거| 초록작성을 의로|

M

ω



하거나 초록작성규직 ( IAEA - INIS - 4: Instructions for Submitting

Abstracts) 에 따라 초록을 재작성하였으며， 이때에도 원문헌의 LH용

을 정확하게 반영활 수 있도록 초|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

• INIS 칩고문헌 시리즈 :

1. IAEA-INIS-4

2. IAEA-INIS-7

3. IAEA-INIS-ll

4. IAEA-INIS-12

5. IAEA-INIS-13

Instructions for Submitting Abstracts

Specifications for Machine Readable Data Exchange

Authority List For Journal Titles

Manual for Indexing

Thesau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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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J 설 데이타입럭 및 송부

올해 예정된 데이타 입럭건수는 ’ 79닌이후 '90 닌 기간 중 한국

완자력연구소에서 간행한 연구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약 1 ， 000건으로，

12월말 1 ， 200건의 데이타 입력을 완료휠으로써 전체 예정목표량의

약 120%흘 달성하였다. 입력이 완료된 데이타는 정보교환화일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타베이스화일로 변환하였으며， 데이타

연구전산망을를 시스템공학연구소내의 중앙정보센터로 송부함으로써，

통해 관련‘연구자들어|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활 수 。，느;
AA L-. 체제를

갖추었다.

입력 완료된 데이타 1 ， 200건은 •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 장차

국제적인 DB 교환에도 활용될 것이다. 다음 < 표 2 - 4 >는 데이타

입럭 및 수정작업에 사용된 연구거기 활용현황이다.

< 표 2 - 4 > 연구기기 활용 현황

연구기기 제품명 대수 사용내역

PC TG SX386M 3 테이타입력 및 수정

Laser Printer LBP-800BP 1 수정 및 백업용 데이타출력

Image Scanner HP ScanJet Plus 1 기계를 통한 초록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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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입력작업중 과학기술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리이스문자

수학기호와 같은 특수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 IAEA - INIS - 7

Specifications for Machine Readable Data Exchange )를 잡조하였다

다음은 전문정보 데01 타베OIA어| 수록된 레코드의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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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4 > 전문접보 데이타베이스대| 수록된 레코드들

‘--,
l’

1iQ

ν

-i
때

ι

au
n
δ

/‘..‘
、

@
WOOl KAER0000635
W008 91100100000000000000000tOOOOOOOOOOOKOROO
W049 • a I<AERI • 1 G005029
W513 • a Research Report
W245 • a Hydrogen production by the use of nuclear thermal energy
댐100 • a Lee Kang II• u KAERI
W700 • a Min Beong Tae• u KAERI • a Suh Suk Yong• u KAERI
• a Kuan Seon Gil• u KAERI • a Joo Jae Oh • u KAERI
W088 • a KAERI/RR--725/88
찌260 • a I<AERI • b Taejon~ 1988
W300 • a 45 p.
W520 • a Hydrogen is used a lot in the chemical and metallurgical
industries as raw material. It is also expected to be a most proposed
alternative energy source for the fossile fuel. In mass production
point of view , the hydrogen production process should have a thermal
efficiency as hi방1 as possible , and the closed thermochemical process
has been viewed as the most feasible process. Likewise , the hydrogen can
be the most important raw material for the future energy production.
Among the many types of thermochemical cycle processes sulfur-iodine
water splitting process of GA (General Atomic) is chosen and reviewed
because of its all flued process , possibilities of usingvarious heat
sources (HTGR, solar and fusion energy) 뻐d hi양1 thermal efficiency
(50 per). As a fundamental experiment , H_20-I_2-H_2S0_4 reaction and
separation of products were carried out. The IL-reactor was agitated and
heated to 50 deg C, while bubbling. It took 100 minutes to finish the
gas-solid-liquid reaction after bubbling the mixture of solid iodine and
water with 5o_2 gas. The products could be separated to two liquid
phases due to the density difference: HI solution is heavier than H_2S0_4
solution. The former had a density 2.39#approx#2.61g/cc , and the latter
had 1.37#approx#1.83g/cc. The condition of reaction was best when weight
ratio of I_2/H_20 was 2/1 resulting in good phase separation and
productivity.
댐650 • a HYDROGEN: production , water , sulfur oxides , i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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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2 )

@
WOOl KAER0000648
W008 9lll0400000000000000000tOOOOOOOOOOOengOO
W049 • a KAERI
W513 • a Technical Report
W245 • a Inventory of radioactive material entering the marine
environment: Sea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W110 • 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매88 • a IAEA-TECDOC--588
힘260 • a Vienna• b IAEA +-c 1991
뻐300 • a 54 P.
쩌520 • a Variable amounts of package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have
been disposed at more th뻐 50 sites in the northern parts of the Atlantic
and Pacific Oceans. The last known disposal operation was in 1982, at a
site about 550 km off the European continental shelf in the Atlantic
Ocean. Since 1957, the IAEA has provided specific guid뻐ce and
recommendations for ensuring that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into the
sea will not result in unacceptable hazards to human health and marine
organisms , damage to amenities or interference with other legitimate uses
of the sea. In 1972,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Wastes and Other Matter designated the IAEA as the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 in matters related to sea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The contracting Parties requested the IAEA to develop
an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s entering the marine environment from
all sources as an information base with which the impact of radioactive
materials from disposal operations can be more adequately assessed.
The continuous compilation of these data could ensure that the IAEA
recommendations on the disposal rate in a single basin are not
overstepped. The inventory shows that between 1946 to 1982 an estimated
46 PBq sup 1 (1.24 MCi) of radioactive waste coming from research ,
medicine , the nuclear industry and military activities were packaged ,
usually in metal drums lined with a concrete or bitumen matrix , and
disposed of at sea. This inventory includes some unpackaged wastes and
liquid wastes which were disposed of from 1950 to 1960. Beta-gamma
emitters Fepresent more than 98 per of the total radioactivity of the
waste and tritium alone represents one.third of the total radioactivity
disposed at the North East Atlantic sites. The other beta-gamma emitters
~adionuclides ~n~lude sUQ 9 sup 0 Sr, sup 1 sup 3 sup 7 Cs , sup 5 sup 5
~e ， sup 5 sup 8 Co , sup 6 sup 0 Co , sup 1 sup '2 sup 5 I and sup 1 sup 4
C. The wastes also contain low quantities of- alpha-emitting nuclides
with plutonium 뻐d americiun isotopes representing 96 per of the

- 27 -



Sample 3)

@
댐001 KAER0000764
W008 91l1l100000000000000000tOOOOOOOOOOOengOO
빼49 • a KAER!
W513 • a Others
W245 • a Nuclear chemistry progress report:[August 1, 1979-Ju1y 31 , 1980]
WI0D • a Viola V.E. Jr. • u Maryland Univ.
W700 • a Mignerey A.C. • u Maryland· Univ.
• a Breuer H. • u Maryland Univ. 演

얘088 • a DOE/ER/05172-Tl
댐260 • a USA• b Maryland Univ. • c 1980
맴300 • a 67 P.
댐520 • a This report contains papers on the following topics: studies of
damped collisions induced by very heavy ions; reactions induced by
complex projectiles above 10 MeV/u and astrophysics.
얘650 • 'a beryllium• a boron• a iron-56 target• a lithium• a neon-20
target• a xenon-136 target• a alpha reactions• a angular distribution
• a astrophysics• a asymmetry• a bismuth-209 reactions• a charge
distribution• a energy dependence• a energy losses • a heavy ion reactions
• a iron-56 reactions• a nucleosynthesis• a progress report• a research
programs• a uranium-238 reactions• a alkali metals • a alkaline earth
metals• a distribution• a elements• a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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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001 KAEROOOl191
W008 91111800000000000000000tOOOOOOOOOOOengOO
매49 • a KAERl
W5l3 • a Research Report
얘245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gassy condition impacts upon
repository desi망1 ， operation , costs , and schedules: Final report.
WllO • a Battelle Memorial lnst. , Office of Nuclear Waste Isolation.
W088 • a BMl/ONWI/C-302
W260 • a USA• b Battelle Memorial lnst. • c 1984
W300 • a 143 P.
W520 • a This topicalreport examines the potential for an impact of
갱assy mine" conditions upon a high-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in
salt. Exi~ting DOE , NRC , and MSHA requirements are evaluated for
applicability to a gassy repository condition , and it is found that those
requirements do not provide sufficient guidance for design and operation
of a repository. The major deficiencies of these requirement documents
are highlighted. Credible amplifications of those requirements are
developed to previde an adequate , albeit assumed , regulatory basis for
the preliminary design and cost of a gassy repository. Relevant
experience is presented concerning the occurrence and impacts of gas in
domed and bedded salt in other bedded evaporite minerals. Working interim
definitions are developed for "gassy repositories" in domed and bedded
salt. Several design and operations changes are examined to accommodate
the postulated gassy conditions and assumed requlatory requirements.
Cost estimates and schedule delays are developed for these design 뻐d

operations changes. Conclusions are summarized , and recommendations are
given for assumptions to be used until and unless given sites are
proven to be gassy , and for future investigations into the gassy
condition issue.
얘650 • a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 a radioactive waste facilities
• a environmental impacts• a gases • a legal aspects• a management
• a planning• a progress report • a radioactive wastes• a recommendations
• a regulations• a salt deposits • a site selection• a spent fuels
• a underground disposal• a waste management• a energy sources• a fluids
• a geologic deposits• a law• a materials• a nuclear facilities
• a nuclear fuels • a radioactive materials• a reactor materials• a waste
disposal• a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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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닌도 입럭 완료된 ’ 79년 - ’ 90년분 KAERI 보고서 및 기타보고서

번호리스트를 ( 부 록 3 ) 과 ( 부 록 4 ) 에 수록하였다. (부 록 3)

은 현재 입력이 완료된 KAERI 보고서번호 리스트 이며， (부 록 4) 는

입력완료된 KAERI 소장 외극기관 발행 보고서번호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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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젤 향후 진행계획

당해닌도 목표량인 '79년 - ’ 90닌도분 KAER! 보고서 및 원자력분야

외국기관의 보고서중에서 당 연구소가 소장하고 。‘논느AA L- 데이타률

1 ， 200건 입력 완료함으로서 원자력분야 전문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1차년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도|어 본 과제 목적을 위한 기반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룰 기반으로 하여 향후 더옥 폭넓고 다앙한 점선된

고품잘의 데이타를 압력하기 위하여 대상자료 조사 끼‘i'C. 1 드갇,l:::j 들E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차년도인 ’ 92년에는 ’ 73 년 아후 ’ 91넌까지의 KAERI 에서 발표한

각종 보고서 및 학술지의 수록논문룹 주대상으로 하고 해외기관에서

간행한 보고서중에서 당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문헌을 계속 대상

자료로 2 ， 500여건을 입력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당 연구소는

국내 원자력 전문정보센터의 역활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며，

이를 통하여 향후 국가 과학기술 점보 유통망을 연결하고， 이용자들

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활 수 있는 유통체제 확립이 가능하게 된다.

3차년도에는 KAERI 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는 랙략
국내 원자력

분야의 학술잡지에 수록된 논문을 중복 및 누락됨이 없이 모두 포휠한

원자력정보 종합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나갈것 이다.

”U



저13 A.~
c)

켜
근

로
」

본 과제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원자력분야 전문정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1차닌도 사업으로써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얻은

최종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극 LH에서 발생된 원자력관련 심층과학기술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적시， 적절하게 제공힐 수 있는 유통체제 확립의 기반조성이 가능하다.

2) 데마타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연구자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며 연구능률을 향상시킬 /、 。 IS극 브브.,- AA. c:프 나」 아니라，

극내에서 제작 및 유지 관리되는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되는 경비를 절감힐 수 있다.

3) 국내발생 원자력판련분야 정보를 국외로 확산케함으로써 국제적인

정보교환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4) 나날이 걱해지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점보전쟁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타베이스를 보유힘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의 예속화를 어느 정도 방지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건의사함은

”L



다음과 갈다.

1) 데이타베이스 구측은 단기간에 걸쳐 단속적으로 이루어
χ ，

<=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련접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속적인 지원

01 요앙된다.

2) 고품질의 테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제분야어|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주제전문가의 잠여가 필수적이나， 현재 인력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력지원이 절실δ| 요첩된다.

%

ω



(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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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당소 간행 정기간행물에 수룩된 자료의 건수

연구논문집

자| E-E-1 발행처 발행난도 권차 }Al 로「거」 스l

언구논문집 한국원자럭연구소 1990 년 저118집 104

한국어l너지연구소 1989 닌 저117집 92

” 1988년 저116집 86

” 1987년 저115집 64

” 1986년 저114집 52

” 1985년 저113집 42

” 1984닌 저112집 35

” 1983년 저111집 43

” 1982닌 저110집 25

” 1981년 저19집 38

한국원자력연구소 1980년 저18집 47

” 1979닌 제7집 36

” 1978닌 제6집 27

” 1977넌 저15집 56

!’ 1976 년 제4집 48

1’ 1975닌 저13집 92

” 1974년 저12집 57

” 1973닌 저11집 79

T〈로「건스l 합계 1,023 건

「
아
니

n.‘u



연구논문집

원자력연구논문집 원자력칭 1970년 저110잡제2호저11부 3

” 저110집저11호제2부 11

” 저110집 저11호저11부 7

” 저19집저12호저12부 17

” 저19집저12호저11부 3

” 1969닌 제9집저11호저12부 20

” 제9집저11호저11부 9

II
1968년 제8집저11호저12부 28

” 저18집저11호저11부 7

” 1967년 저17집제2호저12부 5

” 저17집저12호저11부 3

연구논문집 원자력원 1966넌 저16집 39

9~ 구l 노L-무LI-Xl -λ「로--.노L-무i.!: 초ζ〉 커L--〈「 1,0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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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보

저| 드프 발행처 발행넌도 보고서번호 -λ「로...，키L--〈「-.

연구연보 한국원자력연구소 1990년 KAERI/GP-86/90 69건

한극에너지연구소 1989 년 KAERI/GP-83/89 70건

” 1988년 KAERI/GP-82/88 71건

” 1987년 KAERI/GP-74/87 94건

” 1986년 KAERI/GP-69/86 56건

” 1985년 KAERIIGP-65/85 44건

” 1984년 KAERI/GP-61/84 13건

” 1983년 KAERI/GP-56/83 24건

II
1982년 KAERI/GP-54/82 42건

” 1981닌 KAERI/GP-50/81 58긴

” 1980년 KAERI/GP-40/80 68건

한국원자력연구소 1979년 KAERI/473/GP-32 9건

연구연보수록논문총건수 61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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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보

제 목 발햄처 발행연도 권차 〈로건〈
I ‘"fL: T

연구연보 원자력정·원자력연구소 1971년 제11권(II) 33

” 제끄권(I) 33

” 1970닌 저110권 (II ) 25

” 저110권(I) 30

” 1969닌 저19권(1) 33

” 1968닌 제8권(II) 30

” 저18권(1) 25

” 1967년 치17권 (II) 21

” 저17권 (I) 39

원자력연구소 1966 년 저16권 55

” 1965년 저15권 41

” 1964닌 저14권 71

” 1963닌 저13권 52

” 1962년 저12권 (II ) 22

원자력정 1966 년 제2권 2

밤사선의학연구소 1965년 저11권 7

원자력정·방사선농학연구소 1971년 저17권 20

11
1970년 제6권 20

” 1969 닌 저15권 17

” 1968닌 저14권 18

” 1967년 저13권 12

연구연보 수록논문 총 건수 6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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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후|보

제 도-1E 발행처 발행년도 권차 〈로건〈.,... ... -L"'"

한극원자력연구소휘보 원자력연구소 1990닌 V.10 N.2 4 6

” V.IO N.I 3 6

한국에너지연구소휘보 에너지연구소 1989닌 V.9 N.2 6 7

” V.9 N.1 4 5

” 1988년 V.8 N.2 5 5

” V.8 N.1 1 5

” 1987닌 V.7 N.2 5 5

” V.7 N.1 4 6

” 1986닌 V.6 N.2 4 4

” V.6 N.1 5 5

” 1985년 V.5 N.2 5 4

” V.5 N.1 5 4

11
1984년 V.4 N.2 4 5

‘i

” VA N.1 4 4

” 1983년 V.3 N.2 5 5

!’ V.3 N.1 5 4

” 1982년 V.2 N.2 6 5

” V.2 N.l 6 6

” 1981닌 V.1 N.2 4 6

수록논문 소계 9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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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후|보

원자력연구소휘보 원자럭연구소 1966년 V.3 N.2 8

” V.3 N.l 7

” 1964년 V.2 13

스l 로「노」초o 계 9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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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당연구소에서 수집하는 잡AI목록

Q 를 Core Journal로 예정 )

저| .a긋1 간기 기관멍 입수{장간) 1::1 1 고(결 호)

Biblios 신착자료안내 m 한국과학기술원

} Bulletin of the Korean bm… 대한화학호l ‘ v.20 , 1976. 1(3,5,6) '80. 2(5 ,6) ’81
Chemical Society 3(5,6)'82. 8(1~4) ’ 87.

Current Views 시펑 미국공보원

Exim Bulletin q 한국수출입은행

J. of KIEE -
대한전기학호| n.1 ,1988. ’88 basa .

KDI Working Paper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기별 경제전망 H 한국개발연구원

3 KSME Journal sa 대한기계학힘 1987. .
Korea Trade &Business m Kor Business World Ltd

Kor. Energy Rev. Monthly m… 에너지경제연구원 1989. 1 '90. 5-12 ’90. 1-2’90

Korea Trade &Business m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KOTRA)

Korean Business Review m… 전극경제인연합회

ι) Korean Patent Abstracts m… 특허정 1983. ’80 4(1-3) ’83 .4(4-6) '83.

Kor. Scien. Abstracts bm 산업연구원

? The J. of the Korean brn 한국물리학호| v.1 ,n.2 ’68 q .
Physical SOG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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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he Korean Journal of bm 한콕극방연구원

Defence Analysis

가치혁신 m 한국공업표준협회

건설 m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정보 m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사 m 대한건축사협회

경사완 포럼 sm 경제사화개발원

경영지도연구 bm 한국산업은행

검제뉴A sm 경제기획원

경제동향 m 경제기획원

‘‘} 고무학회지 q 한국고무학회 v.13 ’ 78 13(3,4)178.14(2)179.
15(3,4)180.

공개특허공보 특허정

국민영앙 m 대한영양사회

국잭연구 q 민주정의당국잭연구소

국토연구 m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정보 m 국토개발연구원

국회도서관보 ιom 국호|도서관

국회보 m 극회도서관

기계공업 m 한국기계공업진흥회

‘i 기계오i 재료 q 한국기계연구소 n.1 1989. 189 .
기공회보 m 한국기계공업협동연합회

기상월보 m 중앙기상대

기술관리 m 한흑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술면보 m 한전고리원자력본부 1987. {(31 ,5-8 ,ll) ’87. (3-5) ’88
) ’89. (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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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기술사 bm… 한국기술사회
‘

기술시대 bm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기업기술 m 기업기술지원센타

기은조사월보 m… 중소기업은행

기평정보 sm 한극기업평가주식회사

남북돼화 q 국토통일원

대구지역경제분석 bm 대구은행

대우기보 q 대우중공업주식호|사
/

‘i 대한광산학호|지 bID 대한광산학호| v.16 1976. q 16(4) ’79. 21(4) ’84.

& 대한금속학호|지 m 대한금속학회 v.15 1977. bm 17(1,5)'79.23(9) ’85

& 대한금속학회회보 q 대한금속학회 n.1 1988. ’88 .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m… 대한기계학회 v.1 1977. q .
& 대한기계학회지 bm 대한기계학회 23(1)'83. 24(2-6) ’84.

&
-25(1-5) ’85.

대한전기협회지 m 대한전기협회 1978. .
& 대한화학회 AI bm 대한화학호| v.6 1962. 김q7l2f67.17(1) ’73.20(1)’ 7

(2-6)'83.28(1,2,6) ’84
데이타통신 m 한국데이타통신주식회사

도서관 bm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문화 bm 한국도서관협회

o 동력.자원 m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3. (2 ,3,4) ’83. (4) ’84.
4) ’85.

통우회보 sa 사단법인동우회

‘i 동위원소회보 3112 한극방사성동위원소협회 1986. '86. 1. (1)’86. 2(3 ,4) ’87.
3(4) ’88. 5(4) '90. -

로타리코리아 로타리코리마편집실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m 노동부

문헌정보 m… 국립중앙도서관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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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 sa 한국물리학회 v.1 1982. '82 4l((2) r82. 2(2) ’83.
2) '86.

발명특허 m 한국발명특허협회 n.100 1984. 113 ’85. 124'86.

방사선방어학호|지 sa 대한방사선방어학회 v.2 1977. .
문석과학 sa 한국분석과학회 v.l 1988. ’88 .
산업과 경영 sa 연세대학교

산업기술 m 한국산업은행

방재와 보힘 q 한국화재보험협호|

방재기술 ba 방재시협소

상의주보 w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자료안내 m 한국전력공사

새물리 b깨 한국물리학회 v.l 1961. q 13(2-4) ’ 73.15(1-2) ’75
김4(3) ’ 84.

샘산기술 m 생산기술연구원

A「{E디l sa 한국과학기술원

석。 L A. w 한국석유개발공사lTlT-

석유와 윤활 q 한극석유품질검사소

석유협회보 m 대한석유협회

석탄동항 bw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세계경제동향주요지표 m 한국개발연구원

o 세라막A m 월간세라믹〈(주) v.l 1988. '88 .
소밤기술 q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 bm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끄 E웨어소식 m 한극소nE웨어산업호|의

소끄 E워|어산업협호|보 q 한국소끄드워|어산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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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업 5/12 한국식품공업협회 1980. 용511--53t80. 67183.
82'85.

신.재생에너지기술동향 m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신그소 q 한국절강협회cl -.

신착자료 한국돔력자원연구소

신작자료목록 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신착자료속보 bm 포항공과대학

신작자료속보 m 한국국밤연구원

신한Review q 신한종합연구소

쌍용기술정보 bm 쌍용중앙연구소

쌍용소식 m 쌍용그룹

아시아전자엔지니어 m 마시안쏘시스，코리아

머업기술 q 한국어업기술학회

Q 에너지 R&D q 한국통력자원연구소 v.6 1984. 7(3,4) ,85 . 8(4)’86.

& 에너자동향 w 대|너지경제연구원 v.1 1984. 5(6 , 20 ,21 ,38 ,41 ,44) ’88
6(7 ,46)'89.7(46 ,47 ,48) ’90

에너지협의회보 q 한국에너지협의회

엔지니어 뉴λ bm 한국엔지니머클럽

여성 m… 한국여성단체협회

연구기보 q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열처리공학회저 q 한국열처리공학회 v.11988. .
영국산업뉴λ m 주한영국대사관

Q 원자력동향 m 한국원자력연구소 v.1 1985. .
& 원자력산업 m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79. '79. bm (1-5 ,12) ’79(11 , 12) ’8

(3 ,4,9-12) ’81. (3 ,4) ’82
원자력안전뉴 λ sm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비공사 m 대한설비공사협회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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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럭학회지 q 한국원자력학회

월간물가 m… 한국은행

유네〈코 뉴λ m 유네λ코한국위원회

유전공학 Newsletter w 한국유전공학연구소

E행정보 m… 전국은행연합회

o 응용물리 q 한국물리학호| v.l 1988. ’88 1(4) '88.

일본경제동합 sm 신한종합연구소

입수자료목록집 m 한국전기연구소

자연보존 q 한국자연보존협호|

전경련 m 전국경제인연합효|

전기공업정보 m… 한국전기공업협효|

전기통신 경영과 기술 m 한국전기통신공사

31(1-6 ,9-12)'82.32(6)'83

‘3 전기학회논문지 m 대한전기학호| v.311982. 33(3-5)'84.35(4,10,12)86

& 전기학회지 m… 대한전기학회 v.16 1967. 32(5)'83.33(3-6)'84.

b
34(1)'85.35(1,4,12)'86

전력 q 한국전력공사기술연구원 v.71990. .
# 전럭기술 m… 한국전력기술주식호|사 v.9 1984. (2 ,4,6) ’84. 16 ’86.

전력보수 m 한국전력보수주식호|샤

전자가술정보 sm 한국전자공업진흥호|

전자진흥 m 한국전자공업진흥호|

전자동산 q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전자통신동향분석 q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전자통신연소식 m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점보과학회논문AI bm 한국정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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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호|지 bm… 한국점보과학회

정보화사회 m 정보통신진흥협회

성부행정자료속보 bm 정부기록보존소

조사통계월보 m 한국은행

주간기술동향 w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주요전력통계 m 한국전력공사

주택기술정보 bm 대한주택공사

;cπ~~ q 대한증권협호|

르c드〉「ι~ 二C그그 SCg:i m 한국증권금융

절감통계 m 한국철강협호|

-*「처。표주」 q 한국표준연구소

쿄오롱사보 m 코오롱

태앙대|너지 3112 한곤태앙에너지학호|

,.

통일문제연구 q 국토통일원

특허공보 특허점

플라A틱 뉴λ q 한국화약그룹종합연구소

한국개발연구 q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 sa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기상학회지 3112 한국기상학회

한국농공학회지 q 한국농공학회

‘i 한국물리학회호|보 sa 한국물리학회 v.3 1985. 3(1) '85.

한국섬유공학호|지 m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영양학호|지 bm 한국영양학회

‘3 한국자원공학회지 bm 한국자원공학회 v.29 1989. 26(1-3)'89.2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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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극전기통신 m 한극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 사보 m 한국전력공사 ‘

Q 한국표면공학호|지 q 한국표면공학회 v.23 1990. .
& 한국해앙학회자 bm 한국해앙학회 v.14 1979. q 15(3,4)'80.16(3 ,4) ’81

~7(3 ， 4)'82.18(3 ， 4)'83.
한기 m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9(3 ,4)'84.20(1 ,4)'85.

김2( 2) '87.
한물산업기술정보 q 아주대학교

한일월보 m 한일은행

} 한전 m 한국전력공사 1981. (8) ,81. (10)’82.14(6) ’85

해앙연구 sa 해앙연구소

해외산업기술정보 sm 산업연구원

해외전력정보 m 한극전력공사

해외특허정보 q 한국발염특허협호|

현대 m 현대

화섬 q 한국화섬협회

화학괴 공엄의 전보 m 대한화학호|

화학교육 q 대한화학회

한국통신경영과 기술 m 한폭통신

한국통신 m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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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3 )

입력완료된 KAERI 보고서번호 리스트

KAERI--76/RR-1/78
KAERI--84/RR-9/78
KAERI--86/RR- 끄/78

KAERI--88/RR-13/78
KAERI--91/RR-16/78
KAERI--93/RR-18/78
KAERI--94/RR-19/78
KAERI--95/RR-20/78
KAERI--98/RR-23/78
KAERI--101/RR-26/78
KAERI--I06/RR-31/78
KAERI--I09/RR-34/78
KAERI--112/RR-37/78
KAERI--114/RR-39/78
KAERI--116/RR-41/78
KAERI- ’ 118/RR-43/78
KAERI--118/RR-43/78
KAERI--120/RR-45/78
KAERI~-122/RR-47/78

KAERI--125/RR-50/78
KAERI--127/RR-52/78
KAERI--189/RR-58/79
KAERI--192/RR-61/79
KAERI--194/RR-63/79
KAERI--198/RR-67/79
KAERI--200/RR-69/79
KAERI--207/RR-76/79
KAERI--208/RR-77/79
KAERI--211/RR-80/79
KAERI--214/RR-83/79
KAERI--217/RR-86/79
KAERI--220/RR-89/79
KAERI--222/RR-91/79
KAERI-~224/RR-93/79

KAERI--77/RR-2/78
KAERI--85/RR-IO/78
KAERI--87/RR-12/78
KAERI--89/RR-14/78
KAERI--921RR ‘ 17/78
KAERI--94/RR-19/78
KAERI--94/RR-19/78
KAERI--97/RR-22/78
KAERI--99/RR-24/78
KAERI--104/RR-29/78
KAERI--I08/RR-33/78
KAERI--ll1/RR-36/78
KAERI--113/RR‘ 38/78
KAERI--l15/RR-40/78
KAERI--118/RR-43/78
KAERI--118/RR-43/78
KAERI--119/RR-44/78
KAERI--121/RR-46/78
KAERI--123/RR-48/78
KAERI--127/RR-52/78
KAERI--134/RR-57/78
KAERI--190/RR-59/79
KAERI--193/RR-62/79
KAERI--196/RR-65/79
KAERI--199/RR-68/79
KAERI--205/RR-74-1/79
KAERI--206/RR-75/79
KAERI--209/RR-78/79
KAERI--212/RR-81/79
KAERI--216/RR-85/79
KAERI--218/RR-87/79
KAERI--221/RR-90/79
KAERI--223/RR-92/79
KAERI--225/RR-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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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226/RR-95/79(PT2)
KAERI--227/RR-96/79(PT2)
KAERI--230/RR-99/79
KAERI--232/RR-I0l/79
KAERI--234/RR-I03/79
KAERI--236/RR-I05/79
KAERI--238/RR-I07/79
KAERI--240/RR-I09/79
KAERI--242/RR-l 끄/79

KAERI--262/RR-116/79
KAERI--386/RR-119/80
KAERI--389/RR-122/80
KAERI--394/RR-127/80
KAERI--396/RR-129/80
KAERI--400/RR-133/80
KAERI--403/RR-136/80
KAERI--407/RR-140/80
KAERI--409/RR-142/80
KAERI--411/RR-144/80
KAERI--413/RR ‘ 146/80
KAERI--415/RR ‘ 148/80
KAERI--417/RR ‘ 150/80
KAERI--423/RR-156/80
KAERI--425/RR-158/80
KAERI--428/RR ‘ 161/80
KAERI--430/RR-163/80
KAERI--432/RR-165/80
KAERI--435/RR-168/80
KAERI--437/RR-170/80
KAERI--439/RR-172/80
KAERI--441/RR-174/80
KAERI--443/RR-176/80
KAERI--잃4/RR-177/80

KAERI--447/RR-179/80
KAERI--451/RR-184/80
KAERI--457/RR-190/80
KAERI/RR--193/80
KAERI/RR--195/80
KAERI/RR--198/80
KAERI/RR--200/80
KAERI/RR--200/80
KAERI/RR--202/80
KAERI/RR--204/80
KAERI/RR--206/80
KAERI/RR--209/80

KAERI--227/RR-96/79(PT1)
KAERI ’ -229/RR-98/79
KAERI--231/RR-100/79
KAERI~-233/RR-I02/79

KAERI--235/RR ‘ 104/79
KAERI--237/RR-106/79
KAERI--239/RR-108/79
KAERI “ 241/RR-I10/79
KAERI--245/RR-114/79
KAERI--385/RR-118/80
KAERI--388/RR-121/80
KAERI--390/RR-123/80
KAERI--395/RR-128/80
KAERI--399/RR-132/80
KAERI--401/RR-134/80
KAERI--404/RR-137/80
KAERI--408/RR-141/80
KAERI--410/RR-143/80
KAERI--412/RR‘ 145/80
KAERI--414/RR-147/80
KAERI--416/RR-149/80
KAERI--422/RR-155/80
KAERI--424/RR-157/80
KAERI--427/RR-160/80
KAERI--429/RR-162/80
KAERI--4311RR-164/80
KAERI--433/RR-166/80
KAERI--436/RR-169/80
KAERI--438/RR-171/80
KAERI--440/RR-173/80
KAERI--442/RR-175/80
KAERI- ‘ 443/RR-176/80
KAERI--445/RR-178/80
KAERI--448/RR-18ν80

KAERI--452/RR-185/80
KAERI--459/RR-192/80
KAERI/RR--194/80
KAERI/RR--196/80
KAERI/RR--200/80
KAERI/RR--200/80
KAERI/RR--201l80
KAERI/RR--203/80
KAERI/RR--205/80
때ERIIRR--208/80

KAERI/RR--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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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RR--210/80
KAERI/RR--211/80
KAERI/RR--213/80
KAERI/RR-~215/80

KAERI/RR--218/80
KAERI/RR--220/80
~qERI/RR--221/80

KAERI/RR--222/80
KAERI/RR--224/80
KAERI/RR--226/80
KAERI/RR--229/80
KAERI/RR--231/80
KAERI/RR--233/80
KAERI/RR--233/80
KAERI/RR--233/80
KAERI/RR--236/80
KAERI/RR--238/80
KAERI/RR--240/80
KAERI/RR--242/80
KAERI/RR--244/80
KAERI/RR--246/80
KAERI/RR--246/80
KAERI/RR--247/80
KAERI/RR--248/80
KAERI/RR--248/80
KAERI/RR--252/80
KAERI/RR--254/80
KAERI/RR--256/80
KAERI/RR--258/80
KAERI/RR--262/80
KAERI/RR--264/80
KAERI/RR--268/80
KAERI/RR--270/80
KAERI/RR-~272/80

KAERI/RR--274/80
KAERI/RR--275/80
KAERI/RR- ‘ 281/81
KAERI/RR--283/81
KAERI/RR--284/81
KAERI/RR--286/81
KAERI/RR--288/81
KAERI/RR--290/81
KAERI/RR--293/81
KAERI/RR--295/81
KAERI/RR ‘ -295/81

KAERI/RR--210/80
KAERI/RR--212/80
KAERI/RR--214/80
KAERI/RR--216/80
KAERI/RR--219/80
KAERI/RR--221/80
KAERI/RR--221/80
KAERI/RR--223/80
KAERI/RR--225/80
KAERI/RR--228/80
KAERI/RR--230/80
KAERI/RR--232/80
KAERI/RR--233/80
KAERI/RR--233/80
KAERI/RR--235/80
KAERI/RR--237/80
KAERI/RR--239/80
KAERI/RR--241/80
KAERI/RR--243/80
KAERI/RR--245/80
KAERI/RR--246/80
KAERI/RR--246/80
KAERI/RR--248/80
KAERI/RR--248/80
KAERI/RR--250/80
KAERI/RR--253/80
KAERI/RR--255/80
KAERI/RR--257/80
KAERI/RR--259/80
KAERI/RR--263/80
KAERI/RR--267/80
KAERI/RR--269/80
KAERI/RR--271/80
KAERI/RR--273/80
KAERI/RR--274/80
KAERI/RR--276/81
KAERI/RR--282/81
KAERI/RR--284/81
KAERI/RR--285/81
KAERI/RR--287/81
KAERI/RR--289/81
KAERI/RR--292/81
KAERI/RR--294/81
KAERI/R뻐R--295/81

KAERI/RR--2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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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RR--298/81
KAERI/RR--304/81
KAERI/RR--304/81
KAERI/RR--307/81
KAERI/RR--309/81
KAERI/RR--312/81
KAERI/RR--313/81
KAERI/RR--313/81
KAERI/RR--316/81
KAERI/RR--318/81
KAERI/RR--320/81
KAERI/RR--322/81
KAERI/RR--325/81
KAERI/RR--327/81
KAERI/RR--329/81
KAERI/RR--330/81
KAERI/RR--331/81
KAERI/RR--331/81
KAERI/RR--333/81
KAERI/RR--336/81
KAERI/RR--338/81
KAERI/RR--338/81
KAERI/RR--341/81
KAERI/RR--343/81
KAERI/RR--346/81
KAERI/RR--349/81
KAERI/RR--352/82
KAERI/RR--353/82
KAERI/RR--355/82
KAERI/RR--357/82
KAERI/RR--358/82
KAERI/RR--358/82
KAERI/RR--359/82
KAERI/RR--360/82
KAERI/RR--361/82
KAERI/RR--363/82
KAERI/RR--366/82
KAERI/RR--371/82
KAERI/RR--373/82
KAERI/RR--373/82
KAERI/RR--374/82
KAERI/RR--377/82
KAERI/RR--377/82
KAERI/RR--380/82
KAERI/RR--382/82

KAERI/RR--301-1/81
KAERI/RR--304/81
KAERI/RR--305/81
KAERI/RR--308/80
KAERI/RR--310/81
KAERIIRR 一‘313/81

KAERI/RR--313/81
KAERI/RR--315/81
KAERI/RR--317/81
KAERI/RR--319/81
KAERI/RR--321181
KAERI/RR--323/81
KAERI/RR--326/81
KAERI/RR--328/81
KAERI/RR--329/81
KAERI/RR--331/81
KAERI/RR--331/81
KAERI/RR--332/81
KAERI/RR--335/81
KAERI/RR--337/81
KAERI/RR--338/81
KAERI/RR--340/81
KAERI/RR--342/81
KAERI/RR--344/81
KAERI/RR--347/81
KAERI/RR--351/82
KAERI/RR--352/82
KAERI/RR--354/82
KAERI/RR--356/82
KAERI/RR--358/82
KAERI/RR--358/82
KAERI/RR--358/82
KAERI/RR--360/82
KAERI/RR--360/82
KAERI/RR--362/82
KAERI/RR--365/82
KAERI/RR--367/82
KAERI/RR--373/82
KAERI/RR--373/82
KAERI/RR--373/82
KAERI/RR--375/82
KAERI/RR--377/82
KAERI/RR--379/82
KAERI/RR--381/82
KAERI/RR--38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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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RR--383-1/82
KAERI/RR--383/82
KAERI/RR--384/82
KAERI/RR--386-1/82
KAERI/RR--386/82
KAERI/RR--386/82
KAERI/RR--388/82
KAERI/RR--390/82
KAERI/RR--393/82
KAERI/RR--431/84
KAERI/RR--437/84
KAERI/RR--440/84
KAERI/RR--왜4/84

KAERI/RR--447/84
KAERI/RR--449/84
KAERI/RR--449/84
KAERI/RR--450-1/84
KAERI/RR--450-1/84
KAERI/RR--450/84
KAERI/RR--450/84
KAERI/RR--450/84
KAERIIRR--451 ‘ 2/84
KAERI/RR--451-3/84
KAERI/RR--451-5/84
KAERI/RR--456/84
KAERI/RR--465/85
KAERI/RR--467/85
KAERI/RR--469/85
KAERI/RR--471/85
KAERI/RR--474/85
KAERI/RR--482/85
KAERI/RR--484/85
KAERI/RR--486/85
KAERI/RR--488/85
KAERI/RR--490/85
KAERI/RR--492/85
KAERI/RR--494/85
KAERI/RR--498/85
KAERI/RR--503/85
KAERI/RR--508/85
KAERI/RR--520/86
KAERI/RR--527/86
KAERI/RR--532/86
KAERI/RR--538/86
KAERI/RR--541/86

KAERI/RR--383-1/82
KAERI/RR--383/82
KAERI/RR--386-ν82

KAERI/RR--386/82
KAERI/RR--386/82
KAERI/RR--387/82
KAERI/RR--389/82
KAERI/RR--391182
KAERI/RR--430/84
KAERI/RR--436/84
KAERI/RR--439/84
KAERI/RR--442/84
KAERI/RR--446/84
KAERI/RR--449/80
KAERI/RR- ‘ 449/84
KAERI/RR--449/84
KAERI/RR--450-1/84
KAERI/RR--450/84
KAERI/RR--450/84
KAERI/RR--450/84
KAERI/RR--451-1/84
KAERI/RR--451-2/84
KAERI/RR--451-4/84
KAERI/RR--451/84
KAERI/RR--460/84
KAERI/RR--466/85
KAERI/RR--468/85
KAERI/RR--470/85
KAERI/RR--473/85
KAERI/RR--481/85
KAERI/RR--483/85
KAERI/RR--485/85
KAERI/RR--487/85
KAERI/RR--489/85
KAERI/RR--49ν85

KAERI/RR--493/85
KAERI/RR--495/85
KAERI/RR--500/85
KAERI/RR--507/85
KAERI/RR--513/85
KAERI/RR--523/86
KAERI/RR--528/86
KAERI/RR--536/86
KAERI/RR--539/86
KAERI/RR--544/86

띠
ω



KAERI/RR--545/86
KAERI/RR--547/86
KAERI/RR--549/86
KAERI/RR--552/86
KAERI/RR--556/86
KAERI/RR--557/86
KAERI/RR--560/86
KAERI/RR--567/86
KAERI/RR--571/86
KAERI/RR--575/86
KAERI/RR--600/87
KAERI/RR--604/87
KAERI/RR--609/87
KAERI/RR--612/87
KAERI/RR--614/87
KAERI/RR--616/87
KAERI/RR--620/87
KAERI/RR--622/87
KAERI/RR--626/87
KAERI/RR--629/87
KAERI/RR- ‘ 633187
KAERI/RR ‘ -637/87
KAERI/RR--639/87
KAERI/RR--641/87
KAERI/RR--644/87
KAERI/RR--648/87
KAERI/RR--654/87
KAERI/RR--660/87
KAERI/RR--662/87
KAERI/RR--670/87
KAERI/RR--679/87
KAERI/RR--681/87
KAERI/RR--683/87
KAERI/RR--685/87
KAERI/RR--689/87
KAERI/RR--691/87
KAERI/RR--697/87
KAERI/RR--700/86
KAERI/RR--702/87
KAERI/RR--705/87
KAERI/RR--713/88
때ERl/RR--717/88

때ERIIRR--719/88/HY

때ERI/RR--721/88/ST2

KAERI/RR--722/88

KAERI/RR--546/86
KAERI/RR--548/86
KAERI/RR--550/86
KAERIIRR--554/86
KAERI/RR--556/86
KAERI/RR--559/86
KAERI/RR--564/86
KAERI/RR--569/86
KAERI/RR--572/86
KAERI/RR--599/87
KAERI/RR--601/87
KAERI/RR--607/87
KAERI/RR--6 끄187

KAERI/RR--613/87
KAERI/RR--615/87
KAERI/RR--617/87
KAERI/RR--621/87
KAERI/RR--624/87
KAERI/RR--628/87
KAERI/RR--632/87
KAERIIRR--636/87
KAERI/RR--638/87
KAERI/RR--640/87
KAERI/RR--642/87
KAERI/RR--646/87
KAERI/RR--651/87
KAERI/RR--659/87
KAERI/RR--661/87
KAERI/RR--666/87
KAERI/RR--677/87
KAERI/RR--680/87
KAERI/RR--682/87
KAERI/RR--684/87
KAERI/RR--686/87
KAERI/RR--690/87
KAERI/RR--693/87
KAERI/RR--699/86
KAERI/RR--7따187

KAERI/RR--704/87
KAERI/RR--709/87
KAERI/RR--716/88
KAERI/RR--718/88
KAERIIRR--720/88/STl
KAERI/RR--722-3/88
KAERI/RR--7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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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RR--725/88
KAERI/RR--729/88
KAERI/RR--735/88
KAERI/RR--744/88
KAERI/RR--750/88
KAERI/RR--754/88
KAERl/RR- ‘ 763/88
KAERI/RR--780/88
KAERI/RR--787/88
KAERI/RR‘ -791188
KAERI/RR--794/88
KAERI/RR--798/88
KAERI/RR--803/88
KAERI/RR--821/89
KAERI/RR--825/89
KAERI/RR--830/89
KAERI/RR--832/89
KAERI/RR--834/89
KAERI/RR--837/89
KAERI/RR--839/89
KAERI/RR--841/89
KAERI/RR--846/89
KAERI/R뻐R--850/89

KAERI/RR--852/89
KAERI/RR--856/89
KAERI/RR--859/89
KAERI/R뻐R--861/89

KAERI/RR--863/89
KAERI/RR--865/89
KAERI/RR ‘ -868/89
KAERI/R뻐R--냉871189

KAERI/RR--873/89
KAERI/RR--876/89
KAERI/RR--878/89
KAERI/RR--881/89
KAERI/RR--886/89
KAERI/RR--895/89/HY
KAERI/RR--899/89
KAERI/RR--902/89

KAERI/RR--728/88
KAERI/RR--734/88
KAERI/RR--741/88
KAERI/RR--748/88
KAERI/RR--751/88
KAERI/RR--762/88
KAERI/RR--764/88
KAERI/RR--784/88
KAERI/RR--789/88
KAERI/RR--792/88
KAERI/RR--797/88
KAERI/RR--800/88
KAERI/RR--819/89
KAERI/RR--824/89
KAERI/RR--829/89
KAERI/RR--831/89
KAERI/RR--833/89
KAERI/RR--835/89
KAERI/RR--838/89
KAERI/RR--840/89
KAERI/RR--843/89
KAERI/RR--849/89
KAERI/RR--851/89
KAERI/RR--855/89
KAERI/RR--858/89
KAERI/RR--860/89
KAERI/RR--862189
KAERI/RR--864/89
KAERI/RR--866/89
KAERI/RR--870/89
KAERI/RR--872/89
KAERI/RR ‘ -875/89
KAERI/RR--877/89
KAERI/RR--880/89
KAERI/RR--884/89
KAERI/RR--894/89/GE
KAERI/RR--897/89/ST
KAERI/RR--900/89
KAERI/RR--907/89

따ω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기타 보고서

KAERI/AR--251/85
KAERI/AR--299/89
KAERI/AR--301/88
KAERI/MR--150/88
KAERI/MR--19/81
KAERI/MR--25/81
KAERI/MR--30/81
KAERI/MR- ‘ 33/81
KAERI/MR--37/82
KAERI/MR--43/82
KAERI/MR--46/82
KAERI/MR--76/84
KAERI/MR--78/84
KAERI/뼈--79/84

KAERI/때--81/84

KAERI/AR--252/84
KAERI/AR--300/88
KAERI/MR--140/88
KAERI/꽤--17/81

KAERI/때--23/81

KAERI/때--29/81

KAERI/MR--32181
KAERI/MR--35/82
KAERII뻐--40/82

KAERIIMR--45/82
KAERIIMR--70/84
KAERII때--77/84

KAERII뼈--78/84

KAERIIMR--80/84
KAERI/MR--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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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4 )

임력완료된 KAERI 소장 와국기관 발행 보고서 번호 리스트

AEGL--7272
AEGL--8361
AEGL--8553
AEEW--R--1903
ANL--HEP--GP/90-96
BMI--ONWI-418
BMI--ONWI--C-131
BMI--ONWI--C-184
BMI--ONWI--C-273
BMI--ONWI--G-288
BMI--ONWI--C-303
BMI--ONWI--C-309
BROWN--HET-457
CBPF--NT--002/83
CDTN--431
CDTN--461
CDTN--DERL--PD-003/83
GDTN--DERL--PD-005/82
GDTN--DERL--PD-007/84
GDTN--DERL--PD-016/81
GDTN--DERL--PD-023/80
GDTN--DERL--PD-032/82
GDTN--DETM--DIPRS-002/81
GDTN ‘ -DETM--PD-015/84
GDTN--DETS--PD-003/84
CDTN--DETS--PD-039/81
CEA--DAS-730
CEA--ORIS--LABRA-076
CNEN--DR-93/80
CNEN--DR-I08/81
CNEN--DR-112/82
CONF--900828-9
CRN--CPR-84-05
CTA--ENV--NT-007/80

AEGL--7990
AEGL--8482
AEEW--M-2239
ANL--84-73
BMI--ONWI ‘ 354
BMI--ONWI--C-119
BMI--ONWI--C-177
BMI--ONWI--C-209
BMI--ONWI--C-275
BMI--ONWI--C-302
BMI--ONWI--C-304
BNL--31921
CANMET--84-1lE
CDTN--424/80
GDTN--432
GDTN--DERL--PD-OOl/83
GDTN--DERL--PD-004/82
GDTN--DERL--PD-006/02.82
GDTN--DERL--PD-009/81
GDTN--DERL--PD-022/83
GDTN--DERL--PD-026/81
GDTN--DERL--PD-038/82
GDTN--DETM--DIPRS-016/83
GDTN--DETS--PD-OOl/84
GDTN--DETS--PD-009/83
GEA--CONF-I0433
CEA--LNS--GT/90-05
CLNS--455
CNEN--DR-88/80/A
CNEN--DR-lll/82
GONF--810545
GONF--9008180-1
GRN--PN-83-22
GTA--ENV--NT-OI0/80

πl「‘u



CTA--EAv--CPD--SC-019/81
CTA--EAv--ENV--FR-OOl/81
CTA--EAv--IS-OOl/80
CTA--IEAv--ENU--FR-016/82
CTA--IEAv--NI--ENU-OOl/83
CTA--IEAv--RI-OOl/83
CTA--IEAv--RI-003/83
DOE--9002793
DOE ’ -DP-40131-04
DOE--EIS-0026(Exec.Summ)
DOE--ER-04052-T4
DOE--ER-05172-T1
DOE--ER-10495-3
DOE--ER-12027-Tl
DOE ‘ -ER-40004-T2
DOE--ER-40452-5
DOE--ET-53082-1
DOE--NV-10461-T1(Vol.2)
DOE--RL-OI030-T9
DOE--RL-01030-T19
DOE--RL-01030-T21
DOE--US-0006
DOE--US-0009
DOE--US-0011
DOE--US-0013
DOE--US-0015
DOE--US-0018
ECN--RX/90-056
EEG--4
EEG--9
EEG--26
EEG--28
EUR--8520
EUR--12672
EUR--12815
EUR--12911
EUR--12991
EUR--13008
EUR--13021
EUR--13053
FOM--1981
FOM--1983
FRCEA--TH-186
FRCEA--TH-294
GRS--F-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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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EAv--ENU--FR-002/81
CTA--EAv--FTE-022/81
CTA--EAv--IS-007/80
CT돼TA--IEAv--NI ‘-CPD--SC-014/82
CTA--IEAv--NT- ‘ 05/84
CTA--IEAv--RI-002/83
CTA ‘ IEAv--RI-006/83
DOE--DP-4013-02
DOE--EA-0210
DOE--ER-03992-558
DOE--ER-05001-T3
DOE--ER-05172-T2
DOE--ER-I0666-1
DOE--ER-13394-5
DOE--ER-40150-79
DOE--ER-40454-3
DOE--ET-53088-T2
DOE--RL-82-3(Vol.1)
DOE--RL-OI030-T15
DOE--RL-OI030-T20
DOE--RL-01030-T22
DOE--US-0008
DOE ‘ -US-0010
DOE ‘ -US-'-0012
DOE--US-0014
DOE--US-0017
ECCan--P-270
ECN--RX/90-057
EEG--8
EEG--25
EEG--27
EP--83-3
EUR ’ -12615
EUR--12763
EUR--12874
EUR--12912
EUR--12935
EUR--13018
EUR--03027
F꽤NA따L--맹90매0따2788

FOM--1982
FOM--1984
FRCEA--TH-187
GA--A-15820
GSF--27/90



GSF--30/90
GSF--T-174
HASYLAB--84-03
HEDL--TC-2562
IAEA-一DEMA-003/80

IAEA-'‘낸.

IAEA--INFCIRC-132(Add.4)
IAEA--INFCIRC-385(Add.1)
IAEA--INFCIRC-3900
IAEA--TECDOC-587
IAEA--TECDOC-589
IEN--DITRA-13/84
IEN--DQUI--DIQUI--NT-02/80
INDC--CUB-004/L
INDC--SEC-100/UN
INFO--0225
INIS--BR-1413
INIS--mf- 끄336

INIS--mf-11338
INIS;"-~f-12573

INIS--XE-1
INIS--XE-3
IPP--6-240
IS--M-555
JAERI--M/90-189
JAERI--M/90-199
Juel--2384
H’K--4358
KFK--4734
KFK--4784
LA--9303--M(Vo1.2)
LPCC--T/90-01
때P--때L-8없4-60('πT돼r’'R

뻐P--뻐L-8없4-80('ηTR메)
뼈P--MSL-84-147(IR)

NGD--9(1983)
NUREG--0134(Add.2)
NUREG--0664
NUREG--0775
NUREG--0813
NUREG--0848
NUREG--0972
NUREG--CR-0200(Vo1.1,2,3)
ORNL--TH-6990
ORNL--tr-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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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F--HY-l. 90
GSI--84-16
HEDL--7516
HEDL--TC-2591
IAEA--DQUI--DIQUI-03/80
IAEA--INFCIRC-9(Rev.2/Add.8)
IAEA--INFCIRC-209(Rev.1/Add.1)
IAEA--INFCIRC-389
IAEA--TECDOC-586
IAEA--TECDOC-588
IEN--DITRA-05/84
IEN--DQUT--DIQUI--NT-01/80
INDC--CCP-323/L
INDC--SEC-099/UN
INFO--0055(Rev.1)
INIS--BR-1412
INIS--매f-11335

INIS--mf-11337
INIS--mf-12508
INIS--mf ‘ 12578
INIS--XE-2
INP--1238--PH
IPP--III/99
JAERI--M/90-182
JAERI--M/90-190
Juel--2357
때K--3701-e

따‘K--4732

M’K--4762
따‘K--4800

LA--UR-84-3947
MIT--9002791
때p--뼈L-84-77(TR)

뼈P--MSL-84-134(IR)

NEI--SE-60
NUCLEBRAS--EBEL--PM--NT-001l83
NUREG--0191
NUREG--0686
NUREG--0812
NUREG--0841
N뻐EG--0889

NUREG--0972--Final
OH--82452
ORNL--tr-88/25
OUP/91-05



PCCF--T/90-02
PNL--4348-Vol. 2
PSI/87
RHO--BW--SA ’ 192
빠fO--BW--SA-294

빠fO--BW--SA-312

RHO--BW--SA-323
RHO--BWI-01CR1201
RHO--BWI-964DR01
RHO--BWI--AP-002(Rev.A-2)
RHO--BWI--ATR-002
RHO--BWI--C-102
RHO--BWI--C-120
RHO--BWI “ CD-30(Rev.2)
RHO--BWI--CDR-001
RHO--BWI--CDR-004
뻐O--BWI--CR-013

뻐O--BWI--CR-018

뻐O--BWI--DCR-003

뻐O--BWI--DCR-008

뻐O--BWI--DIC-001

뻐O--BWI--DP-004(Rev.l)

뻐O--BWI--DP-008

뻐O--BWI--DP-016

RHO--BWI--DP-021
RHO--BWI--DP-034
RHO--BWI--DP-039
뻐O--BWI--DP-043

RHO--BWI-~DP-048

RHO--BWI--DP-050
뻐O--BWI--DP-052

RHO--BWI--DP-056
R빠뻐H때fO--BWI--DPT-001

RHO--BWI--DPT-003
RHO--BWI--DR-001(Rev.2)
RHO--BWI--ER-003
RHO--BWI--ER-007
뻐O--BWI--ER-OI0

RHO--BWI--ES-Ol1
RHO--BWI--ES-013
없{Q--BWI --ES-016
뻐O--BWI--ES-020

RHO--BWI--ES-022
RHO--BWI--FDC-001
RHO--BWI--FDC-003(R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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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L--4348-Vo1.1
PSI/85
PSI/88
RHO--BW--SA-291
RHO--BW--SA-297
뻐O‘-BW--SA-320

RHO--BW--ST-5lP
RHO--BWI-723MDOl
RHO--BWI-964DR02
RHO--BWI--ATP-002
RHO--BWI--C-100
RHO--BWI--G-109
RHO--BWI--GD-004
뻐O--BWI--CD-35

RHO--BWI--CDR-002
RHO--BWI--GR-005
뻐O--BWI--CR-015

RHO--BWI--DCR-OOl
RHO--BWI--DGR-004
RHO--BWI--DGR-009
뻐O--BWI--DP-OOl

RHO--BWI--DP-007
RHO--BWI--DP-012
RHO--BWI--DP-020
RHO--BWI--DP-023
RHO--BWI--DP-035
RHO--BWI--DP-042
RHO--BWI--DP-045
뻐O--BWI--DP-049

RHO--BWI--DP-051
RHO--BWI--DP-054
RHO--BWI--DP-060
RHO--BWI--DPT-002
RHO--BWI--DR-001(Vo1s.1-2/Rev.2)
RHO--BWI--ER-001
RHO--BWI--ER-005
뻐O--BWI--ER-008

RHO--BWI--ES-007
RHO--BWI--ES-012
RHO--BWI--ES-015
RHO--BWI--ES-018
RHO--BWI--ES-021
RHO--BWI--ES-025
RHO--BWI--FDC-002
RHO--BWI--FDC-004



RHO--BWI--FDC-005
RHO--BWI--FDC ‘ 007(Rev.2)
뻐0--BWI--HP-001

RHO--BWI--HP-005
뻐0--BWI--IP-001

맘IO--BWI --LD-44
RHO--E 덴I--PAP-002

뻐0--BWI--PD-015

RHO--BWI- ‘ SA-140
RHO--BWI--SAR-001
RHO--BWI--SAR-004
RHO--BWI--SD-005(Vol.2)
RHO--BWI--SQ-003
RHO--BWI--TA-001
RHO--BWI--TA-006
뻐O--BWI--TA-009

RHO--BWI--TA-011
RHO--BWI--TA-013
RHO--BWI--TC-005
RHO- ←~WI--TC-007

RHO--BWI--TC-009
RHO--BWI--TC-012
뻐O--BWI--TC-015

RHO--BWI--TC-017
RHO--BWI--TD-001
RHO--BWI--돼-009

RHO--BWI--TD-013
뻐O--BWI--TD-016

RHO--BWI- ‘ TD-021
RHO--BWI ‘ -TI-001(Vo1.1)
RHO--BWI--TI-003
RHO--BWI--TI-006
RHO--BWI--TI-007
RHO--BWI--TI-009
RHO--BWI--TI-Oll
RHO--BWI--TI-020
RHO--BWI--TI-023
RHO--BWI--TI-042(Rev.2)
RHO--BWI--TI-057
RHO--BWI--TI-060
뻐O--BWI--TI-062

RHO--BWI--TI-064
RHO--BWI--TI-069
RHO--BWI--TI-073
RHO--BWI--TI-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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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BWI--FDC-006
RHO--BWI--FDC-009
뻐O--BWI--HP-004

뻐0--BWI--HP-006

RHO--BWI--IP-004
RHO--BWI--PAP-001(Rev.1)
뻐O--BWI--PD-012

뻐O--BWI--SA-123

뻐0--BWI--SA-312

RHO--BWI--SAR-002
RHO--BWI--SD-005(Vol.1)
RHO--BWI--SD-005(Vol.3)
RHO--BWI--SQ-004
RHO--BWI--TA-002
RHO--BWI-~TA-007(Rev.1)

RHO--BWI--TA-010
빠IO--BWI --TA-012
뻐0--BWI--TA-014

뻐O--BWI--TC-006

뻐O--BWI--TC-008

와m--BWI --TC-O끄

RHO--BWI--TC-014
와m--BWI --TC-016
RHO--BWI--TC-020
RHO--BWI--TD-006
RHO--BWI--TD-012
RHO--BWI--TD-014
RHO--BWI--TD-017
RHO--BWI--TD-022
RHO--BWI--TI-001(Vol.2)
RHO--BWI--TI-004
RHO--BWI--TI-006
뻐O--BWI--TI ‘008

뻐O--BWI --TI-010
RHO--BWI--TI-018
RHO--BWI--TI-022
RHO--BWI--TI-024
RHO--BWI--TI-044
뻐O--BWI--TI-059

RHO--BWI--TI-061
RHO--BWI--TI-063
뻐O--BWI --TI-065
뻐O--BWI --TI-072
RHO--BWI--TI-074
뻐O--BWI --TI-076



RHO--BWI--TI-078
RHO--BWI--TI-080
RHO--BWI--TI-085
RHO--BWI--TI-089
RHO--BWI--TI-093
뻐O--BWI--TI-095

RHO--BWI--TI ‘ 104
뻐0--BWI--TI-107

RHO--BWI--TI-113(Rev.1)
RHO--BWI--TI-127
RHO--BWI--TI-129
RHO--BWI--TI-131
RHO--BWI--TI-136
RHO--BWI--TI-141
RHO--BWI--TI-150
뻐O--BWI--TI-155

뻐O--BWI--TI-163

RHO--BWI--TI-166
뻐O--BWI--TI-168

RHO--BWI--TI ‘ 174
RHO--BWI--TI-176
RHO--BWI--TI-178
RHO--BWI--TI-185
RHO--BWI--TI-190
RHO--BWI--TI-225(Rev.1)
뻐O--BWI--TI-228

뻐O--BWI--TI-230

RHO--BWI--TI-234
RHO--BWI--TI-238
RHO--BWI--TI-249
RHO--BWI--TI-254
RHO--BWI--TI-257
맘IO--BWI --TI-263
뻐O--BWI--TI-314

RHO--BWI--TL-005
RHO--BWI--TN-001
뻐O--BWI--TN-003

RHO--BWI--TP-002
뻐O--BWI--TP-005

RHO--BWI--TP-008(Rev.1)
뻐O--BWI--TP-017

뻐O--BWI--TP-021

RHO--BWI--TP-028(Rev.1)
RHO--BWI--TP-030
빠IO--BWI --TP-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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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BWI--TI-079
RHO--BWI--TI-082
RHO--BWI--TI-088(Rev.A-O)
RHO• BWI--TI-090
RHO--BWI--TI-094
RHO--BWI--TI-102
RHO--BWI--TI-105
뻐O--BWI--TI-109

RHO--BWI--TI-120
뻐0--BWI--TI-128

RHO--BWI--TI-130
RHO--BWI--TI-135
뻐O--BWI--TI-140

RHO--BWI--TI-142
RHO--BWI--TI-152
RHO--BWI--TI-159
RHO--BWI--TI-154
RHO--BWI--TI-167
RHO--BWI--TI-173
RHO--BWI--TI-175
RHO--BWI--TI-177
RHO--BWI--TI-182
RHO--BWI--TI-188
RHO--BWI--TI-202
RHO--BWI--TI-227
RHO- ’ BWI--TI-229
RHO--BWI--TI-232
RHO--BWI~-TI-235

RHO--BWI--TI-247
RHO--BWI--TI-253
RHO--BWI--TI-256
RHO--BWI--TI-262
RHO--BWI--TI-268
RHO--BWI--표-002

RHO--BWI--TL-012
RHO--BWI--TN-002(Rev.1)
RHO--BWI--TP-001(Rev.2)
RHO--BWI--TP-003
RHO ‘ -BWI--TP-006
RHO--BWI--TP-015
RHO--BWI--TP-018
RHO--BWI--TP-025
뻐O--BWI--TP-029

RHO--BWI--TP-032
뻐0--BWI--TP-034



뻐O--BWI--TP-035

RHO--BWI--TP-037
RHO--BWI--TRP-003
RHO--BWI--TS-003
뻐O--BWI--TS-005

RHO--BWI--TS-008
~HO--BWI--VP-OOl

RHO--BWI--VP-OI0380-01(Rev.l)
SLAC--PEP--NOTE-329
SLAC--PEP--NOTE-331
SLAC--PEP--NOTE-339
SLAC--PEP--NOTE-343
SLAC--PEP--NOTE-357
SLAC--PEP--NOTE-361
SLAC--PEP--NOTE-364
SLAC--PEP--NOTE-367
SLAC--PEP--NOTE-372
SLAC--PEP--NOTE-374
SLAC ‘ -PEP--NOTE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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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원자력관련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 합으로써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보유통망을 통하여 관련

이용자틀에게 적시 적절한 정보를 제공활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렵

하는데 있다.

본 과제의 1차년도인 당해년도에는 ’ 79년 이후 '90년까지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1 ， 200건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룩하였으며， 과제의 수행내용은 1) 자료선정 및 수집과정， 2) 색인

빛 초록작성， 3) 데이타 입력 및 송부 과정 으로 구별된다.

년차별 DB 구축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원의 조사와 함께 년차별 DB
구축 계획올 체시하였으며， 당해년도에 입력한 문헌의 보고서번호를

부톡에 수룩하였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I 원자력공학， 서지정보 데이타베이스，

테이타베이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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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out 300 Words)

매애剛ior g。뻐 of 바e proJ따 is to develop‘ d‘ d따빼짧 of n빠애빠

r따따싸때I mat。νrials니 that “haveιιU빠‘p뻐ish때I in K뼈a 뼈， to establish
a current network system that will inform people in the nuclear industry
of relevant infonnation in their by linking this with the proposed National
Science Technical Infonnation Network.

m퍼i.s Proj따 a‘ ims to 따빼1‘，‘lish aμd껴at’tab뻐e co써nsist때I of 뻐，빠 1 ，뻐

research reports that were prepared by KAERI from 1979 to 1990.
Theνm따t- tlν따나s of theνproj따뾰 as folIo뼈

1. M“”꺼at야싸폐C나 δF따따Ion 껴and C뻐따io“n

2. Index and Abstract Preparation
3. Data Input and Transmission

This project is intented to achieve the goal of maximum utilization of
nuclear inform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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