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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등급 기기에 검사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

하여 실시되고 있어 검사 시스템과 수집 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접근이 불

가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웹과 자바를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에 원전 안전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상에서 웹 브

라우저만을 이용하여 검사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개발

되고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인 요소

를 분석하고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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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ince safety inspection for safety-critical unit of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processed using off-line technology, it is impossible to access 

safety inspection system and inspection data through network such as 

internet.

We have developed an on-line control and data access system based 

on WWW and JAVA technologies which can be used during plant 

opera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Users can access inspection 

systems and inspection data only using web-browser.

This report discusses essential techniques and solutions for developing 

an on-line control and data acc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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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 압력 용기, 배관, 증기발생기, 케이블 등 안전성을 

요구하는 많은 기기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러한 기기들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

라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등급 기기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해마다 

over-haul 기간 동안에 UT, RT, ECT 등의 NDT 검사를 수행하여 안전

성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있으며, 원자로 가동 중에는 loose part 

monitoring 과 같은 안전성 감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안전성 감시와 평가를 위한 시스템들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Off-line 

상태에서 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인프라 구조는 검사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 자료의 공유에 있어 상당한 애로 사항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처음 개발되기 시작했던 시기에는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

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에 개발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인 연계 개념이 빠져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느 

컴퓨터에서나 원격지 컴퓨터를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기술을 기존 시스템에 접목하거나 

third-party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기존 시스템들에 대해서 

상호 연계성을 갖추면서 검사 자료나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On-line 

상으로 접근하고 원격지에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유기적이면서 경제

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검사 시스템들에 대한 On-line 접근을 Web을 이

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그 구체적인 구현 방법으로 자

바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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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격 시스템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외국과 국내에서 개발된 원격 시스템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원격 시스템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 본 연구와 관련

이 있는 다음의 4개 연구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 다.

● JANIS (JAva-based Nuclear Information Software)

● GraFic (Graphical Facility Information System)

● IERNet (Integrated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 RobWebCam - An internet remotely operated two 

degree-of-freedom CCD-camera

먼저 이 시스템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본 연구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들을 정의한다.

제 1 절 원격 시스템의 구축 사례

1. JANIS (JAva-based Nuclear Information Software)

JANIS는 OECD Nuclear Energy Agency에서 개발한 핵 자료 관리용 소

프트웨어이다. 이다. 핵 자료에는 방사능 물질과 원전 연료 등을 포함하는 

모든 원자력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자료는 매우 방대하면서

도 이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한다.

JANIS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계 데이터나 

그래픽 처리 등으로 핵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바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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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핵 자료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이 자료에 접근하

기 위한 웹 상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있다. 이 시스템의 모체가 되는 

Borland C++로 제작된 JEF-PC라는 프로그램이 1990년대에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와 관련한 유연성

과 서로 다른 운 체계에서의 사용이 제약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NEA에서는 1993년부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핵 자료를 관리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웹 기반 기술을 사

용하고 있었다. JANIS는 JEF-PC의 문제점을 웹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한 시스템인 것이다.

JANIS의 시스템 아키텍쳐는 핵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NEA에 설치하고, 핵 자료를 이곳에 저장하면서 이 데이터의 사용자들이 

웹을 이용하여 NEA의 웹 서버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3-tier 구조로 구성

되어있다.

다음 그림은 JANIS의 3-tier 타입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다.

클라이언트

Web-Browser

NEA

Web-Server

NEA

DATABASE

SERVAER

Internet

NEA

그림 2.1 JANIS 시스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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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IS의 경우 클라이언트인 사용자의 컴퓨터는 인터넷과 웹 환경만 설치

하면 된다. 모든 응용처리 프로그램은 웹서버에 구성되어있으며, 사용자는 

이 웹서버에 웹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응용처리를 요구하면 된다. 클라이

언트쪽 사용자는 NEA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할 필요가 없으며, 사

용자의 모든 요구는 웹서버에서 직접 처리한다.

2. GraFic (Graphical Facility Information System)

GraFic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Oak Ridge Y-12  Plant에서 개발한 핵

물질 저장 용기 내의 핵 물질에 대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Y-12 Plant는 uranium isotope와 electromagnetic process를 위하여 맨해

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43년에 건설되었으나, 2차 대전 이후 이러한 목

적에서 벗어나 핵무기와 핵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GraFic은 2차 대전 후 Special Nuclear Mateiral (SNM) 저장 장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개발되기 시작하 다.

GraFic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  inventories on demand

● real-time alarm notification

● historical view if facility status and assets

● long-term storage and retrieval of inventory data

●linkage of procedures, drawings, and assets to associates 

facility areas

● space plann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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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update of configuration information

● many built-in reports that can be viewed on-screen or printed

GraFic은 자체 개발한 패키지를 이용하여 구성된 분산처리 시스템으로 핵 

물질 저장 장치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상태 정보를 GraFic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하고 원격지 GraFic 워크스테이션에서 이 데이터를 접근하

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그림은 GraFic 시스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보여준다.

Sensor

Poling &

Config 
system

GraFIC

DB

Server

(DBS)

GraFIC

Workstation

(Client)

SNM Vaults/Concentrators

그림 2.2 GraFic 시스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서브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저장 장치의 configuration과 status

●  configuration과 status history 테이블

●  daily-archive 테이블

센서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DBS는 그 값들을 엔지니어링 유닛

으로 나눈다. historical 로그는 현재 저장 장치의 configuration이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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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화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센서 서브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센서의 값을 읽고 DBS에 알람 컨디션을 

알려준다.

3. IERNet (Integrated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IERNet은 한국 KINS(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에서 개발한 방

사능 환경 감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핵 관련 장치와 regional monitoring station의 external gamma 

ray로부터 exposure rate를 측정한다.

● 중앙 감시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데이터 관리 및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프로젝트의 범위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IERNet의 구축

- IERNet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방

사능 환경 감시 시스템과 중앙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

결한다.

-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원격지에서 제어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

콜을 개발하고, 감시 시스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

집한다.

-정상 상태에서의 early warning 프로그램과 비상 상태에서의 

altering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수집된 데이터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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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al Monitoring System에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

를 기반으로 하는 친숙한 환경으로 구축한다.

-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온라인 감시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

는 모듈을 개발하고, MOST(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실시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팬널 보드

를 구축한다.

-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모듈을 개발한다.

● 방사능 환경 감시 장비를 위한 데이터 처리 로직 개발

- Regional Monitoring Station의 방사능 환경 감시 기능을 개선

한다.

- manmade radiation과 natural gamma radiation 사이의 구분을 

위한 제어 로직을 개발한다.

이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 DACOM을 IERNet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선택하여 

주요 방사능 환경 감시 시스템들을 KINS의 중앙 시스템에 연결.

● Regional Monitoring Station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저

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WWW를 이용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데이터 평가를 

위한 비주얼 프로그램 제작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여러 개의 Regional Monitoring 

Station에서 수집된 방사능 관련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

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터넷 상의 사용자들이 웹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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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접근하는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IERNet의 시스

템 구성 측면에서 본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보여준다.

Regisonal Monitoring station

Database Server

DACOM Internet

Client
Browser

Regisonal Monitoring station

.

.

.

Central Monitoring station

그림 2.3 IERNet 시스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4. RobWebCam - An internet remotely operated two 

degree-of-freedom CCD-camera

RobWebCam은 브라질 대학교에서 개발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CCD 카

메라 제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설치된 CCD 카메라의 움

직임을 제어하면서 카메라 화상을 웹브라우저 상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 모델 그림을 이용하여 알아본다.

다음 그림은 RobWebCam의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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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Cam Server

Manupulator

RobWebCam Server

Internet

Client

Manipulator
Positioning

Camera
Image or Video

그림 2.4 RobWebCam 시스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비디오 시그널은 썬 워크스테이션인 WebCam Server를 이용하여 수집하

고, 매니퓨레이터의 제어는 리눅스 머신인 RobWebCam Server를 이용하

여 수행된다.

인터넷 상에 연결된 CCD 카메라 사용자는 CCD 카메라가 설치된 사이트

의 RobWebCam에 접속하여 CGI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 프로그램

은 매니퓨레이터의 모터와 드라이버를 구동하여 CCD 카메라의 이동을 제

어해주며, CCD 카메라에 잡힌 비디오 화상은 WebCam Server로 수집됨

과 동시에 RobWebCam Server를 통하여 사용자 브라우저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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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례 분석을 통한 요소 기술 파악

앞에서 살펴 본 원격 시스템들의 특징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용, 웹과 

자바를 이용한 원격 제어로 요약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운 은 서버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

템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를 이곳에 저장하고 어디에서든 접근하여 사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 구현이 되어있는데, 데이

터베이스 서버를 운 하는 것도 이 모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다중계층(multi-tier) 방식으로 모델링 하 는데, 클라이언

트/서버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운  등의 모든 기술이 다중계층 모델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시스템 개발의 추세를 보면 웹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TCP/IP 프

로토콜을 이용한 직접 연결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모델들이 많

았지만, 웹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자바를 이용한 모델이 추세를 대변하

고있는 모습이다.

위에 나온 모델링 개념과 자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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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격 검사 시스템 구축 요소 기술

원격지 검사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그 시스템에서 수집된 검사 자료 및 평

가 자료를 접근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기존의 검사 및 평가 시스템에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여 On-line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과 기존 시스템을 동일한 시

스템 환경 위에서 체계적으로 On-line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 개발하는 방

식,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인정하면서 기존 시스템의 제어나 데이터 접

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검사 시스템을 제공한 상업적인 벤더들에 의해서 시스

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구 개발

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두 번째 방법은 개발 시간과 비용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비교적 유연성이 많은 방법

으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아닌 third-party 방식의 추

가적인 모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며, 새로 개발하는 시스템들에 대해

서는 On-line 방식을 적용함과 동시에 이미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된 시스

템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역시 third-party로 이러

한 개념의 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방법을 채택하 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

로 Internet,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을 포함하는 3-tier 구조, 웹과 웹 브라우저, 자바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

하고 있다.

On-line 상으로 원격지에서 검사 및 평가 시스템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기본 요소이며, 이 네트워크로 Internet을 이용한다.

중앙에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제공하여 각 검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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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서버로, 이를 이용하는 원격지 사용자의 컴

퓨터를 클라이언트로 하는 3-tier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채택한다.

원격지 검사 시스템을 접근하여 제어를 하거나 중앙에 제공되는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보편화 되어있는 Explorer나 

Netscape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인터페이스로 제공한다. 물론 원격지 시

스템의 제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바로 작성되어 어

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여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위에 열거한 개념 중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서 본 연

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한다. 

제 1 절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7~80년대에는 메인 프레임이라는 중앙의 서

버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더미 터미널을 이용하여 서버에 접근하

여 서버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 다. 서버는 모든 더미 터미널에서 요구

되는 작업을 수행하 으며, 사용자는 그 결과를 텍스트 형식으로 터미널에

서 받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컴퓨팅 파워가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7~80년대의 메인 프레임이

라는 거대 서버를 능가하는 PC 들이 개발되기 시작하 으며, 사용자들은  

서버에서만 제공되어왔던 상당량의 작업을 이러한 PC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컴퓨터의 파워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 PC 쪽인 클라이언

트에서 상당 부분의 기능을 처리하게 하고,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을 구축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자료 처리 요청을 수행하는 형태의 

컴퓨팅 환경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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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서버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처리 능력을 분담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만약 클라이언트 

컴퓨터 쪽이 시간이 남는다면 좀더 많은 처리를 클라이언트에서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업무처리를 위해 기업의 네트워크 어

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여기에는 인터페이스, 제어 코드, 데이터베이스 

접근 등 여러 부차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운용체계의 

역할도 포함된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층(n-tier)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 클라이언트/서버 어플리케이션 설계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n-tier를 

기능과 보안, 호환성 등을 고려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클라이언트/서버는 두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할 관

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다른 프로그램에게 서비스를 요청하

는 프로그램이며,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클

라이언트/서버 개념은 단일 컴퓨터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네트웍 환

경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네트웍 상에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여러 

다른 지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결시켜주는 편리한 수단

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네트워크 컴퓨팅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업용 프로그램들은 클라이언트/서버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주요 프로그램인 TCP/IP 또한 마찬가지다. 인

터넷의 경우를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상의 어딘가에 위치한 웹

서버에게 웹 페이지나 파일의 전송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 과제인 원격 검사 및 평가 시스템 개발에 있어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적용될 수 있다.

원격지에서 검사 시스템이나 중앙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개인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모델로 규정지을 수 있는데, 이때 서버 모델이 되는 

두 가지 경우는 중앙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시스템과 원격지 검사 시스템

을 제어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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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요구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며, 이때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데

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받은 결과를 조작하여 원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처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자바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하는데, 

역시 원격지 사용자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모델이 되며, 원격지 검사 시스

템 제어와 중앙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접근하기 위한 웹 기반 인터페이스

용 자바 프로그램은 웹서버가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 다운로드 

한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웹 

브라우저만 탑재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부터 애플릿을 다운로드 

받거나 JSP(JAVA Server Page)를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통신하

기 때문이다. 자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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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 계층(multi-tier) 시스템

1. 2-tier 모델

2-tier 모델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direct connection 관계를 유지하며, 서

버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처리해주는 구조이다.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2-tier 구조이다.

2-tier 용어는 애플리케이션의 작업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누어지는 방

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tier 어플리케이션은 이상적으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에 단일한 프리젠

테이션 레이어를 제공하며, 이것이 중앙에 위치한 데이터 저장 레이어와의 

통신을 맡는다.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는 보통 클라이언트가 되고, 데이터 

저장 레이어는 서버가 된다.

2-tier 구조는 응용 서비스를 처리하는 기능이 어디에 구현되어 있든지 클

라이언트 수가 많아지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응용 처리 프로그램이 서버에 구현된 경우, 이 서버가 여러 클라

이언트를 상대하려면 서버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 응용 처리 기능이 클라이언트에 구현된 경우에, 예를 들어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각 서버 별로 JDBC 드라이버를 구동

하고 있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서버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

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응용 처리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곳에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두 곳의 프로그램이 상호 협력을 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의 변경이

나 배포가 복잡할 수 있다.

2-tier 구조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근

본적인 이유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논리적으로는 일대일의 서비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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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2. 3-tier 모델

2-tier 모델의 문제를 개선한 구조가 3-tier 모델인데 3-tier 구조에서는 

응용 처리를 전담하는 middle-tier를 두고 클라이언트는 모든 서비스를 

middle-tier에게 요구하고 middle-tier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같은 최종 

서버와 통신을 한 후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3-tier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모델을 사용한다. 3-tier에

서 각 부분은 각기 다른 팀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각기 다른 언어를 사

용하여 동시에 개발될 수 있다. 어떤 한 계층의 프로그램은 다른 계층에 

향을 주지 않고도 변경되거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tier 모

델은 새로운 요구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진화

시켜야하는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자들이 이에 쉽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새로운 계층 내에 캡슐화될 수도 

있다. 

그림 3.1 3-tier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그림 3.1은 3-tier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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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이며, Tier 2는 클라이

언트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응용 처리 서버, 그리고 Tier 3은 데이터베

이스 서버와 같은 최종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상의 클라이언트는 원격지 DB 서버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DB 

서버에서 가져올 내용에 대한 질의를 응용처리 서버에 요구한다. 응용 처

리 서버는 DB 서버에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요

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되돌려 준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시스템 구조는 그림 3.1과 매우 유사하다. Tier 1의 

클라이언트는 Tier 2의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온 후 원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는 인

터페이스만을 제공함과 동시에 웹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

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용 자바 인터페이스와 원격지 시스템 제어용 자

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게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하나의 시스템에 구축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접

근을 위한 드라이버까지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는 2-tier 방식과 

3-tier 방식이 혼용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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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바 기반 시스템 모델

자바는 월드와이드웹(WWW) 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네트워

크 기반의 아주 특별한 언어로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자바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바를 

선택한 이유를 대변하는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한다.

● 자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여러 운  체제에서 거의 동일한 모

습으로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응용처리에 있어 매우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 자바는 인터프리터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실행 시에 코드를 읽어들

여 기계어로 번역하면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이다. 

● 자바는 이질적인 네트웍 환경으로 배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

원하도록 설계되었다.

● 다양한 운  체제를 수용하기 위해 자바 컴파일러는 바이트 코드

(다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효율적으로 코드를 전

송하기 위해 설계된 아키텍쳐 중립적인 중간 형태)를 생성한다. 

자바가 만들어지면서 지향된 많은 개념들이 현재 인터넷과 웹을 통해 활

발하게 사용되긴 하지만 모든 개념이 현실화 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

제를 일으킨 점이 MS사와 SUN사의 자바용 툴킷의 독자 개발일 것이다.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회사에서 표준 없이 독자적인 개발을 시작하면서

부터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인 이기종 간의 호환성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

다. 따라서 자바의 원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초기에 배포된 JDK를 이

용해야하며, 여기에는 많은 제약 사항들이 따른다. 또한 자바는 실시간 어

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자바는 바이트 코드를 이용한 인

터프리팅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웹 브라우저 내에 탑



- 19 -

재된 자바 가상 기계(Java Virtual Machine)만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제공

하는 바이트 코드로 손쉽게 서버와 접촉할 수는 있으나, 그 만큼 수행 준

비와 속도에 있어서는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바에서는 애플릿 같이 인터페이스를 웹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웹 브라

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아 클라이언트 쪽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법과  JSP와 같이 웹 서버에서 제공되는 자바 페이지를 클라이언

트 웹 브라우저에 띄워서 사용하되 실제 액션은 웹 서버에서 발생하게 하

는 JSP와 같은 동적인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기법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바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웹서버를 거쳐서 다른 웹서버를 

접근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며, 다운로드된 애플릿이 클라이언

트 컴퓨터의 자원을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

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러한 제약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웹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구축하

여, 애플릿과 JSP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 및 원격 검사 시스템 

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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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격 검사 및 평가 시스템 모델링

제 1 절 시스템 구축 대상 클라이언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원격 검사 및 진단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제어와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운용 및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

로 한다.

● IVMS & LPMS

●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의 결함 검사

● 소형 감시 로봇 개발

● 케이블 건전성 감시

이 절에서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한다.

1. IVMS & LPMS

IVMS (Internal Vibration Monitoring System)은 원자로 압력 용기의 외

부에 설치되어 있는 노외 중성자 신호의 잡음 성분을 이용하여, 노심 지지 

구조물의 고유 진동 주파수 성분의 변화를 감시함으로써 노심 지지 구조

물의 체결력 저하에 따른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손상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은 원자로 계통의 압력 경계 외부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파 감지 센서(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구조물 내

부에 발생하는 금속 파편의 존재 유무, 위치 및 질량을 탐지함으로써 구조

물의 심각한 손상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센서의 값을 읽고 이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저장

하므로, 원격지에서 센서에 대한 제어와 수집된 데이터의 평가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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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은 원격으로 센서를 제어하고 수집된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2.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배관의 결함 검사 시스템

이 시스템은 유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배관의 결함 위치와 그 정도를 대략

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판파는 유도 초음파의 일종으로 배관에 센서를 장착하여 판파를 발생시키

고, 되돌아오는 판파를 분석함으로써 배관의 결함 위치와 결함 정도를 알

아낼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가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배관의 안전성을 감

시할 수 있다.

판파를 발생시키고 결함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초음파 센서의 제어가 

필요하며, 수집된 결함 분석 데이터의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원격지 클

라이언트 시스템에서도 초음파 센서의 제어와 수집된 데이터의 송수신을 

요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해야 하는 바, 이 시스템에서도 제어

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하다.

3. 소형 감시 로봇 개발

이 시스템은 모바일 로봇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 대상 상을 캐취하

여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이 로봇의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비디오 화면과 이

미지 프로세싱 결과를 볼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도 원격지 로봇 제어를 위한 모듈과 화상에 대한 데

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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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 건전성 감시

이 시스템은 원전 안에서 사용되는 케이블들에 대한 가속 실험을 통해 케

이블의 수명에 대한 데이터를 추정해 해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

은 원전 밖의 실험 장비에 설치될 것이며, 실험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특성상 실험 장비에 대한 제어보다는 실험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중

요시된다.

따라서 원격지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케이블 건전성 데이

터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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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클라이언트 시스템 접근 방법

1절에서 간단히 설명한 시스템들은 본 대과제의 소과제에 속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안전기기에 직접 설치되

어 실용화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거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제어에 대한 부분까지 접근하는데는 발전소 규

정상 문제가 있다. 또한 어떤 시스템은 원격 제어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third-party로 원격지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모듈만을 제공할 것이다. IVMS, LPMS, 유도 초

음파를 이용한 배관의 결함 검사 시스템, 케이블 건전성 감시 시스템이 여

기에 해당한다.

소형 감시 로봇 시스템의 경우 제어와 데이터 관리 모듈이 함께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원격 검사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검사 및 평가 자료 관리를 위한 데

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요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제어까

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나뉘어진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만 필요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거의 향을 주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만을 제공

하게된다. 이 부분을 웹과 자바를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컴퓨

터에는 웹브라우저만 탑재되면 원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

다.

제어까지 필요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웹과 자바의 특성상 추가해야하는 부

분이 발생한다. 웹 서버에 접근하는 사용자는 그 웹 서버를 통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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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웹서

버를 거쳐 목적지 컴퓨터에 대한 해킹을 했을 경우 그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보안의 이유로 이러한 프로

토콜을 기본으로 하여 웹과 자바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중앙의 웹 서버와 어플리케

이션 서버를 통해서 원격지의 로봇을 제어하는 구조는 허가되지 않기 때

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

해서는 그 시스템에 웹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별도로 운 하도록 

하 으며, 다만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중앙의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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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격 검사 및 평가 인프라

이 절에서는 원격 검사 및 평가 시스템의 인프라 구조에 대하여 기술한다.

Internet

Database
Server

원격 검사 및 평가 서버

Web ServerApplication
Server

원전
안전기기

검사 시스템

그림 4.1 원격 검사 및 평가 인프라

그림 4.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원격 검사 및 평가 시스템의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보면 원격 검사 및 평가 서버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

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제공되고 있다.

원전 안전기기 검사 및 평가 시스템에서는 자체에 탑재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중앙의 웹서버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부터 운  프로그램

을 다운로드 받아 검사와 평가를 수행하거나 이때 발생된 데이터를 중앙

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 및 변경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외부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인터페이스로 하

여 중앙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웹 브라우저 내에서 모든 데이터 검색 및 변경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 듯이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그림 4.1을 상세하게 확장하면 그림 4.2와 같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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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Database
Server

원격 평가서버

Web Server
데이터 관리

JAVA 페이지

IVMS

LPMS

케이블 수명 평가

검사 데이터 관리 타입 검사 기기 제어 및 데이터 관리 타입

JDBC Driver

Web Server

DB & 로봇제어용
JAVA 페이지

검사 로봇

원격제어서버

그림 4.2 확장된 원격 검사 및 평가 시스템 구조

그림 4.2에는 검사 기기 제어 타입 시스템에 별도의 원격 제어 서버가 구

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원격지에서 검사 기기를 제어하는 운전원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직접 검사 시스템에 접근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제어가 요구되는 검사 기기의 경우 원격지 사용자는 검

사 시스템의 웹 서버를 통해 중앙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하 듯 허용되지 않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JDBC를 이용하는 자바 애플릿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나

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자바 애플릿은 웹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다운로드 됨

과 동시에 완전히 사용자의 소유로 변한다. 즉, 애플릿을 다운로드 받게되

면 그 애플릿은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의 전용 프로그램처럼 동작하게되며 

이때에는 그 웹 서버와의 접속이 이미 끊어진 상태가 된다. 애플릿을 사용

자 컴퓨터에서 실행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다른 웹 서버나 데이터베이

스 서버와 접속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때 사용자의 웹 브라

우저는 이미 직접 그 애플릿이 접근하는 서버와 연결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애플릿과 함께 JDBC 드라이버까지 함께 다

운로드 받게되는데, 사용자는 이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 27 -

존재하는 목적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제어의 경우에는 애플릿만을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애플

릿만을 이용하여 제어를 꾸몄다고 가정해보자. 원격지 사용자는 검사 시스

템으로부터 제어를 위한 애플릿을 다운로드 받게된다. 그리고는 애플릿으

로 구현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를 위한 명령을 검사 시스템의 웹서버

로 전달하게되는데, 이때 검사 시스템의 웹 서버는 이 명령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웹 서버가 

이 명령을 인지하 다 하더라도 그 명령이 웹 서버가 장착된 시스템의 프

로그램과 같은 자원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바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문제까지 파고들어 코드를 바꾸는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

나, 아니면 사용자의 명령을 처리해주는 별도의 TCP/IP를 이용하는 어플

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JSP를 

이용한 프로그램 기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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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스템 구축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법

이 절에서는 원격 검사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래밍 중에 발

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3절에서 언급했듯이 자바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다

른 시스템을 접근하여 그 자원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이미 언급한 애플릿 외에 JSP라는 기법이 사용되며, 그 외에도 다른 

문제점들에 직면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 및 해결 

방법에 대하여 그 개념과 함께 기술한다.

1. JSP

JSP(Java Server Pages)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동적인 웹 사이트 개발 언

어로서, ASP(Active Server Pages), PHP(Professional Hypertext 

Preprocessor), CGI(Common Gateway Interface)와 같은 서버측(Server 

Side) 스크립트 언어이다. 웹 사이트를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HTML, 

자바스크립트(Javascript)가 클라이언트(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

행이 되는 반면에 JSP는 서버에서 실행되고, 실행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해 준다.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버에 JSP 파일을 요청하면 웹 서버는 JSP를 서블릿

(Servlet)으로 만든 다음에 해당 서블릿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

에 보내준다. 즉 JSP도 결국은 자바 언어로 변환이 된다. 이 말은 JSP 스

크립트내에 자바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자바 코드나 JavaBean 컴포넌

트를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JSP는 자바 기반의 플랫폼의 

많은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어 상당히 강력한 서버측 스크립트 언어이다.

다른 복잡한 설명은 제외하고라도 JSP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JSP가 서버에서 실행된다는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에 나타나는 JSP는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할 뿐 JSP로 제공되는 모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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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JSP를 제공하는 서버 쪽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앞의 3절에서 설명한 

플릿만을 사용할 때 발생하던 서버 측의 부가적인 처리 부분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JSP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시스템에서 로봇이나 센서를 작동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때 이를 작동하

기 위해 제공되는 드라이버들이 자바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렇다고 필요한 모든 드라이버를 자바로 새로 작성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자바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제

작된 실행 파일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과 그 프로그램을 DLL처럼 이용하

는 방법을 제공한다.

2.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 기법

이미 다른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자바로 작성하

는 것은 낭비이며, 다른 언어만을 지원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이를 자바로 다시 포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바에서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exec() 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이

는 자바 외의 언어를 이용해 작성된 실행 파일을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불러서 실행시키는 방법이다. 아주 간단한 기법이긴 하지만 Tm레드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쉽지 않아 프로그램 제어를 넘기는데 어려

움이 있다.

자바가 제공하는 JNI(JAVA Native Interface)라는 것은 다른 언어로 작성

된 프로그램을 자바 DLL처럼 바꾸어 사용하는 기법을 제공한다. 그림 4.3

은 JNI를 이용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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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JNI step

먼저 자바로 다음과 같이 HelloWorld.java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class HelloWorld {

    public native void displayHelloWorld();

    static {

        System.loadLibrary("hell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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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HelloWorld().displayHelloWorld();

    }

}

이 프로그램에서 public native void displayHelloWorld(); 라는 메소드가 

정의 되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짜여진 메소드이다.

System.loadLibrary("hello");는 hellow.dll의 형태로 displayHelloWorld()가 

작성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은 javac HelloWorld.java 라는 명령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 한 

후, javah HelloWrold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이 생성된다.

#include <jni.h>

/* Header for class HelloWorld */

#ifndef _Included_HelloWorld

#define _Included_HelloWorld

#ifdef __cplusplus

extern "C" {

#endif

/*

 * Class:     HelloWorld

 * Method:    displayHelloWorld

 * Signature: ()V

 */

JNIEXPORT void JNICALL Java_HelloWorld_displayHelloWorld(JNIEnv *, jobject);

#ifdef __cplusplus

}

#endif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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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헤더 파일은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다음은 C언어를 이용하여 

Java_HelloWorld_displayHelloWorld(JNIEnv *, jobject); 에 대한 C 프로

그램 HelloWorldlmp.c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include <jni.h>

#include "HelloWorld.h"

#include <stdio.h>

JNIEXPORT void JNICALL 

Java_HelloWorld_displayHelloWorld(JNIEnv *env, jobject obj) 

{

    printf("Hello world!\n");

    return;

}

이 프로그램은 C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cl -Ic:\java\include 

-Ic:\java\include\win32  -LD HelloWorldImp.c -Fehello.dll로 컴파일 한

다.

그리고 원래 자바 파일을 실행하면 System.loadLibrary ("hello")에서 C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공유 라이브러리로 이용하여 런타임에 실행하게 된다.



- 33 -

제 5 절 서버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서버의 스펙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 : IBM Pentium PC 2GHz

● 운  체제 : Windows 2000 Server

● 웹 서버 : Windows IIS

● 데이터베이스 서버 : MS-SQL Server 7.0

● 자바 개발 툴 : JDK 1.1.1.8

● JDBC 드라이버 : WebLogic

서버는 Windows 시스템을 이용하 다. 서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웹 서버도 MS 제품을 사용하 다. MS-SQL Server

를 구축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계정을 Windows에서 

설정한 고유 계정을 사용하도록 세팅하지 말아야한다. Windows 고유 계

정을 통해 접근하도록 세팅을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서 데이터베이

스에 접근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로그인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바 개발 툴킷으로는 SUN사와 MS사가 공동으로 사용한 마지막 버전인 

JKD1.1.1.8을 사용하 으며, JSP사용을 위하여 TomCat을 사용하 다.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련 자바 애플릿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제어를 위한 JSP와 JNI 프로그램은 진행 중에 있다.

다음 그림 4.4는 애플릿을 이용하여 케이블 건전성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화면이다.

애플릿의 상단에는 원격지의 MS-SQL 서버에 있는 케이블 관련 데이터베

이스에 접속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준다.



- 34 -

그림 4.4 애플릿을 이용한 원격 데이터베이스 접근 화면

이 애플릿은 단순한 텍스트와 숫자 타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

이며, 실제로는 데이터 분석 챠트와 같은 이미지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베

이스 파일로 구성된 데이터들의 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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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 기존의 원격 시스템들에 대해 분석해보고 원격 시스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파악한 후 본 연구에서 개발중인 원격 검사 및 평가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내용을 기술하 다.

인터넷과 컴퓨팅 파워가 눈부시게 발달하는 상황에서 off-line 모델의 검

사 장비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낭비이다. 더욱이 검

사 시스템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이 on-line으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의 공유를 어렵게 함으로써 원전 안전성 문

제에 있어 문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많은 시간적 낭비를 요구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기기에 대한 원격 감시 및 진단 시

스템을 상당 부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

라도 이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웹과 자바를 이용한 원격 검사 및 평가 시스템의 인프라

를 구축함으로써 웹 브라우저만을 이용하여 원격 검사, 진단, 그리고 평가

가 가능하며, 검사 시스템이나 서버의 하드웨어와 운 체제 플랫폼에 관계

없이 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 다.

또한 본 연구 수행 중 발생했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도 제시하 다.

앞으로의 연구는 소형 감시 로봇 개발과 접하게 연동하여 진행함으로써 

제어 부분에 관련된 기술의 구현도 완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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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WebLogic JDBC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프로그램

가. Insert 프로그램 - 자바 애플릿

import java.awt.*;
import java.applet.Applet;
import java.io.*;
import java.sql.*;
import java.util.*;
// Class InsertLDPE
public class InsertLDPE extends Applet
{
    final int MenuBarHeight = 0;
    Connection DbConn;
    // Component Declaration
    public Label Label1;
    public Label Label2;
    public Label Label3;
    public Label Label4;
    public Label Label5;
    public Label Label6;
    public Label Label7;
    public Label Label8;
    public Label Label9;
    public Label Label10;
    public Label Label11;
    public Label Label12;
    public Label Label13;
    public Label Label14;
    public TextField TextField1;
    public TextField TextField2;
    public TextField TextField3;
    public TextField TextFiel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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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TextField TextField5;
    public TextField TextField6;
    public TextField TextField7;
    public TextField TextField8;
    public TextField TextField9;
    public TextField TextField10;
    public TextField TextField11;
    public TextField TextField12;
    public Button Button1;
    public TextArea Status;
    // End of Component Declaration
    public synchronized void makeDbCon()
    {
    String UID = "cable";
    String PWD = "aina";
    String DB = "cable";
    String ServerIP = "147.43.11.242";
    String Port = "1433";
        try
        {
            Properties properties = new Properties();
            properties.put("user", UID);
            properties.put("password", PWD);
            properties.put("db", DB);
            properties.put("server", ServerIP);
            properties.put("port", Port);
            String s = "jdbc:weblogic:mssqlserver4:" + 
Port;
            Driver driver = 
(Driver)Class. forName("weblogic. jdbc.mssqlserver4.Driver"
).newInstance();
            DbConn = driver.connect(s, properties);
        }
        catch(SQLException ex)
        {
            Status.appendText("DB connection error.\n ");
            System.exit(0);
        }
        catch(Exception ex) {}
        Status.appendText("Cable LDPE database ... 
connecte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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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c void insertData()
  {

String uid = "";
String name = "";
String gender = "";
String age = "";
uid = TextField1.getText();
name = TextField2.getText();
gender = TextField3.getText();
age = TextField4.getText();
if(uid.equals("") || name.equals("") || 

gender.equals("") || age.equals(""))
{

        Status.appendText("\nPlease fill info!!");
        return;

}
  try
  {

    Statement stmt = DbConn.createStatement();
    String sql = "insert into UserTbl values('" + uid 

+ "','" + name +"')";
    stmt.executeUpdate(sql);
    sql = "insert into UserInfoTbl values('" + uid + 

"','" + gender +"'," + age + ")";
    stmt.executeUpdate(sql);

            stmt.close();
        }
        catch( Exception e )
        {
            Status.appendText("\nInsert Error " + 
e.getMessage());
            e.printStackTrace();
            return;
        }
        Status.appendText("\nInsert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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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id init()
    {
        // Frame Initialization
        setForeground(Color.black);
        setBackground(Color.lightGray);
        setFont(new Font("Dialog",Font.BOLD,12));
        setLayout(null);
        // End of Frame Initialization
        // Component Initialization
        Label1 = new Label("1. 전기트리형상 :",Label.LEFT);
        Label1.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2 = new Label("2. 트리개시전압 :",Label.LEFT);
        Label2.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3 = new Label("3. 교류절연파괴강도 
:",Label.LEFT);
        Label3.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4 = new Label("4. 체적저항율 :",Label.LEFT);
        Label4.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5 = new Label("5. 정전용량 :",Label.LEFT);
        Label5.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6 = new Label("6. 유전손실계수 :",Label.LEFT);
        Label6.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7 = new Label("7. 파단시연신율 :",Label.LEFT);
        Label7.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8 = new Label("8. 인장강도 :",Label.LEFT);
        Label8.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9 = new Label("9. 열발광 :",Label.LEFT);
        Label9.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10 = new Label("10. 열중량분석 :",Label.LEFT);
        Label10.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11 = new Label("11. 가교도 :",Label.LEFT);
        Label11.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12 = new Label("12. FT-IR :",Label.LEFT);
        Label12.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Label13 = new Label("Insert LDPE data using MS-SQL 
Driver",Label.LEFT);
        Label13.setFont(new Font("Dialog",Font.BOLD,12));
        Label14 = new Label("[Status Log]",Label.LEFT);
        Label14.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1 = new TextField("");
        TextField1.setForeground(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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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Field1.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1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2 = new TextField("");
        TextField2.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2.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2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3 = new TextField("");
        TextField3.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3.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3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4 = new TextField("");
        TextField4.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4.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4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5 = new TextField("");
        TextField5.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5.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5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6 = new TextField("");
        TextField6.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6.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6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7 = new TextField("");
        TextField7.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7.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7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8 = new TextField("");
        TextField8.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8.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8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9 = new TextField("");
        TextField9.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9.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9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10 = new Text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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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Field10.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10.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1 0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11 = new TextField("");
        TextField11.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11.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1 1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TextField12 = new TextField("");
        TextField12.setForeground(Color.black);
        TextField12.setBackground(Color.white);
        T e x t F i e l d 1 2 . s e t F o n t ( n e w 
Font("Dialog",Font.PLAIN,12));
        Button1 = new Button("Insert");
        Button1.setFont(new Font("Dialog",Font.BOLD,12));
        Status = new TextArea("");
        Status.setForeground(Color.black);
        Status.setBackground(Color.white);
        Status.setFont(new Font("Dialog",Font.PLAIN,12));
        // End of Component Initialization
        // Add(Status)s
        add(Label14);
        add(Label13);
        add(Status);
        add(Button1);
        add(TextField1);
        add(TextField2);
        add(TextField3);
        add(TextField4);
        add(TextField5);
        add(TextField6);
        add(TextField7);
        add(TextField8);
        add(TextField9);
        add(TextField10);
        add(TextField11);
        add(TextField12);
        add(Label1);
        add(Label2);
        add(Label3);
        add(Labe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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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Label5);
        add(Label6);
        add(Label7);
        add(Label8);
        add(Label9);
        add(Label10);
        add(Label11);
        add(Label12);
        add(Label13);
        add(Label14);
        // End of Add(Status)s
        InitialPositionSet();
        makeDbCon();
    } // End of init()
    public void InitialPositionSet()
    {
        // InitialPositionSet()
        resize(262,225);
        Label1.reshape(23,120+MenuBarHeight,120,16);
        TextField1.reshape(150,115+MenuBarHeight,200,19);
        Label2.reshape(23,145+MenuBarHeight,150,16);
        TextField2.reshape(150,140+MenuBarHeight,200,19);
        Label3.reshape(23,170+MenuBarHeight,120,16);
        TextField3.reshape(150,165+MenuBarHeight,200,19);
        Label4.reshape(23,195+MenuBarHeight,120,16);
        TextField4.reshape(150,190+MenuBarHeight,200,19);
         Label5.reshape(23,220+MenuBarHeight,120,16);
        TextField5.reshape(150,215+MenuBarHeight,200,19);
        Label6.reshape(23,245+MenuBarHeight,120,16);
        TextField6.reshape(150,240+MenuBarHeight,200,19);
        Label7.reshape(23,270+MenuBarHeight,120,16);
        TextField7.reshape(150,265+MenuBarHeight,200,19);
        Label8.reshape(23,295+MenuBarHeight,120,16);
        TextField8.reshape(150,290+MenuBarHeight,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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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9.reshape(23,320+MenuBarHeight,120,16);
        TextField9.reshape(150,315+MenuBarHeight,200,19);
        Label10.reshape(23,345+MenuBarHeight,120,16);
        TextField10.reshape(150,340+MenuBarHeight,200,19);
        Label11.reshape(23,370+MenuBarHeight,120,16);
        TextField11.reshape(150,360+MenuBarHeight,200,19);
        Label12.reshape(23,390+MenuBarHeight,120,16);
        TextField12.reshape(150,390+MenuBarHeight,200,19);
 
        Button1.reshape(80,440+MenuBarHeight,200,21);
        Status.reshape(20,50+MenuBarHeight,330,57);
        Label13.reshape(60,10+MenuBarHeight,251,22);
        Label14.reshape(20,32+MenuBarHeight,96,16);
        // End of InitialPositionSet()
    }

    public boolean handleEvent(Event evt)
    {
        // handleEvent()
        if (evt.id == Event.WINDOW_DESTROY && evt.target == 
this) InsertLDPEOnDestroy();
        // End of handleEvent()
        return super.handleEvent(evt);
    }
    public boolean action(Event evt, Object arg)
    {
        // action()
        if(arg.equals("Insert"))
        {
           insertData();
        }
        // End of action()
        return super.action(evt, arg);
    }
    // Event Handling Routines
    public void InsertLDPEOnDest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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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tem.exit(0);
    }
    // End of Event Handling Routines
} // End of Class InsertLD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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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elect 프로그램 - 자바 어플리케이션

import java.io.*;
import java.sql.*;
import java.util.*;
public class SelectDB
{
    Connection DbConn;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new SelectDB();
    }
        
    public SelectDB()
    {

makeDbCon();    
dispResultSet();

    }
            
    public synchronized void makeDbCon()
    {
    String UID = "cable";
    String PWD = "aina";
    String DB = "CABLE";
    String ServerIP = "147.43.11.242";
    String Port = "1433";
        try
        {
            Properties properties = new Properties();
            properties.put("user", UID);
            properties.put("password", PWD);
            properties.put("db", DB);
            properties.put("server", ServerIP);
            properties.put("port", Port);
            String s = "jdbc:weblogic:mssqlserver4:" + 
Port;
            Driver driver = 
(Driver)Class. forName("weblogic. jdbc.mssqlserver4.Driver"
).new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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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Conn = driver.connect(s, properties);
       }
        catch(SQLException ex)
        {
            System.out.println("db connection error ");
            System.exit(0);
        }
        catch(Exception ex) { };
        System.out.println(" @@ Database ... connected.");
    }
  public void dispResultSet()
  {
  try
  {

    Statement stmt = DbConn.createStatement();
    String sql = "SELECT a.P1, a.P2, a.P3, a.P4, 

a.P5, a.P6, a.P7, a.P8, a.P9, a.P10, a.P11, a.P12  from 
LDPETbl a";

    ResultSet rs = stmt.executeQuery(sql);
          System.out.println(" [Got results]");
            
                 System.out.print("전기트리형상  트리개시전압  
교류절연파괴강도 체적저항율  정전용량   유전손실계수 파단시연신율 인
장강도  열발광  열중량분석   가교도 FT-IR ");
                 System.out.print("\n");

String blk="    ";
while(rs.next())

            {
                 System.out.print(rs.getString("p1") + blk + 
rs.getString("p2") +  blk + rs.getString("p3") +  blk + 
rs.getString("p4") +  blk + rs.getString("p5") +  blk + 
rs.getString("p6") +  blk + rs.getString("p7") +  blk + 
rs.getString("p8") +  blk + rs.getString("p9") +  blk + 
rs.getString("p10") +  blk + rs.getString("p11") +  blk + 
rs.getString("p12"));
                 System.out.print("\n");
            }
            stmt.close();
            DbConn.cl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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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Exception e )
        {
            System.out.println(e.getMessage());
            e.printStackTra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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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바에서 exec() 실행 JSP 프로그램

<%@ page contentType="text/html; charset=EUC-KR" %>
<%@ page import="java.io.*,java.lang.*" %>
<%String accessLog = "";
String command = "/home/macs/bin/rlimit";
int resultValue;
if( request.getParameter("exec") != null ) 
{
  try {

Process proc = Runtime.getRuntime().exec( command );
BufferedReader din = new BufferedReader(new 

InputStreamReader(proc.getInputStream()));
StringBuffer outputBuf = new StringBuffer();
String buff1;

while( (buff1 = din.readLine()) != null ) {
if( !(buff1.trim()).equals( "" ) ) {

outputBuf.append( buff1 );
outputBuf.append("<br>");

}
}
proc.waitFor();
resultValue = proc.exitValue();
proc.destroy();
accessLog = outputBuf.toString();
out.println("COMMAND = " + command + "<BR>");
out.println("RESULT_VAL = " + resultValue + 

"<BR>");
out.println("ACCESS_LOG = " + accessLog + 

"<BR>");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
<html>
<form name=f method=GET action="exec.jsp">
<input type=hidden name=exec value="1">
<input type=submit value="실행">
</form>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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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버 홈페이지 HTML 문서

가. default.htm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euc-kr" %>
<html>
<head>
<title>구성관리</title>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head>
<frameset rows="46,*" cols="*" frameborder="NO" 
border="0" framespacing="0"> 
  <frame name="topFrame" scrolling="NO" noresize 
src="top_frame.html" >
  <frameset cols="181,*" frameborder="NO" border="0" 
framespacing="0" rows="*"> 
    <frame name="leftFrame" noresize scrolling="NO" 
src="config_left_frame.html">
    <frame name="mainFrame" src="config_m1_frame.html">
  </frameset>
</frameset>
<noframes><body bgcolor="#FFFFFF" text="#000000">
</body></noframes>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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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op_frame.html

<html>
<head>
<title>탑프레임</title>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head>
<body bgcolor="#FFFFFF" leftmargin="0" topmargin="0" 
marginwidth="0" marginheight="0" onLoad="window.focus()">
<table width="95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181" background="images/top_back.gif" 
height="46"><img src="images/kaeri_logo.jpg" width="181" 
height="46"></td>
    <td width="826" background="images/top_back.gif" 
valign="top" align="right"> 
      <table width="95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803" height="14"> </td>
          <td width="23" height="5"></td>
        </tr>
        <tr> 
          <td width="803"> 
          </td>
          <td width="23">&nbsp;</td>
        </tr>
      </table>
    </td>
  </tr>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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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nfig_left_frame.html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3.2 Final//EN">
<html>
<head>
<title>NSSS 기기 건전성 검사 진단</title>
<META NAME="Author" CONTENT="JASKO">
<META NAME="Keywords" CONTENT="java script, script, 
java">
<SCRIPT TYPE="TEXT/JAVASCRIPT" LANGUAGE=JAVASCRIPT>
<!---Edited by JASKO-->
<!---Web Site : http://www.javascript.co.kr-->
<!--

function toggleMenu(currMenu) {
if (document.all) {

thisMenu = eval("document.all." + 
currMenu + ".style")

if (thisMenu.display == "block") {
thisMenu.display = "none"

}
else {

thisMenu.display = "block"
}
return false

}
else {

return true
}

}
// End hiding script -->
</SCRIPT>
<STYLE TYPE="TEXT/CSS">

#menu1 {display:none; margin-left:0px}
#menu2 {display:none; margin-left:0px}
#menu3 {display:none; margin-left:0px}
#menu4 {display:none; margin-left:0px}
#menu5 {display:none; margin-left:0px}

</STYLE>
<link rel="stylesheet" href="style.css" type="text/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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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ObsCond()
{
open ("../ObsCond/CustomServiceCond.jsp","not","left=200, 
top=200, scrollbars=no, resizable=no, width=500, 
height=370");
}
function MM_swapImgRestore() { //v3.0
  var i,x,a=document.MM_sr; 
f o r ( i = 0 ; a & & i < a . l e n g t h & & ( x = a [ i ] ) & & x . o S r c ; i + + ) 
x.src=x.oSrc;
}
function MM_preloadImages() { //v3.0
  var d=document; if(d.images){ if(!d.MM_p) d.MM_p=new 
Array();
    var i,j=d.MM_p.length,a=MM_preloadImages.arguments; 
for(i=0; i<a.length; i++)
    if (a[i].indexOf("#")!=0){ d.MM_p[j]=new Image; 
d.MM_p[j++].src=a[i];}}
}
function MM_findObj(n, d) { //v3.0
  var p,i,x;  if(!d) d=document; 
if((p=n.indexOf("?"))>0&&parent.frames.length) {
    d = p a r e n t . f r a m e s [ n . s u b s t r i n g ( p + 1 ) ] . d o c u m e n t ; 
n=n.substring(0,p);}
  if(!(x=d[n])&&d.all) x=d.all[n]; for 
(i=0;!x&&i<d.forms.length;i++) x=d.forms[i][n];
  f o r ( i = 0 ; ! x & & d . l a y e r s & & i < d . l a y e r s . l e n g t h ; i + + ) 
x=MM_findObj(n,d.layers[i].document); return x;
}
function MM_swapImage() { //v3.0
  var i,j=0,x,a=MM_swapImage.arguments; 
document.MM_sr=new Array; for(i=0;i<(a.length-2);i+=3)
   if ((x=MM_findObj(a[i]))!=null){document.MM_sr[j++]=x; 
if(!x.oSrc) x.oSrc=x.src; x.src=a[i+2];}
}
//-->
</script>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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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bgcolor="#FFFFFF" leftmargin="0" topmargin="0" 
marginwidth="0" marginheight="0" 
onLoad="MM_preloadImages('images/tab_top02_on.gif ' , ' image
s/tab_02_o.gif')">
<table width="181"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100%">
  <tr>
    <td valign="top" bgcolor="F7F7F7" 
background="images/c_menu_back.gif"> 
      <table width="181"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img src="images/c_menu_topimg.gif" 
width="181" height="89"></td>
        </tr>
        <tr> 
          <td><img src="images/c_menu_title.gif" 
width="181" height="25"></td>
        </tr>
        <tr> 
          <td height="119" valign="top">
            <table width="181"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bgcolor="B5B9B5" 
background="images/s_menu_back.gif">
              <tr> 
                <td bgcolor="F7F7F7" 
background="images/s_menu_back.gif"> 
                </td>
              </tr>
              <tr> 
                <td bgcolor="F7F7F7"> 
                  <table align=left width=181 border=0 
background="images/table_back.gif" cellpadding="0" 
cellspacing="0" height="667">
                    <tr  valign="top"> 
                      < t d 
background="images/s_menu_back.gif"> 
                        <table width="18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 
                            < t d  
background="images/menu_back.gif" height="23">&nbsp;<img 
src="images/bullet.gif" width="9" heigh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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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page1.html" 
onClick="return toggleMenu('menu1')">진단 알고리즘</a> 
                            </td>
                          </tr>
                        </table>
                        <span id="menu1"> 
                        <table width="18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 
                            <td height="20" 
background="images/s_menu_back02.gif">&nbsp;&nbsp;&nbsp;<
a href=project/IVMS/index.htm target="mainFrame"><font 
size="1">▶</font>IVMS</a></td>
                          </tr>
                          <tr> 
                            <td height="20"  
background="images/s_menu_back02.gif">&nbsp;&nbsp;&nbsp;<
a href=project/LPMS/index.htm target="mainFrame"><font 
size="1">▶</font>LPMS</a></td>
                          </tr>
                        </table>
                        </span> 

              <table 
width="18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 t d  
background="images/menu_back.gif" height="23">&nbsp;<img 
src="images/bullet.gif" width="9" height="9"> 
                              <a href="#" onClick="return 
toggleMenu('menu2')">온라인 연속 감시
                              </a> </td>
                          </tr>
                        </table>
                        <span id="menu2"> 
                        <table width="18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height="20"  
background="images/s_menu_back02.gif">&nbsp;&nbsp;&nbsp;<
a href=project/ON-LINE/index.htm  
target="mainFrame"><font size="1">▶</font>유도 초음파
</a></td>
                          </tr>
                        </table>



- 55 -

                        </span> 
                        <table width="18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 t d  
background="images/menu_back.gif" height="23">&nbsp;<img 
src="images/bullet.gif" width="9" height="9"> 
                              <a href="#" onClick="return 
toggleMenu('menu3')">검사 및 평가
                              </a> </td>
                          </tr>
                        </table>
                        <span id="menu3"> 
                        <table width="18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 
                            <td height="20"  
background="images/s_menu_back02.gif">&nbsp;&nbsp;&nbsp;<
a href=project/ROBOT/index.htm   target="mainFrame"><font 
size="1">▶</font>모바일 로봇</a></td>
                          </tr>
                          <tr> 
                            <td height="20"  
background="images/s_menu_back02.gif">&nbsp;&nbsp;&nbsp;<
a href=project/REMOTE/index.htm   
target="mainFrame"><font size="1">▶</font>원격 검사
</a></td>
                          </tr>
                        </table>
                        </span> 
                        <table width="18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 t d  
background="images/menu_back.gif" height="23">&nbsp;<img 
src="images/bullet.gif" width="9" height="9"> 
                              <a href="page3.html" 
onClick="return toggleMenu('menu4')">케이블 건전성</a> 
                            </td>
                          </tr>
                        </table>
                        <span id="menu4"> 
                        <table width="18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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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 
                            <td height="20"  
background="images/s_menu_back02.gif">&nbsp;&nbsp;&nbsp;<
a href=project/CABLE/index.htm   target="mainFrame"><font 
size="1">▶</font>케이블 건전성 진단</a></td>
                          </tr>
<!-- 2002.11.15 modify by YMSONG (추후고려)
                          <tr> 
                            <td height="20"  
background="images/s_menu_back02.gif">&nbsp;&nbsp;&nbsp;<
a 
h re f="h t t p : / / l oca l hos t / con f i g / upda te /Packe tPo l l / ga t e . h tm l
"  target="mainFrame"><font size="1">▶</font>패킷감시
</a></td>
                          </tr>
-->
                        </table>
                        </span> 
                      </td>
                    </tr>
                    <tr> 
                      <td height="22"><img 
src="images/bottom_back.gif" width="181" 
height="22"></td>
                    </tr>
                  </table>
                </td>
              </tr>
            </table>
          </td>
        </tr>
      </table>
    </td>
  </tr>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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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onfig_m1_frame.html

<html>
<head>
<title>구성관리(메인)</title>
<link rel="stylesheet" href="style.css" type="text/css">
</head>
<body bgcolor="#FFFFFF" leftmargin="0" topmargin="0" 
marginwidth="0" marginheight="0" onLoad="">
<table width="769"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100%">
<br><br><br><br><br><br>
<center>
<h1> NSSS 기기 건전성 감시 진단 기술 개발 과제 홈페이지</h1>
<br><br><br>
<h3> 원격 감시 및 평가 시스템 서버 페이지 !!!.</h3>
</center>
  <tr>
    <td> 
      <table width="769"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table width="95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180" bgcolor="5EC497" 
height="5"></td>
                <td width="1" height="5"></td>
                <td bgcolor="3D917F" height="5" 
width="645"></td>
              </tr>
            </table>
          </td>
        </tr>
        <tr>
          <td height="1"></td>
        </tr>
        <tr> 
          <td> 
            <table width="950" border="0" cellspaci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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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padding="0">
              <tr> 
                <td bgcolor="7D7D7D" width="61">&nbsp;</td>
                <td bgcolor="7D7D7D" width="54">&nbsp;</td>
              </tr>
            </table>
          </td>
        </tr>
        <tr> 
          <td height="8"></td>
        </tr>
        <tr> 
          <td background="images/per_bar_back.gif" 
height="24">&nbsp;</td>
        </tr>
      </table>
    </td>
  </tr>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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