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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IAEA 계량관리보고서의 작성， 보고， 관리 및 접보파악 등 

을 목적으로 개딸， 운영중인 시설차원의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을 시설 계 

랑관리 담당자들이 효과적으로 훨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념， 

보고서 작성 요렁， 문영현황 및 사용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은 계량관리보고서메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오 

류검색， 썽무협절에 따른 원산지별 핵물질 재고관리， 사찰수검 및 시설 계량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즉， 

전산시스템은 계량관리자료가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는 입력단계에서 보고 

서 작성시 발생가능한 오류들을 검색하도록 하며 저장되는 자료의 완전성을 

기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데이타베이쇼에 저장된 계량관리자료률 이용하여 

국가 및 IAEA 사찰에 대1:1 1 한 수검자료 샘성과 같은 시설 계량관리 업무메 

필요한 정보파악이 가능하다. 

일부 보장조치 대상시설에서는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나 사용방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야률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며 왔다. 따라서 

시설 계량관리 담당자들이 별도의 교육올 받지 않마도 계량관리시스템올 효 

율작으로 사용하며 시설 계람관리업무롤 효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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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량관리 전산시스댐 

1. 게 요 

루랴나라는 1975년 국제원자력기구(lAEA)와 보장조치협정을 체결함에 따 

라 국내 보장조치 대상시설에서 핵물질 계량관리자료에 때한 기록유지 및 

핵뿔질 재고변동에 따른 계랑관리보고서룰 작성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에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핵물질 재고변동 및 재고현황에 대한 계랑정보들은 보장조치협접의 보조 

약점과 각 핵시설의 시설부록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IAEA로 제곰 

히여야 한다. 보장조치협정의 보조약정중에서 CODE 10은 NPT 회원국이 

IAEA에 보고하는 계량관리보고서들올 전산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법적 형식올 규접화한 것이며 시설부록은 핵시설의 종 

류 및 취급 물질 등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세부적인 보장초치 

이행사힘들을 정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은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자체 보장조 

치 대상시설들의 효율적 계랑관리보고서 처리 및 관리롤 목적으로 ‘87년메 

게발한 것이며. 01롤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히여 국가차원에서의 보장조치 업 

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피악 및 시설간 재고변동사항에 대한 일치여부등올 겁 

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88년 4월부터 계량관리보고서 

를 전산매체로 보고하기 시작하였으며， 계량관리 전산시스템 기능들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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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며 ‘88년도 말에는 국내 모든 보장초치 대상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은 국내 핵시설메서 발샘되는 핵물질의 이동상황 및 

재고변동내용을 기록관리하며，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매EA 보고 의무사 

항틀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보완하여 

왔다‘ 계량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이후 국내 보장조치 대상시셜에서 발생된 

계량관리보고서들몰 전산처리한 현황은 표 1 과 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활 

동이 활발해집에 따라 매년 매EA로 제출되는 겨I량관리보고서 수와 자료 망 

운 국내 핵시설과 취급 핵물질 양의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는 추세롤 보 

이고 있다. 핵시설 및 취굽 핵물질의 증가에 비레하여 계량관리보고서에 돼 

한 오류들은 최초 전산처리룰 시작한 이래 비교적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보고서에서 기본적인 오류들이 검색되고 있으므로 계량관리보고서 작성 

시 시설외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2. 게량관리 전산시스탱 구성 및 기능 

가. 구 성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은 단위 물질수지구역별로 수행되는 시설체제와 국 

내 모든 물질수지구역뜰에 대한 계량관리자료틀을 기록관리하는 국가체제로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은 최초 PC에서 널리 사용되는 

dBASE 111률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나 PC에 관련된 데이타베이스 개발용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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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AEA 계량관리 보고서 쳐리현활 

Ou획1ti ty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G95 

Types 

of 

Reports No. o( No. of No. of No. of No. of No. of No. of No. of No. of No. of No. of No. of 1'10. of No. of No of No. of 

R와:lOrts Re∞rds Reports Rec。여S Reports Records Reports Records Repα‘ts Records Repor.ts Records Reports Records Records Records 

1 C R 43 762 67 l ,668 65 1, 860 79 2,860 66 1, 791 67 2, 170 81 3,849 65 2.697 

ιa P 1 L 28 2,124 38 2,805 55 4.815 52 4.433 69 6.162 84 7, 573 73 7,061 78 7,080 

MBR lO 141 17 191 15 211 12 174 14 222 14 237 13 218 11 218 

Concise 

Note 

15 648 4 116 

TOTAL 81 3,027 122 4.670 135 6, 886 143 7,467 165 8, 175 165 9, 980 182 11.176 160 10, lld 



들의 다암화와 기능 향상메 따라 dBASE 川와 호환 소프트웨어인 CliPDer로 

변환하였으며 현재는 CA Clipper version 5.2가 이용되고 있다. 

시설체제 전산시스템은 해당 시설의 설계정보서 내용에 따라 시설내의 

핵물질 재고 및 이동현황올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단위 시설내에서 발생되는 

핵물질 제고변동사항이나 물질수지구역간 이동사항등과 같은 계량관리점보 

들을 입력，저장하도록 구성되어 였다. 전산서스탱은 계량관리자료가 데이타 

베이스이| 저장되는 입력단계에서 보고서 작성시 발생가능한 오류들올 검색 

하도록 하여 저장되는 자료의 완전성올 기하도록 하였다. 즉， IAEA로 제출되 

는 보고서의 오류 존재여부를 검색하는 루틴으로 CODE 10메 따라 문법적 

형식 검사， 보고서간의 자료일치성 검사， 설계정보서 또는 시설부록 내용과 

입력자료간의 일치여부 검사등 다양한 오류검색기능들을 갖고 있다. 또한， 

IAEA 계량관리보고서 처리는 물론 데이타베이스메 저장된 계량관리자료를 

띠용하며 국가 또는 IAEA의 불자재고조사(PlV)와 일반사찰에 대비한 수겁자 

료와 갈은 시설 계랑관리 업무메 필요한 정보파악이 가능하다. 전산시스템 

이용으로 시설은 PlV 또는 일반사찰 전에 시설 보유 실재고랑과 장부재고랑 

을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으으로 보다 신속，점확하게 시설의 보장조치 업무 

률 수행할 수 있다. 

국가체저| 전산시스템은 국내 모든 회시설에서 발생되는 계량관리보고서 

를 기록.관리하고 이룰 IAEA 보고서 형식에 맞게 변환하여 데이타화일로 출 

력하는 기능과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국가차원의 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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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업무에 필요한 보장조치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가체 

제 전산시스댐은 국가차원메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를만 수행할 수 있도 

록 개발되었므므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체제 전산시스댐보다 계량 

징불 처리능력이 부펀하다. 왜냐하면. 국가체제 전산코드는 시설체제 전산코 

드를 수행한 결과가 국가체제 데이타베이스에 입력된다는 개념하에 개발되 

었으므로 국가체제 전산코드의 오류검색루틴 구성은 국가체제에서만 수행가 

능한 T ransit Matching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보장조치에 관련 정보 

들을 신속， 장확하게 처리 및 파악을 위해서는 국가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 

술적 빌완이 요구되어져 왔으며， 이를 위히여 TOJC에서는 ‘96년도부터 국가 

차원의 전산시스템올 개발할 이|점이다. 

국가체제 전산시스템이 효올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계랑관리보고서들이 신속， 접확하게 국가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와 시설에 

서 운영하고 있는 계량관리 전산시스댐간의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 

내 게량관리시스댐의 운영체저l를 계량관리보고서의 흐름에 따라 나타내면 

과학기술처률 줌심으로 그립 1 과 같이 되며， 전반적인 국내 보장조치 접불 

들에 대한 처리는 그럼 2와 같이 도시될 수 있다. 그림에서 T에C의 역할은 

국가차원의 계랑관리보고서 처리는 물론 국제뷰제물자의 접보판리에 대하여 

과학기술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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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Book Inventorj Listing 

General Ledger 

Inventory status of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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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체제 계량관리보고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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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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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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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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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정보 

정보처려시스탬 ... 

-IAEA 보고사항 정보처리 
- 국가 원자력황제 정보관리 

-쌍무협정에 따른 정보관리 

-국가rrCNC 정보밍‘ 
-시설 천싼시스탱개발 지원 

b 보장조치 자료제공 
-계량관리보고서(Diskette) 
5 ‘ 셜껴l 정보 
. -사전통보 
. -수출입 관련셔류 
; - (확대산고) 
. -기타관련갱보둥 

-. ~ 
‘ -...... ‘ ..................... ~ ............................................................................................... - ....................... .. 

그림 2. 국가 보장조치 정보처리 체계도 



나. 기 능 

한-써EA 보장조치혐점 및 핵공급과의 쌍무협점에 따른 계량관리 보고의 

무 이행 및 국내 보징조치 대상시설에 대한 계량관리 접보률 효율적으로 관 

리 및 파악하기 위한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 오류검색 기능 

- CODE 10(바 근거한 보고서의 문법적 형식 검사， 

- 핵시설별 대Q 또는 시설부록메 근거한 보고서의 내용검사， 

계랑관리자료간의 일치성 검사 : 배취이름， 중량， 수량 및 단위 등 

계량관러보고서의 field, record 및 report 간의 일치여부 

- 시설간 물질이동에 대한 일치성 겁사 (T ransit Matd,ing) 

2) 불자재고목록(PI니 및 물질수지보고서 (MBR) 생성 및 검증 

3) 정보파악 기능 

- 계량관리보고서 및 장부지i고메 대한 핵물질 계층별(Stratum) 정보 파악 

- 원산자별 핵물질 재고현황 

- 핵물질 장부재고목록 (Book I n\'entory L ists) 

- 재고변동현황기록부 (Ledger) 

- 주요측정지점별 핵물질 재고목록 

- 주요측점지접및 핵물질 형태별 재고량 

- IAEA 사찰시 시설메서 준비하여야 하는 사찰 수겁접보 

- 기타 시설 계량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4)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계량관리보고서 현황 및 처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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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량관리보고서 작성 기능 등 

3. 게랑관리보고서의 오류겁섹 

계랑관리 보고서에는 다양한 형태 오류발생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 

으므로 계랑관리 전산시스템은 계량관리보고서의 오류유무률 검생하여야 한 

다. 오류검색기능은 전산시스템의 기능들 줌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계량관리보고서의 오류 겁사방법들은 보고서의 문법적 형식 

검사， 임력자료와 기존 자료간의 일치여부 검사， 시설 설계점보서 또는 시설 

부록에 따른 보고서 내용의 일치여부 검사 그리고 시설간 이동된 물질에 대 

하여 관련시설들이 보고한 내용의 일처여부 겁사(Transit matching) 등이 있 

다. 

가. 문법적 오류악 검색 

계랑관리보고서의 보고서의 작성방법 즉， 문법적 형식몰 명시한 CODE 

10의 내용에 따라 보고서 작섬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법적 오류여부롤 

검사하는 것으로 오류 발생 원인은 대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자익 부주의나 

CODE 10으| 숙지미숙등으로 기인된다. CODE 10의 내용에 근거한 보고서벌 

오류검색은 다음과 같은 밤법으로 수행된다. 

1) κR Header/MBR Header!PIL Header 

。 Facilitv/MBA code : 시설의 유파성 O~부 및 오타여부 확인 

。 Beginning date of period covcred 

: Non-blank, 해당시설의 가동날자부터 보고서 제출월 사01 에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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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nding date of period covered 

: Non-blank, 해당시설의 가동날자부터 보고서 제출일 사이메 존재 여부 

。 Number of Lines : 제출된 보고서의 Line 수와의 일치여부 파악 

。 Report Nurrber : Non-blank, 해당시설의 기존 보고서 번호와의 일련성 여부 

2) Inventory o,ange Report (κR) 

。 Entry No. : 일련번호 (1-99) 

。Continuation code : ’'C", 81ank => 단， Entry No.가 1 어 면 81ank 

o Date of Inventory o,ange : CorrectionOI 아니면 물질수지기간내의 날자 

。 Country/MBA from : 재고변동형태 (SF， SO, RO, RF etc.)에 따라 SF, SO 

의 M8A 또는 IAEA에서 인식할수 있는 state Code와 일치 

。Country끼M8A To : 제고변동형태 (SF， SO' RO, RF etc.)에 따라 RO. RF의 

MBA Code와 일치 

o T ype of Inventory o,ange : CODE 10에 따른 재고변동형태여야 함. 

(Blending을 나타내는 재고변동형태중 NE, ED, EN or 0E21 element type 

은 ’E’이고 DN, NO의 element type은 ’N'임) 

。 Ktv\P Code : 시설부록에 군거 하여 (*, 1-9)이 유효합. 

。 Name or number of batch : Non-blank 

。 Number of items in batch : zero 이상의 숫자 

。 Material Descrip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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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wsical form : 시설부록(or 다Q)에 따라 A-H or J-W중에서 유효 

(2) Chemical form : 시설부록 (or 미Q)에 따라 A-H, J-Z 또는 0-9 

(단 Physical formOI ’Q’이면 O1emical form은 ’S’) 

(3) Package : A-H, J-V or 1-8 

(4) Use : A-H, J-O or W 

。 Element : 설계접보에 따라 P, U, N, T, E, D, W중에서 유효 

。 W티GHT OF ELEMENT : 숫자 

。 Unit Kg/g : Plutonium , Enrich어 Uranium일 경 우 ’g’ , otherwise ’Kg’ 

。 Weight of fissile isotopes : isotope code가 blank가 아니라면 숫자잉 

o Isotope code : Element type에 따라 G, J, K 

。 Measurement basis : M, N, L, T 

o Concise note : 81ank or Y. Concise note file은 입 력 시 검 사 

o Correction report no.lent미 no. : Correction entry no.가 zero가 아니 면 

correction report no.는 Non-blank이며， 기 제출된 보고서 번호롤 언급. 

o Origin code : 국내 원산지별 물질현황올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IAEA가 

명시한 code롤 사용 

3) Physical Inventory Listing (Pll) 

o Entry No. : 일련번호 (1-99) 

。Continuation code : 81ank or "C" (단 Entrv No.가 1 이 면 B’ank) 

o KMP Code : 시설부록에 근거하여 A-Z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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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r number of batch : Non-blank 

o Number of items in batch : zero 이상의 숫자 

o Material Description Code 

(1) Physical form : )\1설부록(or 머0)에 따라 A-H or J-W중에서 유효 

(2) Chemical form : 시 설 부록 (or DIO)떼 따라 A-H, J-Z 또는 1-9 

(탄 Plwsical formol ’Q'이 면 Chem ical form은 ’S’) 

(3) Package : A-H, J-V or 1-8 

(4) Use : A-H, J-O or W 

o Element : 설계점보에 따라 P, U, N, T, E, D, W중에서 유효 

。 W티GH T OF ELEMENT : 숫자 

o Unit Kg/g : Plutonium , Enriched Uranium일 경 우 낱， otherwise 'Kg’ 

。 Weight of fissile isotopes : isotope code가 blank가 아니 라면 숫자임 

。 Isotope code : Element type에 따라 G, J, K 

。 Measurement basis : M, N, L, T 

o Concise note : Blank or Y, Concise note file은 입 력 시 검 사 

o Correction report no. I entry no.: Correction entry no.가 zero가 아 니 

면 correction report no.는 Non-blankOI 며， 기 제출된 보고서 번호롤 언급. 

o Origin code : 긋내 원산지별 물질현황올 피악하기 위한 것으로 IAEA가 

염시한 code를 사용히여야 한다. 

4) Materìal Balance Reporting (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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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No. : 일련번호 (1-99) 

잉 Continuation code : Blank or "c" (단 Entry No.가 1 이 면 Blank) 

o Entry name : MBP중 발생된 Inventory change code와 일치하여야 함. 

o Element : 설게정보에 따라 P, U, N, T, E, D, W중에서 유효 

。 Weight of element : 숫 자 

o Unit Kg/g : Plutonium , Enriched Uranium일 겸 우 'g’, otherwise ’Kg’ 

。 Weight of fissile isotopes : isotope cαje가 blank가 아니 라면 숫자임 

o Isotope code : Element type메 따 라 G, J, K 

o Concise note : Blank or Y, Concise note file은 입 력 시 검 사 

o Correction report no. / entry no.: Correction entry no.가 zero가 아니 

면 correction report no.는 Non-blankOI 며， 기 제출된 보고서 번호률 언급. 

5) Material type, Isotope와 Element weightOIl 대한 필수조건 

(1) Unified or Enriched materialOI 면 Uranium isotope weight는 zero가 될 

수 없다. 

(2) Uranium isotope weight가 zero가 아니면 element wei방1t도 zero가 O~님. 

(3) line마다 하나의 uranium element category가 허용. 

(4) Uranium element마 다 하 나으I isotope weight가 허 용 

6) Evaluation of enrichment 

: Element와 isotope 무게메 근거하여 uranium 및 plutonium의 농축도 계산 

(1) 농축토는 100% 미만이며， 양수값올 갖음 

(2) 주어진 물질에 대한 농축도가 범위가 빗떠나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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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부록 또는 설계접보서에 의한 오류검색 

계량관리보고서의 내용이 시설 설계정보서 또는 시설부록에 기술된 내용 

과 일치하는가롤 파악하는 것으로 설계점보서에 유통 KMP 범위가 "3"까지 

설점되었다면 유통 “3"이상의 유통 삐삐〕률 사용할 수 없다. 시설부록에는 유 

통 KMP별 사용가능한 짜|고변동형태들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유통 KMP와 일치되지 않는 재고변동형태률 재고변동보고서메 사용하 

였다면 이는 오류로서 검색되어야 한다. 시설부록올 아용하여 검색할 수 있 

는 오류의 종류들은 1) 유통 및 재고 KMP, 2) KMP별 재고변동형태.3) KMP 

별 물질기술코드(Material description code) , 4) 시설부록에 명시된 보고의무 

사항민 연소도 이력자료의 존재여부. 5) 시설부록매 명시된 사전통보사항 준 

수여부 등과 같이 여러 형태의 계량관랴 오류 또는 미제출 서류 존재여부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별 시설부록이 대외비로 분류되어 

전산시스템에서는 이와같은 오류겁사 방법들올 처리할 수 없으나 향후 이와 

같은 기능들올 보완처랴할 에점이다. 

다. 자료일치성애 의한 오류겁색 

기존 데이타베이스에 저잠된 내용과 새로 잉력되는 계량관리자료의 내용 

을 비교， 분석히여 관련자료간의 불일치 여부롤 검사하는 것이다. 즈
 「

CODE 10은 보고서의 문법적 형식올 검사하는 기준이지만 자료일치성검사는 

시설간 핵물질 이동 또는 시설내의 재고번돔메 대한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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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껴-1페란 Bat마 name으로 l00Kg의 물 

질이 반입되었다면 동일 Batch name으로 100KgOI 상의 물질이 반출될 수 없 

으며 "A-O"란 Batch name 또는 10이<g 이상의 물질올 반출하려한다면 미는 

오류로서 감지된다. 이와같은 오류검색방법은 발전용 원자로시셀과 감은 품 

목계수시설에는 적용되나 핵연료가공시설과 겉은 중량취급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단위시설의 계량관리자료만으로는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핵물질 반입에 따른 일치성 김사는 불가하다. 시설간 이동된 

재고변동기록의 일치성 겁사는 국가체제의 계랑관리 전산시스햄에서 반출입 

시설의 보고내용들올 상호 비쿄하여 검증하는 transit maching 기능으로 가능 

하다. 

자료일치성 검사방법은 입력자료와 기존자료간의 연관성올 파악한 뒤 각 

힘목별로 내용들올 비교검사하는 것으로 자료간의 연관성 파악몰 위한 key 

word들이 설정되어여야 한다. Key word는 사설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적용방 

법이 다르다. 즉， 풀목계수시설일 경우에는 대체로 batch name과 element 

type을 사용히여 재고변동양올 비교한다. 만약 재고변동되는 자료활 기존 데 

이타베이스에서 잦올 수 없다면 이는 batd1 nameOI 나 element type에 문제점 

이 있는 것이다. 중량취급시설인 중수로 핵연료 가공시설일 경우 자료일치 

성 피악을 위하여 사용되는 key word는 품목계수시설과 동밀하지만 적용방 

법에 차이가 있다. 즉， 가공시설에는 돔일힌 batch name과 element type올 갖 

는 자료들이 다수 존재히므로 동일 자료들에 대한 양올 함산하여 재고변동 

양과 비교히여야 한다. 또한 Batch name 추적이 불가한 한국원전(추)나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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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겸루어l는 단지 Element type으로 일치여부률 피악히여야 하므로 전체 

적인 자료일치성을 검사하기에는 여러 문제접이 존재한다. 

이외같이 자료일치섬 겁사는 겨존 데이타버|이스에 저장된 자료와 입력자 

료간의 연관성올 이용하며 검증하는 방법으로 자료일치성 검사 방법 및 종 

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 Hatch Name, Element type, Weight 등메 대한 보고서간의 불일치 

여부 

: 같은 Batch name과 Element type에 대 하며 반입/반출량의 차이， 재고 

변동날자 그리고 Material description code등올 검사 

2) Correction report에서 언급된 보고서의 번호 및 압력번호의 존재여부 

겁사 

: Correction report에서 언급된 입력번호가 존재치 않올 경우 새로운 

입력번호롤 부여하고 존재하면 새로운 내용으로 수점합. 이때 1)황과 

같응 오류겁사률 다시 수행함. 

3) 핵물질 재고조사실시후 입력되는 물자재고목록과 물질수지보고서의 

내용 01 장부상의 내용과의 일치여부 겁사 

- 가잠 최근의 물자재고목록중 재고변동이 없는 물질 형태 및 앙에 

대한 차이 

- 재고변동01 발생된 물질에 대한 차이 

- 울질수지기간중에 발생펀 재고변동보고서와 물질수지보고서의 일치여부 

4) Rebatching시 번화된 물질량의 차이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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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 ransit MatchingOlI 의한 오류검색 

T ransit matchìng은 핵물질이 국제 또는 국내 시설간 이동될때 물질의 

반임/반출 시설에서 작성되는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이동된 상태 및 양올 

l:J 1 교， 검토하며 시설간 작성된 보고내용의 불일처여부률 검사하논 방법이다. 

T ransit matching은 자료일치성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거체제때서만 검증 

이 가늠하다. 현재 transit matching 기능에는 원산지별 불일치 사항을 검사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국가 정보처랴 및 관리체제 확립올 위해서눈 이에대 

한 기능을 포힘히며야 활 것 01 다. 

- 물질수지구역간 이동된 물질에 대하여 시설/국가들중 어느 한쪽이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보고자료중 반양/반출명이 불일치할 경우 

- 이동된 물질의 Batch name 또는 재고변동날짜가 틀린 경우 

- 이동됨 물질의 앙 및 Item 수가 틀린 경우 등 

4. 게랑관리보고서의 오류내용 분석 

겨|랑관리 전산시스템이 개발된 ‘88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 보장조치 대상 

시설에서 발생된 계랑관리보고서들올 전산처리하여 IAEA로 제출한 보고서 

수외 레코드 앙뚫은 표 1 애 나타난 바와 같으며， 매년 IAEA로 제출되는 계 

량관리보고서 수와 앙이 증가하고 있다. 계량관리보고서 제출 건수와 앙의 

증가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서 검색되는 오류 형태 및 내용들도 점차 다앙화 

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같이 계량관리보고서에 있는 오류들은 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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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로 제출되기 전에 계랑관리 전산시스템에서 문법적 형식， 자료일치성 

등어| 대한 오류들을 철저히 검색히고 있다.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울 통하여 지금까지 겁색된 오류들올 오류 형태 및 

시설별 발생된 현황올 살떠보면 표 2과 3과 같으며， ‘89년 이후 검생된 오류 

현황들몰 각 시설별로 운류하면 부록 1 과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겉01 

계랑관리시스탱올 동하여 겁색된 오류들은 ‘88년 4월 최초 전산처리를 시작 

힌 이래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영광 4호기에서 검색된 오류 건수들 

을 제외하면 ‘95년도부터는 계량관리보고서의 점확도가 현격히 향상되고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적민 문법적 오류툴얀 concise note 작성에 따른 

문법적 오류， batch name 및 재고변동띨자 불일치 등이 반복적으로 검색되 

고 있으므로 시설 운영자들의 계랑관리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가 촉구 

되며， 벌고서롤 보다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계랑관리 전산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오류는 핵물질 수，출입에 

대한 계량관리자료로서 국외 반출입된 사항들이 미 보고되는 경우와 같은 

오류들은 국가 및 시설체제의 전산시스템메서 검생할 수 없다. 국외간 이동 

되는 핵물질 재고변동사힘들을 겁색하기 위해서는 국외간 이동메 따른 핵물 

질 수출입 허가서류들을 이용하며 재고변동 발생여부롤 검사하여야 하나 아 

직 이때대한 정보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계랑관리보고서가 전산시스템에서 입력， 오류겁색 및 데이타베이스 저장 

등 처리되는 전 과정을 도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계량관리보고서가 최초 시 

스댐메 입력되면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가 전에 보고서에 대한 문법적형식， 

시설부록과 계량정보의 일차여부 그리고 입력자료와 기존 데이타베이스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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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체제에서의 계량관리보고서 오류검색 및 수절현황 (89.1.1. -95.12.31.] 

년도벌 오류발생 횟수 

오류 종류 오류 내용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0" • Zero 

Batch Name C34 • C43 7 4 11 9 ? 2 

X16 • XD16 
14282 • 14281 

Weight 2 3 8 ? 2 5 
234058 • 2~ ‘ 185 

Unit G • KG 3 - - ? -
"0" • "C'’ 

Continuation - - ? .、

J 

Entry No. 1 • "C'’ 

재고변동일자 890525 • 900525 - - ? - -
tlF" • "E" 

Element T ype ? 3 - ? 2 -
"N" • "P" 

MBA From/To K03E • KO-E 2 - ? 2 -
Report No. or 

31 • 32 2 3 3 ? -
Entry number 

Type of IJRF" • "RD" 
- 2 2 - ‘) 2 -

Inventory Change "BE" • "BA" 

Concise Note의 특정 field blank 
- - - ? 3 4 

작성형식 오류 Report No. 볼일치 

Batch name, 무게 
Transit Matching - 2 - - ? -

재고변동날자 

자료누락(PIL ， MBR) 
]1 타 Material Description 2 3 8 2 2 

Isoto야 C여e， etc. 

18 22 21 30 ?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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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설 및 연도벌 계량관리보고서 오류검색 현황 

시 설 ‘89 ‘90 ‘91 ‘92 ‘93 ‘94 ‘95 TOTAL 

KOC- 6 0 - 4 2 14 

KOF- 0 2 2 5 5 15 

KOG- 0 0 0 2 - 0 0 2 

KOJ- 0 3 4 11 - 0 19 

KOK- 2 2 2 0 - 0 0 6 

KOM- 2 5 4 2 - 0 0 13 

KON- 6 4 2 - 0 0 13 

KOO- 0 3 4 10 - 0 0 17 

KOP- 0 3 0 0 - 0 0 3 

KOR’ 2 3 0 - 3 10 

KOT- 0 0 0 0 - 5 0 5 

KOU- - - - - 0 8 8 

TOTAL 18 22 21 30 - 17 1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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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css 1 

Proccss 2 

Process 3 

Process4 

그림 3. 계량관리시스햄의 자료처리 절차도 



저장된 자료와의 일치성여부 등 오류검색루틴올 수행한다. 이와갈이 보고서 

임력시 수행되는 오류검색과점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 보고서에 대한 데이타 화일을 시스템의 임시 데이타베이스에 저장 

단계 2. : 임시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들올 한 레코드씩 읽음 

단계 3. : 해당 레코드에 대한 오류유우 겁사 

단계 4. : 오류가 없올 경우 다른 레코드에 대하여 단계 2부터 수행 

단계 5. : 만약 오류가 겁색되면 

@ 오류형태 및 내용에 대한 매세지률 스크린에 출력 

@ 시스템은 오류발생 위치를 기억 

@ 사용자가 자료률 수징하면 단계 3부터 재수헬 

@ 사용자가 수행올 중지하면 실제 데이타베이스의 손상없이 빠져나감 

단지I 6. : 보고서에 대한 오류김색 종료 후 보고서롤 헤당 데이타베이스에 저장 

계람관리 전산시스댐은 지난 물자재고검증(P1V)후 작성된 PlL, MBR 및 물 

질수지기간중에 발생된 κR올 이용하여 잠부상으I PIL과 MBR올 생성시낄 수 

있으며， 샘성된 PlL과 MBR올 이용하여 실제 P1V후에 작성된 PlL과 MBR내의 

오류존재여부를 겁섹하고 있다. PlL과 MBR의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설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품목계수시설인 경우에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잠부상으I P1L과 MBR은 재고 빠\P롤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P1V후 

작성되는 실제 PlL, MBR과 동일하므로 전산시스템올 이용하면 P1L과 MBR올 

신속.정획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Core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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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되거나 신 핵연료 저장고머j서 Core로 이동된 핵물질들의 KMP 이동상황 

들을 계량관리시스템이 정확하 파악할 수 없기 때문메 재고 KMP까지 완전 

학 일치시킬 수 없다. 

핵연료 가공시설와 같은 중랑계수시설인 경우에는 공정가돔손실인 미 계 

량물질 (Material Unaccounted For : MUF)어 발생되므로 장부상의 PlL 및 MBR 

은 실제 PlL 및 MBR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발생된다. 중량계수시셜에서 

PIL과 MBR의 검증방법은 실제 PlL과 장부상 PlL의 핵물질 종류별 중량올 비 

교하여 MUF랑올 산출하고 이롤 잠부삼으1 MBR때 반영한다. 01와같이 생성된 

장부상 tv\BR과 실제 MBR을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면 실제 PlL과 MBR이 정확 

하다고 판점을 내리며， 만약 장부상 MBR과 실제 MBR에서 차이가 발생되면 

실제 PlL 또는 MBR 중 어느 하나가 오류인 것으로 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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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량관리보고서 작성방법 

1. 게립관리보고서의 작성 형식 

계랑관리보고서는 IAEA에서 지정한 서식에 따라 정획하게 작성하여야 하 

며 전산처리를 위히어 전산시스템의 입력형식에 맞도록 데이타화일로 작성 

히여야 한다. 계량관리보고서에서 많이 발생되는 오류중의 하나는 보교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오타이며 알파엣 “0"와 숫자인 zero가 컴퓨터에서는 

별게의 문자로 인식되므로 이에디|한 작성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핵시설에서 국가로 작성， 제훌하여야 하는 계량관리보고서(ICR， PIL, 

MBR, Concise Note)들의 작성형식은 아래와 같다. 이와같은 형식들은 썽무협 

정， 국가 계량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보피악 및 관리 등올 목적으로 추 

가 보고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IAEA에서 요구하는 자료형식이 아니다. 따 

라서 국가체제 전산시스템에서는 시설메서 보고한 자료들몰 다시 매EA 전산 

샤스템 형식에 맞도록 변환히여 매EA에 보고한다. 

가. 재고변동보고서의 작성방법 

1-4 : 물질 수지 구역 코드 (MBA code) 

5-7 : 보고 서 번 호 (Report number) 

8-9 : 입 력 번호 (Ent마 number) 

10 : 언속 코드 (αntinuation code} - “M"을 사용히여 복함원산지 표시 

11-16 : 재 고 변 동 일 (Date of inventory 다lange) 

(마지악 4 자리부터 소숫점 시작 : (ex) 12345678.α)()) 

17-20 : 반출시 설 코 드 (MBNcountrv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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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 반입시설 코드 (MBNcountry to) 

25-26 : 재 고 변 동 형 태 (T ype of inventory change) 

27 : 주요측정 지 점 코드 (KMP code) 

28-35 : 배취이름 또는 변호 (NM1E/number of batch) 

36-39 : 배취 수람 (Number of items in batch) 

40-43 : 물질기술 코드 (Material description) 

44 : 원 소 (Elemcnt) 

45-56 : 원 소 무 게 (12자 라) (Element weight) 

(마지막 4 자리부터 소숫점 시작 : (ex) 12345678.α)()) 

57-58 : 단우I (Kg/g) 

59-70 : 핵 분열성 물질 무게 (Fissile isotope weight) 

71 : 돔맏체 코드 (Isotope code) 

72 : 측정 근 거 코 드 (Measurement basis) 

73 : 추가설명코드 (Concise note) 

74-76 : 수 정 - 보고서 번 호 (Correction to - report number) 

77-78 : 수정 - 입 력 번 호 (Correction to - entry number) 

79-80 : 점광 원산지 코드 

80-82 : 농축 원 산지 코E 

83-84 : 공급 원 산지 코드 

85-89 : 연소이력자료 (MW) 

나. 묻자재고목록의 작성방법 

1-4 : 물질수지 구역 코~ (MBA code 

5-7 : 보고서 변호 (Report number) 

8-9 : 잉 력 변호 (Entr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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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속 코드 (Continuation code) 

11 : 주요측접 자점 코드 (KMP code) 

12-19 : 배춰이름 또는 번호 (NAME/number of batch) 

20-23 : 배 취 수 랑 (Number of items in batch) 

24-27 : 물질기술 코드 (Material description) 

28 : 원 소 (Element) 

29-40 : 원소 무게 (12자리) (Element weight) 

41-42 : 단위(Kg/g) 

43-54 : 핵분열성 물질 무게 (Fissile isotope weight) 

55 : 동위체 코드 (lsotope code) 

56 : 측정근거 코드 (Measurement basis) 

57 : 추가설 명 코드 (Concise note) 

58-60 : 수점 - 보 고서 번 효 (Correction to - report number) 

60-61 : 수점 - 입 력 변호 (Correction to - entry number) 

62-63 : 접광 원산지 코드 

64-65 : 농축 원산지 코드 

66-67 : 공급 원산지 코드 

68-72 : 연소이력자료 (MW) 

다. 물질수지보고서의 작성방법 

1-4 : 물질수지 구역 코드 (MBA code 

5-7 : 보 고 서 변 호 (Report number) 

8-9 : 임 력 번 호 (Entry number) 

10 : 연속 코드 (Continuation code) 

11-12 : 물질수지 묘드 (Entry number) 

13 : 원 소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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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원 소 무 게 (1 2자 리 ) (Element wei때1t) 

26-27 : 단위 (Kg!g) 

28-39 : 핵분열성 물질 무게 (Fissile isotope wei생1t) 

40 : 동위체 코드 (Isotope code) 

41 : 추가설명코드 (Concise note) 

42-44 : 수정 - 보고서 번 호 (Correction to - report number) 

45-46 : 수정 - 입력 번호 (Correction to - entry number) 

라. 추가설명서(Concise Note)의 작성방법 

:연속코드 

2-5 : 물질수지구역명 

6-9 : 보고서 번호 

10-11 : 입력 변호 

12-79 : 추가설명 

80 : 연속코드 

2. 보고서 제출정보 및 Multi origin 작성방법. 

각 시설에서는 여러 형태의 계량관리보고서둘올 하나의 Diskette에 저장 

하여 과학기술처 및 TO애C로 제출히여야 하며 t Diskette어| 저장된 보고서의 

종류， 자료 수 및 물질수지기간올 나타내는 계량관리보고서에 대한 정보들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쌍무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모든 핵물질들올 원산지별로 파악， 관리하 

여야 하므로 시설에서는 계량관리보고서 작성시 핵물질별로 원산지명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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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히여야 한다. 국가 및 시설에서 원산지별 핵물질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 

해서는 한개의 핵연료집힘체가 투개의 원산지 물질로 혼힘된 Multi Origin에 

대한 핵물질이거나 공급국， 농축 또는 변환국， 원광국이 각기 다른 핵물질들 

에 대한 정보틀올 피악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정보관리는 방법 및 절차가 

복잡히므로 일본의 핵시설에서는 계람관리벌고서와 별개로 원산지별 재고량 

및 재고변동몰 나타내는 보고서률 접부에 제출하고 있다. 얼본과 같이 원산 

지 관리롤 위한 별도 보고서 제출 및 관리는 시설의 계랑관리 보고업무량을 

증가시키게 되묘로 우리나라는 계량관리보고서에 원산지에 대한 정보들올 

포함히여 처리히도록 하였다. 또한 계량관리보고서롤 이용하며 Multi Origin 

으로 혼힘된 헥물질들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계량관리보고서의 제출 점보 

시설에서는 계랑관리보고서 제출시 제출되는 보고서의 일반적 정보들인 

시설명， Report No., 재고변동기간， 각 보고서으I Data 갯수등올 다음과 같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여 Diskette과 함께 동봉히여야 한다. 

시설명 보고서 보고서 번효 화일 이를 채고변동기간 전처| 즐 

KO.김 ICR 174, 175 CICR174.DAT 940401 - 940430 198 

174. 175 넓 KO-C174.m 

추7 명서에 대한 화일이를 

KD-J ICR 109, 110 JICR109.DAT 940401 - 940419 130 

PIL 111-125 JPIL111. DAT 940419 1438 

MBR 126 JMBR126.DAT 930118 - 940419 23 

- 28 -



나. Multi-Origin 작성 방밥 . 

히나의 배취이름으로 선언된 핵물질이 다국적 원산지 물질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계량관리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보고서 양식의 연속코드 

(Continuation Code)에 말피뱃 "MIJ올 사용하여 작성한다. 예률들어， 배취이름 

이 KO-Ol 이고 총 중량이 l00Kg인 핵물질이 미국 원산지가 70KgOI고 호주 

원산지가 30Kg민 물질로 혼힘되어 있다면 다룹과 같이 가잠 많은 물질을 갖 

고 있는 원산지명으로 계랑관리보고서롤 작성한 후 연속코드에 ‘M’올 사용 

히여 다른 원산지에 대한 중랑올 기록한다. 

입력번호 연속코드 배취이름 원소무게 단위 원산지 

! 1 KO-AOl 100 Kg U I 
11 M KO-，뻐1 30 Kg 쩌 | 

2 KO-A02 1칩4. Kg AS 

3. 게량관리보고서 작성시 고려사항 

계랑관리보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시설 문영자들이 점차적으로 계량관리 

보고서 작성과 계랑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하여 숙지히여 왔으나 보 

고서의 작성시 시설 운영자들이 필허 숙지하여야 할 내용플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랑관리 전산시스댐은 말파뱃 “0"와 숫자인 zaro를 명확히 구분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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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batch name 작성시 주의가 요망된다. 

2) Concise note 작성 시 MBA name, report no. 또는 entry name 들중 한 

항목 01라도 blank가 있으면 오류이다. 

3) MBR의 ent마 name<2..! "BE"와 "BA"에 서 "BE"는 선 택 적 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BA"는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시설에서 categorv changeJ ~ 발생될 때 1m 및 MBA에 작성되는 재고변동 

코드는 농축도가 높은 element만 작성하고 낮은 element는 작성하지 않는다. 

5) 계량관리 보고서에서 continuation code률 사용한 자료롤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전체룰 수정하여야 한다. 예롤들면， 다음과 같은 보고자료에서 

entry no. 2번올 correction 할 경우 entπ no. 1 ，2번올 동시에 correction 

하여야 한다. 

entry no. continuation code batch name element weight Unit 

A01 
2 C 

N 
P 

400 
20 

KG 
G 

6) 국가체제에서 MBA간 이동된 물질에 대한 오류겁색시 반입하는 시설올 

기준으로 반출시설의 보고서를 겁사한다. 반출입 시설들은 MBA간 이동 

기록롤 근거로 보고서룰 작성하여야 한다. 

7) 발전용 원자로와 같은 품목계수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은 

PlV 후 작성된 PIL올 장부삼 재고목록민 BIL과 비쿄하여 오류률 김색 

한다. 이에따라 계랑관리 전산시스템의 BIL 자료률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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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L올 작성할 수 있다. 

8) 내EA에서는 Spent fuel에 대한 정보관리률 위하여 batch name올 근거로 

date, discharge date, cooling time, UlPu contents, bum up data등올 기 록， 

유지히고 있으며， PlL에는 Core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로 새로 이동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소이력자료롤 추가설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9) 국 가 및 시 설 에 서 는 low, hi옐l enriched uranium의 구분 및 시 설 보유 

핵물질에 대한 significant quantity, effective quantity 둠에 대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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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전산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 

계량관리 전산시스댐은 CONFIG.SYS에서 File과 Buffer Size 설정을 하여 

야 수행되므로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Config.sysOlI Buffer와 Files Size 설정 

값을 20과 40으로 설정히도록 한다. 만와 설정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수행 

되지 않는다. 

계람관리시스댐의 운영방법은 메뉴 driven 방식으로 구섬되어 있으며 

화면에 나타난 메세지에 따라 숫자 선택올 통히여 수행된다. 또한 선택된 

메뉴의 Head line은 깜박거리며， 다른 메뉴률 선택하면 깜박거리는 커서가 

다시 선택된 메뉴로 옮겨진다. 계량관리 프로그램인 TCNC롤 수행히면 주 

떼뉴가 나타난다. 주 메뉴메는 5개의 수행루틴들이 존재하며， 각 수행루틴 

별로 I파른 부메뉴들이 존재한다. 수행중 잘못판 Key 사용이나 오류의 발생 

으로 인히며 현재 수행되는 루틴올 중지히고자 할 때는 (ESC) Key률 누르 

면 해당루틴의 수행중지와 함께 데이타베이스의 내용을 수행전의 상태로 

복구한다. 

계랑관리 전산시스탱 수행시 사용자는 시스템 환경 미설접 또는 계량관 

리보고서의 문밥적 오류， 보고서 내용의 불일치 등 여러가지 오류메세지와 

직면하게 된다. 이때 시스탱은 검색한 오류의 종류 및 내용들올 스크린메 

출력하며 사용자가 적절한 수정을 휠 수 있다. 천산시쇼템은 겨{량관리보 

고서메서 발생가능한 오류들올 다양하게 검색히는 루틴틀이 있으며. 시스 

템 수행중 검색되는 오류 떼세저의 종류 및 내용 그러고 검색된 오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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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들은 부록에 기술되어 있다. 

IACCOUNTING SYSTEM 

CMAIN 았mNU:J 

1. Input 

2. Output 

3. Data Treatement 

4. PIL & MBR Create 

5. Set up 
g:s:패」廳mo.찮:H 

O. Return to OOS 
SELECT THE NUMBER ... 0 

그렵 4. 계량판리 전산시스템의 주메뉴 

계람관리 전산시스댐의 주요수행루틴은 그립 4와 같이 (1) 계량관리보고 

서의 입력(lnput) ， (2) 계량정보파악 및 출력 (Output) ， (3) 저장된 자료처리 

(Data Treatment), (4) 물자재고목록 및 물질수지보고서 생성 (PIL & MBR 

Creation). (5) 환경설점루틴 CSet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요 수행루틴 

에 대한 세부 처리기능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랑관리보고서의 입력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의 주 menu줌 Input은 계량관2.1 보고서틀블(이하 : 보 

고서) 컴퓨터의 데이타베이스(005 환경에서 보면 Extension NameOI DB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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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에 입력히는 루틴으로서 첫째， 계람관리 전산시스템 외부에서 

Wordprocessor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더|이타화일을 데이타베이스로 

입력하는 방법과 툴째 계량관리 전산시스댐에서 직점 보고서롤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불고서메 대한 데이타화일올 Wordprocessor로 작성하여 

데이타베이스로 입력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럭에 대한 수행과정올 살펴보면 그림 4의 주 메뉴에서 (1 )번띤 input몰 

선택히면 input때| 대한 부메뉴인 (Input-1) 0 I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lnput-l)에는 저장(Store)과 계량관리보고서의 작성 (Edit) 이 있다. 

가. Store 

: 보고서(1m， PlL, MBR, Concise note)들올 Wordprocessor률 이용하여 작 

성한 데이타화일로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는 루틴임. Concise note는 별도의 

입력 루틴 없이 해당 보고서와 함께 입력된다. 보고서벌 입력과점몰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a) ICR으| 입력 

(1) 그림 5메서 1)번인 Store롤 선택하면 보고서 종류률 선택할 수 

있는 부메뉴가 그림 6과 같이 나타난다. 

(2) 그림 6에서 1)번인 1m올 선택하면 입력 데이타화일의 이름올 

임력하는 메세지가 스크린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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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lNG SYSTEM ßll\1P01CiÆ1:t.,‘3 

[ MAlN MENU] 1. 5tore 

Udoput 2. Edit 

2. Output 3. Return 

3. Data Treatement 

4. PIL & MBR Create 

t섣SE따짧줬ONtl 
O. Return to 005 

5ELECT THE NUMBER … 3 

그립 5. Input에 대한 부메뉴-1 

I ACCOUN!ING SYSTEM [뻐PUT-1] r친X철훤헬rt젠까강잔 

11 [ MAIN MENU ] tB1Sf쩌F앙 1. ICR 

l;.JriÞût 2. Edit 2. PIL 

3. Return 3. MBR 
2. Output 

4. Concise note 

3‘ Data Treatement O. Return 

4. PIL & MBR Create ~ 

5. Set up 

E:':'SEß화찮1Ö’N%J 
O. Return to ooS 

SELECT THE NUMBER … 0 

그립 6. Input에 대한 부메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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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력 데이타화일의 이름올 입력한다. 

했 화일이름이 입력되면， 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타화일외 내용올 

일시적인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한다. 

(4) 시스템 01 데이타베이스의 1m 저장상태률 스크린에 출력하면 사용 

자는 새로운 1m의 보고서 번호와 재고변동기간(MBP)올 입력한다. 

※ 스크린에 나타난 보고서 댄호 및 fv1BP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 

하고 있는 보고서 번호 및 i'V\BP이므로 보고서 번호와 fv1BP가 

맞으면 사용자는 (Retuml key만 누르면 된다. 

(5) 입력된 1m의 오류검사루틴으로로서 시스템은 문법적 오류， 중량 

불일치 및 자료일치성 등에 대한 김사롤 수행한다. 

(6) 1m에 오류가 없으면 입력 데이타화일은 더l 이타베이스에 저장되며 

스크린운 그림 5의 상태로 번하며 입력의 종료률 나타낸다. 그러나 

오류가 발견되면 발견된 오류형태 및 종류에 대한 오류메세자가 스 

크린에 출력되며 데이타화일은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지 않는다. 

만약 사용자가 시스템 수행 중에 직접 발견된 오류룰 수정할 겸우 

시스템은 수정된 내용으로 5)번의 오류검색루틴올 재수행한다. 

b) PlL 또눈 MBR 입력 

(1) 1m 입력방법으I (1)번과 동일. 

(2) 그림 6에서 2)번인 PIL을 선택히거나 3)번인 MBR을 선택합. 

(3) 입력되는 보고서가 PlV후의 보고서민가 또는 이미 IAEA로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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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Correction하는 것인가률 선택히는 메세지가 나타난다. 사용 

자는 압력 보고서떼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한다. 

(4) κR 입력방법의 (3)번파 동일. 

(5) κR 입력방법의 (4)댄과 동일. 

(6) ICR 입 럭 방법 의 (5)번과 동일. 

(7) ICR 입력방법의 (6)번과 동일. 

c) Concise note 입 력 

(1) κR 입럭방법으I (1)번과 동일. 

(2) 그림 6에서 4)번인 Concise note롤 f:: 댁함. 

(3) 시스탱은 사용자가 Concise note률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스크린에 나타남. 

않...QL박볍머1 따라 저장돈! Conci se note는 오류컴색이 안되므로 사용시

매우 주의률 요함 

나. Edit : 세굳운 보고서를 시스템내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림 5에 

서 2)번인 Edit첼 선택하면 그림 6으| 메뉴가 나타난다. 그림 6에서 보고서의 

종류 또는 Concbe notc롤 선택하면 해당 입력양식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만 

약 사용자가 그림 6메서 1)번인 ICR을 선택하면 그림 7과 같은 |대 입력 양 

식이 스크린메 나타나므로 사용자는 앙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같이 시스댐 수챔중 직접 보고서률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자료 

작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lordprocessor기능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 

- 37 -



로 사용시 불편한 문제점이 있으며 사용시 주의률 요한다. 

1m MBA: (KO.土] REPORTN내빠R : ( 73 ) 

C DA1E 배3NCOLNTRY TYÆ 

ENTRY 0 of OF 
K NNvE NO. 

MAlE. 
M of OF 

ocsa권P NO. N IN\ÆNTORY 태OM TO |애:N. P BAT대 ITEMS 
T O!ANC표 ONG 

1 
“ ... .:...:.... ‘:;.',,,,’ -‘-

960140 KOtW “ ‘-’ ••••••• “-‘-

Rö'，초 RD. f돼;짧→1 g “ ... .:."-' .. ‘ 

냈뼈휩 

2 960126 KO-L LD 3 많i맨P-1 VONJ.. 

3 960126 KO-L LD 3 많l맨F-2 VONJ.. 

ACCOUNTANCY 

\\fIQ-lT of 'AÐ다H Of 

ELMNT ISOCOOC 

E 0 

E 2.아m G 0.0매 G N 0 0 U 

「뼈fð?t腦îi‘11':칩때ijfif[(폐3깃 ;~;당젠X때챈패햇~;~파)W!혐꼽oos';!t:@젠ø 

그립 7. κR 입력 양식 

2. 계량관리보고서 및 계량접보 출력 

Output은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보고서롤 이용하여 핵물질 계랑관리에 

필요한 여러 정보툴올 출력하는 기능이다. 그림 4의 주메뉴에서 2)번인 

Output을 선택하면 정보 파악이 가능한 형태들이 그림 8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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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AEA Report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계랑관리보고서 (1대， PIL, rv1BR, Concise note)들올 

프린터 또는 데이타화일로 출력하는 루틴으로 이에대한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단계 : 그림 8에서 1 )번인 IAEA report률 선택하면 그림 9와 같이 보고 

서롤 선택할 수 있는 부메뉴가 나타난다. 이때 사용자는 원하는 

는 보고서롤 선택한다. 

했 LAS끼대. LASTPlL, LASTMBR들은 PlV 시접몰 기준으로 이전 

보고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베이스들이다. 

l펀COUNTING SYSTEM 턴F찮]磁iÐ꽉?.tJl 

[ MAlN MENU] 1. lAEA Report 

1. Input 2. L려ger 

3. Origin 
2/αútÞUt 

4. DB Info. 

3. Data Treatement 5. KMP Info. 

4. PIL & MBR Create 6. RETURN 

5. Set up 
앉[$양LE짧'lONU 

O. Retum to ooS SELECT THE NUMBER … 6 

그립 8. Output에 대한 부때뉴-1 

- 39 -



ACCOUNTlNG SYSTEM [ Output- 1 ] 잉칠Umit닷;낄j 

[ MAlN MENU] nr磁EA1RêP.ôh 1. ICR 

LJoput 2. Ledger 2. PIL 

3.0rigin 3. MBR 
2. Output 

4. DB Info. 4. LASTICR 

3. Data Treatement 5. KMP Info. 5. LAST Pll‘ 

4. PIL & MBR Create 6. RETURN 6. LASTMBR 

7.RÉTURN 
5. Set up 

ESIgL없줬lφNtH 11 

O. Retum to DOS 
SELECT THE NUMBER . 7 

그림 9. Output에 대한 부때뉴-2 

2 단계 : 선택된 보고서롤 데이타화일로 셉성하거나 프린터 출력 여부롤 

묻는 마뉴가 나타난다. 

@ 사용자가 데이타화일올 선택하면 시스템은 출력되는 데이타 

화일 이름을 요구히므로 사용자는 적절한 데이타화일 이콤 

몰 입력한다. 

@ 프린터로 기존· 보고서의 출력올 원히면 메뉴에서 프린터롤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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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시스템은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보고서의 상태롤 나타내고 출력 

범위률 묻는다. 이때 사용자는 출력을 원하는 보고서 번호롤 선택 

하면 2 단계에서 선택된 출력잠치로 해당 보고서가 출력된다. 

나. LEDGER (현횡기록부) 

LEDGER는 재고조사시 작성된 PIL 보고서와 재고조사후 물질수지기간동안 

띨셈된 재고변동사횡을 Element 별로 출력하는 루틴이다. 이에대한 수행과정 

은 다응과 같다. 

ACCOUNTlNG SYSTEM [ Output- 1 ] [ Output- 2 ] 

[MAIN MENU] 1. lAEA Report 칩;퍼i‘福fJ福당뤘한활 

P.I.V. date : 짧0808 잉;;r값쉽홉et 2. Interim Ins야ction 

Starting Date : 廳809 3. Origin 3. G.I용훨er data file 

Ending Date : 않해앓l 
4. DB Info. 4. Print the Result 

5. KMP Info. 5. Return 

6. RETURN 

E갔S많줬뤘찢Iφæ.ra 

SELECT THE NUMBER … 1 

그림 10. Ledger 메뉴 

단계 : 그림 8에서 2)번인 LEDGER를 선택하면 그림 10과 갈은 부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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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그럼 10의 (üutput-2)에 는 Initial LEDGER, Interim inspection, 

General Ledger에 대한 데이타화일 생성(G.Ledger data 에e) 및 

기간별로 생성된 Ledger의 출력 (Print 납1e result) 기능들이 있디. 

각 기능에 대히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Initial Ledger : PlV후 처음 Ledger 루틴올 수행하는 경우에 선택히는 

루틴으로서 현황기록부메 자동 설정되는 시작기간은 재고조사후 다음 

날이 되고 사용자는 해당 물질수지기간의 종료일올 입력한다 

b) Interim insp많tion : (a)롤 제외한 모든 경우로서 제고조사후 첫 일반 

사찰올 받은 후에는 이 루틴몰 선택한다. 에룰들어 1 년에 4번의 재고 

검증울 받는 시설에서 Ledger의 출력방법올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PIV 잃반사찰 일반사찰 일반사합 PIV 

IDUiall L뺑r톨 I따때 In뱉ct파를 
선택하는 후틴. 션택하는 루딘. 

〈주의> Ledger루턴 수행줌 날자가 잘못입력되었올 경우 Initial Ledger 부터 

디시 수행하여야 한다. 즉， PIV롤 기점으로 각 일반사찰에 대한 

중간 결과들올 다시 수행하여야 하므로 주의롤 요한다. 

c) G. Ledger Data File : 이 루 틴 은 MBP기 간 중 발샘 된 1m메 근거 하여 

사찰시 국가 또는 IAEA 사찰지원시스템 수행메 필요한 데 01 타화일올 

생성하는 루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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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int the Result : Ledger 내용들올 출력하는 루틴으로 a) 또는 b)에 

의해 생성된 결과톨올 MBP 단위로 반복하여 출력할때- 이용한다. 

다. Origin(원 산자 벌 재 고량) 

시설에 저장된 핵물질의 원산지룰 파악하는 루틴으로 그링 4의 3)번을 선 

택하면 시스댐은 시셀의 원산지별 핵물질 재고량올 스크린 또는 프린터로 

출력할 것인가률 묻는다. 원산지별 핵물질 재고현황의 출력결과에서 ”기타” 

(즉 ETC)논 계량관라보고서의 원산지명 코드에 작성된 내용이 시스템이 인 

식할 수 없는 원산지코드거나 보고서메 원산지명이 기록되지 않은 자료의 

걸과이다. 

라.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요약정보 (DB Info.) 

데이타베이스메 저장된 보고서들메 대하여 여러 형태의 정보톨올 스크린 

또논 프린터로 파악할 수 있는 루틴으로 그림 4의 4)번올 선택하면 그림 7 

의 (Output-2J와 갈은 메뉴가 나타난다. (Output-2J에서 정보 따악몰 원하는 

보고서를 선택하면 선택된 보고서의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내용들이 스크 

린에 나타난다. 만약 사용자가 COutput녕〕의 1)변인 |대올 선택하면 그림 11 

과 같은 메뉴가 스크린에 나타난다. 이때 사용자는 스크린에 나타난 내용에 

에 따라 원하는 선택올 하면 원하는 점보들올 스크린 또는 프린터로 파악 

할 수 있다. κR， PlL 및 BIL에 대하여 특정 filed를 부룬적으로 선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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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æ/oν'96 

REP _NO ENL.NO CO\ITI DA1E FRO\t TO IC KMP NAMEB I1EMS MD E다M 

115 950812 FSTP KO-R RF 12 ()(;Rß E 
115 2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3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4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5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6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7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8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9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10 950817 KO-R KO-P 50 2 1 많:l2F E 
115 11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12 950817 KO-R KO-P 50 2 11 BQ2F E 
115 13 950817 KO-R K0-P 50 2 11 BQ2F E 

Inventorv a뀐ni!e Reoort MBA : KO-R 

ESC=Quit AILT=Date Tota1 

그림 11. 데이타베이스 정보의 화면 출력 

AILI=lC Tota1 AILP=Print Al t_S=Search 

빠
 
-E 
E 
E 
E 
E 
E 
E 
E 
E 
E 
E 
E 
E 

Date : 03/02/96 

m 
-
뻐
 얀 얀
 얀
 얀
 얀
 얀
 얀
 얀
 얀
 얀
 얀
 야
 

l” 
-Fu 

n
닝
 
n“ 
n“ 
nu 
n“ 
n“ 
n
닝
 
nu 
n“ 
n
니
 n
니
 n“ 

REP....NO 마LNO CONTI 
1151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Inventory Change Report MBA : KO-R 

IT태S 

S_Date 

N빼EB 

<.<=.= <.<=.= 
ICR Date EJDate 

KMP IC TO FROM DATE 

IC 빼 To From 

ltems Batch Na뾰 때IP ,::: 

IsoC여e:‘; 

ORG 

Unit 

Cor_타lt 

Elem. 

Cor_Rep 

MDC 

Concise η 

ESC=되uit 

그림 12. 더|이타베이스의 정보파악 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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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댐에 나타난 명렁문몰 실행하면 시스템은 해당 자료틀만 데이타베이스 

로 부터 추출하여 필요한 점보들올 제공한다. 에롤들어 1m에서 필요한 접보 

롤을 피악하기 위해서는 AL T key와 “S" key롤 동서에 누르면 그림 12과 같 

은 메뉴가 나타난다. 이때 사용자가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핵물질메 대한 정 

보만을 파악하기 원하면 재고변동형태률 나타내는 IC field에서 URF"률 입력 

히고 Page Down key를 누르면 그림 13과 같은 형태로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루틴을 이용하면 시설 계량관리 업무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나 뻐EA 사찰 준비시 많은 정보둘을 파악할 

수 있다. 

MBA : KO-R 

Æ:P __NO ENT_NO CαIITI DAlE 
115 

117 

117 

119 

119 

119 

TOTAL 

2 

85 

2 

3 

950812 

951118 

951116 

951116 

960106 

960110 

lπMS 

1489 

Inventory O1ange Rep이t 

FROM 
FSTP 

FSTP 

SW 

SW 

sw 
SW 

TO IC KMP 
KO-R RF 

KO-R RF 
KO-R RF 
KO-R RF 

KO-R RF 
KO-R RF 

'MI머T_E 

61780904.682 

NA뻐B 

UJN1/07 

YGN1/09 

OOS96 

OOS96 

~1/15 

GD96-1 

Date : 03/02196 

lπMS MD 
12 。ffiS

17 。ffiS

11Vù，애 

llVO매 

780 GQJC 

678 DV2F 

\\Ð다{L_f 

2526112.αm 

E표M 

E 

E 

E 

E 

E 

E 

AILS=Search A1L.P=Print A1U-IC Total A1LT=Date Total ESC=Quit 

그림 13. 데이타베이스의 요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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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KMP 재고(KMP Inventory) 

데이티베이스머l 저장된 자료률올 이용하여 KMP멸 필요한 접보를올 퍼악 

히는 루틴으로 그림 4의 5)번올 선택하면 그림 14와 같은 부메뉴가 나타난 

다. 그림 8의 (Option - 2)으1 1)번인 KMP lists는 KMP벌 장부재고목록(BIL)을 

스크린이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이며， 2)번인 KMP Inventory는 KW 및 

핵물질 종류별로 재고현황올 파악하는 기능이며. 3)번인 Dischargecl Info.은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노심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저장조로 이동된 핵물질 목 

록 및 재고현황등몰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다. 

ACCOUNTn‘G SYSTEM [ Output- 1 ] E/ 낀퍼極i!헨l~~:줬 

[ MAlN MENU] 1. lAEA Repart 1. KMP ltems 

I “ lriþtit 2. 냐dger 2. KMP Inventory 

2. Output 3. Origin 3. Dsicharged Info. 

3. Data Treatement 
4. DB Info. from core 

51젠없淑etlñfô~ 4. Reb.lm 
4. PlL & MBR Create 

6. RETURN 
5. Set up 

[줬많폈장및Kjii;;3 
O. Reb.lrn to ooS 

SELECT THE NUMBER ... 4 

그림 14. KMP별 점보피악 메뉴 

BIL에 대한 점보피악시 Batch follow up몰 하지 않는 경수로 핵연료 가공 

시설 (KO-R)이나 월성 1 호기 (KO-F) 시설들은 단지 Element 형태와 Origin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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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부상의 핵물질 째고률 나타낸다. 또한 PIV이후 시설내의 K빠i간 째고변 

동이 발생된 경우에는 정확한 KMP별 목록이나 재고파악콘 어렵다. 

3. 데 이 타 처 리 (Data T reatment) 

기존의 데미타베이스에 저장된 각 보고서 (즉 1m. PlL, MBR, BIL)를올 수 

성， 제거 그리고 저장상태률 파악하논 기늄으룰 추메뉴에서 3)번인 Data 

Treatment룰 션택하면 그림 15와 같은 부메뉴가 나타난다. 부메뉴의 각 기능 

들을 살띄보면 다음과 밭다. 

가) Update 

Update는 매EA로 제출되기 전에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보고서 내용들 

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그림 8의 1 )번올 선택하면 부메뉴에 수정할 수 

있는 보고서 종류들이 나타난다. 이때 사용자논 원하논 보고서률 선택하여 

내용올 수정히면 된다. 그러나 매EA에 이미 제출펀 보고서플은 다른 보고서 

21 Correction code률 사용하여 수절 하여야 한다. 만따 수접루틴으로 IAEA로 

기 제출된 보고서룰 수정히면 시설과 IAEA간의 계량관라자료에 불일치가 발 

생되므로 수접루틴 사용은 매우 주의롭 히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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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SYSTEM f’;표j획SiI:Brjl‘fl 

[MAIN MENU ] 1. Update. 

1. Input 
2. Password 

3. Date 
2. Output 

4. Display 

3‘ ’ ùátâ: ffiiêàtèffiêrit 
5. Status 

4. PIL & MBR CreatiαI 6. Return 

5. Set up 

O. Return to DOS [ SELECTION ] 

L SELECT THE NUMBER … 6 

고림 15. 데이타처리률 위한 메뉴 

나) Password 

그림 15으I 2번민 Password는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이 시설 계량관리 담 

당자가 아닌 따른 사람틀에 의해 수행되어 데이타베어스에 저잠펀 보고서가 

블의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히는 루틴이다. Password률 선택하면 시스템은 

담당자 이름과 비밀번호롤 압력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난다. PasswordJ~ 설 

점되면 시스템은 처음 주 메뉴의 수행 전에 Password의 입렵올 사용자메게 

요구한다. 이떼 사용저가 정확한 Password훌 세번까지 입력하지 않으변 시 

스템은 수행을 줌지하고 DOS 상태로 돌아간다. 

다) Date 

Date는 데이타베이스메 저장된 보고서의 번호와 재고변동기간올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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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스템메 저장된 보고서의 재고변동기간이 툴힐 경우메 사용자는 이 루 

틴을 이용하며 수정할 수 있다. 

라) Display 

이 루틴은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보고서의 내용올 스크린올 통하여 파 

익하는 것이다. 수행과정은 Update의 처리과점과 동일하지만 스크린애 나타 

난 보고서의 내용의 수점은 불가하다. 보고서내의 자료이동은 Arrow key률 

이용한다. 

마) Status 

Status는 퍼|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보고서의 보고서 댄호，재고변동기간 그 

리고 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의 갯수를 나타내므로 보고서의 저장후 점확 

히 입력되었는지롤 검증하는데 이용되거나 과거 보고서에 대한 점보률 파악 

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4. 물자재고목록 및 물질수지보고서 생성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기존의 계량보고서들을 이용하며 장부상의 P1L과 

MBR을 시스템내에서 생성하는 루틴으로 그림 4으| 주메뉴에서 4)변인 

PIL&MBR Creation 기능올 선택하면 된다. 이 루틴은 가장 최근에 실시한 P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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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인 PlL. MBR 그리고 물질수지/ 간줌 발샘된 IC쩌몰 이용하여 새로운 

PIL과 MBR을 생성한다. 이때 시스템은 κR. PIL 및 MBR 데이타베이스메 저 

장된 자료들을 LAS꺼대. LASTPlL 및 LASTMBR이라는 데이타베이스로 이동 

시킨후 시스댐내에서 새로 생성한 PlL과 MBR의 내용으로 대치시키며， ICR 

데이타베이스는 empty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난 MBP내의 계량 

보고서틀을 톡자적으로 보관하기를 원힌다면 PlL과 MBR의 생성루틴 수행 전 

에 다른 DisketteOlI 데이타베이스를 복사하여야 한다. 

PlL과 MBR 생성루틴은 PlV시 작성펀 PIL과 MBR 보고서가 시스댐메 입력 

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히며 여기메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품목계수시 

설에서는 시스댐메서 생성된 장부상으I PlL과 MBR이 재고조사후 작성되는 실 

제 PlL.과 MBR과 동일하다. 따라서 시스템이 생성하는 장부상으I PlL과 MBR을 

이용하면 실제 PlL과 MBR 작성이 매우 용이하므로 재고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MUF가 발생되는 가공시설에서도 장부재고랑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가 MUF양이 된다. 둘째， 시스템내에서 생성된 장부재고목록 

과·물자재고초사시 작성된 실저| 재고목록올 상호 비쿄.검토함으로써 입력보 

고서에 대한 오류유무롤 파악할 수 있다. 

5. 환 경 설 점 (Setup) 

그림 4으| 추메뉴에서 5)번인 Setup은 해당 시설의 계랑관리 정보인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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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역명， 유통 및 재고 KMP 설점. PlT 날자. 시설의 계량관리 방법인 

ßatd1 follow up 여부 등올 입력하는 루틴이다. 이와같윤 시설의 기본적인 계 

량관리 정보들은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이 수행될때 오류검색이나 정보파악메 

이용된다. 

시스템은 Setup 루틴에서 기술된 정보들이 입력되지 않으면 수행이 되 

지 않으므로 어떤 시설이든지 계량관리 전산시스템몰 최초로 수행하는 경우 

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Setup어|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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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오류페씨지 종류 

계랑관리 전산시스템 수행중 나티닐 수 있는 오류 형태들은 SIW으| 자체 

결합， 시스템 환경의 미설정메 따른 오류， 시스템이 계랑관리보고서 입력 및 

자료처리시 검색하여 스크린에 배출하는 오류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록 

에서는 환경 미설징 및 전산시스템이 검색하는 오류종류 및 내용들에 판하 

여 살펴보겠다. 

1. 시스템의 환경 미설점에 따른 오류. 

전산시스댐을 운영하기 전에 각 데이타베이스틀은 종류 및 처리형태별로 

Indexing 이 수헬되어야 하나 Indexing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람자료를 임 

력， 처리 그리고 결과출력등올 할 경우메는 여러 종류의 오류메세지가 나타 

난다. 기존 전산시승템에서는 시스댐 수행시 indexing올 수행할 것올 요구하 

였으나 보완된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indexingOI 수행되도록 하였다. 

전산시스댐이 수행된 직후 시스템 오류에 대한 발생되었다면 사용자는 

Booting Directorv으I Config.sys에 File과 Buffer Size가 점획히 정의되었논져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스댐이 수행이 불가한 경우 대부분이 시스댐 환경을 잘 

못 설접한 경우에 발생된다. 시스템 환경 미설점에 따른 오류들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2 -



‘J ‘ ‘.>> 

오류 번호 오류 내용 

Error 100 I。 시스템때 이미 저장된 보고서메 새로운 자료률 

점가시킬 경우， 시스댐에 마지막으로 저잠된 

Entry No.와 새로 입력된 자료의 Entry No.가 

불일치할. 

Error 110 10 Rebatching 시 "RN\"의 합 과 "RP"의 힘 이 틀림. 

Error 120 101m의 재고변동날짜가 Heading Information에 

작성되는 재고변동기간의 범위를 벗어남. 

Error 130 1。 입력되는 자료의 보고서번호 또는 입력 번호가 

DB에 마지막으로 저장된 번호와 불일치. 

Error 140 10 Element typeOI 틀림 

------ •-----•-•_-- →--------一「

오류 섣염 」

008 저 잠상태 : Report No. : 23 Last Entry No. : 22 

임 력 자료 : Report No. : 23 Fi rst Entry No. : 22 

=> 시스템의 마지막 Entry No가 22이면 동밀한 보고서로 

재로 입력되는 자료의 entry no.는 23이 되어야 함 

。 Rebatching의 경우 "RM"으| 양과 "RP"의 양은 같아야 함. 

O 재고변동기간이 (961001 - 961031 ) 일때 ICR의 재고번동 

날짜가 (961105)이면 재고번동기간 범위를 벗어난 경우임. 

000메 Report No. (23) Entry No. (15)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자료라면 추후 입 력 자료는 Report No. (23) Entry No. (16) 

또는 Report No. (24) Entry No. (1)이어야 합. 

。 Element type이 f’E", ''N'', "0". "P"가 아닌 다른 형태가 암력되있 

을 경우 즉， "F"와 같은 Code가 입력되는 경우임. 



오류 변호 오류 내용 오류 설명 

Error 150 10 Element type이 E, P 일 때 Unit은 "G"며 다. 

Error 160 10 Element type이 D, N 일 때 Unit은 "KG"이 다. 

Error 170 I。 티ement type이 "E" 일때 Isotope code가 Blank I。 티ement type이 "E"일때 lsotope code는 “G”, “ J", “K"중에 

이거나 C때e10에 없는 Code임. I 하나임. 

i갚 

Error 180 10 Elerrent t뼈OJ “N", '''0'', “F ’, “T"이지만 Isotope I。 티ement type이 "N" , "0", "P", "T"얼때 Isotope UJde는 Blank 

code가 blank가 아님. I 이어야 합. 

Error 190 10 Measurement basis c때e가 틀림. 10 "L", "M", "N", "T"," "에 속하지 않은 G빼가 입력될 경우. 

Error 200 10 Concise note code가 틀림 10 Concise note c여e는 blank 또는 씩M 로 작성됨. 만약 

Concise note가 있다면 “X"률 표시 하여 야 함. 



vl 
vl 

오류 번호 오류 내용 오류 설명 

Error 210 10 I대의 MBA(From/T 0) Code에 시스템이 인식할수 10 뻐A(Fromπ0)에 작성될수 있는 Code는 뾰A에서 인접하는 

없는 C며e가 입력된 경우. I 시설 Code명이거나 국가명이어야 함. 

Error 220 10 KMP간의 핵울질 이동중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10 현재 KMP간 물질이동은 줌수로핵연료가공시설만 적용됨. 

물질의 앙보다 반출하려는 양이 더 많음 

Error 230 I。 애뻐간 핵물질 01동시 반출되는 물질이 지정된 

KMPOII 존재치 않음. 

Error 240 101m의 재고변동형태와 시설부록의 재고 KMP가 l。 시설부록에 기술된 재고 KMP에는 각 재고KMP별 사용가능 

불월치합. I 한 재고변동형태가 명시되어 있음. 

Error 250 10 I밍의 채고변동형태에 따라 핵물질 반출시 시설 

부록에 명시된 재고 KMP에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재고 KMP메 존재. 

~ 시설부록내용이 한전과 원전연료은 없음. 

。 KMP간 물질이동올 수행하지 않았올때 발생되는 오류이다. 

예률들어 'KO-E'에서 8atc:h NameOI "AS01"인 물질올 반출 

할 때 "AS01"인 물절은 재고 KMP (F)메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재고 KMP (8)에 물질이 있다면 Kl\새P간 이동올 수행 

하여야 한다. 



없 

오류 번호 오류 내용 

Error 260 10 시스템에 저장된 물질의 양보다 반출하려는 
양이 더 많움 

Error 270 10 시스템에 자장된 핵물질 앙과 반출하려는 양이 
틀림. 

Error 280 10 I대의 재고변동형태에 따른 재고 KMP가 시설 

부록에 존재하지 않음. 

Error 290 10 PlT후에 작성펀 PfL과 시스템내에서 생성시킨 

PILOI 불일 치 하지 만 PlT후 작성 된 PfL의 저 장 

여부롤 질문. 

Error 300 10 PfT후에 작성된 MBR 과 시스탱내에서 샘성 

시킨. MBR이 불일치하지만 PlT후 작성된 MBR 

의 저장여부흘 질문. 

오류 설명 

。 DB에 Batd1 Name “ASOO1"로 1얘(g이 저장되어 있다면 동일 

한 Bat，벼 name을 l대로 1얘(g이상 반출할 수 없읍. 

o 발전용원자로시설과 같은 품목계수시설에서 핵물질 반출시 
DB마| 저 장된 Bat，φ nan뀐의 중량과 반출량이 동일 하여 야 함. 

o Error 240과 같은 유형의 오류로서 재고변동형태에 대한 

재고 씨P가 시설부록에 명시되지 않고 있음 

O 발전용원자로시설과 같은 풀목계수시설에서는 잡부상의 
재 고목록과 PlLOI 동일 하여 야 함. 

O 발전용원자로시설과 같은 품목계수시설에서는 장부상의 
MBR과 실제 MBR이 동일하여야 함. 



ιI‘ -J 

오류 번호 오류 내용 오류 설명 

Error 310 10 시스템내에서 데이타롤 수정할때 수정하려는 P 수정자료에 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자료가 발견되지 않음. 

Error 320 10 I대， PlL, MBR에 대한 자료 제거시 제거하려는 10 Error No. 310과 같은 형태로 오류가 발생된 경우임 

자료가 데이타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올 경우 

Error 330 10 ICR과 PlL의 자료 제거시， 에L 데이타베이스에서 10 이 오류가 발생되면 수행은 중지되며， 제거된 자료롤 복구 

는 물질이 반출되어 제거하려는 자료가 존재치 

않을 경우. 

할 수 없으므로 자료의 제거루틴은 가능하면 사용올 하지 

gJ}.-j 
ξ동 /、.

Error 340 10 PlL의 KMP codeJ~ 시설부록메 명시된 재고 KMP 10 만약 입력자료으I KMP codeJ~ 맞는다면 시스템의 main 

의 범위롤 벗어남. rr때U에 있는 Setup의 내용올 수정하여야 할. 

Error 350 10 J대의 }얘P 0빼가 시설부록메 명시된 유통 10 Error 340과 동일 

KMP의 범위롤 벗어남. 

Error 360 10 재고변동형태와 유통 KMP가 시설부록의 내용과 10 Error 240, 280과 유사한 오류형태로서 재고변통형태가 

일치하지 않음. 시설부록의 유통 KMP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한전과 원전연료는 미 적용펑 



오류 변호 오류 내용 

Error 370 10 보고서의 Correction code롤 이용하여 IAEA에 

보고된 내용올 수점할 때 Correction c때e에 

언급된 보고서가 데이타베이스에 없음. 

오류 설명 

O 수정하려는 정보(즉， 보고서번호 또는 입력번호)률 잘못 

입력한 경우임. 

Error 380 10 PlT후에 작성된 PlL과 시스템내에서 생성된 PlL 10 Item Facili마(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시설에서는 실제 재고량 

자료수(Record Size)J~ 불일치 합 | 과 장부 재고량이 동일하므로 위와같은 불일치는 PlT후 

작성된 PlU꺼| 분명히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임. 

없 1 Error 390 10 PlT후에 작성된 PlL의 자료가 시스댐내에서 10 PlT후에 작성된 PlL이 입력될 때 시스템은 모든 자료에 

생성시킨 장부상의 PlL에서 발견되지 않응. I 대해 Batch Name과 Element 형태별로 잠부상의 자료와 

비교하며， 만약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두 자료가 불 

일치할 경우 오류메세지롤 배출한다. 

Error 400 10 PlT후 작성된 PlL과 시스템내메서 생성시킨 PlL 10 Error 390의 내용 참조 

이 같은 Batch Name과 Element 형 태 를 갖지 만 

무게가 툴린 경우임. 

Error 410 1。 시스템내에서 생성한 장부상의 PlL에 존재하는 10 Error 390의 내용 참조 

자료가 PlT후 작성된 PlL에는 존재하지 않는 겸무. 



오류 번호 오류 내용 오류 설명 

Error 420 10 보고서의 Correct ion code로 반출된 양을 수정할 10 만약 시설이 천연우라늄 1때(g을 (,AD1 )이라는 Bat，매 Narre으로 

때 동일한 8atch name으로 보유한 재고량보다 

더 많은 양의 반출을 시도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올때 |대에서 (AD1)라는 Bat，φ N하re으로 댔(g몰 

반출하는 보고서롤 제출한 후 반출되는 줌랑을 1댔(g으로 해당 

ICR올 수정한다먼 최초 〔째1]라는 Bat마 Narre으로 시설의 보유 

째고량보다 더 많은 앙의 반출올 시도하는 것임. 

Error 430 I。 αrrec빼 C어e률 이용하여 |많은 수정하였으 10 Error 420의 얘1)에서 처음 1m로 10때00뼈올 반출하였다면 
없 I I 나. 댐L 마이타뻐이스의 물질은 모두 반출되어 | 시설 재고량에서 반출양올 감하면 zero가 되므로 시스댐은 

Correction하려는 레코드를 발견할 수 없음. 해당 자료률 데이타베이스에서 제거한다. 이때， 해당 |대에 

대한 수정보고서가 입력되면 1m은 수정할 수 있으나 이미 

장부재고상의 재고에는 삭제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은 오류메세지롤 배출한다. 이때 사용자는 스크린에 

나타난 오류메세지에서 계속수행올 선택하여야 한다. 

Error 440 I。 전산시스템의 수절루틴올 통하여 자료롤 수점할 10 Error 430은 보고서의 Correction c여e률 이용하여 수정한 

때 |대은 수점이 되었지만， 댐L은 이미 반출된 ! 경루이다. (Error 430의 내용 참조.) 

상태로서 물질이 존째치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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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번호 모류 내용 모류 설명 

Error 450 10 입력자료의 재고변동형태가 CODE 10에 존재 10 재고변동형태가 "SR"로 적혀 있다면 이는 Code 10에 명시 

하지 않는 형태임. I 되지 많은 형태임. 

Error 460 10 PlT후에 작성된 MBR과 시스템내에서 샘성된 10 Error 380의 내용 참조. 

MBR의 자료수(Record size) J. 불일차. 
Error 470 I애T후 작성된 뼈의 자료가 시스댐내에서 생성 10 Error 390의 내용 참조 

시킨 장부상의 tv1BR에서 발견되지 않응. 

(Batch Name과 Element 형 태 별 로 비 교 합.) 

Error 480 10 PlT후 작성된 MBR과 시스댐내에서 생성시킨 10 Error 400으| 내용 참조 

MBR이 같은 Batch Name과 Element 형태률 

갖지만 무게가 틀란 경우. 

Error 490 10 시스탱내에서 생성한 장부상의 뼈R에는 존재 10 Error 410의 내용 참초 

하는 자료가 PlT 후 작성된 MBR에는 존재하지 

n a.L- ~ c:그 

C8"C 'ö'-‘ 

Error 500 I。 시스템의 자료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재고변동 10 기 보고된 보고서는 수절하면 않되므로 시스탱메 있는 

형태가 반출올 나타내는 1m 자료롤 수정할때 | 자료수정 기능은 사용하지 말 것. 

반출 양이 BIL에 존재하는 양보다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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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번호 오류 내용 오류 설명 

Error 510 10 PlT 날짜 또는 기존에 시스댐에 저장된 자료의 10 PlT Date가 961005일 이고 1m 재고변동기간01 961001-

재고변동기간이 새로 입력되는 자료의 날짜와 1 961031 이면 10월 1 일부터 5일까지는 중복된 기간이므로 

중복되는 경무 I Error Message가 배출됩. PlT후 ICR의 재고변동기간은 신중 

하게 작성히여야 할. 

Error 520 10 Batch follow up을 수행하지 않는 시설 즉， KO-R, 1。 미 작성시 오류발생될. 

KO-F등과 같은 시설때서는 계량정보의 작성시 I => "KO-F"메는 기능 삭제 

Element와 Origin C(J빼룰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한다. 

Error 530 I。 보고서 입력도중 해당보고셔의 Concise note α빼 10 Concise note의 file name맨뻐o이| 를렸거나 i해H 당 d바irec다tor대Y에 file 

가 r，x"로 표시되었으나 시스탱이 수행되는 현재 l 이 없는 경우 ~ αncise note file name은 뼈A 때nc + 

Dilíξdory에는 αncise note FileO I 없응 1 Repoπ No. + ".txt'’로 작성되어야 합. (ex : KO-Cl23.txt) 

Error 540 I。 입력자료의 뼈AN하reOI 시스탱내에서 거억하고 10 s댄JP어l 설정된 MBA NameOI "KO-E"이고 입원되는 자료 

있는 tv'BA Name과 불일치 함. 1 의 MBA NameOI "KO-F"일 경우. 

Error 550 10 계량관리보고서률 프린터 또는 데이타화일로 출력 10 Concise note룰 저장하고 있는 대에서 해당 보고서 번호 및 

샤 해당 보고서에는 Ûlncise note α빼가 표시되어 l 입력번호때 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룹 

았으나 DB떼서 ∞ncise note file을 철을 수 없음. 



。、

t-.) 

오휴 번호 ! 오류 내용 

Error 560 10 Concise note의 내용이 blank로 되어 있용. 

오류 설명 

。Concise note의 field들인 보고서번호， 입력번호， 추가설명내용 

듬 모둔 에eld들이 하나라도 Blank로 처리되면 오류임. 

Error 570 10 Concise note에 작성왼 report no. 또는 entry no. 10 Concise note에 언급된 보고서변호와 입력번호롤 보고서에서 

가 계량관라보고서에 존재하지 않음. I 발견할 수 없음 

Error 580 10 계량관리보고서에는 concise note가 있다고 명시 |。 보고서으| αnc;se note co뼈에 "X"가 표시되어 있다면 Concise 

되어 있지만 concise note에는 해당 보고서에 note에도 반드시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합. 

대한 ent마 no.가 존재하지 않응. 

Error 590 10 Catego뼈ange는 핵연료 가공시설에서만 적용 10 Category 뻐ge 또는 Bler떼ing은 품목계수시설인 발전용 또는 
되나 Item facili야에서 작성하였음. I 연구용 원자로 시설에 적용되지 않음. 

Error 600 10 Category Û1ange에서 사용되는 element code는 l。 전연우라늄이 저농축우라늄과 혼합되어 저농축으로 Category 

재고변동형태에서 명시한 keyword중 higher 범주 1 Cllange되었다면 재고변동형태는 ’'NE"가 되고 티ernent α빼는 

의 element률 샤용하여야 함.(E>N>D) 1 “E"가 되어야 함. (걸tegory Qlange는 한줄로 모든 내용들O! 

표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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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번호 오류 내용 오류 설명 

Error 610 10 Item facil;ty~ 경우에는 items 수가 zero가 될 l。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파 같은 품목계수시설들은 

ιA‘ r、~ c> 
I i1I: 'E‘ "'̂  E그. Items 수가 ZeroOI 면 오류임 

Error 620 10 보고서의 Entrv No.가 1 인 경우 continuation 10 일반적으로 이 오류는 동밀한 재고변동기간내 두개 이상 

code어| “C" 사용 불가 의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첫번째 보고서의 마지막 레코드 

와 두번째 보고서의 첫번째 레코드가 연관되어 투번째 

보고서의 입력번호 1 번에 Continuation code에 ‘'C"롤 작성 

하는 경우에 발생되고 있음. 

Error 630 I。 풍목계수시설인 발전용 원자로시설에서 방출된 |。 물자재고조사시절에서 핵적생성 및 손실이 발생된 핵물질 

핵연료들의 재고 KMP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률 

나타내는 K씨〕이어야 한다‘ 

들때 대한 PlL에는 해당 물질의 째고 KMP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률 나타내지 않으면 오류로서 간주함. 



부록 2. 시설별 오류겁색 현황 (1989. 4. - 1995. 12) 

o KO-C (고리 1 호기) 

일자 보고서 오류분류 내용및 정갱 비고 

PIL 113 Batch name G-12 -> G12 

G-18 -> G18 

’89.7. 
Unit G -> Kg(DU) 

Bat다1 naπg 알파뺏"0" -> 숫자Zero 혼합사용J 
MBR 119 Continuation line 2, 6, 8 -> ’'C" 추가 하였솜 

Unit G -> Kg (DU) 

’90.9 ICR 122 Continuation D cocle -> RM.RP 

’92.2. MBR 158 자료누락 BA 추가 

’94.5. ICR 174 Concise Note 
MBA, Rep. No., Entry No. blank면 

가 Blank 로 되어 있솜 오류임 

’94. 6. ICR 177 J-동 상동 

’94.9 
pι 185 

Correction report 
PIV후 PIL에서 작년 PIL 언굽이 

188 자료수정 없솜 

’95.12. 
ICR 194 

Concise Note 
MBA, Rep. No .• Entry No. 

195 의 Blank 

o KO-G (고리 2호기) 

일자 보고서 오류분류 내용 및 정정 비고 

’92. 8. PIL 78 Iso. Wt. 13614.91 - > 3많3 

” MBR 83 자료누락 BA 삽입 

- 64 -



。 KO-J (고리 3호기 ) 

일자 보고서 오*~ 닙Ir T Er 내용 및 정청 비고 

PIL 잃 Batch name X16 -> XD16 

’90. 1. Element "F" ->"E" 

MBR 39 Beginning date 881130->881201 

pι 62 Batch name F52 -> F또 

’91. 2. ICR 55 Batch name X16 -> XD16 

PIL 59 Batch name X16 -> XD16 

’91. 3 ICR 66 Rep. No. 65 -> 66 

PIL 77 Bat다1 name KOIAOl - > KOIAOl 

” C51 -> C51R 

” X16 -> XD16 

” XD16 -> X16 

자료누락 BASI.않T.1의 삽압 

’92.2. MBR 89 MBP date 910107 -> 910108 

Weight 194924 - > 194978 

” 1709710 - > 1709764 

11 1709710 -> 1709764 

ICR 75 ” (-9998) -> (-잃90) 4 건 

ICR 76 ” (-때í'/) -> (-2896) 4 천 

’95. 11. PIL 150 Batch name X16 -> X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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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O-K (고리 4호기) 

일자 보고서 오류분류 내용및 정청 비고 

MBR 37 Unit G -> Kg(감손우라늄) 

’89.8. ICR30,31 Rep. No. ICR, PIL의 보고서 번호가 

바핍 

Weight 14282 -> 14281 

’00.7. PlL 46 Bat하1 name A02 -> A02 

(알파뱃“0") (숫자Zero) 

PlL 많 Rep. No. 47 -> 37 
’91. 6. 

MBR 60 Entry name "BE" -> "BA" 변경 

。 KO-M (영광 1 호기) 

일자 보고서 오류분류 내용및 청청 버고 

’89 10. 
pι 29 Weight 425825 - > 424825 
pι 29 Batch name F07 -> F07 

’90.9. ICR 35 Batch name G01 -> KY1G01 

pι 41 Batch name C싫 -> C43 

’90. 10. 
MBR 44 MBP 890939 -> 891001 
MBR 44 Entry name RF -> RD 

BE -> BA 

PIL 51 Weight 4044 -> 4여3 

MBR 54 Entry name BE -> BA 
’91. 11. 

PIL 47 Batch name C34 -> C43 
PIL 47 Weight 408959 -> 408950 

PIL 59 Batch name KY1 U01 -> J01 
’92. 10. MBR 68 Entry No. 12 - 14 

일련번호로 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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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O-N (영광 2호기) 

일자 보고서 오 *τBrTEr 내용및 정정 바고 

PIL 17 Batch name C18 -> C19 

H BCE -> ACE 

’89.5. MBR 21 1-0. 중량 영40583 -> 영때않8 

ICR 16 채고변풍얼자 880511 -> 얹빠511 
MBA Code KO -> KO-N 

’89. 7. ICR 22 Batch name DUMMYl -> DUMMY 

’90. 11. ICR 32 Rep. No. 31 -> 32 

PlL 35 Batch name GOl -> KY2GOl 

G46 -> KY2G46 
’91. 3. 

F37 -> KY2F37 

F46 -> KY2F46 

PIL 뼈 Element "E" -> "P'’ 
’92.6. 

PIL 때 Batch name KY2FOl -> KY2F50 

o KO-T(영 광 3호J I) 

일자 보고서 오류분류 내용 및 정정 벼고 

MBA name, MBA -> "KO-T" 
’94.6. rCR 91 

Rep. No. 0-> 3 

Weight ICR;PIL 간 불일치 26건 

’94. 11. PIL MBA Name 숫자 ZERO -> 알파뱃 "0" 

Continuation Entry No .1 에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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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O-U(영광 4호기) 

일자 보고서 오류분류 내용및 정챙 비고 

’95.4. ICR 3 Continuation Entry No. 1에 사용불가 

- Weight 붙일치 7.003 -> 6.98 2 건 

- Unit에 따를 7003 - > 7.003 

Weight 불얼치 

- Unit G -> KG (NU) 
’95. 12. ICR 9 

-자료누락 LN, NP 추7r 

- Continuation "-> "C" 

- RM，RP에 13420 - > 13456 

따룬불일치 58 -> 61 

o KO-P (울진 2호.7 1 ) 

일자 보고서 오류분류 내용 및 정정 비고 

KO-O로 반업된 물질을 
’90.9. ICR 7 재고변동 불얼치 

KO-P에 서 보고(4 Assemblies) 

ICR 9 I.C. date 901162 -> 901102 
'90. 11. 

P止 10 Batch name K10A012F - > KlOA0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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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 (울진 1 호기) 

일자 보고서 오 1 ET1 HE? 1 등T 내용 및 정정 비고 

ICR 13 Transit match 재고변동 일자 불일치 

자료누락 KO-R에서 반입 핵연료 
’ÇXl. 9. 

(4 Assemblies) 

ICR 14 TO-MBA 울진2호기 -> 율친l효기 

PIL 18 Batch name KUlE 001 - > KUIE01 

” KU2D041 -> KU2D41 
’91. 2. 

” KUIES01 - > KU1ES1 

MBR 22 Weight 304떠3 -> 344033 

Pι 29 Weight 439014 - > 439015 

PIL 잃 Entry No. 58이 중복 

Batch name KU1EOO1 - > KU1E01 

l ’ KU2D041 -> KU2D41 

” KUIES01 -> KU1ES1 
’92. 4. 

자료누락 DUMMY 

MBR 31 Unit "G" -> "Kg" 

isotope c며e "G" ‘> Blank 

Weight 257 - > O.'2ß7 

자료누락 EU ->ICR에는 누락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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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F (월성 1 호기) 

일자 보고서 오류분류 내용및 청청 벼고 

MBAC떠e K03E -> KO-E 
’90. 1. ICR 170 

Concise note 작성방법 오류 

Entry No. Blank -> 12 
'91. 1. ICR 188 

자료누락 “ LN" 첨가 

’92.6. ICR 192 Rep. No‘ 204 -> 206 

'92. 8. ICR 209 MDC떠e BQπ‘ -> BQIF 

’94.6 ICR 잃3 Element "N" -> "P'’ 

Batch name, 숫자 Zero -> 알파뱃"0" 

Element, "N" -> "P'’ 

’94.7 ICR 잃4 Concise note, Comment field blank 

Transit match Concise note의 Rep. No. 

불얼치， IC dat.e 불일치 

ICR 껍6 
’95.4 

Continuation Entry No.1에 사용불가 

pι 247 PIV Date 950331 -> 940806 

KO -> KO 
’95. 10. ICR 영4 Batch name 

(숫자'Zero) (알파뱃 “0") 

ICR 194 Concise not.e ICRlConcise not.e간 Report 
’95. 12. 6 건 

ICR 195 No. 및 Entπ No. 불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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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원전연료) 

일자 보고서 오 T큰T 힌~ {를r 내용및 갱갱 비고 

PIL 13 자료누락 DUMMY 물질 반출 
’89.7. 2 건 

MBR 14 물질수지기간 ’89. 12. 29-> ’'ö7. 12. 1 

’90. 1. lCR 23 Rep. No. 22 -> 23 

’90. 8. lCR 30 Element Blank -> E 

’90. 10. ICR 36 Element. Blank -> E 

’91. 2. ICR 40 MBA Code USA -> U 

’94.6. lCR 91 Category RM, RM - > "NE" 

ICR 94 Weight Hard Copy 와 Data File내용 

’94.9 이 불일치 

MBR 98 Category "NE"시 MBR은 "N" 작성불가 

’95.8. ICR 114 Weight 12014.닮8 -> 12761.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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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정 보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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