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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KALIMER 데이터베이스는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종합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Web Application을 이용하여 다양한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세부과제별로 정리하여 

체계화한 단계별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각 단계별로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Monitoring 및 분산자료의 통합하여 연구 결과물 공유 및 집중화를 하기 위하여 

업무간 연계 처리를 할 수 있는 IOC (업무처리전 : Inter-Office Communication), 

액체금속로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 개요를 조회할 수 있는 3D CAD database, 그리고 

대외적으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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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KALIMER Database is developed to utilize the integration management for 

Liquid Metal Reactor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using Web Applications. 

KALIMER database is composed of Results Database, Inter-Office 

Communication (IOC), 3D CAD database, Reserved Documents Database. 

Results Database is a research results database for mid-term and long-term 

nuclear R & D. IOC is a linkage control system inter sub project to share and 

integrate the research results for KALIMER. And KALIMER Reserved 

Documents Database is a system to manage several documents and reports 

since project accomp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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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KALIMER 데이터베이스 개요
  KALIMER 데이터베이스는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종합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Web Application을 이용하여 다양한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MS SQL-Server7.0인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기반으로 하여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과제 계획의 RFP (Request For Proposal)를 근간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을 통합 관
리할 수 있도록 각 세부과제별로 정리하여 체계화한 단계별 연구결과물 데이터베이
스, 각 단계별로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Monitoring 및 분산자료의 통합하여 연구
결과물 공유 및 집중화를 하기 위하여 업무간 연계 처리를 할 수 있는 IOC (업무
처리전 : Inter-Office Communication), 개략적인 설계 개요를 조회할 수 있도록 
3D CAD Database, 그리고 대외적으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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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KALIMER 데이터베이스 개발
  KALIMER 데이터베이스는 업무처리전(IOC), 과제별/단계별 데이터베이스, 3D 
CAD Database, 공지사항시스템, 그리고 보유문헌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Configuration

  KALIMER 데이터베이스는 각 세부과제별로 산출되는 각종 연구결과물을 Web 
Application을 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설계문서 및 연구개발 결과물의 체계적 작
성 및 관리를 위한 요건 및 지침을 만들어 각 연구개발 결과물에 적용하고, 팀 내
에서 세부과제간 상호연계 및 정보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FrameWorks를 개발하
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 KALIMER 데이터베이스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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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스템 구성 및 특징

  KALIMER 데이터베이스는 Database와 Web Server를 이루고 있는 KALIMER 
Server장비와 각 과제 참여원이 Internet Web Browser를 이용하여 각종 연구결과
물 자료를 입력, 조회하는 Client Web Brows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 KALIMER 데이터베이스 Structure & Flow

  KALIMER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

  ㅇ Server Hardware Configuration
     System : Xeon Dual CPU Processor Built-in Intel Server System
     Hard Disk Capacity : 40 Gbyte
     Main Memory : 1,024 Mbyte

  ㅇ Server Software Configuration
     Operating System : Windows NT 4.0
     Web Server System : MS Internet Information Server 4.0
     Web Language : Active Server Page (ASP)
     DataBase Management System : MS SQL-Server 7.0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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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Tool : Dreamweaver 3.0, Flash4.0, Photoshop 5, UltraEdit    
                     Text Editor, Visual Basic 4.0, MS InterDev.

  ㅇ Client Configuration
     Client System : Windows Operation System Pentium
     Network Architecture : TCP/IP, LAN, Intra-Net Environment
     Internet Browser : MS Internet Explorer 4.0 이상

  KALIMER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웹서버는 MS IIS 4.0을 사용하고 있다. 그
리고 Web Application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ASP(Active Server Page)이다. 
ASP는 웹 서버로 하여금 서버 스크립트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확장 기능을 가지
고 있으며, 오브젝트와 구성 요소의 관리 기능을 지원하여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져 
간의 교류를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ASP는 텍스트나 KALIMER 
Database를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페이지에 나타나는 정
보는 항상 최신의 자료를 유지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내부적으
로 최신의 자료를 유지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1. 데이터베이스 Configurations 특징

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로그 파일로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은 .MDF 파일과 .LDF 파일로 구분되는데, .MDF 의 경우 주 데이터 파일(Primary 
Dtata Files)이라 부르고, .LDF의 경우는 보조 데이터 파일(Secondary data Files)
이라고 부른다.

- 주 데이터 파일 (Primary Data Files)
  주 데이터 파일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확장될 각 데이터베이스의 시작점이 이 데
이터 파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나머지 파일들의 위치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시작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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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데이터 파일 (Secondary Data Files)
  확장되는 파일은 .LDF로 가져간다. 주 데이터 파일과 보조 데이터 파일은 각각 
내부에 페이지 단위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 각 페이지들은 최초의 페이지로부터 순
차적으로 각각의 번호를 가지게 된다.

- 로그 데이터 파일 (Log Data Files)
  로그 데이터 파일은 바로 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위해 저
장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를 기록하는 파일이다.

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Database System Architecture)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나눌 수 있고, 참조하는 테이
블이나 뷰, 저장 프로시저 등의 객체는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은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디바이스 파일에 연결되는
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포함한다.

다. 서버 아키텍처 (Server Architecture)

  서버 아키텍처는 서버 컴포넌트로 구성되는데, 서버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의 질
의 요구에 대한 질의의 해석과 처리, 이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서버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상의 모든 행위
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관리 아키텍처 (Administration Architecture)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자주 사용하는 작업을 자동화되어 있다.

마. 클라이언트 아키텍처 (Client Architecture)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응용프로그램 계층들, 즉, 데이터베이스 API
인 OLE DB, ODBC를 통해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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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LE DB : 액티브 X나 ADO, 윈도우 DNA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
  - ODBC : Open DataBase Connectivity

바. 메모리 아키텍처 (Memory Architecture)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데이터 페이지들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캐쉬를 위한 
버퍼를 생성, 데이터 캐시 버퍼와 물리 디스크 사이의 입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 되어 있다.

2. ASP 특징

  액티브 서버 페이지(ASP : Active Server Pages)는 서버 측면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골격을 제공하여, 보다 쉽게 동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ASP문서는 HTML문법과 서버 측면 스크립트 로직을 둘 다 포함할 수 있다. 웹 
서버가 ASP 문서에 대한 HTTP 요청을 받으면, 메모리 상에 정적인 HTML정보와 
스크립팅에 의해 생성된 HTML정보가 결합된 ‘가상의(Virtual)' 출력 HTML파일이 
생성된다.
  ASP 스크립팅의 장점은 COM을 준수하는 외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과 인터페
이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ASP가 제공하는 ActiveX 데이터 객체(ADO)는 Open 
Database Connectivity(ODBC)나 OLE DB를 준수하는 데이터베이스와의 고성능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3. File Attach Component 프로그램 특징

  KALIMER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요소로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용량 
파일 Upload Component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File Upload Component는 웹 브라우져로부터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er로의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가진 Active Server Component이다. 인터넷 표준
인 RFC 1867을 따르고, Microsoft Active Server Page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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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Upload Component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Windows NT/2000 IIS 4.0 이상 서버의 ASP Script에서 이용 가능한 
Server-side Active Server Component
  - HTML 3.2와 인터넷 표준 RFC 1867을 따름
  - Microsoft IE 4.0이상과 함께 작동
  - 대용량 파일 업로드 지원 및 빠른 업로드 속도와 낮은 리소스 사용 특징
  - Server-side Graphical Progress Indicator 가능
  - 물리적 경로 및 가상 경로로의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가능
  - Database Blob으로의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가능
  - 업로드된 이미지 파일의 포맷, 폭, 높이 정보를 구하는 기능
  - 외국어 및 유니코드 폼 요소값, 파일명 지원
  - 업로드 가능한 최대 파일 크기 제한 기능 및 업로드 Timeout 기능
  - 유일한 파일명으로의 저장 또는 파일 겹쳐쓰기 선택기능
  - 파일의 존재여부 체크 및 업로드된 특정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
  - 업로드 작업에 대한 무결성 보장

4. 웹 서버 IIS (Internet Information Server) 구조

  웹 서버 IIS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업을 수행
한다.
- 정적인 파일을 돌려준다.
- CGI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 ISAPI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가. 정적인 파일 (Static Files)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파일을 요청하면 적절한 HTTP 헤더를 붙인 후 브라우저에
게 보낸다. JPEG나 GIF와 같은 그림 파일이나 IIS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파일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친다. 효율성을 위해 IIS는 이 파일의 내용을 메모리 
캐시에 저장하긴 하지만, 고정된 데이터를 가진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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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GI 애플리케이션

  CGI 실행 파일은 응답을 생성하고 IIS에게 다시 보낸다. 그러면 IIS는 그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CGI 애플리케이션은 요청에 담긴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IIS는 CGI를 실행시킬 때 여러 환경 변수를 설정해 준다. 요청에 담긴 정보가 
이 환경 변수들에 들어가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의 본문에 입력 데이터를 넣
어서 보냈다면 요청은 표준입력 데이터 스크림을 통하여 CGI에게 전달된다. 

다. ISAPI 확장 기능

  CGI보다 훨씬 효율적인 ISAPI 확장 기능은 자신의 기능을 외부 함수를 통해 제
공하는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DLL)이다. ISAPI 확장 기능은 CGI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에 비해 
DLL을 메모리에 올리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DLL은 일단 한 번 메모리에 올
라오면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제고되지 않으며, 언제라도 다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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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안 및 운영체계

  KALIMER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방화벽(FireWall)이라는 내․외부망 분리 운영 보안 체계를 기초로 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별도로 각 사용자들에게 ID와 Password를 부여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된 사용
자에게만 접근허락이 가능하도록 보안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현재 147.43. 으로 시작되는 IP를 체크하여 연구소 자체 보안 망에서 1단계로 보
안체계를 갖추었고,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원에게 
부여되는 ID와 Password를 한 쌍으로 체크를 하여 2단계 보안 체계로 운영하고 있
다.
  아래 프로그램은 이미 등록된 사용자인가를 검증하여 사용권한을 체크, 다음단계
로 전환되는 Algorithm을 갖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2-3 KALIMER 데이터베이스 보안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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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KALIMER 데이터베이스 Directory Configuration

  KALIMER 데이터베이스는 Web Application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프로
그램은 ASP(Active Server Page)라는 인터프리터형 실행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 하나의 Server 장비에 각 메뉴별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
록 체계화하였다.

  KALIMER 데이터베이스 Directory Configuration은 다음과 같다.

  ㅇ Root Directory
    C:\IntePub\wwwroot\

  ㅇ Default Startup Page File
    C:\IntePub\wwwroot\kalimer.asp

  ㅇ Directory Configuration
    C:\IntePub\wwwroot\Attachments\IOC\   -> 업무처리전 첨부파일 위치
    C:\IntePub\wwwroot\bbs\ -> 자유게시판 업무연락 관련 파일
    C:\IntePub\wwwroot\biz\ -> KALIMER 공지사항 관련 파일
    C:\IntePub\wwwroot\counter\ -> KALIMER 조회 수 관련 파일
    C:\IntePub\wwwroot\flash\ -> 3D CAD DB 관련 Flash 파일
    C:\IntePub\wwwroot\free_board\ -> KALIMER 자유게시판 관련 파일
    C:\IntePub\wwwroot\images\animation\ -> 각종 동화상 파일
    C:\IntePub\wwwroot\images\background\ -> 배경화면 관련 파일
    C:\IntePub\wwwroot\images\bullet\ -> 이미지 파일
    C:\IntePub\wwwroot\images\button\ -> KALIMER 버튼 이미지 파일
    C:\IntePub\wwwroot\images\face\ -> KALIMER 과제 참여자 사진 파일
    C:\IntePub\wwwroot\images\logo\ -> 업무처리전 제목 관련 Logo 파일
    C:\IntePub\wwwroot\images\Signature -> 업무처리전 관련 결재 사인 파일
    C:\IntePub\wwwroot\menu\ -> 각 메뉴 Login 초기 관련 파일
    C:\IntePub\wwwroot\script\ -> KALIMER Web 알고리듬 관련 프로그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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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KALIMER 업무처리전 개발
           ( IOC : Inter-Office Communication )
  KALIMER 업무처리전은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세
부과제간 자료 요청 및 업무 회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발한 Internet Web 
Application을 이용한 연구결과물 검증, 공유 및 전달 기능을 가진 웹 기반 전자결
재시스템이다.

제1절 업무처리전 사용 지침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 수행 관련 설계, 연구개발 및 일반적인 업무 처
리 및 회신을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업무처리전 사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 세부과제 간 설계입력 자료 또는 검토의견의 요청 및 제공 시
  - 각 세부과제에서 생산된 연구개발 및 설계 결과물을 대과제 책임자 및 관련   
   타 세부 과제에 송부 하는 경우
  - 기타 세부과제 간 일반적인 연구 및 설계 업무처리 회신 시
  위와 같은 경우에 업무처리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팀 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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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업무처리전 번호 부여 방법

  세부과제별로 과제코드를 시작으로 그 해를 시작으로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부여
된다.
  아래는 번호부여 방법 예제이다.
      IOC-XX-ZZZ-YYYY (예, IOC-SA-001-1998)
      XX : 각 과제분야 코드 명칭 (KALIMER 시스템에서 자동 부여)
      ZZZ : 일련번호 (KALIMER 시스템에서 자동 부여)
      YYYY : 연도 (KALIMER 시스템에서 자동 부여)

그림 3-1 업무처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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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업무처리전 프로그램 현황

업무처리전 프로그램은 ASP(Active Server Pages)라는 Server-side 인터프리터형 
실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ㅇ 업무처리전 프로그램 저장 디렉토리
 
  - C:\IntePub\wwwroot\script\ -> 입력 및 List 프로그램
  - C:\IntePub\wwwroot\script\Form\ -> 화면 프로그램
  - C:\IntePub\wwwroot\script\Functions\ -> Function,  Procedure

ㅇ 업무처리전 서버 접속방법
관리자 PC에서 Server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이용
하여 접속한다. 접속을 하기 위한 Set-up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3-1 FTP 접속방법

항 목 설 명
Server 위치 정보과학동 기계실
IP Address 147.43.14.64

URL kalimer.kaeri.re.kr
접속 ID Administrator

접속 암호 yamu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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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업무처리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성

  업무처리전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Member (사용자 관리), 
Memorandum(결재작성), Confirms(결재승인과정), Project(과제코드) 이상 4개의 
테이블로 구성된다.

   - Member(사용자) : Database 사용권한이 저장되는 테이블
   - Memorandum(결재작성) : 업무처리전 내용이 저장되는 테이블
   - Confirms(결재승인과정) : IOC 결재 관련 현황이 저장되는 테이블
   - Project(과제코드) : 팀 내 세부과제코드가 저장되는 테이블

그림 3-2 업무처리전 자료흐름도

  업무처리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료의 변환 흐름 및 의미는 다음과 같다.

ㅇ Member 테이블
과제참여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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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Member 테이블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자료 Type 자료 Length
ID 순번 int 4
Name 성명 varchar 20
Password 암호 varchar 10
Telephone 전화번호 varchar 10
Projects 과제소속 varchar 30
OrgID 조직코드(사용안함) varchar 10
UID 접속 ID varchar 10
Email E Mail 주소 varchar 50
damdang 업무 varchar 500
loc 사무실 위치 varchar 100
person_no 개인번호 varchar 8
use_edt 과제참여 여부 char 10

  ㅇ Memorandum 테이블
     Memorandum 테이블은 업무처리전 작성 내용을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Memorandum 테이블 Schema는 다음과 같다.

표 3-3 Memorandum 테이블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자료 Type 자료 Length
 ID  문서번호  Int  4
 Title  제목  Varchar  255
 Content  문서내용  Text  16
 ProjectCode  게시자소속과제  Varchar  4
 Issuer  게시자  Varchar  8
 Receiver1  수신  Varchar  100
 Receiver2  참조  Varchar  100
 Attachments  첨부물  Varchar  255
 Status  결재현재상황  Varchar  255
 IssueDate  게시일자  smalldatetime  4
 DocNo  문서번호  Varchar  20
 Remark  비고  Text  16
 SerialNo  일련번호  Int  4

  Memorandum 테이블의 각 항목의 정의 및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ID (문서번호) : 업무처리전에 게시한 문서의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시스템   
             에서 자동으로 부여한다.
   - Title (제목) : 업무처리전 게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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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nt (내용) : 업무처리전 게시 내용
   - ProjectCode (게시자 소속코드) : 게시자의 과제 소속 코드를 Member(사용  
              자) 테이블에서 아래 Issuer 항목에 해당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가   
             져온다.
   - Issuer (게시자) : 업무처리전에 게시한 게시자
   - Receiver1 (수신) : 올린 게시 내용 수신 해당과제를 지정
   - Receiver2 (참조) : 올린 게시 내용 참조 해당과제를 지정. 과제가 지정되지  
              않으면, ‘,’값이 database에 저장된다.
   - Attachments (첨부물) : 게시내용에 첨부할 문서의 파일명이 저장되고, 실   
             제 FIle은 C:\InetPub\wwwroot\Attachments\IOC\ 에 저장된다.
   - Status (결재현황) : Confirms 테이블과 동일하게 현재의 결재 진행과정을   
             나타낸다. Confirms테이블에서 최종적으로 ‘결재완료’되면 ‘결재완    
            료’, ‘문서송신’ 이면 ‘기발송’으로 값이 저장된다.
   - IssueDate (게시일자) : 업무처리전 게시 일자
   - SerialNo (일련번호) : 게시한 내용을 각 과제별로 그 해의 일련번호를 부    
            여하고, 이 부여된 번호를 문서번호로 이용한다.

  ㅇ Confirms 테이블
     Confirms 테이블은 업무처리전 결재선 및 결재과정을 관리하는 자료이다.
     Confirms 테이블 Schema는 다음과 같다.

표 3-4 Confirms 테이블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자료 Type 자료 Length
 ID  순번  Int  4
 ConfirmID  결재자 ID  Varchar  10
 Status  결재상태  Varchar  10
 Title  제목  Varchar  20
 DocID  문서번호  Int  4
 ConfirmType  결재상태  Varchar  10
 ConfirmDate  결재날짜  Datetime  8
 AltConfirmID  대리결재  Varchar  10

  Confirms 테이블의 각 항목의 정의 및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ConfirmID (결재자ID) : 담당, 상위결재자, 최상위결재자 이상 동일한 업무    
              처리전에 3개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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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us (결재상태) : 업무처리전 현재 결재 상태를 나타낸다. 일단 결재를 올  
         리면, 담당은 ‘기결재’, 상위결재자는 ‘결재중’, 최상위결재자는 결재필요   
        시 ‘결재중’, ‘미결’, 불필요시 ‘결재불요’ 값이 database에 저장된다. 이     
      Ststus에 담당에 해당하는 값에 ‘결재불요’라는 값이입력이 되면 Error       
    가 난다. 이때에는 ‘기결재'로 변경하면 된다.
  - DocID (문서번호) : 업무처리전(Memorandum 테이블의 ID) 일련번호를 나   
        타낸다.
  - ConfirmType (전결상태) : 전결, 미결 등을 나타낸다. '전결‘은 결재 불필요   
        시 ’미결‘은 결재 필요시 저장되는 값이다.
  - ConfirmDtae (결재날짜) : 결재날짜를 나타낸다.
  - AltConfirmID (대리결재) : 대리 결재 시 대리결재자의 ID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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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업무처리전 자료 세부 운영 방법

  KALIMER 업무처리전에 Login을 하면 각자 고유의 과제코드가 Attach되고, 이와 
동시여 결재선이 지정된다. 업무처리전 결재선은 담당, 세부과제책임자, 대과제책임
자 3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먼저 결재할 내용을 작성하면 Memorandum 테이블
에 저장이 된다. 작성 완료한 후 상위 결재선 및 수신 및 참조를 지정하고 난 후 
결재를 올리면 기본적으로 Confirms 테이블에 담당, 상위결재자, 최상위결재자와 
관련되어 동일한 자료 레코드가 3개가 자동으로 저장된다. 이와 동시에 바로 위 결
재자에게 E-Mail로 Notification 내용이 전달된다. 그리고 나면 결재자는 Login을 
하여 암호를 입력하고 결재를 하면, 결재완료 메시지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E-Mail이 전달되고 업무처리전의 1 Loop Procedure가 완료된다.
  예를 들면 Memorandum테이블과 Confirms 테이블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하나의 
업무처리전(Memorandum) ID에 3개의 결재라인(Confirms)이 형성된다.

예) 업무처리전 자료 저장 예

Memorandum 테이블 (ID=865)
ID Title Content ProjectCo

de Issuer Receiver1 Receiver2 Attachme
nts Status IssueDate DocNo Remark SerialNo

865 안전해석
용.....

안전해석
용.... MS ghkoo SA, ,

IOC-MS
-001-20

00.
결재중 2000-12

-07 11

Confirms 테이블 (ID=865)
ID ConfirmID Status Title DocID ConfirmType ConfirmDate AltConfirmI

D
2142 hahn 미결 대과제<br>책

임자 865

2141 byoo 결재중 세부과제<br>
책임자 865

2140 ghkoo 기결재 담당 865 2000-1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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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KALIMER Server 장비 Set-up 절차

  KALIMER Server 장비는 DNS(Domain Name Service)가 kalimer.kaeri.re.kr 로 
되어 있다. 이 DNS는 장비이동 또는 IP변경 시 연구소 DNS담당자에게 업무 협의
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Server Name 변경 방법
    ① 먼저 옮길 건물 및 층에 해당하는 IP를 확보한다.
    ② 이 IP에 kalimer.kaeri.re.kr 라는 DNS 사용 신청을 DNS 담당자에게 신     
    청한다.
    ③ 장비 TCP/IP Set-up을 해당 IP로 변경하면 절차는 완료된다.

  ㅇ SQL Server Service가 Start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① SQL Server Service가 Start되어 있어야 IOC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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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KALIMER 단계별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과제로서 1997년부터 
총 3단계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1단계 개념설계가 완료되고, 2단계 기본설계 단계
를 수행하고 있다. 각 단계 및 세부과제별로 생산된 예비개념설계 자료 및 연구개
발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Raw Data형태로 관리하여 필요시 자료를 File 형태로 
Download하여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단계별 성과물 데이터베이스는 과제계획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근간
으로 세부 공정별로 breakdown하여 각 세부과제별, 담당자 별로 과제 공정계획을 
세워 연구결과물을 문서관리 지침서에 맞게 작성하여 File로 취합하여, 이 자료를 
Web Site에 게시하여 필요시 Download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그림 4-1 단계별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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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3D CAD 데이터베이스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의 설계개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Flash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D CAD Database를 개발하였다.

  3D CAD Database 구성은 다음과 같다.

  ◎ RX Structure
    ㅇ Containment
       - Containment Vessel
       - Containment Dome
       - Containment Ring
    ㅇ Reactor Vessel
    ㅇ Reactor Internals
       - Core Support
       - Inlet Pipe
       - Support Barrel
       - RV Liner
       - Flow Guide
       - EMP Nozzle
       - Separation Plate
       - Baffle Plate
       - Core Shield Structure
       - Former Ring
       - IHX Liner Support
       - EMP Liner Support
       - UIS
    ㅇ Reactor Head

  ◎ Component/Equipments
    ㅇ IHX
       - IHX Cylinder
       - IHX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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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X Guide Plates
    ㅇ Primary EMP
       - EMP Cylinder
    ㅇ Secondary EMP
    ㅇ S/G
    ㅇ Rotating Pug
    ㅇ CRDM
       - Tension Tube
       - Motor Assembly
       - Housing
       - Stop Motor Assembly
    ㅇ IVTM

그림 5-1 KALIMER 3D CAD 데이터베이스

  ◎ IHTS Pipings
    ㅇ Hot Leg
    ㅇ Cold Leg
    ㅇ Section Leg
    ㅇ Isolation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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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onent Support Structure
    ㅇ RX Support
    ㅇ S/G Support
    ㅇ Secondary Support

  ◎ RX Building/Isolation
    ㅇ Reactor Vault

  ◎ Core Assembly
    ㅇ Duct Assembly
    ㅇ Nosepiece
    ㅇ Handling 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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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지사항 자동 처리 시스템
공지사항 자동 처리 시스템은 업무연락, 세미나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1 SMTP 연계 기능도

  공지사항 자동 처리시스템은 WindowsNT에서 설치된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웹 메일로 운영되게 설계하였다. SMTP를 설치하면 CDONTS
라는 콤포넌트가 아래와 같은 위치에 설치가 된다.

                   C:\winnt\system32\cdonts.dll

  CDONT 콤포넌트에서 newmail 객체는 전자우편 기능을 추가하는 가장 빠른 방
법을 제공한다. CDONT 컴포넌트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Set objmail = Server.CreateObject("CDONTS.Newmail")
objmail.from = "test@test.net"              '보내는 사람
objmail.to = "test@test.net"                ‘받는 사람
objmail.cc = "test@test.net"                ‘참조
objmail.bcc = "test@test.net"                ‘숨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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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mail.subject = "데스트 제목"
objmail.body = "테스트 내용"
objmail.Value("Reply-To") = "force@test.net"   '답장을 클릭하면 보내는 사람이 
아닌 Reply-To에 강제적으로 답장을 하게 된다
objmail.send
Set objmail = nothing
----------------------------------------------
-------------------

  위와 같이 CDONTS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된다. KALIMER 공지사항 자동처리시
스템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자동 메일 프로그램]

          <%@ LANGUAGE="VBSCRIPT" %>
          <!-- #include virtual="/Script/Functions/SiteSpecificVariables.asp" --->
          <!-- #include virtual="/Script/Functions/SetApplicationVariables.asp" --->
          <!-- #include virtual="/Script/Functions/Connection.asp" --->
          <!-- #include virtual="/Script/Functions/String.asp" --->
          <!-- #include virtual="/Script/Functions/AvarLookup.asp" --->
          <!-- #include virtual="/Script/Functions/AvarLookupMember.asp" --->
          <!-- #include virtual="/Script/Functions/AvarLookupProject.asp" --->
          
          <%
          Dim Conn
          'Const ConnectionString = "KALIMER"
          SetConn ConnectionString
          %>
          
          <%
          p_mode = Request.QueryString("p_mode")
          
          ' 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파라미터값을 변수에 저장
          Title = Trim(Replace(Request.Form("Title"), "'", "''"))
          V_Title = "KALIMER 업무연락 새소식:"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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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 = Trim(Replace(Request.Form("UserName"), "'", "''"))
          Passwd = Request.Form("Passwd")
          'EMail = Trim(Request.Form("EMail"))
          Content = Trim(Replace(Request.Form("Content"), "'", "''"))
          curPage = Request.Form ("curPage")
          p_no = Request.Form ("p_no")
          
          GSQL = "Select Max(NO) as m from Board"
          Set GGrs = Server.CreateObject("ADODB.Recordset")
          GGrs.Open GSQL, Conn
          
          if IsNull(GGrs("m")) then
           number = 1
          else
           number = GGrs("m") + 1
          End if
          
          Set RS = Server.CreateObject ("ADODB.RecordSet")
          sSQL = "select Email from Member where UID <> 'admin'"
          RS.Open sSQL, Conn
          
          Do Until rs.eof
          
          If rs("Email") <> "" then
          email = rs("Email")
          
          'E-Mail일 보내기 위한 SMTP에 CDO라는 서버 콤포넌트 이용
          Set objMail = Server.CreateObject("CDONTS.NewMail")
          objMail.From="kalimer@kaeri.re.kr"
          objMail.To=email
          'objMail.Subject=trim(request("Title"))
          objMail.Subject=V_Title
          objMail.Body=trim(request("Content"))
          objMail.Send
          Set objMail = nothing
          e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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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MoveNext
          Loop
          
          If Len(curPage) = 0 Then

curPage = 1
          End If
          
          'RecordSet 객체 생성
          Set RS = Server.CreateObject ("ADODB.RecordSet")
          
          If p_mode = "W" Then ' 게시판에 글쓰기 모드 / INSERT
          
sSQL = "INSERT INTO BOARD (KIND, USERNAME, PASSWD, NO, TITLE, 
CONTENT,                     READCNT, INPUTDAY, HIDDEN) VALUES ('"

sSQL = sSQL & Session("BoardKind") & "', '"
sSQL = sSQL & UserName & "', '"
sSQL = sSQL & Passwd & "', '"
sSQL = sSQL & number & "', '"

' sSQL = sSQL & Email & "', '"
sSQL = sSQL & Title & "', '"
sSQL = sSQL & Content & "', 48, getdate(), 0)"

          
'SQL문 실행 / 결과값을 레코드셋에 저장
RS = Conn.Execute (sSQL) 
'RS.Open sSQL, Conn

          
'게시판 리스트보기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Response.Redirect "bbsList.asp"

          
          ElseIf p_mode = "E" Then ' 게시물 수정 모드 / UPDATE
          

sSQL = "UPDATE BOARD SET "
sSQL = sSQL & "TITLE = '" & Title & "', "
sSQL = sSQL & "USERNAME = '" & UserName & "', "
sSQL = sSQL & "INPUTDAY = get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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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QL = sSQL & "EMAIL = '" & Email & "', "
sSQL = ssQL & "CONTENT = '" & Content & "' "
sSQL = sSQL & " WHERE NO = " & p_no 

          
'SQL문 실행 / 결과값을 레코드셋에 저장
RS = Conn.Execute (sSQL)
'RS.Open sSQL, Conn

          
'게시판 리스트보기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Response.Redirect "bbsList.asp?curPage=" & curPage

          
          Else
          End If
          
          Set RS = Nothing
          'dbConn.Close
          'Set dbConn = Not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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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유 문헌 데이터베이스
  KALIMER 보유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
면서 수집되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Abbreviations, LMR 기술용어, 발표자
료, 보유문헌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1 보유문헌 데이터베이스

  KALIMER 보유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Abbreviations :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연구결과물과 관련된 축약어를    
              관리하는 곳이다.
  ㅇ LMR 기술용어 : 각 세부 과제 및 과제간 업무연계에 필요한 기술용어를      
             관리하는 곳이다.
  ㅇ KALIMER설계기본자료 :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본 설계자료를 관리하는 곳이다.
  ㅇ 발표자료 : 대내 적으로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표되는 문   
              서를 관리하는 곳이다.
  ㅇ 보유문헌 : ‘액체금속로 설계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위탁, 수탁, 해외    
             협력 활동 결과로 산출되는 연구보고서를 관리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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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KALIMER Database 관리 Tool 사용방법
  KALIMER Database는 WindowsNT를 운영체제로 MS SQL-Server7.0으로 구성
되어 있다. KALIMER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작업 자 PC에 ODBC를 
이용하여 kalimer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MS SQL-Server의 client용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먼저 주의 사항으로는 MS SQL-Server에 연결하여 자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작업하고자 하는 PC에서 부팅 완료후 나타나는 Log-in 창에서 사용자 이름
은 ‘Administrator', 이에 해당하는 암호를 입력을 하고 접속을 해야 다른 곳에 있
는 서버 장비에 접속이 가능하게 됨.

제1절 MS SQL-Server 연결 방법

MS SQL-Server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ODBC를 설정을 해야 한 후, MS 
SQL-Server를 연결을 하면 된다.

1.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Set-up 방법

※ ODBC를 설정하는 이유는 Remote에 있는 DB에 연결하기 위한 통로를 설정.

  Windows 95/98/NT에서는 제어판의 ‘ODBC제어판원본’, Windows 2000에서는 
괸리도구의 ‘데이터원본(ODBC)’을 클릭하면 ODBC setup 화면이 Display된다.

System DSN에서 ‘Add'버튼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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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ODBC Set-up 철차 1

그림 8-2 ODBC Set-up 철차 2

DataSource를 선택하는 화면이 Display된다.
여기에서 ‘SQL Server'를 선택하고 ’마침‘버튼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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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ODBC Set-up 철차 3

Name에는 kalimer, Description에는 kalimer, Server에는 kalimer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default로 ‘다음’버튼을 누른후 ‘마침’버튼을 누르면 완성된다.

  일단 ODBC를 구성을 해야 Local 또는 Remote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최
종적으로 ODBC를 생성하면 Successfully라는 화면이 Display되면 성공적으로 
Setup이 된 것을 의미한다.

2. SQL Server 'Enterprise Manager' 사용 방법

- DB에 있는 자료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 먼저 SQL Server 'Enterprise Manager'에 KALIMER DB를 연결(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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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Enterprise Manager Set-up 철차 1
윈도우 시작메뉴에서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 Enterprise 
Manager를 선택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림 8-5 Enterprise Manager Set-up 철차 2
Microsoft SQL Servers를 더블클릭하면, SQL Server Group이 Display되는데 SQL 
Server Group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New SQL Server Registration'
을 선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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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버튼을 선택하고,

그림 8-6 Enterprise Manager Set-up 철차 3
왼쪽화면에서 Available Servers에서 ‘kalimer'를 선택하고, ’Add'를 선택하고 ‘마침’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완료된다.

그림 8-7 Enterprise Manager Set-up 철차 4
  최종적으로 왼쪽 화면과 같이 녹색화살표 버튼이 있는 그림이 Display되면 성공
적으로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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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 Enterprise Manager를 설치를 한 후,
- 실행하여 KALIMER를 선택하여 Sub를 펼쳐서 databases -> kalimer -> 
Tables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KALIMER의 table 현황이 listing된다.

그림 8-8 Enterprise Manager Set-up 철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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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업무처리전 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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