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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국제 원자력관련 DB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

Ⅱ.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은 우리나라가 IAEA/INIS DB 입력량의 선진국 

수준으로 증대를 통한 INIS관련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며 INIS DB Mirror Site를 우리나라에 유치함으로 국제적인 위상 제고, OECD 

NEA 문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NEA Data Bank에 있는 원자력관련 전산코드를 

도입하여 활용을 확대하는데 있다. 

Ⅲ.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우리나라의 INIS National Center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국내에서 발간되는 

원자력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INIS 입력 기술규칙에 따라 1,296건을 입력하여 INIS

에 송부하 다. 

    INIS DB Mirror Site 국내 유치를 위한 연구소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INIS 사무국과의 접촉, INIS 연락관회의 참가 및 아시아 지역국가와 유대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 다.  

    OECD OLIS-II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NEA 문서는 1990년도 이후부터 전문

이 PDF 파일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1990년도 이후 NEA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으며 해당 문서 검색프로그램을 개

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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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가 원자력관련 전산코드의 효율적인 관리, 신속한 지원체제 확립 및 

NEA Data Bank를 통한 원자력관련 전산코드를 입수하 다. 

Ⅳ. 연구개발 결과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INIS DB에 공헌한 입력량은 1,360건으로 103개 INIS 

회원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하 다.  이는 예년에 비하여 상당한 발전을 하 으며 

우리나라가 INIS 입력 선진국에 진입하 음을 나타낸다.  

    INIS 연락관회의에서 우리나라에 INIS DB Mirror Site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하 으며 2002년에 Mirror Site가 설치ㆍ운 될 예정이다.

    현재 구축된 OECD NEA 문서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건수는 총 2,747건으

로 키워드, 문서번호, 문서명 및 문서의 발생일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문서

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원문 또한 즉시 입수할 수 있도록 하 다.

     선진국에서 기 개발된 OECD NEA 전산코드 보유 수량을 확대하여  활용함

으로써 국내 원자력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하 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원자력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을 입력하므로 우리나라

의 원자력관련 기술정보를 전세계가 공유하는 역할과 원자력 강국으로서 INIS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INIS DB Mirror Site 국내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내 

회원국의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특히 우리나라 INIS DB의 이

용을 활성화하여 원자력 연구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OECD NEA 원자력정보의 구축 및 검색시스템개발로 2001년 9월부터 한국원

자력연구소 전자도서관에서 운 하는 웹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OECD NEA 산하 

위원회의 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다양한 계층의 원자력분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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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OECD NEA 전산코드를 신속히 입수ㆍ활용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기술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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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of the Project

   A Basic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Using International Nuclear

   DB

Ⅱ. Object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The objects and necessity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 Increase of our national input amount to the INIS preparation on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nd accomplishment of an initiative role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IS affairs.

   -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Korea in international relations by inducing 

the INIS DB Mirror Site in Korea

   - Construction of our local DB and development of the searching system 

for easy access to the documents of the OECD NEA 

   - Introduction of computer codes from the OECD NEA Data Bank and 

utilization the Data Bank

Ⅲ. Scope and Subjects of the Project 

    

    The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IS National Center 

of Korea, has collected the domestic data related to nuclear energy and sent 

the INIS a total of 1,296 items inputted according to the INIS bibliographic 

inpu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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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induce the INIS DB Mirror Site in Korea, the Korea INIS 

National Center has cooperated with KAERI and organizations concerned, 

contacted the INIS Secretariat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ve Meeting of INIS 

Liaison Officers, and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with Asian nations. 

    The KAERI has downloaded all the OECD NEA documents whose full 

texts have been offered in PDF(Portable Document Format) files since 1990 

through the OECD OLIS-II, constructed the DB, and developed the searching 

program.  

    The KAERI has well managed the computer codes related to the national 

nuclear energy, established the supporting system providing the promp techni- 

cal help, and brought in more computer codes related to nuclear energy from 

the OECD NEA Data Bank.

Ⅳ. Results of the Project 

 

    Korea inputted a total of 1,360 items to the IAEA INIS DB in 2000,      

and ranked 12th among the 103  INIS member countries in input amount. It is 

a great improvement compared with other years. It also means Korea has 

reached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input amount. 

    As INIS liaison officers from each country agreed to induce the INIS DB 

Mirror Site in Korea, In 2002 the Mirror Site will be launched in Korea.

    The total records of our local OECD NEA documents are 2,742. Every 

record can be searched by the keyword, serial number, title and date. In 

addition, the full texts can be offered immediately on the World Wide Web. 

    The KAERI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domestic nuclear 

energy technology by inducing more OECD NEA computer cod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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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countries and utilizing the codes.

Ⅴ. Proposals for Application

    The KAERI has inputted large amount of data related to nuclear          

energy, now can share the technical information with whole countries in the 

world.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o play an initiative role in the nuclear 

field.

    The induction of the INIS DB Mirror Site in Korea enables the users in 

the member countries in Asia as well as domestic users to get quick 

information. It will also bring the active use of the domestic INIS DB and the 

increase of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research activities. 

    As the KAERI completes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DB of the OECD 

NEA and development of the searching system, a new web service will launch 

in September 2001. The service offered through the homepage of the KAERI's 

digital library will enable all users interested in nuclear energy from different 

levels as well as members of the NEA committee to search and get the data. 

    The KAERI will be contribute to improving the domestic technology 

related to nuclear energy by the prompt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OECD NEA computer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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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과 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산하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ter- 

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INIS)과 국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 원자력에너지기구(Nu- 

clear Energy Agency: NEA)의 온라인정보서비스(Online Information Service: 

OLIS) 및 전산코드가 있다.  

INIS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원자력

관련 기술정보(연간 약 8만건)를 국가간의 협력으로 DB를 구축하여 그 정보를 필

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IAEA가 중심이 되어 1969년도에 설립한 

국제적인 정보유통시스템이다. 또한 OECD/NEA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

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의 원자력기술개발 협력 증진을 위하여 1972년도에 설립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INIS 및 OECD/NEA 정보의 우리나라 National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원전기수(16기) 기준으로 세계 7위로 도약하 지만 

INIS DB에 공헌한 입력량은 1995-1999년 5년간 평균 418건으로 세계 22위로 개발

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정보가 

생산되는 양은 선진국 수준이나 이를 입력하여 DB화 하는 지원이 부족하여 양질

의 원자력관련 정보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

로서 INIS관련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NIS 입력량이 선진국 수준(15위권)에 도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  연구

과제의 첫 번째 목표를 IAEA/INIS DB 입력량 선진국 수준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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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IAEA/INIS DB를 인터넷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당 DB의 이용

자 급증에 따른 검색속도 저하로 인하여 INIS 본부인 비엔나 이외 몇몇 지역에 

지역 호스트(INIS DB Mirror Site)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국가나 기

관을 찾고 있다. 따라서 INIS DB Mirror Site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IAEA/INIS

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 제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내 회

원국의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우리나라 INIS DB의 이용 활

성화를 위하여, IAEA/INIS DB Mirror Site의 국내 유치를 이 연구과제의 두 번

째 목표이다.            

또한 OECD/NEA(Nuclear Energy Agency)에서는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서 생

산되는 문서를 자체 검색시스템인 OLIS(Online Information Service)-II를 통해서 

각 회원국의 위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매주 단위로 OECD/NEA 전체 문서를 검색하여 검색된 문서를 NEA 

산하의 각 위원회에 소속된 국내 원자력 전문 위원들에게 E-mail로 배포하고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OECD/NEA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들

을 관련 위원들에게 배포만 할 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NEA 발생 모든 자료(소급분 포함)를 입수하고 DB를 구

축하여 웹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내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소, 

교육기관, 산업체 등에 전산코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이를 제공

하여 연구ㆍ개발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전산코드 보유 수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세 번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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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AEA/INIS 입력량의 선진국 수준으로 증대

제 1 절  INIS National Center 활동

우리나라는 1969년 INIS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INIS 연락관 (Liaison Officer)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원자력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과

가 INIS National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ational Center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자력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한 후 

INIS DB에 입력하여 INIS 본부에 송부하는 한편 전세계 원자력관련 정보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확산, 보급시키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와 INIS

간의 접촉창구 역할과 INIS 데이터베이스의 운 에 정책적, 기술적으로 참여하고 

INIS 정보의 국내 활용 통계자료, 국내 연간 활동보고 및 국내 INIS 이용자에 대

한 기술적 지원 업무 등 이다. 국내에서의 연대별 주요 INIS활동은 다음과 같다. 

1969년 : INIS에 가입  

1978년 : 국내의 원자력정보의 INIS에 입력 시작

1979년 : INIS SDI 서비스 실시 

1980년 : INIS-RS 시스템 개발 및 RS 검색용 File구성시작 

         (한국원자력연구소의 software package system 2000 사용)    

1982년 : Worksheet에서 OCR 방법으로 입력시작 

1984년 : DACOM-Net을 통한 IAEA computer 교환망에 가입.

        OCR 입력방식에서 personal computer를 이용한 diskette입력.   

1985년 : INIS on-line 검색을 통한 RS 서비스 실시   

1991년 : INIS CD-ROM을 통한 검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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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 FIBRE (Friendly Input Bibliographic REcords)를 이용한 

         INIS 입력 및 e-mail에 의한 입력데이타 송부 (인터넷 활용)

1994년 : Network을 통한 INIS CD-ROM 검색 ( 5월부터 시행)

1997년 : INIS SDI 서비스 Web기반으로 정비 

1998년 : INIS full-text CD-ROM 도입 및 활용 

1999년 : INIS와 ETDE 데이터통합을 위한 공동 주제분류표 통합 작업

2000년 : INIS와 ETDE 공동 주제분류표 및 WinFibre 3.0 사용

INIS 운 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사무국과 각 회원국의 연락관들이 매년 정기

적으로 참가하는 INIS 연락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연락관회의는 INIS운 에 필

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는 등 INIS 운 의 중심이 되는 회의

이며 또한 INIS사무국에서는 INIS업무 실무자를 중심으로 2년에 한번씩 INIS 

Training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제 2 절  INIS DB 입력

1. 입력대상자료 수집 및 선정

 INIS National Center로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데이터 입력을 위

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원자력관련 모든 자료가 대상이나 수집의 경제성 및 기

증‧교환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은 주

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입수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입수하 다. 

입력을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집파트에서 입수한 국내 

발간 자료(학술지, 연구보고서, 대학간행물, 회의자료 등)를 수시로 스캐닝

(scanning)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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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대상이 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책자형태는 물론이고 오디오,  비

디오매체 및 디지털형식까지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종류

별로는 학술지 논문, 연구ㆍ기술보고서, 단행본, 회의자료, 학위논문, 특허 등이 대

상이 된다. 실제로 INIS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문헌의 종류를 살펴보면  학술

지 논문이 54%, 보고서 16%, 도서 15%, 기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INIS의 기준에 부합하는 문헌들을 선

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INIS에서는 입력자료의 기준을 INIS 주제범위

(IAEA-INIS-3 : INIS: Subject Categories and Scope Description)에 포함되는 과학

기술문헌으로 최근 5년안에 자국에서 출판된 문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정기간행물 

입력대상자료 선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학술지 및 대학교 논문집 등은 

총 62종이다. 수집된 학술지 중 특히 주요학술지에 결호 발생시에는 수시로 체크

하여 수서분야에 의뢰ㆍ협조를 받고 있다. 

나.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 보고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로 

RR(연구보고서),  TR(기술보고서), AR(기술현황보고서), GP(기타 간행물)가 주종

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도 대상이 된다.

수집된 보고서는 그 주제가 모두 INIS주제범위에 합당하여 대부분 선정ㆍ입력

된다. 

다. 회의자료 

원자력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집하는데 이 논

문들의 많은 양이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작성되어 초록 및 본문 등의 서지포맷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입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자료에 비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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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라. 기타 

입력대상자료의 다양화 및 포괄성을 위해 원자력관련 국내 특허자료, 오디오 비

디오 자료도 수집 대상이 된다. 

2. 선정자료 입력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이 원전기수 기준으로 세계 7위로 도약하 지만 아래 통계

와 같이 1995-1999년 까지의 INIS DB 연 평균입력 건수 기준으로 418건으로써 세

계 22위권으로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다. 

      

                   < INIS 회원국별 연간 평균입력 건수(‘95-’99) >

 미국 21,142, 일본 5,114, 러시아 5,046, 독일 4,723, 네덜란드 4,561, 프랑스 2,981, 

 중국 2,927, 국 2,446, 브라질 2,077, 폴란드 1,907, 인도 1,721, 스위스 1,392, 

 카나다 1,244,  호주 911, 헝가리 884, 우크라이나 831, 오스트리아 725, 스웨덴 683,

 체코 651, 이탈리아 477, 덴마크 425, 한국 418건(22위)

한편 2000년 현재 INIS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수 총 210만 건을 넘어 섰으나 

우리나라의 총 입력건수는 2000년 12월 현재 6,24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로 

2000년 INIS 입력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국에서 입력한 데

이터가 11.8％로 가장 많으며 미국, 일본, IAEA가 8％대,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이 5％ 이상의 높은 입력율을 보이고, 그 다음이 폴란드,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

나, 인도, 한국 순이다. 나머지 국가는 1％대 이하의 낮은 입력율을 보이고 우리나

라는 2.1％로 세계 12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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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다 입력하지 못하여 많은 데이터들이 사장되고 있었다. 이같은 입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주제전문가 3인을 활용하여 INIS 입력량 증대에 노력한 결

과 <표 2>와 같이 1,296건<초록작성 30건 포함>의 입력 데이터를 완료하 다. 이 

는 외부 주제전문가에게 작업을 의뢰한 것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2> INIS 월별 입력건수 

데이터의 입력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되는데,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부분과 

주제분야를 기술하는 부분이다. INIS 데이터베이스는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발행

되는 자료를 입력하므로, INIS 사무국은 다양한 언어와 형식을 수용하는 기술규칙

을 제공하고 있다. 입력에 필요한 INIS 참고문헌 중 서지사항과 관련된 자료로는 

Descriptive cataloging rules (IAEA-INIS-1), Descriptive cataloging samples 

(IAEA-INIS-2), Terminology and codes f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AEA-INIS-5), Authority list for corporate e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AEA-INIS-6), Authority list for journal titles 

연 월  Subject Category 및 
 Descriptor 가공

초록작성

 2000. 10 175 20

 2000. 11 257 0

 2000. 12 148 0

2001. 1 128 0

2001. 2 201 7

2001. 3 0 0

2001. 4 29 0

2001. 5 118 0

2001. 6 0 0

2001. 7 240 3

계 1,29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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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INIS-11) 등이 있고, 주제분석 관련 자료로는 Subject categories and scope 

description (IAEA-INIS-3), Instructions for submitting abstracts (IAEA-INIS-4), 

Thesaurus (IAEA-INIS-13)등이 있다. 각 레퍼런스별로 개정시기가 다르며 근래에

는 대부분의 레퍼런스들이 입력용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가. FIBRE

INIS 주제범위에 맞게 수집ㆍ선정한 자료의 입력은 INIS에서 제공하는 입력용 

프로그램인 FIBRE (Friendly Input Bibliogrphic REcords)를 활용한다.

FIBRE의 기능을 살펴보면 동일한 tag를 갖는 문헌 형태에 따라 별도의 매트릭

스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회의자료에 수록된 여러 편의 article을 입력

할 때 저자 (tag 100), 서명 (tag 200), 대조사항 (tag 500)을 제외한 회의정보 (tag 

210-215), ISBN (tag 320), 출판정보 (tag 401-404), 언어 (tag 600) 필드가 동일하므

로 이 회의자료에 맞는 매트릭스 파일을 생성하여 중복되는 tag의 입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디스크립터 및 subject categories 선정 시에도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일일

이 찾던 방식에서 키워드를 이용해 수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tag별 철자 및 구두점 체크 기능을 이용해 데이

터를 점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FIBRE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제분석과 같은 기본적인 인

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의 입력시간을 감소시키

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WinFIBRE 3.0을 사용한다. 

 

    나. 서지사항 입력 

INIS 데이터 레코드는 가변장 구조로 각 필드를 tag로 나타낸다. 입력문헌에 대

한 일반적인 정보를 지시하는 header부분과,  서지정보 tag을 살펴보면  <표 3>,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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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INIS Header 

                      <표 4> INIS 서지정보 tag 목록       

   tag                  header 

   001  임시레코드번호 ( temporary record number ) 

   007  연관 레코드/임시레코드 번호 ( related RN/TRN )

   008  서지통정데이터 ( bibliographic control data )

   tag   서지데이터 요소 ( bibliographic data elements )

   100  개인저자 ( personal author / editor )

   107  공동저자 ( collaboration )

   109  기금단체 ( funding organization )

   110  단체저자 ( corporate entry )

   111  학위정보 ( academic degree )

   200  본 서 명 ( primary title )

   210  회의명 ( conference title )

   211  회의장소 ( conference place )

   213  회의일자 ( conference date )

   215  원회의명 ( original conference title )

   229  학술지명 ( full journal title )

   230  원서명 ( original title )

   250  판차 ( edition )

   300  보고서/ 특허 번호 ( report / patent number )

   310  보고서/특허 제2번호 ( secondary numbers )

   320  ISBN / IPC / ISSN

   321  coden

   330  계약/프로젝트 번호 ( contract/project number )

   401  출판지 ( place of publication )

   402  출판사 ( name of publisher )

   403  출판년 ( date of publication )

   500  대조사항 ( physical description )

   600  출판언어 ( publication language )

   610  주기사항 ( general notes )

   611  원문헌 입수정보 ( avail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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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지사항은 어로 입력하며 제목이나 저자 등이 한 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어로 번역하여 입력한다. 서지관련 tag의 변경추세를 살펴보면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규칙이 점차 완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다. 주제분석 

디소러스에 의한 주제분석을 근간으로 하는 INIS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헌의 주제분석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주제분석

을 위해서는 입력대상 문헌의 주제배경도 필요함은 물론이며 디소러스에 들어있

는 디스크립터로 주제를 표현하는 테크닉도 필수적이다.  

INIS의 주제분석 관련 tag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제범위 선정, 

indexing 작업, 초록작성의 3단계로 대별된다. 이외의 주제분석작업으로는 문헌지

시자 추가 (data flagging) 및 서명보충 (title augmentation)이 있다. 

             
       <표 5> INIS 주제분석 tag 목록 

           

(1) 주제범위 선정 

INIS는 ETDE의 주제분류를 통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제범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개의 Main Categories와 21개의 Sub categories로 분류된다. 

     ⇒ Basic Scope Issues: Nuclear Safety, Nuclear Power, Research Reactors,

                           Nuclear Technology, Non-Power Applications,

                           Nuclear Science

     ⇒ Fringe Areas: Economic, Political, Environmental, Legal and

   tag      주제 데이터 요소 

   008   주제범위 및 문헌지시자 (subject categories, data flagging)

   620   서명보충 (title augmentation)

   800

   811

  디스크립터 (descriptors) 

  추가 디스크립터 (proposed descriptors)

   860   초록 (abs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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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ological Aspects in Nuclear Context,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 of Non-nuclear Energy 등

하나의 문헌에 최소한 1개 이상 최대 3개 이하의 주제범위를 선정해야한다. 단, 

2개 이상의 주제범위 선정시 동일 계층구조에 속하는 주제범위나 하부주제범위의 

선정은 피해야 하며 각 주제범위에 정의된 스코프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2) 디스크립터 선정 

디스크립터 선정작업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색인

작업은 문헌의 'concepts'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색인자는 자신이 이

용자의 입장에 서서 디스크립터를 선정해야 한다. 다른 모든 주제분석도 마찬가지

로 계속적인 실습과 주제적 배경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디스크립터를 수록하고 있는 INIS thesarus는 현재 40 개정판까지 개정되었으며 

ETDE 다스크립터와 합병작업을 하고 있다.

원자력분야의 과학ㆍ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갱신하는 것이 디소러스 개발

의 목적이므로 입력과정 중 문헌의 'concepts'을 표현하는 디스크립터가 디소러스

에 부재인 경우 입력자가 디스크립터를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신규 디스크립터는 

별도의 용지에 ‘narrow terms', 'broad terms', 'USE/ SEE reference' 등의 계층구

조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디스크립터의 선정 갯수는 국내의 경우 문헌당 대략 8개 수준이며 INIS 전체 

입력문헌의 평균 개수는 9개 정도이다. 

 

(3) 초록 작성

입력할 문헌에 문의 저자초록이 있는 경우는 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거의 대부분이 수정없이 저자초록을 입력하지만 초록 

자체가 없거나 문초록이 없는 경우는 초록을 작성하여 입력하게 된다. INIS에서

는 저자초록과 제3자 초록을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다. 

초록을 작성할 때는 연구 주제, 연구목적 및 범위, 실험방법, 결과, 결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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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된다. 초록 작성은 주제배경 및 문번역 실력이 필수인 작업으로 매

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 출판시 정보의 국제적 교류 및 배포의 목

적을 위해서도 표준화된 서지형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컴퓨터 기록매체의 발달에 힘 입어 1999년 초록의 길이를 최장 문 6,000자까

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초록의 길이가 6,000자로 늘어남에 따라 본문이 5,000자 미

만이면 본문을 초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초록의 길이 확장과 더불

어 레코드의 길이도 9,000자에서 32,000자로 증가하 다. 

  라. 입력데이타 실례

 서지사항 입력과 주제분석을 완료한 데이터는 크게 학술지 기사(Article), 보고

서, 회의록 논문(Paper)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실례를 2개씩 아래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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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부 및 결과    

이상과 같이 주제분석까지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된 데이터를 INIS사

무국에 송부해야 한다. INIS에서 수용하는 송부 방법은 디스켓, e-mail, ftp 등이 

있다. 현재는 e-mail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해

야 하는 비시판 문헌의 경우는 문헌과 데이터를 담은 디스켓을 우편으로 송부하

고 나머지는 e-mail로 송부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비시판문헌은 INIS 사무국에서 제공한 바코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모

든 자료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데이터와 함께 INIS 사무국에 송부한다.

INIS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에서 보내오는 비시판문헌을 CD-ROM으로 제작하여 

판매한다. 비시판문헌의 CD-ROM제작에 맞추어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의 비시판문

헌 송부시 원문헌을 TIFF (Tagged Image File Format) 형태의 전자 파일로도 송

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보고서의 full-text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계

하여 향후 송부할 계획이다.  

송부된 데이터를 INI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후 사무국에서는 에러체크, 임시

레코드번호와 INIS 레코드번호의 매치, 등재된 레코드 수, 인덱싱 관련 통계를 보

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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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AEA/INIS DB Mirror Site의 국내 유치

제 1 절  배경

1. 제28차 INIS 연락관 회의

    

2000년 제28차 INIS 연락관 회의 (기간: 2000.6.5-8, 장소: 독일 칼스루헤, 참가

국: 67개 회원국 80명, 아국 참가자: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김주한  서기관, 한

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과 선임기술원 이지호)에서 IAEA/INIS  DB Mirror Site

에 대한 의제(Agenda Item 6.4 Mirroring the INIS Database on the Internet)로 

INIS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1998년부터 IAEA/INIS Full DB를 웹기반의 이용자 중심 검색소프트웨어를 상

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설치를 하 다. 1999년 동안에 INIS사무국은 이용자 요구와 

제안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DB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 향상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Process selection

  - Boolean, refining, executing, combining previously executed searches

  - New, more comprehensive display of the INIS Authorities and Indexes

  - Exporting the result of a search into pure HTML format

  - Moving the applications to a new, more powerful, server

  - Reloading the whole Database after enhancing records produced before     

    1989, such as adding the full journal titles, and converting the special      

    characters, etc. 

  - User's manual, enhancement of the online help files, and the Quick        

     reference Guide, will be ready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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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performance of the retrieval software was improved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new hardware and software

  INIA DB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8년 842명이던 이용자가 1999년

에 3,165명에 이르게 되었다. INIS 인터넷 검색은 기능 뿐만 아니라 DB 인터페이

스부분의 디자인까지도 웹응용 기술이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INIS는 추가적인 향상(enhancements) 즉 end user에게 전달되는 데이터 

전송 스피드 향상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1999년 INIS 연락관회의에서 다수의 INIS 연락관들이 자국의 이용자들이 불편

을 느끼고 있었던 느린 전송 속도 문제를 INIS 사무국 직원과 몇몇 INIS 회원국

간에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의견을 제기하 다. 따라서 INIS 사무국 직원이 오스

트레일리아 INIS 연락관과 캐나다의 한 이용자와 접촉하여 bottleneck(정보 체증

이 생기는 지점)의 확인을 원거리에서 테스트해 보았다.  다수의 네트웍을 통하여 

데이터 트래픽(traffic)과 관련있는 문제를 발견하 고 IAEA 관할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 다. 데이터 전송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단위로 웹을 

통한 INIS DB의 Mirror Sites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 다. 1999년 ARCAL1)회의 

참여자가 라틴 아메리카에 이러한 Mirror Site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 다. 이 가

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INIS 사무국은 OpenText회사와 접촉하 고 그 회사는 

INIS DB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BASIS 검색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공급하고 

있다. INIS 사무국은 잠재적인 호스트 사이트를 위한 기술 요건은 물론이고 설치

에 관련된 비용도 이 회사에 요구하 다. INIS 사무국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INIS 연락관회의 때 발표될 예정이다. 

  기술적으로 INIS DB Mirror의 개발은 복잡하지 않다. BASIS DB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고성능 웹서버를 준비하여 인스톨할 수 있고 웹서버로는 IBM AIX, Sun 

Solaris, Hp-UX 및 Windows NT 등이 가능하다. 모든 필요한 구성

1) Cooperation Arrangements for the Promotion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Latin   

   America and Carribbean의 약어로 중남미 지역에서 원자력 과학 및 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목  

   적으로 2001년 6월 현재 17개 회원국이 참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체결된   

   정부간 협정으로 1984년에 발효되었다. IAEA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조정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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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s)과 절차(Procedures)는 약 1달 이내에 장착이 가능하다. 웹서버 

관리자가 시스템 운 을 위하여 1주일에 1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다. 주 단위로  각 사이트나 IAEA에서 원격으로 DB갱신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INIS DB Mirror Site를 설치하는 지역의 장점을 아래에 기술한다.

  

   - Better performance and reliability

   - Possibility to define the charging policy within a mirror region]

   - Possibility to extend INIS services to that region (such as FTP, INIS

     Home Page, etc.)

   - Acquisition of modern Web database technology by the host center

  아울러 INIS 사무국에서는 INIS DB Mirror Site의 호스트 역할을 할 국가나 

지역이 있는지 질문하 고 이에 대한 유치 의사를 구두로 밝힌 몇몇 국가들이 있

었다. 이와 관련된 회의 결과 결정사항 및 권고문(Decisions and Recommendation

s)은 아래와 같다. 

  Agenda Item 6.4 Mirroring the INIS Database on the Internet

  3.1 INIS Liaison Officers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improvements  

      that have been made in the past year to the INIS Database on the Web.

  3.2 INIS Liaison Officers agreed with the plans for technical enhancements   

      proposed for the next year to further improve the INIS Database on the  

      Web.

  3.3 INIS Liaison Officers encouraged the INIS Secretariat to look into the    

      establishment of mirror site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3.4 INIS Liaison Officers welcomed the proposals by several Member States  

      to install a mirror of the INIS Database on the Web in their territory.

 2. 회의 결과 보고 및 INIS DB Mirror Sit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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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호 선임기술원이 제28차 INIS 연락관 회의때 토의 되었던 INIS DB Mirror 

Site에 대한 보고와 이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부서장과 부장에 제기하 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아시아 지역 

INIS DB Mirror Site를 검토하라는 의사를 표명하 다. 또한 2000. 6. 16-17일 (충

남 보령시)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기술정보과 브레인스토밍에서 이와 관련하여 

토의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INIS DB Mirror Site에 대해 검토하는 도중에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에서 국

제협력기반조성사업과제를 공모한 바 INIS와 OECD관련 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됨

에 따라 본격적인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 2 절  기초 조사

 아시아 지역 INIS DB Mirror Site의 우리나라 유치에 대한 기초 조사로서 우선 

필요한 예산과 지원 여부를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성을 타진하 다. 그 

결과 웹서버 지원은 가능하나 매년 필요한 전액 지원이 어려우니 유지보수비의 

일부는 IAEA와 대책을 강구하여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

  <제2주제>

 INIS 연락관 회의시 토의ㆍ결정된 사항 보고 및 검토

   1. INIS 데이터베이스 Mirror Site 관련

      (INIS DB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INIS DB의 Mirror Sites를        

       비엔나 본부외 타 지역 몇 곳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 으며 몇몇 

       국가가 유치 의사를 희망하 음)

     ◦ 우리나라에 Mirror Site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토의

        - Mirror Site를 위한 장비, S/W 조사

        - 이에 대한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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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하여 웹서버 공급 업체

에 <표 6>과 같은 사양으로 견적을 의뢰한 바, 약 1.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

로 추정되었다. 

   <표 6> Sun Enterprise 5500 Server System

  성       능      및       사      양 비  고

1. TPM  TPC 공인 TPM 45000 이상의 H/W 기종  

2. CPU  400Mhz X 4 이상  

3. CPU Cache  8MB/CPU 또는 1.5MB I-D Cache/CPU

4. Memory  4GB ECC SIMM Memory

5. Memory 속도  100Mhz 이상 

6. Word Length  64Bit 이상

7. Internal Disk  OS전용 18GB 이상(10000rpm이상)

8. Disk Array
 Optical Fiber Channel  Disk Array

 100GB 이상(10000rpm이상)

9. Data Interface Speed  100MB/Sec. 이상 

10. I/O Channel 

   Bandwidth

 200MBps / Channel(SBus)

 528MBps/Channel(PCI)

11. IO Slots  64Bit PCI Hot Plug 

12. Network Card  GigaBit/s Ethernet  

13. Backup Device  24GB 4mm Dat 이상 

14. System Consol  21" Color 1024 * 1280 해상도 이상

15. CD-ROM Drive  32 X 이상 

16. Floppy Drive  3.5" 1.44MB

17. Power Supply  300W X 3

18. Keyboard & Mouse  표준형 

19. S/W  모든 Default S/W

20. Certificate  Manufacturer's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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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과의 전자도서관 운  웹서버가 SGI 

Challenge L이며 사용하고 있는 DBMS가 BASIS로 INIS DB를 운 하는 DBMS와 

동일하며 2001년에 기술정보과의 새로운 정보관리 토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음으로 이 웹서버와 BASIS를 INIS DB Mirror Site용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 고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차후 IAEA INIS 사무국과 협의하기로 

하 다. 새로운 웹서버용 W/S을 구입할 경우 BASIS 설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

여 BASIS의 공급업체인 (주)PODO 소프트웨어에 의뢰한 결과 BASIS 이전 비용 

약 400만원이 필요하며, 2000. 9. 20일 IAEA의 Divis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부장인 Denise Pawlik에게 INIS DB Mirror Site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호스트 역할 담당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또한 이

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00년 12월의 INIS Training 세미나에 이지호 

선임기술원이 참가할 예정이며 그때 INIS DB Mirror Site에 대하여 토의할 것을  

제의하 다(관련 서신은 다음 쪽에 수록).

  2000. 10. 3일 상기 서신에 대한 회신이 접수되었다. 그 내용은 INIS에 대한  한

국의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감사하며 한국 측에서 제의한 데로 INIS DB Mirror 

Site에 대한 토의를 하자고 하 으며, Mirror Site에 필요한 웹서버 사양을 개괄적

으로 알려 주었다. 한편 자세한 일정과 토픽에 대해서는 IAEA INIS Section의 

Center Sevice Unit Head인  Taghrid Atieh와 함께 상의하기로 하 다(관련 서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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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INFORMATION DEPARTM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eonggu, Taejon, KOREA

              Telephone: (82)(42) 868-2195 Fax: (82)(42) 861-9561 Telex: KAERI K 4553

                           E-mail : jhlee4@kaeri.re.kr

                      

Attn: Ms. Denise Pawlik,                                       20 Sep 2000

      Director, Divis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Dear Ms. Denise Pawlik, 

  I have participated in 28th Consultative Meeting of INIS Liaison Officers in 

Karlsruhe last June with an official from Korean goverment. Especially, I am 

interested in mirroring the INIS database, so I have talked over it with my 

department head Tae Hwan Kim who is an Alternative INIS Liaison Officer in 

our country. I contacted the staff of budget department in our research 

institute in order to include the expenses for a powerful WebServer with 

BASIS database management system in the budget for the next year. And 

they promised me to budget for the WebServer if our country is designated 

INIS mirror site. We are ready to consider hosting the INIS database mirror 

site in our country.

  Also the government approved my project related to INIS input preparation 

to make it possible to increase input items in our country. If we establish the 

INIS mirror site in our country next year, the INIS Center in Korea will quite 

improve a number of input, INIS services and so on.

  I will attend the 2000 INIS Training Seminar this coming December. After 

the seminar, I will stay in Vienna a few days more. During the time, I'd like 

to visit the IAEA INIS section and talk about the cooperation affair with INIS 

including the matter to host the INIS mirror site in our country. I'd like to 

ask you to arrange this schedule.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Best regards, 

                                      Ji Ho Yi

                                      An Official Manager in Charge of 

                                      INIS Korea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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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AGRAMER STRASSE 5, P.O. BOX 100, A-1400 VIENNA, AUSTRIA 

TELEPHONE: 43 1 2600, FACSIMILE: 43 1 26007, TELEX: 112645 ATO 

OFFICIAL ELECTRONIC MAIL: Official.Mail@iaea.org, INTERNET: http://www.iaea.org

TO: Mr. Ji Ho Y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Republic of Korea

     Fax: +82 (42) 8619561

Cc: Mr. Mun-Ki Lee 

    INIS Liaison Officer  

    Director of Nuclear Policy Divisio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Fax +82 2 5070558

    Mr. Tae Whan Kim

    Alternate INIS Liaison Offic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Republic of Korea

    Fax: +82 (42) 8619561

2000-10-03

Subject:  INIS Database Mirror Site

Dear Mr. Ji Ho Yi,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mail of 20 September 2000.

      We are very pleased to learn that you are ready to consider hosting an 

INIS database mirror site in your country, and that you have the support of 

your government to increase the amount of your national input to INIS. 

      Please let us know what additional topics you would like to discuss 

during your stay in Vienna, following the INIS Training Seminar. We would 

also like to know how long you will be staying so that we could arrange your 

visit accordingly. Please contact T. Atieh, Head/Centre Services Unit, who will 

be in charge of organising your visit. 

      As preparation for our discussion on the topic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the INIS Mirror site, you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 information vefore 

your visit to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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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ou will have to select a platform from the following:

         - IBM RS 1600 with AIX 4.3

         - Sun SPARC computer with Solaris 2.6 or Sun OS 5.6

         - HP 9000 computer with HP-UX 11.0 or later

         - Windows NT 4.0 server (Platinum III)

      2. For all configurations: 256 MB RAM minimum; CPU - the faster     

         the better (>200 MHz);30 GB for existing DB+2 GB per year. 

      3. The license fee for a runtime version of the retrieval software        

         (OpenText BASIS DBMS) is US $ 15,000, plus US $ 2,755 yearly    

         maintenance. (This is the figure we got from the software provider   

         last May.)

After you have decided exactly what you need, we can discuss the technical 

details.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December. 

                                            Yours sincerely,

                                            Denise Pawlik

                                            Director

                                            Divis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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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2. 11일 IAEA에서 이지호 선임기술원과 IAEA INIS 사무국 직원과 토의

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관련 해외출장보고서인 “KAERI/OT-631/2001 

IAEA/INIS Training 세미나 참석 및 INIS Mirror Site관련 업무협의”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우리나라 INIS 활동, Mirror Site 준비사항 등 발표(발표 원문은 

    <부록 1 : INIS Actirities in Korea>에 수록하 다.

     <  IAEA측 참석자 >

    ▷ Ms. D. Lohner: Director, Div. of Scientific & Technical 

                      Information, IAEA

    ▷ Ms. T. Atieh: Head, Centre Services Unit, INIS, IAEA

    ▷ Mr. Walter Ziegler: Head, Bibliographic Control Unit, INIS, IAEA

    ▷ Mr. Anatoli Tolstenkov: Software Engineer, International Data

                              Centre, IAEA

    ▷ Mr. Nikolay Douchev: Network Support Unit, Computer 

                             Services Centre, IAEA

    ▷ Mr. L. Iliev: INIS Computer Support Group, INIS, IAEA

 

 ◦ 토의사항

  - 한국의 INIS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 대하여 환 하며 특히 금년에 입력

    량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하여 INIS 사무국의 입장에서 감사를 전한

    다고 하 음 

  - 제안한 SGI Challenger L은 OS가 IRIX 5.3을 사용하므로 INIS Host 

    컴퓨터로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대안으로 제시한 SUN Enterprise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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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와 동급의 컴퓨터가 적당하며, INIS 본부에서 사용하는 Host 

    컴퓨터 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다고 함

  - BASIS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구소 SGI Challenger 사용 

    하는 것을 유지보수 계약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함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etwork 환경은 IAEA보다 휠씬 우수하며, 한국의

    국제전용선도 만족할 만한 수준임

  - Mirror Site가 국내에 유치될 경우 IAEA 직원이 한국에 와서 약 1달 

    정도 시스템 인스톨해 줄 예정이며, Maintenance를 위한 운  요원은 

    년간 0.2명이 적당하다고 함 

  - 따라서 한국의 INIS Mirror Site 유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한국의 Mirror Site 유치에 따른 주변 국가들의 양해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INIS Mirror Site의 국내 유치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를 IAEA INIS

    사무국에 송부하는 것이 다음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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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안서 IAEA에 제출 및 제29차 INIS연락관회의에서 발표

1. 제안서 IAEA에 제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1969년 부터 INIS의 우리나라 National 센터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IAEA INIS DB Mirror Site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

한 아시아 지역내 회원국의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및 INIS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국내 INIS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

하여 <부록 2 : IAEA INIS DB Mirror Site 우리나라 유치(안)>과 같이 IAEA 

INIS DB Mirror Site 우리나라 유치(안)을 작성하여, 2001. 3. 15일자로 과학기술

부로 공문을 송부하 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INIS DB Mirror 

Site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에서 이를 접수, 검토를 거쳐서 2001. 4. 19일자로 

IAEA에 INIS DB Mirror Site 호스트 역할을 한국에서 하겠다는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 다. 그 내용은 2000년 6월 제 28차 INIS연락관 회의에서 토의한 INIS DB 

Mirror Site를 자국내에 설치하여 지역의 호스트역할을 담당하려는 국가를 찾음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를 유치하여 아시아지역 호스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 다. 따라서 INIS DB Mirror Site 웹서버용으로 SUN Enterprise 5500을 준비

할 예정이고, 2001년 말이나 2002년 초에 Mirror Site를 설치․운 할 예정임을 

밝혔다. 관련 공문을 다음 쪽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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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mplex-Gwacheon, Kyunggido, 427-715 / Republic of Korea

Tel. + 82-2-503-7652, Fax +82-2-504-6152

http://www.most.go.kr

April 19, 2001

Ms. Denise Pawlik
Director, Divis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ubject: Hosting of INIS Database Mirror Site in Korea

Dear Ms. Pawlik: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appreciation for the 
Agency's efforts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nuclear information to the 
member states by operating the world's leading information system o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We are very pleased to inform you that Korea hopes to host the INIS 
Database Mirror Site.

We expressed our great interest in the INIS Database Mirror Site at the 
28th Consultative Meeting of INIS Liaison Officers held in IAEA last June.  
As you may know, Mr. Jiho Yi, a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official in charge of INIS affairs visited Vienna last December to 
discuss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hosting the INIS Mirror 
Site in Korea. The IAEA computer specialists expressed their high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UN Enterprise 5500, a host computer tha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prepare, and the network environment at KAERI.

Thus, we would like to seek our neighboring countries' positive 
consideration of our offer to host the mirror site in Korea. We expect to 
install and operate the mirror site by the end of this year or the beginning 
of next year.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May.

Sincerely yours,

Yeon-Ho Pang
INIS Liaison Officer
Nuclear Policy Division, Nuclear Energy Bureau,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Cc: Mr. Yanko Yanev
    Acting Head, INIS Sectio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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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차 INIS 연락관회의에서 발표

  2001. 5. 2일 부터 5. 4일 까지 IAEA에서 62개 회원국과 2개 국제기구 대표 

74명이 참가한 제29차 INIS 연락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내용 중 INIS DB 

Mirror Site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Information Items의 5.10 INIS Database on the 

Internet: Progress Report 항목에 있으며, INIS 사무국 T. Atieh가 INIS DB 

Mirror Site의 잠재적인 호스트 역할 제안을 표명한 한국과 UNESCO에 대한 소

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발표하 다. 발표 후 토의 시간에 이지호 

선임기술원이 INIS DB Mirror Site 한국내 유치에 대한 배경 설명과 아시아 지역 

INIS 연락관들에게 Mirror Site 설치후 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 으며, 말레

이시아 대표가 한국 측 제안에 대한 환 과 이용을 하겠다는 지지 발언이 있었다. 

회의 기간 중 구두로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연락관과 접촉을 통한 우리 측 협조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었다. 회의 결과에 대한 Actions and 

Recommendations 작성시 한국측에서 INIS DB Mirror Site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

을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져 제23번 항목에 관련내용을 추

가하 다. (Actions and Recommendations 제23번 항목: INIS Liaison Officers 

welcomed a proposal from the INIS Member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host 

the INIS Database in their country.)

3. IAEA INIS 사무국 직원과 업무협의

  INIS 연락관회의 기간중인 2001. 5. 4일 과학기술부 방연호 사무관, 한국원자

력연구소 이지호 선임기술원, 이해초 책임기술원과 IAEA INIS 사무국 직원 6인이 

함께 INIS DB Mirror Site 한국내 유치와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아래와 같이 하

다. 관련 해외출장보고서인 “KAERI/OT-704/2001 제29차 IAEA/INIS 연락관회의 

및 INIS DB Mirror Site, OECD NEA Data Bank, OLIS관련 업무협의”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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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측 참석자 >

     - Mr. Y. Yanev: Acting Head, INIS Section, IAEA

     - Mr. Y. Turgeon: Systems Analyst, IAEA

     - Ms. T. Atieh: Head, Centre Services Unit, IAEA

     - Mr. S. Magliulo: Head, Computer Support Group, IAEA

     - Mr. A. Tolstenkov: Head, INIS Clearinghouse, IAEA

     - Ms. S. Rieder: Supervisor, Bibliographic Control Unit, IAEA

   가. 향후 일정 토의

    (1) INIS DB Mirror Site 인스톨: 금년말이나 내년초 시스템 인스톨에 

       대한 한국측 제안에 INIS사무국 직원이 동의하 음

    (2) INIS DB Mirror Site 한국 유치에 대한 인접국가들에 대한 협조 요청:

       (가) 회의 기간 중 구두로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연락관과의 접촉을

            통한 협조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며, 회의 

            중에 말레이시아 대표의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찬성 및 지지 

            발언이 있었음

       (나) 향후 이에 대한 인접국가들에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서신 발송 예정     

       (다) INIS DB Mirror Site를 운 할 때 아시아 지역 회원국이 이를 

           이용하겠다는 회신을 취합하여 IAEA사무국에 발송 예정

    (3) INIS DB Mirror Site 한국에 인스톨하기 전에 한국과 IAEA간의 

       협정서 교환 예정

    나. 서버 유지보수비 

      매년 서버 유지보수비 30,000U$ 소요(운  요원 인건비 제외)에 

      대하여 IAEA측에 경비 분담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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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의 INIS DB Mirror Site를 사용하는 회원 국가나 기관이

        IAEA에 지불하는 연간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한국에 배정하는 (안)

       제의: INIS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IAEA 상부기관에 

       협의하겠다고 하 음

    (2) 상기 제안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한국내 이용자에 대한 연간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안) 제의: 긍정적인 의사 표시하 음

    (3) INIS DB Mirror Site 서버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IAEA 측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운 하는 것이 한국의 INIS National 센터가 지속적

       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

       하 음: 우리 측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 음

 

   다. INIS DB Mirror Site 인스톨하는 INIS사무국 전문가 파견 경비 

      INIS사무국의 시스템 전문가가 방한하여 기술지원할 의사가

      있으나 파견 경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한국에서 IAEA에 TC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활용하기로 잠정 합의

      하고 계속적인 협조를 하기로 하 음    

    (1) 인스톨을 위한 IAEA 전문가 방한 기간 산정

    (2) 서버를 운 할 한국측 직원에 대한 IAEA에서 실무 Training 교육 

       요청   

    (3) INIS DB Mirror Site와 관련된 업무 협의 경비 등 산출

    한편 INIS 연락관회의 기간중 이해초 책임기술원이 INIS DB 운  실무자인 

Mr. L. Iliev와 Mirror Site 운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인 협

의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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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S 서버 하드웨어 사양: Disk space, CPU 등

       DBMS인 BASIS: 구조, 변환, 인터페이스, 등록, 원격 Update 등

       INIS Database setup

제 4 절  INIS Mirror Site 제안 이후 추진 사항 및 향후 방향

   IAEA/INIS 사무국에서 INIS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2001. 6.22에 새롭게 변경

하 는데, 이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한국의 INIS DB Mirror Site 호스트 역할을 

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내용이 있다. 관련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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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AEA/INIS 사무국에 INIS DB Mirror Site 공문 요청

    2001. 5. 18일에 INIS 사무국 직원과의 업무협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의 진행사항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접수받기 위하여 INIS 사무국으로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냈다. 

  Dear Yanko Yanev,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bout INIS database mirror site in Korea.

  As you may know, we had a meeting to discuss some items concerning the INIS

  database mirror site during last ILO meeting, and we had already sent INIS

  secretariat an official letter about the decision of our government dated April 19, 

  2001. But we have not yet received any reply. So I send you following data 

  for reference that I talked you on May 4th.

 

  I hope to receive your reply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Best regards, 

  ============================================================================ 

   I'd like to discuss you about schedule from now on, especially the times of operate

  INIS DB mirror site in Korea included installion of it, and share expenses of host W/S

  maintenance etc.

 

  Therfore I'd like to talk you about it's schedule, first of all what do you think of the times 

  of my proposal, the end of this year or the begining of next year? Is't it appropriate 

  or not?

  Then I tell you Korea's schedule from now on. Korea would like to seek my neigh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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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ies' positive consideration of my offer to host the mirror site. We have already 

 contacted INIS liaison officer of China, Japan, India etc. during this meeting, so they 

 showed positive answer and promised cooperation to us. Especially Korea delegates 

 to the meeting were very happy, as you know, that Ms. Ainon, Malaysia alternate INIS 

 liaison officer expressed approval of my proposal at yesterday meeting. 

 Then Korea will send my neighboring countries' an official letter of request of cooperation 

 about mirror site in Korea. The next, Korea will send INIS secretariat my neighboring 

 countries' opinion about it. Maybe I think it will take about 2 or 3 months, to receive

 their response.

 

 Also, Korea hopes to exchange copies of a written agreement between IAEA and Korea 

 before we'll install software of INIS DB at new host computer in Korea.

 

 Secondly, I'd like to tell you about share expenses of new host maintenance. I think we

 need to spend about 30,000US$ per year in order to maintain H/W and S/W, 

 except personal expenses of operator and so on, after mirror site will be opeating. 

 So I suggest you some my opinion. Would you give us at a fixed rate, for example 

 in the ratio of nine to one, of INIS DB on the internet service fee only to access

 Korea mirror site? Otherwise, please let me know the possibility that the INIS site

 can be offered free to Korean users same as you offer the free site to the national centers

 of the INIS member nations. If it is possible, it is very helpful for the Korean National 

 INIS center to have the continous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Yi, Ji H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chnical Information Department

 Tel: 042-868-2195, Fax 861-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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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AEA TC 예비 프로그램 신청

    INIS DB Mirror Site 인스톨과 관련하여 토의 되었던 IAEA INIS 전문가 

초청 경비, Mirror Site 운 자의 IAEA/INIS 훈련교육 및 INIS DB Mirror Site 

설치 후 이용 홍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NIS 업무 실무자들을 위한 Training 

세미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IAEA TC 2003-2004 예비 프로그램을 신청하 다. 

2003-2004 Requests
Preliminary Information Sheet 

 1. TITLE OF THE PROJECT:
Installation of INIS mirror site and training for the managers of INIS user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New)

 2. OBJECTIVE:
    To encourage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region for the use of INIS DB mirror 
    site to be installed in Korea (including domestic users). To provide information on INIS
    DB and exchange of operational experiences with Asian developing countries. 

 3. BACKGROUND:
In 1998, INIS DB was officially launched on the worldwide internet. Users were
increased 3 times after a year, and the slow access became a problem. At the 28th
ILO meeting at Karlsruhe, Germany, in 2000, INIS secretariat suggested mirror sites 
of the INIS DB at regional level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Korean delegate
proposed to the IAEA the INIS mirror site in Korea, and IAEA computer specialists
showed interests with high degree of satisfaction on H/W, S/W to be installed in Korea
and especially the network environment in Korea. At the 29th ILO meeting, held at
Vienna, in 2001, INIS liaison officers also welcomed a proposal to host the INIS DB in
Korea. Korea proposed a plan to install and operate the INIS DB mirror site at KAERI
in 2002, and requested a support and cooperation of IAEA/INIS secratariat and that of
INIS national center with neighboring countries. Currently, the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Center(INTC) is under construction and expected to be completed by November,
2001. It is convenient to hold the training program for INI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t INTC, KAERI. INIS Training Program includes INIS input preparation, information 
retrieval from the INIS DB on the internet, INIS Web services, introduction to FIBRE,
electronic files of NCL and promotion of INIS and its products & services with practical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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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NATIONAL COMMITMENT:
    The TID(Technical Information Department) of KAERI, as a national center of

INIS, has  provided not only INIS secretariat with INIS input data but also domestic
users with technical information using INIS database. The Korean government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install the INIS Mirror Site at KAERI, and is willing to 
share INIS database with interested Asian countries.

 5. AGENCY INPUT:
Provide expert services to install mirroring site and lead as instructors at the 
international training seminars.

 6. EXPECTED RESULTS:
Better performance and reliability among countries.
Enhance research-productivity by rapid providing INIS DB information.

 7. PROJECT IMPACT:
Resolve problems of slow access for the INIS users.
Improve ability of INIS DB users and exchange information of the regional states.

 8. SOCIAL AND ECONOMIC IMPACT:

 9. NAME AND ADDRESS OF THE MAIN COUNTERPART & COUNTERPART   
       INSTITUTION:

 Counterpart:                              Counterpart Institute:
 Name: Deok Ku Hwang                     Nam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
 Address: 150 Dukjin-dong, Yusong-ku, Taejon, Address: 150 Dukjin-dong, Yusong-ku, 

 Korea 305-353                               Taejon, Korea 305-353
 Tel.: 82-42-868-2132                          Tel.: 82-42-868-2195
 Fax.: 82-42-861-1015                   Fax.: 82-42-861-9561

 Name: Ji Ho Yi
 Address: 150 Dukjin-dong, Yusong-ku, Taejon, 
        Korea 305-353
 Tel.: 82-42-868-2195
 Fax.: 82-42-861-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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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TC 2003-2004 예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IAEA 사무국 기술협력부 한국 

담당관인 Dr. R. S. Kamel이 한국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2001. 5. 30일 기술 협 

력 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 이지호 선임기술원이 참가하여 프로그램을 제안 

하게 된 배경 및 한국의 INIS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 다. 아래에 관련자료를 첨 

부 하 다. 

  □ 일    시 : 2001. 5. 30. 16:00 ∼ 17:30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하나로센터

  □ 협 의 자 : Dr. R. S. Kamel, 박경배센터장, 원자력연수원장, 이의진, 이한 , 

               한현수, 이창희, 이지호, 최평훈과장 

  □ 협의내용

  1.  2001-2002 IAEA 정규기술협력사업추진 협의

    가. 과제명 : Upgrading Technical Capabilities of Nuclear Power Training

                (ROK/4/029)

        1) Expert Mission 1 (Review of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for NTC/

           KAERI and NPEC/KEPCO) : 2001. 10월 1일부터 1주간 예정대로 추진

        2) Expert Mission 2 (Implementation of national workshop on risk-

           informed optimization of NPP operation) :  2001. 12. 3 ∼ 12. 7  

           1 주간 추진

        3) 장학생 훈련 1인 (유병훈, Computer Based Training 분야)

           - 금년 중에 유럽 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추진

        4) 과학자 방문 1인 (서경원, 방사선방호분야) 

           - 금년 10월 중순 2주간 캐나다 방문 수락

IAEA 정규 기술협력사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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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2002년 사업활동 (전문가 활용, 장학생 훈련, 과학자 방문) 신청서는

           가능하면 금년 하반기 중에 IAEA에 신청

        6) 한수원(주) 원자력발전교육원(NPEC)의 Activities는 Dr. Kamel이 NPEC

           를 방문하여 협의  

  나. 과제명 : Isotope Production and Material Testing (ROK/4/027)

      1) 원자로 이용 및 RI 이용분야의 TC 사업

        - 2000∼2002 사업 예산이 8만불 이상 남아 있으므로 2003∼2004 사업 

          추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사업계획은 추후에 작성

        - 중성자빔 이용, 원자로 이용, 중성자방사화 분석, RI 이용 분야 등

          에서 과학자 방문, 훈련생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수용 예정

      2) 한국에서 Workshop 개최 의사 확인

         - 개최일시 : 2001. 10. 22 ∼ 10. 26

         - 개최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 제  목 : Regional Management Workshop on Strategies to 

                    Enhance Utilization of Local Radiopharmaceuticals 

         - 과 제 명 :  RAS/2/009 (QA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Radiopharmaceuticals)

         - 기 타 :  한국측이 상기 workshop에 대하여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 하 으며 공식적인 확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임

      3) IAEA Expert meeting에 한국 전문가 초청 

         - 일  시 : 2001. 7. 9 ∼ 7. 13    

         - 장  소 : 베트남

         - 과제명 : RAS/2/009 (QA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Radiopharmaceuticals)

      4) 한국측이 GMP guide book을 인쇄하여 배포하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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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2004 IAEA 정규기술 협력사업 신청

  가. 2003∼2004 IAEA 정규협력사업으로 기존 ‘ROK/4/029' 사업의 계속 추진과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Center' 사업 추진 등 

     2과제 수행을 제안하 음.

  나. Dr. Kamel은 2개 과제 수행에 적극 지원하기로 함. 단지 이상 2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한전의 요구도 포함하여 발전 및 비발전 분야 Training 

     모두를 포함한 ‘Upgrading Technical Capabilities of Nuclear Training' 사업명

     으로 수행되길 희망함. 

  다. 상기 하나의 과제 내에서 기존의 2001∼2002년 ROK/4/029 사업연장과 국제

     원자력연수관 활용에 필요한 IAEA의 지원 활동 및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IAEA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기로 함. 또한 동 사업내용에는 

     국내 원자력관련기관들의 전문가 활용과 더불어 National, Regional,

     Inter-regional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

  라. INIS DB Mirror Site 인스톨을 위한 IAEA INIS Section 전산전문가 초청

     - 인    원 : 1명 

     - 기    간 : 2002년 초 2주간  

     - 협의내용 : 신규 과제로 신청하기는 곤란함. 다만 Human Resource Develop-

                  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ROK/0/009)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마. 아시아지역 INIS 담당자 Training Seminar

      - 동 세미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여국가의 지역성을 고려 Inter-regional

        Project로 추진되어야 하며 IAEA와 추가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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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orea would like to host INIS database mirror site.

    

    - Reviewed the related data for inducing the mirror site

    - The Government of Korea is giving support to the mirror

      site project and is committed to provide $0.3 million. 

    - Web Server with BASIS DBMS : 

        SUN Enterprise 5500 

        * CPU: 400 Mhz x 8

        * Main Memory: 4 Gb 

        * Disk: 100 Gb      

        * DBMS: Basis+

 

    - Network : DACOM BORANet

      <International leased line>

    

 Country  International line capacity

 USA 625Mbps
 Japan 51Mbps 
 China 45Mbps
 Hongkong 45Mbps
 Singapore 45Mbps
 Australia 8Mbps
 Others 6Mbps
 Total 825Mbps

      <Domestic leased line>

        155M - Giga Trunk

      <KAERI Site leased line>

        100M + 2M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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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IS liaison officers also welcomed a proposal to host the 

     INIS DB in Korea, at the 29th ILO meeting at Vienna, in 

     2001. Then Korea will send my neighboring countries an 

     official letter of request of cooperation about mirror site in     

     Korea.

  3. Korea want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 Objective: ① To encourage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region for the use of INIS DB mirror site to be    

            installed in Korea(including domestic users).   

              ② To provide information on INIS DB and exchange   

            of operational experiences with Asian developing    

            countries.

  - Necessity: This TC project will be very useful to Asian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most of them is the

             beginning stage of nuclear science & technology now

             so they have not contributed largely to INIS. 

             But they have more potential capacities of uses of      

        nuclear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 Plan: 

   ▷ Participants: This INIS training seminar is addressed to 

      intermediaries who have practical and hands on experience

      in INIS input preparation, and INIS products utilisation by     

 providing information services from the INIS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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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ing Participation Nations  Agency Input

 China, Japan, India, Pakistan, Indonesia, Thailand,
 Malaysia, Philippines, Vietnam, Kazakstan,
 Uzbekistan, Iraq, Iran, Syria  and others

 Instructors at 
 the training
 seminars

  ▷ Date & Place: 2003, KAERI

  - Expected Results: An advanced traing program for Asian         

                     regional participants will improve better       

                     performance at INIS DB and foster

                     possibility to extend INIS services to

                     that region.

  3. 향후 추진 계획

    당 과제 종료후 INIS DB Mirror Site와 관련 추진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 

이 기술하 다

   o IAEA의 호스트 컴퓨터와 호환성이 있는 INIS Mirror Site용 호스트 컴퓨터

  W/S 도입 및 DBMS인 BASIS 설치

o Server관리 담당자 선정(0.1인/년 필요) 

o IAEA와 협력하여 INIS 시스템 인스톨 및 Server관리 교육 이수

o 과학기술부 장관과 IAEA 총장간 INIS Mirror Site 운 에 대한 협정서 교

환

o INIS DB Mirror Site 개시 기념 행사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o 주기적 INIS DB 갱신(IAEA 원격 관리)   

o Mirror Site 설치 이후 계속적 운 (유지, 보수 등)

o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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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OECD NEA 문서제공서비스 및 Data Bank       

         전산코드 관리

제 1 절  OECD NEA 문서제공서비스

1. OECD NEA 개요

  OECD/NEA는 1975년 12월 유럽경제기구(OEEC)내 유럽원자력기구(ENEA: 

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로 발족하여 운 되다가 1972년 12월 비유럽 

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가입으로 경제협력기구/원자력기구(OECD/NEA)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NEA 회원국은 30여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OECD 

정회원국이 되기 전인 1993년 5월에 이미 NEA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서 

OECD 내에서 가장 먼저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한 OECD 산하기구가 되었다.

N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 뿐만 아니

라 회원국간에 경쟁력있는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해 회원국 정부간 협력증진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는 바 주요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발전의 안전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시설 안전, 방사능으

로부터의 인류 및 환경 보호,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 규제 활동, 원자력 손해 

배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규제와 운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세계의 에너지 수요 공급 차원에서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서, 

원자력이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며,

   셋째, 회원국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증진하고,

   넷째, 국제 공동 연구․개발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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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NEA 회원국의 혜택과 의무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회원국은 

NEA에서 수집․배포하는 최신 원자력 관련 기술정보를 취득․활용할 수 있다.  

또한 비회원국으로서는 접하기 힘든 NEA 주관 혹은 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

든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들은 회원국들에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NEA에서 주관하는 폐쇄적인 핵심기술에 직접 접할 수 

있으므로 기 개발된 원자력 기술자료의 획득은 물론,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문

제를 국제공동연구과제로 개발, 해결할 수도 있다. 한편 회원국은 분담금 납부의

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NEA 의결사항의 충실한 이행 등의 의무를 진다.

2. OECD NEA 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업무

   NEA는 운 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그 산하의 7개의 상설 기술위원회

를 두고 이들 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운 위원회는 NEA 회원국의 원자력정책 또는 국제협력관련 고위 책임자로 구

성되며 NEA 주요정책방향 결정, OECD 이사회의 승인하에 연간 예산을 편성하

고 수립된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는 OECD/NEA의 최고결정기구로 연2회 회의

(4월과 10월)를 개최한다. 그러나 운 위원회는 NEA 예산이나 NEA 회원국 가입

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다만 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OECD 

이사회(Council)에 상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NEA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

해서도 OECD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NEA 사무국장은 OECD 이사회의 

멤버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운 위원회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7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Standing 

Committee)를 두고 있다.

   o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CRPPH: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Public Health)

   o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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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자력규제위원회(CNRA: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

   o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o 원자력개발위원회(NDC: Committee for Technical and Economic Studies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the Fuel Cycle)

   o 원자력과학위원회(NSC: Nuclear Science Committee)

   o 원자력 손해배상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각 위원회에서는 산하에 각각 여러 개의 Working Group을 두고 있으며, 필요

에 따라 Working Group과 별도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Working Group을 지

원하거나 직접 사무국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수주제에 대한 문제 해

결을 위해 한시적인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운 을 하며, 이들은 각 상설기

술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해산한다. 

가.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CRPPH)

본 위원회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인류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57년 7월에 창설된 위원회이다. 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간의 방

사선 방호 및 공중보건과 관련된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며 아울러 관련 정책 평

가도 수행하고 있다. CRPPH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임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o 회원국간의 방사선 방호 및 공중 보건과 관련한 경험 및 정보 교환

   o 방사선 방호 및 공중 보건과 관련한 회원국간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이해증진  

     및 필요시 지침 마련

   o 방사선 방호를 위한 국제 기술 및 ICRP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o 이 분야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과학․기술적 자문 및 기술현황 분석보고

   o 이 분야 내의 전문 분야별 국제 협력 증진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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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PH에서는 CSNI와 공동으로 공중 및 원자력 작업종사자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방호기준 및 관련규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자력운 위원

회에 조언 하고 또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여 지침을 마련한다. 그리고 방사선 방호

분야의 기술개발 현황을 평가하며 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 

gical Protection)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

한다. 특히 업무 자체가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많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업무와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본 위원회 참여는 연구소 

전문가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CRPPH의 산하 전문가그룹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o Core Task Group for Interaction with ICRP

   o Inter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Information System(ISOE)

   o Expert Group on Intervention Criteria

   o International Intercomparision of Accident Consequence Model

   o 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Emergency Exercises등이 있다.

나.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본 위원회는 1973년 2월 설립된 위원회로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연구 및 

인․허가에 관한 연구관련 정보교환 및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원

전 운전에 따른 안전성 제고가 최근의 중점관심 분야이다. CSNI에서는 원자력 시

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의 경우, 회원국의 인․허가 기관간 이해증진 및 

조정을 그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가 개정될 경우 사전에 CSNI내 

관련 실무그룹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정공학분야 기

술 현황을 평가하고 안전공학분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세부 안전문제에 대한 검

토를 수행, 안전성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

   CSNI는 원자력 안전기술분야의 최신기술의 수집 및 평가, 안전기술분야의 원

자력안전 연구 및 운전경험에 관한 정보교환 협력, 특정 안전문제에 대한 검토, 

원자력안전관련운전경험을 검토 및 교환하며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산하에는 6개의 Working Group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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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WG1 : Principal Working Group No. 1(PWG1) on Operating Experience  

              and Human Factors

   o PWG2 : PWG2 on Coolant System Behaviour

   o PWG3 : PWG3 on Reactor Component Integrity

   o PWG4 : PWG4 on Confinement of Accidental Radioactive Releases

   o PWG5 : PWG5 on Risk Assessment

   o PWG6 : Working Group on Nuclear Fuel Cycle Safety

   또한 CSNI산하 Task Group 및 전문가회의로는 다음과 그룹이 있다.

   o Task Group on Containment Aspects of Severe Accident Management(CAM)

   o Task Group on Fission Product Phenomena in the Containment(FPC)

   o Task Group on Severe Accident Phenomena in the Containment(SAC)

   o Joint IAEA/NEA/ PWG1 Specialist Meeting on Motor Operated Valve

     Issues in Nuclear Power Plants

   o Task Group on In-Vessel Degraded Core Behaviour,

   o Task Group on Thermal-Hydraulic System Behaviour 등이 있다.

   이 외에도 CSNI와 후원으로 수행중인 원자력 안전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OECD HALDEN Project, OECD RASPLAV Project, OECD Upper Test 

Facility-Transient and Accident Management Project 등이 있다.

다. 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CNRA)

  원자력 규제활동위원회는 1989년 10월 설립되었으며 대체로 CSNI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CNRA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원자력규제에 대한 과학

기술 진보의 향을 조사하고 규제개념의 새로운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규제하며 인허가 및 검사프로그램을 총괄한다. 또한 규제기

관간 정보 및 경험과 예상되는 규제 척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구제 문

제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 도출 및 이의 해결방안을 토론을 통해 조정하여 합의

점을 도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제반 업무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나 건설 중인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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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원자력 시설에도 필요시 규제 권고안을 마련,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원

자로 운전시 인적요인에 대한 규제 입장 정리, 원전에 대한 정기 안전성 검토에 

이론적 근거 및 목적을 비교․검토하며 원자력 규제 관련 대중 의문점에 관한 합

의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

   CNRA의 산하 전문가그룹은 다음과 같다.

   o Task Group on Inspection Practice,

   o Regulatory Approach for the Severe Accident Case for Aging Reactors,

   o Safety Case for Aging Reactors

   o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dvanced Reactors

   o Ad-hoc Group of a Review of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dvanced

      NPP's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  

   RWMC는 1975년 6월에 설립된 위원회로서 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심층처분을 위한 최신기술을 종합 및 평가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

하여 채택된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념 및 기술 토의를 실시하고 의견을 도출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정책적 사안

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o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반 업무 검토(처리, 처분, 저장, 취급기술 등)

   o 회원국들의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한 Coordination

   o 국제 협력프로그램이나 공동 연구프로젝트 등의 개발 추진

   o R&D 결과 등에 대한 토론 및 평가

   o 개발 결과 추진에 대한 회원국에의 권고, 전략 및 정책 제시

   o 대중 홍보를 포함한 정보 보급 노력

   o 회원국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Peer Review(Task Force Group  

     을 결성운 )

   한편 산하의 실무작업반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룹이 있다.

   o PAAG(Performance Assessment Adviso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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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EDE(Coordinating Group on Site Evaluation and Desigh of Experiments),

   o PSAG(Users Group for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Code for Radio-    

     acitive Waste Management),

   o SDB(Sorption Date Base),

   o Consulatation and Surveilance Mechanism for Sea Dumping of Radioactive  

     Waste

마. 원자력개발위원회(NDC)

   NDC는 NEA위원회 중 원자력 개발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구로 전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원자력의 잠재적인 기여, 원자력개발 및 핵연료 수요․공급에 대해서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저해요인을 조사․개선하며 우라늄 자원확보와 핵연료주기

서비스의 장․단기 수용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평가를 수행하고 핵연료 개발 및 

핵연료주기 기술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추진 및 원자력 개발관련 연구수행을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NDC는 에너지 전체수요에 대한 원자력에너지의 미래 기여 여부를 평가하고 

핵연료 주기의 수요 및 공급을 예측․평가하며 원자력에너지 성장과 핵연료주기

의 기술적․경제적 특성을 고찰하여 기타 에너지원과의 기술성 및 경제성 비교연

구를 수행하며 우라늄자원의 현황 및 생산․수요 연구 수행 및 원자력에너지개발

을 위하여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우라늄자원의 탐사․생산에 관한 국제정보 교환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Red Book, Brown Book, Technical Study, Economic Studies, Demand and 

Supply 등을 주기적으로 보완, 발간하고 있다.

  한편 NDC 산하 전문가그룹으로는 Working Group on Uranium 및 Expert

Group of the Management of Plutonium이 있다.

바. 원자력과학위원회(NSC)

   원자력과학위원회는 1991년 10월에 설립된 위원회로서 NSC는 회원국간의 원

자력과학분야 정보 및 경험을 상호 교환하는 창구역할 및 연구활동의 조정창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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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개발에 필요한 연구과제의 제안, 원자력 데이터 수

집, 평가 및 생산 그리고 데이타베이스의 생산 및 유지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컴

퓨터 프로그램을 회원국으로부터 수집 및 배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회원국의 원자력 과학기술 하부구조개선 및 유지를 지원하며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 회원국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연구활동 수행, 원자력 관

련 실험실, 대학 및 산업분야에 원자력 과학기술의 실험결과 및 연구결과를 배포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SC 산하의 실무작업반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룹이 있다.

   o Working Party on Physics of Plutonium Recycling

   o Working Party on International Evaluation Cooperation

   o Working Party on Advanced Computing for Nuclear Applications

   o Working Party on Surveilance and Diagonostics

   o Data Bank

   한편 NEA Data Bank는 OECD/NEA의 상설위원회 및 산하 Working Group

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기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향상 및 가상사고 예측 및 

사고방지기술, 차세대원자로 설계 및 최적화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핵자료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은 19개 회원국의 

400여개 실험실,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개정 보완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자료들이 첨가되고 있다.

사. 원자력 손해배상 정부전문가 그룹

      (The NEA Group of Goveronmental Experts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국제원자력손해배상법의 합당한 적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Vienna Convention

과 Paris Convention의 적용과 관련 작성된 1988년 Joint Protocol을 발효시키기 

위해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기준 원

자력 손해배상 협약을 검토하고 원자력 손해에 대한 보상제공 체계의 형성을 보

완․수정하며 파리와 브뤄셀 협약의 이행, 원자력 사고시 국가간 손해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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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사성폐기물 투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고 연 2회 원자력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국내에서의 OECD NEA 문서 제공 및 관리현황

  OECD/OLIS(Online Information Services)-II는 OECD산하 NEA(Nuclear Energy 

Agency)내의 8개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OECD

/NEA 회원국과 대표단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을 가능

케 하여 회원국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3년 5월 

OECD/NEA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이 문서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문서를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9월부터는 OECD/OLIS-II 프로그램을 전화모뎀을 통해서 웹상에서 

OECD 호스트에 직접 접속한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OECD/OLIS-II는 위원회별, 날짜별 등의 다양한 

검색 환경을 제공하며 검색된 문서는 어와 프랑스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PDF 

형식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4년 2월부터 매주 단위로 OECD/NEA 문서를 검색

하여, 검색된 문헌을 소내는 물론 소외의 관련 위원에게 E-mail로 배포하고 있다.

  현재  OECD/NEA 문서를 송부 받고 있는 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그 기관과 인원

을 살펴보면 한국원자력연구소 31명, 과학기술부 3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명, 한

국과학기술원 1명, 한국전력연구원 4명, 고려대학교 1명 등 총 47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OECD/NEA 회의일정은 소내 관련 연구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매월 

BBS에 게시하고 있으며 OECD 문서들은 Acrobat Reader를 통하여 읽을 수 있다. 

   OECD/NEA 문서를 살펴보면 각 위원회의 약기명은 문서번호에 이용되어 연

도와 일련번호 등과 함께 문서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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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NEA/NDC/DOC(95) 9 

               ①    ②   ③ ④ 

    ① 원자력개발위원회 약기명

    ② 문서내용형식 

       (Doc-Document, Conf-회의일정, SUM-Summary Record를 의미함)

    ③ 문서발행년도  

    ④ 일련번호

  

  한편 이들 위원회 문서 외에 OECD 산하 해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문서들을 

OLIS-II를 통해 직접 OECD 호스트에 접속하여 무료로 검색, 활용할 수 있다. 따

라서 OECD NEA 관련 위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문서를 통해서 각 위원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활동상황을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일정 및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참고로 2000년도에 검색, 제공한 OECD/NEA SDI 서비스는 총 44회 475건으로 

월별 제공실적은 <표 7>과 같다.

 <표 7> 2000년도 OECD/NEA 문서제공서비스 현황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검색횟수

(제공건수)

3

(31)

3

(45)

4

(51)

4

(52)

4

(51)

4

(37)

월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검색횟수

(제공건수)

4

(36)

3

(23)

4

(32)

4

(45)

3

(37)

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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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OECD NEA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색시스템 개발

OECD NEA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국내 OECD NEA 

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원자력관련 DB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1990년도 

이후의 모든 문서를 OECD OLIS 시스템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 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자료현황은 <표 8>과 같다. 한국원자력연

구소에서는 구축된 OECD NEA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2001년도 9월부터 국내 전역에 걸쳐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다.

  

<표 8> 연도별/위원회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 현황

구분 steering CNRA COM CONF CRPPH CSNI LEG NDC NSC RASPLAV RWMC 기타 계

1990 1 1 1 3 6

1991 34 7 8 12 51 9 46 6 18 4 195

1992 32 7 12 17 42 7 39 27 40 7 230

1993 29 13 11 29 62 9 36 20 23 6 238

1994 36 9 12 33 65 9 51 28 2 24 2 271

1995 35 14 12 40 49 8 40 23 32 1 254

1996 32 8 17 12 25 62 6 30 23 21 236

1997 47 14 11 19 93 11 43 25 23 286

1998 22 13 11 6 22 87 6 37 24 39 267

1999 25 12 14 6 46 79 7 54 34 48 325

2000 25 13 16 5 34 64 1 30 26 46 260

2001 17 9 4 2 24 37 18 27 40 1 179

계 335 120 73 86 301 692 73 427 263 2 354 21 2747

2001년도 9월부터 제공되는 OECD NEA 문서제공서비스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전자도서관에서 운 할 예정이며 이용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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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원자력연구소 전자도서관의 초기화면 메뉴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한 

후 "OECD  NEA"를 클릭한다.

  ② 인증과정이 나타나면 한국원자력연구소 OECD NEA 담당자로부터 부여받은

ID와 Password를 입력한다.

  ③ 그러면 <화면 1>에서와 같이 OECD NEA 문서에 대한 검색 초기화면이 나

타난다. 이때 원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도 있고 위원회별 또는 연도별로 문서 리스

트를 볼 수 있다. 

<화면 1> OECD NEA 검색 초기화면

                                문서 리스트 보기 ● 위원회별

                                           ● 연도별

      검색어 입력

            

      키 워 드 :   AND

      문서번호 :   AND

      문 서 명 :   AND

      문서일자 :

                                검색실행    취소

  ④ <화면 2>는 “문서 리스트 보기”를 클릭했을 때 나타난 화면이다.

<화면 2> OECD NEA “문서 리스트 보기” 화면

     문서리스트 보기
    
          ● 위원회별                           
            ․Steering (Streeing Committee)
               ․CNRA (Committee on the Safety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
               ․COM
               ․CONF
               ․CRPPH (Commutt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Public Health)
               ․CSNI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
               ․LEG (Group of Governmental Exports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NDC (Committee for Technical and Economic Studies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the Fuel Cycle)
               ․NSC (Nuclear Science Commitee)
               ․RASPLAV
               ․RWM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기타
   
        ● 연도별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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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화면 3>과 <화면 4>는 위원회별 및 연도별 리스트 보기를 실행한 화면이

다. 위원회별 리스트는 문서 발생일자순이며, 연도별 리스트는 위원회 순으로 정

렬되어 있다.

<화면 3> OECD NEA 위원회별 “문서 리스트 보기” 실행화면

     ● Streeing Committee

     번호  문서번호             문서일자         제       목
 
      1   NEA/NE(2000)1         05/10/2000    MAIN LINES OF THE NEA PROGRAMME OF WORK
                                           2001-200
      2   NEA/NE(2000)10           09/27/2000    NEA PROGRAMME OF WORK FOR 2001-2002 AND
                                          BUDGET 2001
      3   NEA/NE(2000)11           09/21/2000    REVIEW OF THE NEA COMMITTEE STRUCTURE
      4   NEA/NE(2000)12           09/12/2000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TO
                                          THE NUCLEAR ENERGY AGENCY AND ITS DATA
                                                                       BANK

      5   NEA/NE(2000)13           09/21/2000    NEA DOCUMENT ON NUCLEAR ENERGY IN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6   NEA/NE(2000)14           09/11/2000    THE OECD/NEA SORPTION PROJECT - PHASE II
      7   NEA/NE(2000)15           09/19/2000    THE OECD/NEA MASCA PROJECT
      8   NEA/NE(2000)1-ADD1     04/17/2000    STATUS REPORT ON THE NEA BUDGET 2000
      9   NEA/NE(2000)1-ADD2     04/20/2000    ANNUAL REPORTS BY THE NEA STANDING 
                                                                      TECHNICAL COMMITTEES ON THE STATUS OF

                                                                      ACTIVITIES

     10   NEA/NE(2000)2            04/28/2000    REVIEW OF THE NEA COMMITTEE STRUCTURES

<화면 4> OECD NEA 년도별 “문서 리스트 보기” 실행화면

     ● 2000년도

     번호  문서번호             문서일자         제       목
     
      1   NEA/CNRA/R(2000)1       02/23/2000    WORKSHOP ON ASSURING NUCLEAR SAFETY
                                                                      COMPETENCE INTO THE 21ST CENTUR 

      2   NEA/CNRA/R(2000)2       04/10/2000    WORKING GROUP ON INSPECTION
                                          PRACTICES (WGIP)
      3   NEA/CNRA/R(2000)3       05/31/2000    THE STRATEGIC PLAN FOR THE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

      4   NEA/CNRA/R(2001)1       01/15/2000    REGULATORY ASPECTS OF LIFE EXTENSION AND
                                                                      UPGRADING OF NPPS CNRA SPECIAL ISSUE'S

                                                                      MEETING 2000 - REPORT

      5   NEA/CNRA/R(2001)2       01/15/2000    REGULATORY ASPECTS OF LIFE EXTENTION AND 
                                          UPGRADING OF NPPS CNRA SPECIAL ISSUE'S
                                                                      MEETING 2000 - MEMBER COUNTRIES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6   NEA/CNRA/R(2001)3       02/18/2000    IMPROVING REGULATORY EFFECTIVENESS
      7   NEA/CNRA/R(99)4         07/03/2000    WORKING GROUP ON INSPECTION PRACTICES
                                                                      (WGIP) REGULATORY PRACTICES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WITH
                                                                      SPECIAL REGARD OF REGULATORY INSPECTION

                                                                      PRACTICES

      8   NEA/COM(2000)10         07/07/2000    THE 1999 ANNUAL REPORT OF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NEA)

      9   NEA/COM(2000)11         07/11/2000    THE OSPAR COMMISSION WELCOMES THE NEA
                                                                      REPORT ON RADIOLOGICAL IMPACTS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OPTIONS

     10   NEA/COM(2000)12         08/31/2000    A NEW REVIEW ON WORLD URANIUM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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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OECD NEA 문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화면 1>에서의 탐색어 입력창에 원

하는 탐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문서검색은 키워드, 문서번호, 문서명 및 문서일자 

등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종 탐색항목을 논리연산기호

를 사용하여 제한 할 수 있다. 특히 키워드 입력에서는 논리연산기호는 물론 인접

연산기호 및 절단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화면 5> 탐색결과 리스트 화면

    ● “Nuclear Safety”에 대한 탐색 결과

       *** 검색된 문헌건수: 7건 ***

  번호    문서번호           문서일자         제       목
    1   NEA/CEN/SIN/FUEL(2001)1  02/23/2000   ANNOUNCEMENT OF TOPICAL MEETING FUEL SAFETY
                                                                 CRITERIA AND THE SECOND PLENARY MEETING

    2   NEA/CNRA/R(2000)3         05/31/2000  THE STRATEGIC PLAN FOR THE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
    3   NEA/COM(2000)12           08/31/2000  A NEW REVIEW ON WORLD URANIUM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      
    4   NEA/CNRA/R(2001)1        01/15/2000  REGULATORY ASPECTS OF LIFE EXTENSION AND
                                                UPGRADING OF NPPS CNRA SPECIAL ISSUE'S

                                                MEETING 2000 - REPORT
    5   NEA/CNRA/R(2001)3        02/18/2000  IMPROVING REGULATORY EFFECTIVENESS
    6   NEA/CNRA/R(2000)2        04/10/2000  WORKING GROUP ON INSPECTION

                                              PRACTICES (WGIP)
    7   NEA/COM(2000)10          07/07/2000  THE 1999 ANNUAL REPORT OF THE OECD
                                                NUCLEAR ENERGY AGENCY (NEA)

  ⑦ <화면 6>과 <화면 7>은 <화면 5>의 첫 번째 문서에 대한 원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지로써 해당 원문은 PDF 화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Acrobat Reader

를 실행시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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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6> OECD NEA 문서 원문 1쪽 화면

                                                  <화면 7> OECD NEA 문서

        원문 2쪽 화면



- 66 -

제 2 절  OECD NEA Data Bank 전산코드의 체계적 관리, 전산코드  

         수량 확대

  1. 데이터뱅크 개요

    NEA 데이터뱅크는 1978년 원자력 연구를 위한 핵자료 및 원자력 관련 컴퓨

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국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데이터뱅크는 

NEA회원국 중에서 OECD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신청한 국가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1999년 7월 현재 2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1994. 1월 가입)를 포함한 

21개국만이 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2. 데이터뱅크 제공 서비스

  

    NEA 데이터뱅크는 크게 다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핵자료(Nuclear Data)서비스 : Nuclear 중성자 분석관련 데이터로 원자

로의 설계, 핵융합, 차폐계산 등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데이터뱅크에 수록하여 각 

회원국에 제공한다.

     나. 화학자료(Chemical Data)서비스 : 핵물질 원료들의 화학적 특성 및 열역

학적 데이터를 데이터뱅크에 수록하여 각 회원국에 제공한다.

     다. 전산코드 서비스 : 테스트가 끝난 약 1,800개의 원자력 관련 전산코드를 

전세계 500여 기관에 가공하여 제공한다.

  3. 데이터뱅크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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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 데이터뱅크는 NEA 웹사이트(http://www.nea.fr)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

다. 특히 핵자료와 화학자료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이용자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자료와 허가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대외비자료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일 대외비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E-mail 연락처로 이용자가 직

접 신청하면 2-3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핵 자료의 경우 : nearogot@nea.fr

  ․화학자료의 경우 : tdb@nea.fr

  반면 전산코드는 NEA 웝사이트 상에서 코드의 개요까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지만 코드 자체를 원할 경우에는 NEA 전산코드 Liaison Officer인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 이용자는 NEA 웹사이트를 통해 코드를 검색한 후 원하는 코드를 KAERI 

Liaison Officer에게 전화나 E-mail로 신청한다.

   나. KAERI Liaison Officer는 NEA에 접속하여 원하는 코드를 신청한다.  그러

면 NEA데이터뱅크에서는 코드 용량(size)통보와 함께 데이터 전송방법(온라인 또

는 우편발송)을 알려준다.

   다. KAERI Liaison Officer가 NEA 데이터뱅크로부터 코드를 접수하면, 코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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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P(<50M B ):3~6
•M eil(>5M B ):2~30 K R ER I L iaison O ffcer(*)

N EA

   (*) : KAERI Liaison Officer : TEL)042-868-2095

                                   E-Mail)hclee@nanum.kaeri.re.kr

한편, NEA 데이터뱅크에 접속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전산코드 검색과정을 소개하 다.

                               

          

          

          

          

          

   

                       

     ☜ ① NEA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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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EA 데이터뱅크 초기

   화면            ☞

  

③ 전산코드 서비스 초기

 ☜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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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탐색어 입력 화면  ☞

                          

                          

        

⑤ 검색된 레코드 리스트

     출력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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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체 레코드(코드개요)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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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산코드의 체계적 관리 및 전산코드 수량 확대

   가. NEA 전산코드

    우리나라는 1994년 OECD/NEA Data Bank에 가입하 다. 이의 결과로 가입

전에는 IAEA를 통하여 1년에 2종의 전산코드만을 입수할 수 있었으나 가입 후에

는 NEA Data Bank에 등록 되어 있는 모든 전산코드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이후 현재까지 우리연구소는 403 종의 전산코드를 도입하 다. <표 9> 입수

된 전산코드는 정보통신과에 등록, Backup을 한후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관련 매

뉴얼 원본은 열람실로 보내며 복사본은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NEA Data Bank에 있는 전산코드들의 정보는 NEA WWW(http://www.nea.

fr)이나 원자력지식정보 관문국(http: //www.atominc.or.kr) site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NEA Data Bank에 있는 전산코드가 필요한 이용자는 원하는 코드의 정보

를 WWW site를 통해 검색하여 코드의 상태를 파악한 후 인터넷

(http://www.atominc.or.kr)이나 E-mail(hclee@kaeri.re.kr), KAERI Liaison Officer 

전화 (042-868-2095)를 통하여  원하는 코드를 입수할 수 있다. 다음<표 10>는 

2001년도 전산코드 도입현황이다.

   나. 전산코드 신청대행 업무

     2001년도에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타 기관에서 우리 연구소

를 통해 NEA Data Bank에 전산코드를 신청하여 입수한 예는 <표 11>과 같다. 

현재 국내에는 우리 연구소를 포함하여 9개 기관에만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어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이나 각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연구소에서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내 관련 기관들 사이에 

공식적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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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NEA Data Bank로부터 계속 전송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신속한 자료

입수를 위해서는 국내 관련기관들 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는 우리 연구소에서 1994년도부터 2001년 7월까지 

NEA Data Bank로부터 전산코드를 입수하여 배포한 현황이다.

          <표 9>  원자력연구소에서 입수하여 배포한 전산코드

기     관 ~1998 1999 2000 2001.7.19  합 계

     한국원자력연구소 183 33 39 37 292

     한국전력연구원 7 1 8

     원전연료주식회사 5 1 1 5 12

     한전기술주식회사 8 3 12 23

     아주대학교 12 1 13

     전북대학교 2 2

     원자력안전기술원 1 1

     충남대학교 10 10

     원자력병원 1 1 2

     포항가속기연구소 3 3

     서울대학교 1 9 5 15

     고등기술연구원 6 3 9

     남대학교 1 1

     현대중공업 1 1

     KIST 1 1

     성균관대학교 1 1

     방재시험연구소 1 1

     벤처기업 1 1

합    계 240 43 65 5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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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연구소 보유 전산코드 및 매뉴얼의 국내 타기관에 제공

기      관 ~1998 1999 2000 2001.7.19 합 계

 한국전력연구원 16 1 2 19

 원전연료주식회사 13 2 3 18

 한전기술주식회사 10 12 8 4 34

 아주대학교 11 1 12

 전북대학교 2 2

 원자력안전기술원 5 5

 충남대학교 10 2 12

 원자력병원 2 2 4

 자원연구소 1 1

 포항가속기연구소 6 6

 포항공과대학교 1 2 3

 군산대학교 1 1

 서울대학교 5 1 4 6 16

 고등기술연구원 16 3 19

 목원대학교 2 2

 남대학교 1 1

 이화여자대학교 1 1 2

 원광대학교 1 1

 LG전자 1 1

 강원대학교 1 1

 연세대학교 1 1

 서일대학교 1 1

 현대중공업㈜ 1 1

 KIST 1 1

 한국전력공사 광 원자력본부 1 1

 성균관대학교 1 1

 대불대학교 1 1

 부산대학교 1 1

 원자력환경기술원 1 1

합     계 107 24  23 1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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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연구소 및 타기관 배포 실적 <총괄표>

기      관 ~1998 1999 2000 2001.7.19 합 계

 한국원자력연구소 183 33 39 28 283

 한국전력연구원 23 1 3 27

 원전연료주식회사 18 3 4 5 30

 한전기술주식회사 18 15 20 4 57

 아주대학교 23 1 1 25

 전북대학교 4 4

 원자력안전기술원 6 6

 충남대학교 20 2 22

 원자력병원 3 3 6

 자원연구소 1 1

 포항가속기연구소 9 9

 포항공과대학교 1 2 3

 군산대학교 1 1

 서울대학교 6 1 13 11 31

 고등기술연구원 22 6 28

 목원대학교 2 2

 남대학교 2 2

 이화여자대학교 1 1 2

 원광대학교 1 1

 LG전자 1 1

 강원대학교 1 1

 연세대학교 1 1

 서일대학교 1 1

 현대중공업㈜ 2 2

 KIST 1 1 2

 한국전력공사 광 원자력본부 1 1

 성균관대학교 1 2 3

 대불대학교 1 1

 부산대학교 1 1

 원자력환경기술원 1 1

 방재시험연구소 1 1

 벤처기업 1 1

합     계 347 67  88 55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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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및 수량확대

   전산코드 이용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제주대학교에

서 개최한 원자력학회에서 학회회원 및 참여자에게  배포하 다.

또한 학회 기간동안 부스를 만들어서 INIS 및 NEA 전산코드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인하여 이과제 수행전보다 코드 수량을 더 많이 확

보하게 되었다. 다음 <표 12>는 94년부터 입수한 전산코드 현황이다. 표에서 보듯

이 이과제 수행후 2001 상반기 현재 예년보다 전산코드 수량이 약 30% 증가하

다.

<표 12> 전산코드 입수현황

                

연 도 도입코드수

1994 58종

1995 36종

1996 29종

1997 66종

1998 51종

1999 43종

2000 65종

2001.07.19 54종

합 계 40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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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OECD NEA Data Bank 전산코드관련 업무회의

   2001년 4월 27일  책임기술원 이해초가 OECD NEA Data Bank를 방문하여  

전산코드 담당자들과 코드관련 업무회의를 하 다. 먼저 OECD/NEA Data Bank

에서 컴퓨터코드 공급절차에 대하여 토의하 고 작업현장을 답사하 다. 그리고 

전산코드와 관련 Document 관리를 따로 하고있는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 으며, 

이에 OECD/NEA Data Bank에서는 2002년말 까지 모든 코드들의 PDF file 작업

이 완료된다고 하 다. 

     또한 OECD/NEA Data Bank에서 1994년 이후 우리나라에게 제공한 코드수

는 1,200여건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NEA Data Bank에 코드를 게재한 건수는 

2건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 다. 이와 관련된 해외 출장보고서 KAERI/OT-704/ 

2001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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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2000년도 우리나라의 IAEA INIS DB에 공헌한 입력량은 1,360건으로 입력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NIS 회원국의 입력순위가 22위에서 

12위로 입력량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 으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원자력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을 입력하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기술정보를 전세계에 제

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2001년도에도 INIS DB 입력량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7월말 현재 1,285건이 입력되어 금년말에는 2,000건 이상의 

많은 데이터가 입력될 예정으로 세계 10위권내에 무난히 진입할 예정이다.

INIS DB Mirror Site 국내 유치와 관련하여 IAEA INIS 사무국과 긴 한 협조

를 하여 웹서버(BASIS 포함), 네크웍 환경, 운 요원 준비 등 우리나라 유치에 따

른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한국의 Mirror Site가 운

되면 웹서버와 네트웍 환경이 IAEA보다 한국이 우월하므로 IAEA INIS 본부 

보다 더 강력한 웹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NIS DB Mirror Site의 

내년도 설치 및 운 에 대한 연구소내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로 공식적인 입

장을 IAEA INIS 사무국에 송부하 으며 특히 제29차 INIS연락관회의에서 INIS 

DB Mirror Site 호스트 역할을 한국에서 담당하겠다는 발표와 아시아 지역 INIS 

연락관들의 호의적인 협력 약속을 받아냈으며 동 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명문화하

는 문서에 우리나라가 Mirror Site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명기한 것은 하나의 성

과로 볼 수 있다. 향후 INIS Mirror Site 운 을 통하여 IAEA에서 아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INIS DB 이용 활성화로 원자력관련 연구에 생산성 향상 

및 IAEA INIS의 첨단 웹DB기술 입수ㆍ활용이 예상된다.

  국내의 OECD NEA 산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물론이고 관심있는 다양한 

계층의 원자력분야 이용자들이 OECD NEA 문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별도의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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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 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건수는 2,747건으로, 1990년도 이후 

NEA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한 원문 이미지이다. 현재 구축된 NEA 문서 데

이터베이스는 키워드, 문서번호, 문서명 및 문서의 발생일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 또한 즉시 입수할 수 있도록 검

색시스템을 구축하 다. NEA 문서 검색시스템은 2001년 9월부터 한국원자력연구

소 전자도서관에서 운 하는 웹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OECD NEA 산하 위원회

의 위원은 물론이고 관심있는 다양한 계층의 원자력분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EA Data Bank의 전산코드를 국내 이용자에게 홍보 및 확대하는 노력을 하

다. 그 결과 지난 연도들에 비하여 원자력 전산코드 수량이 약 30％ 증가하 다. 

확보한 전산코드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서 국내 원자력 기술 수준 향상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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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

Dec. 11, 2000  

                                    Jiho Yi

                 An Official Manager in Korea INIS Center

Technical Information Departm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IS Activi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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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ecent INIS Activities in Korea

                              

 

 1996 :  INIS SDI Service by e-mail

 1997 : INIS RS Service is available for the public  

         via internet under the WWW Environment,  

         INIS SDI Web Service

 1998 :  Use of INIS Full-text CD-ROM(NCL)

 1999 :  Publication of Guide Book(User's Guide 

         of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2000 :  Start a New Project(A Basic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Using

         International Nuclear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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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Organization of INIS National Center     

      in Korea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OST)

 Korea Atomic Energy 

Reserach Institute

 (KAERI)

INIS Liaison officer

  Head of Nuclear Policy 

Department

  Alternative INIS Liaison

         Officer

 Head of Technical 

Information Department 

 Information Acquisition Team

Information Processing Team

 (INIS Operation)

Information Servi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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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an-Power and Facilities for INIS in  

    Korea

 1. Man-Power

   - For INIS Input Preparation : 4 persons 

      (3 INIS input specialists as part time positions)

   - For Information Retrieval & SDI Service : 

      1 person

   - For Special Event : staff of Technical             

                      Information Department

  2. Facilities

   - INIS Input Preparation: 

        * Pentium PC, Laser Printer

   - CD Networking Hardware

        * OS: Widows 2000 Beta 3.0

        * Application P/G: Netra 2000

   - Web Server(SGI Challenge L)

        * OS: IRIX 5.3

        * DBMS: Basis+ 

        * CPU: 220 Mhz x 2

        * Main Memory: 256MB

        * Disk: 40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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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NIS Input Preparation

  1. Collection of nuclear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2. The number of staff : 4 persons

    ※ 3 INIS input specialists as part time position

  3. INIS Input Rate : Average 602 Items/year

  4. Total Input Records : 6,055 records 

         ※ INIS Input Items by Document Type

  

       Y e a r   1996   1997   1998   1999   2000

            

 Document 

   Type

 Monograph     -    112     77    104    157

 J. Article     65    127    376     43    915

 Report    251    201    174    271    328

       T o t a l    316    440    626    4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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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Utility of INIS Output Products

  - Information Services for KAERI

  - INIS-SDI & RS Service for Domestic Users  

 

 1. INIS Atomindex File(INIS SDI Service)

  - Maintenance of User Profile: 239 users and 760 profiles

  - Distribution of Retrieval Data: by E-mail

    

    ※ Status of INIS SDI Service Users' Profile

    ☞ KINS :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EPCO : Korea Electric Power Cooperation, Inc.

       KOPEC :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Others : Government Office, Research Institute, Industrial      

                Co., etc.

Organization Users Profiles

KAERI 113 347

KINS  30  96

KEPCO  18  54

KOPEC  12  46

Universities  45 147

Others  21  70

Total 239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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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IS Database on CD-ROM

   - Start of INIS CD-ROM for Multiusers in 1994

   - Access Boundary: KAERI Net (LAN)

   - The number of terminals: About 900 PCs

 

 3. INIS Database on the Internet at the IAEA

 4. INIS Non-Conventional Literature

 

   - Microfiche Reader Printer (4 sets)

   - Microfiche Reader (2 sets)

   - Stand Alone Type Use of INIS CD-ROM 

Ⅵ.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 The exchange of source document among INIS membership

   countries

   - Request of full-text from other countries: photocopying          

         service

   - Request of full-text from domestic users: request to the         

         INIS Inpu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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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Present New Project (A Basic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Using             

     International Nuclear DB)    

 Our goverment's support has increased in the        

 number of our national input to INIS preparation in

 order to reach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 in our country    

      ranks 7th in the world.

      (the number of present operation sites: 16)

    - But the number of INIS input in our country

      ranks 22nd in the world

    - Increase the number of our national input to INI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 INIS input preparation : minimum 1,200 items

       * Collection and selection of nuclear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 Men Power: INIS input specialist as part time      

             position

<INIS members contributions: average annual submissions 1995-99>

Hungary(884), Ukraine(831),            United States(21,142), Japan(5,114), 

Austria(725), Sweden(683),              Russian Federation(5,046), Germany(4,723),

Czech Republic(651), Italy(477),          Netherlands(4,561), France(2,981), 

Denmark(425), Korea(418),         ➡  China(2,927), United Kingdom(2,446), 

Slovak Republic(362), Romania(348),      Brazil(2,077), Poland(1,907), India(1,721),

Spain(341),  Kazakhstan(318),           Switzerland(1,392), Canada(1,244), 
Belarus(311)                              Australia(911)

                                          

                                       <INIS Input Higher Rank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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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untry is ready to host an INIS database mirror 

site

    - Reviewing the related data and preparing the H/W     

         for inducing the mirror site

    - Web Server with BASIS DBMS : 

      <Proposal>

        SGI Challenge L

        * OS: IRIX 5.3

        * CPU: 220 Mhz x 2

        * Main Memory: 256MB

        * Disk: 40 Gb 

        * DBMS: Basis+ 

      <Alternative Proposal>

        SUN Enterprise 5500 

        * CPU: 400 Mhz x 8

        * Main Memory: 4 Gb 

        * Disk: 100 Gb      

        * DBMS: Basis+ 

    - Mirror Site Operation Staff : 0.2 man/y



- 96 -

    - Network : DACOM BORANet

      <International leased line>

 

       

   

      <Domestic leased line>

        155M - Giga Trunk

      <KAERI Site leased line>

        100M + 2M Line

 Country  International line capacity

 USA 625Mbps

 Japan 51Mbps 

 China 45Mbps

 Hongkong 45Mbps

 Singapore 45Mbps

 Australia 8Mbps

 Others 6Mbps

 Total 825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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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록

      

2001. 3. 

기  획  부 

기술정보과 

  

 IAEA/INIS DB Mirror Site  

    우리나라 유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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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 경 

□ 1998년부터 IAEA/INIS DB를 웹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나, DB 이용자의 급증에 따른 검색속도 저하로 문제점 발생 

□ 이에 따라 제28차 INIS 연락관회의(2000. 6. 5 - 6.8, 독일 칼스루헤)에  

   서 INIS의 본부인 비엔나(오스트리아)외 다른 지역에 설치할 것을 검  

   토하 고 구두로 몇몇 국가가 유치를 희망하 으며 INIS 사무국에서   

   설치 지역을 조사하기로 결의

□ 우리 나라에서 아시아 지역의 IAEA/INIS Mirror Site 유치에 따른 기  

   초 조사 착수

  
Ⅱ. 목적 및 필요성

□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내 회원국에 INIS정보의 신속한 제공

□ 우리 나라 원자력 발전에 따른 원자력 강국으로서 IAEA관련 국제활동  

       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지역 호스트 유치를 통한 아시아 지역국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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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AEA/INIS Mirror Site 유치

1. 추진경위 

o 2000년 제28차 INIS 연락관 회의(기간: 2000.6.5-8, 장소: 독일 칼스루

헤,  참가국: 67개 회원국 80명, 아국 참가자: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김주한 서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과 선임기술원 이지호)에서 

IAEA/INIS  DB Mirror Site에 대하여 의제로 토의함

      → 1998년부터 IAEA/INIS DB를 웹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DB 이용자의 급증에 따른 검색속도의 현격한 저하로 인  

    하여 INIS 본부인 비엔나(오스트리아) 이외 몇몇 지역에 지역 호  

    스트(Mirror Site)의 설치를 추진 중이며, 희망하는 나라를 찾고  

    있음  

   o 2000년도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원자력관

련 DB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과제책임자: 이지호 선임기술원, 과제기

간: ’00.9.1-’01.8.31, 예산: 35,000천원) 의 IAEA/INIS DB Mirror     

Site 국내   유치에 대한 사업이 진행중임

   o 2000.12.11 이지호 선임기술원이 IAEA/INIS 사무국을 방문하여 사무

국직원과 INIS Mirror Site관련 업무협의를 하 음(관련 자료 별첨) 

       → 2000.12월 까지 공식적으로 Mirror Site에 대한 유치 의사를 표  

    명한 나라는 없으며, 중남미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유치를 위한 의견 조정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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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 예산 

  예  산     비    고

 웹서버 
 구입비  1.4억원

 DBMS 
 유지보수비  0.1억원

현재 기술정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DBMS이나, 정보

관리 토탈시스템 구축 이후 Oracle로 변경될 예정임으로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이 유지보수 계약만 체결

 향후 유지
 보수비  0.22억원

INIS DB 이용하는 회원은 연간 사용료를 IAEA에 지불

하는데 Mirror Site로 접속하는 회원의 사용료 일정비율

을 받아서 유지보수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IAEA와 협의  

  

  - 우리 나라는 1969년 INIS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INIS National Center의 역할은 국가 원자  

    력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기술정보과)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  

    가 재정에 의하여 지원이 되어야 됨

 - IAEA/INIS 사무국에서 2002년에 지역별 INIS Mirror Site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2002년에 예산상 지원이 필요함

3. 향후 추진계획

   o INIS DB Mirror Site의 국내 유치에 대한 아국의 INIS 연락관의 공  

     식적인 문서를 IAEA INIS 사무국에 송부(아국의 INIS Liaison       

     Officer: 원자력정책과장)

o 우리 나라의 Mirror Site 설치계획을 주변국가들에게 알리고 이를 사

용하도록 협조 요청 및 회신

o IAEA의 호스트 컴퓨터와 호환성이 있는 INIS Mirror Site 호스트 컴

퓨터용 W/S 도입 및 DBMS인 BASIS 설치

o Server관리 담당자 선정(0.1인/년 필요) 

o IAEA와 협력하여 INIS 시스템 인스톨 및 Server관리 교육 이수

o 주기적 INIS DB 갱신(IAEA 원격 관리)   

o Mirror Site 설치 이후 계속적 운 (유지,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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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체계도

    IAEA/INIS Mirror Site 구축(안)

             아시아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기타 지역

           

              정부 부처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학교, 산업체          
                연구소                         IAEA/INIS Mirror Site 운                      일반이용자
                                          

                                     

                                        

                                                    IAEA/INIS 본부
                                         원격 Update

Ⅳ. 기대효과

□ INIS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통한 연구 생산성 향상

□ INIS Mirror Site 운 을 통한 IAEA에서 아국의 위상 제고

□ IAEA/INIS의 첨단 웹DB기술 입수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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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INIS Mirror Site관련  IAEA 직원과  업무협의  내용

    1. 우리 나라 INIS 활동, Mirror Site 준비사항 등 발표

       - 발표자: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기술원 이지호

       -  IAEA측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 Ms. D. Lohner: Director, Div. of Scientific & Technical      

                             Information, IAEA

          ▷ Ms. T. Atieh: Head, Centre Services Unit, INIS, IAEA

          ▷ Mr. Walter Ziegler: Head, Bibliographic Control Unit, INIS, IAEA

▷ Mr. Anatoli Tolstenkov: Software Engineer,

                          International Data Centre, IAEA

▷ Mr. Nikolay Douchev: Network Support Unit, Computer

                         Services Centre, IAEA

          ▷ Mr. L. Iliev: INIS Computer Support Group, INIS, IAEA

 

    2. 토의사항

       - 한국의 INIS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대하여 환 하며 특히 금년  

          에 입력량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하여 INIS 사무국의 입장에서 감사를  

          전한다고 하 음 

       - 제안한 SGI Challenger L은 OS가 IRIX 5.3을 사용함으로 INIS Host 컴  

         퓨터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대안으로 제시한 SUN Enterprise 5500 또는  

         이와 동급의 컴퓨터가 적당하며, INIS 본부에서 사용하는 Host 컴퓨터  

         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이라고 함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Network 환경은 IAEA보다 휠씬 우수하며, 한국의  

         국제 전용선도 만족할 만한 수준임

       - Mirror Site가 국내에 유치될 경우 IAEA 직원이 한국에 와서 약 1달   

         정도 시스템 인스톨해 줄 예정이며, Maintenance를 위한 운  요원     

         (0.2인/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함 

       - 따라서 한국의 INIS Mirror Site 유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  

         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한국의 Mirror Site 유치에 따른 주변 국가들의 양해를 받는 문제  

         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INIS Mirror Site의 국내 유치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를 IAEA INIS사무  

         국에송부하는 것이 다음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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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에서 발간되는 원자력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INIS 입력 기술규칙에 따라 1,296건을 입력 

하 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INIS DB에 공헌한 입력량은 1,360건으로 103개 INIS 회원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하여 INIS 입력 선진국에 진입하 다.

  INIS DB Mirror Site 국내 유치를 위한 연구소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INIS 사무국과의 

접촉, 아시아 지역국가와 유대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 다. 특히 INIS 연락관회의에서 

우리나라에 INIS DB Mirror Site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하 으며, 2002년에 Mirror Site가 

설치ㆍ운 될 예정이다.

  OECD NEA 문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2,747건 구축하 으며,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OECD NEA 전산코드 보유 수량을 확대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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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induce the INIS DB Mirror Site in Korea, the Korea INIS National Center has cooperated 

with KAERI and organizations concerned, contacted the INIS Secretariat and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with Asian nations. As INIS liaison officers from each country agreed to induce the INIS 

DB Mirror Site in Korea, In 2002 the Mirror Site will be launched in Korea.

  The total records of our local OECD NEA documents are 2,742. KAERI will develop the OECD NEA 

documents retrival system and service will start. The KAERI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domestic nuclear energy technology by inducing more OECD NEA computer codes from advanced 

countries and utilizing the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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