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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내용

  ■ 최종목표
   ○ 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 종합 리를 한 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차원의 통합 안 리 정보체계(WACID)와의 연계

  ■ 연구내용
   ○ 유사시스템 사례조사, 폐기물 리 업무 역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반 , Database 구축
   ○ 업무 시스템 구축, 시험운 , WACID 연계 운   

 2. 연구결과

   ○ IAEA 지침  8개국 18개 유사시스템 사례조사  분석
   ○ 폐기물 리 업무분석, 폐기물 이력 리 방안 정의, 각 처리공정의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 WACID 자료 송 방법, 송 매체, 송데이터 포맷 정의
   ○ 방사성폐기물 통합 리 시스템 기술 설계  구축(환경  범 , Database, 응용 로그램)
   ○ 단 , 통합, 시스템 테스트 수행
   ○ WACID 시스템과의 연계시험  운

 3. 기 효과  활용방안
  ■ 기 효과
   ○ 폐기물 이력 추 과 정보 조회 편의에 따른 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
   ○ 폐기물 재고량  물질수지 규명의 연구 토  마련

   ○ 효율 인 폐기물 처리  처리공정별 기록 리

  ■ 활용방안
   ○ Database : 폐기물의 발생, 수집, 처리, 최종 처분까지의 이력 리
   ○ 응용 로그램, PDA+bar-code시스템

      - 폐기물 조회, 문서 리 등 리 업무의 효율 증 , 실시간 신속/정확한 통계자료 도출

      - WACID 송데이터의 추출, 변환, 송  분기보고의 업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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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연구소폐기물 정보 리시스템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ㆍ 장 인 방사성폐기물의 리는 여러 종

류의 양식에 의해 수작업으로 리되어 왔다. 연구소 발생 폐기물의 특성은 

연구ㆍ개발의 목 에 따라 발생 폐기물의 종류, 형태, 핵종 등이 다양한 반

면 폐기물 각각에 한 발생량은 소량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최근 핵주기 

련 시설과 연구개발 과제의 증가로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

라 폐기물의 효율 인 리가 필요하다. 한 최종처분시설의 건설계획이 가

시화 되고 처분 안 성 측면에서의 상폐기물에 한 이력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과제는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력

을 리하여 폐기물의 정확한 통계  신속한 정보체계를 원활히 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폐기물 리 업무에 활용

하며, 이 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하여 단 발생 기 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방사성폐기물의 정보를 국가 인 통합 안  리 정보체계(Waste Compre-

hensive Information Database ; WACID)에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리 통합정보 시스템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 ; RAWMIS)을 구축하

는데 있어서 요한 것은 첫째, 폐기물 리 업무를 충분히 반 하여 시스템 

활용성을 높이고 둘째, 폐기물 정보에 있어서 그 항목과 내용의 질  수 을 

제고하며 셋째, 정확하고 신속하게 WACID에 정보를 송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다.

  1. 연구개발의 내용

    ▪국내ㆍ외 유사 시스템 사례조사  분석

    ▪폐기물 정보 사용자 요구사항의 정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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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응용 로그램의 설계  구축

    ▪구축된 시스템의 시험운   WACID 연계 운

  2. 시스템의 구축 범

    ▪방사성폐기물(고체, 액체, 기체 폐기물)의 정보  이력 리

    ▪사용후핵연료의 장정보 리

    ▪보고서  문서 리, 통계정보 리

    ▪WACID 정보 송 리

Ⅳ. 연구개발결과

  1. 국내외 유사 시스템 사례조사  분석

     IAEA에서 제시한 WIRKS 기술지침을 분석하여 방사성폐기물 리용 

기록 리체계, 폐기물패키지의 개념,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에 한 요건을 

정립하 으며, 총 8개국의 18개 시스템에 한 유사시스템을 조사하여 시스

템 구축 목   기능, 리데이터범 , 시스템 구성 등에 한 사항을 분석

하고 그 결과  유용한 방법에 하여 RAWMIS의 구축에 반 하 다.

  2. 폐기물 정보 사용자 요구사항의 정의  분석

     참여연구원들의 폐기물 리 업무 분장에 따라 구축 후 극 인 활용

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무별 시스템의 활용에 한 연구에 의거하여 응용범

를 설정하고 기능 , 성능  요구사항 등을 결정하 다. 한 응용범 에 

맞는 기능 인 구조를 상세화 하여 구 하는 로그램을 정의 하고 도입이 

필요한 장비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3. 데이터베이스  응용 로그램의 설계  구축

     방사성폐기물의 이력에 한 정보를 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용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 으며 WACID의 데이터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응용 로그램은 고체, 액체, 기체, 사용후핵연료, 

문서 리 등에 한 로그램들을 모듈화 하여 설계ㆍ구축을 완료하 다.

  4. 구축된 시스템의 시험운   WACID 연계 운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의 단 , 통합, 시스템 테스트를 통하여 업에

서 요구하는 성능  품질 등을 검토하 으며, WACID에 데이터를 송하면

서 시스템의 응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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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구축된 RAWMIS는 폐기물 리의뢰  수집에 실제로 용되고, 폐기

물의 리와 처리 시에 해당 폐기물의 검색하는데 사용되며, 문서의 생성  

데이터의 통계분석과 WACID 데이터 송 등 연구소폐기물 리업무 반

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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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Subject Title

Establishment of Databas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KAERI Wastes

II. Objective and Contents of Project

  Radioactive waste which is generated b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a various types, nuclides, and 

characteristics which is generated irregularly. To manage and control 

these kinds of radioactive wastes, it comes to the front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its record and necessity about researching efficiently and 

quickly statistics. Getting information about radioactive waste which is 

generated and stored by KAERI is the basic factor to construct the rapid 

information system for national coordination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 (RAWMIS) of 

KAERI is aimed at

 1) management of its record : offers function of management of its 

record and tracking, which include generation, gathering, transfer, 

treatment, and storage, 

2) uplift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 simplifying office procedure 

and saving human resources, 

3) support WACID(Waste Comprehensive Integration Database System)  

which was a national radioactive waste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of Korea.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characteristic of a radioactive waste to be generated is different in 

KAERI according to the purpose of research. A type kind and nuclide of 

the waste to be happened are various and each waste happens some so 

that it is irregular. Due to the increase recently of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and research development subject, efficient management of the 

waste by the manual is reaching the limit. For this reason, i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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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to analyze the radioactivity of the radioactive waste. To solve 

this dilemma, we must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system 

that can classify systematically the radionuclide and activity concentration 

included in solid and liquid radioactive wastes. For instance, asphalt 

solidification needs to be included in a system that can assess all the 

nuclides collected during an operation. 

IV. Result of the Project

  The major information extracted from user requirements are solid 

waste, liquid waste, gas waste, and waste related to spent fuel which 

include generation, gathering, transfer, treatment, and storage information. 

RAWMIS is composed of database, software (interface between user and 

database), and software for a manager and it was designed with 

Client/Server structure. 

 1. Domestic and foreign similar system research

 2. Analysis of user requirements

 3.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ystem

V. Proposal for Future Study and Application

  These results are used to create a basic data-user interface and 

prototype design. The RAWMIS will be a useful tool to analyz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lso, 

this system is developed to share information with associated companies. 

Moreover, it can be expected to support the technolog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radioactive was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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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의 방사성폐기물 리는 폐기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양식에 의한 수작업으로 리되어 왔다. 한 폐기물의 종류

와 발생량이 증가하고 수작업에 의한 폐기물의 효율  리가 한계에 도달

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효율 인 처리를 한 체계 인 이력 리와 

효율 인 통계의 필요성이 꾸 히 두되어 왔다. 

   국가 인 방사성폐기물의 통합 리  폐기물 리에 한 투명성이라는 

시  요구는 단  발생기 의 발생․ 장 인 폐기물의 정확한 통계, 

신속한 정보체계가 먼  수립되어야 가능하다. 단  발생기 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는 단  발생기 의 폐기물처리 책 수립의 기 자료가 될 뿐

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방사성폐기물 정책 수립의 자료를 제공한다.

   본 과제는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력

을 리하여 폐기물의 정확한 통계  신속한 정보체계를 원활히 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폐기물 리 업무에 활

용하며, 이 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하여 단 발생 기 으로써 신속하고 정

확한 방사성폐기물의 정보를 국가 인 통합 안  리 정보체계(WACID)

에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가. 연구소 폐기물의 특성

     연구소 폐기물의 특성은 상업운 의 발 소와 달리 연구와 개발의 목

에 따라 폐기물의 다양성과 소량이 불규칙 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에 

한 폐기물 이력이 리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의 다양한 형태, 다양한 

핵종, 각각에 한 소량의 발생량, 발생시기의 불규칙성 등은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폐기물을 같은 형태, 핵종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분류되

고 처리할 때 장드럼의 내용물, 드럼의 일련 번호, 드럼의 장 치 등이 

체계 으로 추 되어야 효율 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폐기물의 발생 

 장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 인 추 리의 필요성이 실히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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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은 수집부터 처리  처분까지 추  리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용한 종합 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 : DB) 

 련 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 천분 안 성 측면

     최근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의 건설계획이 가시화되고 처분 안

성 측면에서의 상 폐기물의 이력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 문서  통계 리 측면

     재 문서화 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이력정보는 발생시 이나 처

리시 을 기 으로 리되어 폐기물 각각에 한 통계자료를 도출한다거나 

련 분야의 연구에 활용할 만한 통계 인 분석을 용하기 어렵다. 방사

성폐기물을 객체로 리하는 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물질

수지 연구  폐기물 재고량(Inventory) 규명에 한 기  정보가 제공

될 것으로 상되어 진다.

2. 경제  측면

 가. 자원 감 측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업무의 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 /물  자원 감의 효과는 정 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수작업과 문서에 의존한 연구소의 방사성폐기

물 리 업무는 발생/ 량이 증가됨에 따라 리해야 할 정보의 양도 지

속 으로 증가되고 있는 을 감안하면, 데이터베이스  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분야 측면

     데이터베이스  련 시스템의 구축으로 그동안 여러 종류의 양식을 

통한 수작업에 의존한 방사성폐기물 리 업무에 있어서의 연구인력 소요

를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법 개발 연구에 환원할 수 있다.

 다. 복투자의 방지

     최종처분시설에 한 본격 인 가동이 이루어지면 연구소의 처분 상 

폐기물을 한 련 정보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시 

필요한 리데이터의 범 를 종합 으로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결과 으로 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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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폐기물 발생량 억제

     방사성폐기물 리업무에 있어서, 작업자는 작업 장에서 처리의 

상이 되는 폐기물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폐기물의 정보 조회가 빠르

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된다면 작업자의 안 을 보장하

고 나아가 폐기물의 발생을 미약하나마 감소시킬 수 있으며 리비용의 

감을 상할 수 있다.

3. 사회  측면

 가. 신속ㆍ정확한 통계의 필요성

     단  발생기 의 폐기물에 한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는 작게는 발생

기  경 자의 폐기물 처리 책 수립의 자료가 되며, 크게는 국가차원의 

방사성폐기물 정책 수립의 기 자료를 제공한다. 방사성폐기물의 국가  

통합 리는 시  요구사항이며 단  발생기 의 폐기물 리 정보체계 

구축은 정확한 통계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구축될 필요성이 요구

된다.

 나. 정부정책의 지원

     정부가 천명한 원자력 안 규제 5 원칙(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

율성, 신뢰성)을 실 하기 하여, 재 산별 으로 리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안 리 련정보를 종합 으로 리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차원에서통합 안  리 정보체계

(WACID)에 방사성폐기물 단 발생 기 으로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다. 자료의 신뢰성

     단  발생기 의 폐기물 리정보체계는 단  발생기 의 자료가 그

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통합 안 리 정보체계(WACID)와 연

계되어 개발될 필요성이 요구되며, 연계 개발 시 데이터 형식  로토콜

(Protocol)의 표 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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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개발의 범

1. 연구개발 내용의 범

    방사성폐기물 리 통합정보 시스템(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 ; RAWMIS)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요한 것은 첫째, 폐

기물 리 업무를 충분히 반 하여 시스템 활용성을 높이고 둘째, 폐기물 정

보에 있어서 그 항목과 내용의 질  수 을 제고하며 셋째, 정확하고 신속하

게 WACID에 정보를 송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

템을 구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범 의 내용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국내ㆍ외 유사 시스템 사례조사  분석

    ▪폐기물 정보 사용자 요구사항의 정의  분석

    ▪데이터베이스  응용 로그램의 설계  구축

    ▪구축된 시스템의 시험운   WACID 연계 운

2. 시스템의 구축 범

    RAWMIS의 구축범 는 크게 4가지 기능을 담당하여 업무에 극 활용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가지 기능은 방사성폐기물의 리, 사용후핵연료의 

리, 보고서  통계 리, WACID 데이터 송으로 구성된다. 방사성폐기물

의 리는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물리  폐기물의 형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세분하고 폐기물의 수집  장은 물론 리시의 감용 처리  공

정 리 부분, 자체처분, 구처분을 한 소외이송 리, 그리고 변환시설과 

연구로의 해체 폐기물에 한 리 이 에 한 가능성도 포함하 다. 사용

후핵연료는 리 특성상 방사성폐기물과 구분하 다. 보고서  통계 리는 

구축 후 시스템을 활용하는 측면을 명확화 하여 각종 보고자료 도출을 모듈

화 하고 폐기물처리와 리 분야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 하 다. 

WACID 데이터 송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송하고자 하는 주

기 인 데이터를 소스시스템으로부터 추출(Extraction)하여 WACID의 데이

터베이스의 포맷과 데이터 타입에 맞도록 히 변환(Transformation)한 후 

송(Transportation)하고 송한 데이터를 별도로 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Fig 1-1은 이러한 구축 범 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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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ope of RAW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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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ㆍ외 기술개발 황

1. IAEA WIRKS 기술지침

     체 회원 국가를 상으로 한 반 인 방사성폐기물 리용 데이터베

이스의 구성요건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기록 리체계, 폐기물패키지의 개

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분을 한 

방사성폐기물의 기록 리 사항에 한 권고 안을 제시하 다.

 가. 기록 리체계

     방사성폐기물을 천층 는 심층 처분장에 처분하여 장기간 리하기 

해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생성되는 여러 종류의 기록들을 수집, 리 

 유지하여야 할 필요를 언 했다. 처분폐기물에 한 장기간 기록 유지를 

해, 계층  기록 리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3단계 정보개념(상 단계 

정보(HLI), 간단계 정보(ILI), 기단계 정보(PLI))을 언 하고 있다. 3단계 

정보 리 단계  기정보단계(PLI)에는 폐기물 재고기록과 시설 인허가신

청 자료(처분장 성능평가(PA)  환경평가(EA)를 포함)와 같은 문서들을 포

함하고 있다. 폐기물정보기록 리시스템인 WIRKS는 PLI의 주요 부분으로 

폐기물재고기록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나. 폐기물패키지 개념

     WIRKS는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함에 있어 폐기물패키지 

개념을 용하고 있으며, 발생부터 처분까지의 방사성폐기물에 한 처리과

정에서 다수의 폐기물이 단일 폐기물 형태로 통합되는 폐기물패키지 개념으

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다. 폐기물패키지 구성형태는 다  구성 폐기

물패키지(Generator A  B)와 단일 구성 폐기물패키지(Generator C)의 두 

가지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 다. 다  구성 폐기물패키지는 발생단계의 여러 

폐기물패키지는 처리과정을 거쳐 신규 폐기물패키지에 장되며, 처리된 다

수의 폐기물패키지가 단일 처분폐기물패키지로 통합 구성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폐기물패키지는 각 단계별로 새로운 폐기물패키지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단일 구성 폐기물패키지는 발생단계의 여러 폐기물패키지가 별도

의 처리과정 없이 직  처분시설로 이송되어 처분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된 폐기물패키지는 다수의 발생 폐기물패키지를 포함하는 형태



- 7 -

로 단일 단계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WIRKS의 데이터베이스는 폐기물패키지, 핵종자료  특정 험물 자료

로 구성되며, 폐기물패키지와 련된 보조  참고자료와 연결하고 있다. 폐

기물패키지 데이터 모델은 2가지 형태로 고려하고 있으며, 구성정보간에는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 데이터 모델은, 다  단계의 폐기물 처리흐

름의 폐기물패키지에 한 데이터 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며, 각 단계별 폐

기물패키지에 한 데이터 형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두 번째 데이터 모

델은 단일 폐기물 처리흐름에 합하도록 구성된 데이터모델로 한 개의 주 

폐기물패키지와 다수의 구성 폐기물패키지로 구분된다. 보조자료(Supporting 

Document)는 방사성핵종과 같은 WIRKS 자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

자  가정들을 나타낸다. WIRKS 자료 내 폐기물패키지를 기록하고 리하

는 것에 추가하여, 처분장의 성능, 안 성  환경 향을 재의 조직  미

래의 조직에서 평가 는 재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 들을 제공하기 해서

는 기록  리되는 정보를 획득한 방법에 한 자료를 기록  유지하여

야 한다. 보조 자료에는 특정 폐기물유형에 한 평균 특성 결정방법 는 1

개 는 그 이상의 폐기물패키지에 한 특성 결정방법을 제시한다. 폐기물

에 한 원시 자료  가공자료는 발생자  폐기물 수납기 에 의해 수집 

 유도될 수 있으며, WIRKS 자료에 한 증명방법의 는 운반, 선  자

료, 자료명세, 는 처분 자료/양식에 한 정보, 원시자료 수집 방법 기술, 

품질보증/품질 리방법 기술, 원시자료에 한 처리  가공방법 기술, 등이

다. 정규 발생폐기물과 비정규 발생폐기물간에 리되는 보조자료 간에 차이

가 있다. 정규폐기물의 경우에는 평균 인 폐기물의 특성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특정형태의 폐기물은 수납기 에 의해 사 승인이 가능하

며 보완자료는 승인과정의 결과로부터 생성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에 한 

표 인 자료로 용할 수 있다. 비정규 인 폐기물은 경우에 따라 발생폐

기물에 한 특성과 결정기  등의 자료를 생성하여 수납기 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폐기물별 개별 보완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

2.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유사시스템 국내외 구축 사례

     8개 국가와 IAEA에서 구축/운  인 18개 시스템이 있으며 각 국가 

혹은 기 에서 폐기물을 리하는 행에 한 정보의 황은 Table 1-1에 

정리하 다. 체 으로 국내외 유사 시스템을 시스템 구축 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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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데이터 범 , 시스템 구성, 등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구축 목   기능

     부분의 시스템은 국가  각 기 의 폐기물 재고량 리, 폐기물 이

력 리, 폐기물추 , 보고서 출력 등의 처분을 한 폐기물 정보에 한 정

보제공의 목 으로 구축 활용되고 있다. 18개 시스템  3개의 시스템에서 

 폐기물의 리에 있어서 폐기물 드럼에 한 정보를 바코드 시스

템을 도입하여 작업자가 무선휴 장치를 사용하여 장에서 폐기물 이력에 

한 정보를 서버에 속하여 실시간으로 입ㆍ출력하여 사용되고 있다.

 나. 리 데이터 범

     일반 으로 조사된 시스템들의 데이터와 리 항목은 고체폐기물의 경

우 폐기물패키지 단 별 발생, 임시 장, 처리, 감용, 처분, 처분 후에 이르기

까지의 이력에 한 정보 항목과 운반  이송에 한 정보 내용,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 등의 물리  정보 내용, 핵종  충진재 등의 화학  정보 내

용, 방사능  방사선량률 등의 방사선학  정보내용, 시설정보에 한 내용 

등의 분류로 구성된다. 액기체 폐기물의 경우 배출  방출에 한 리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두 개의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 공정에 한 공정

별 측정자료 정보를 리항목에 포함 시켜 운 하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의 

물질수지 연구에 도움을  수 있는 사항이다.

 다. 시스템 구성

      유사 시스템들은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구성으로 사용자의 데이터 

입출력은 응용 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근하여 이루어지는 형태 구성되

어 있다. 서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경우 체 18개 시

스템  9개의 시스템에서 ORACLE을 사용하고 있고, dBASE, FoxPro, 

Microsoft Access, Microsoft SQL sever 등이 각각 1개의 시스템에서 사용

되고 있다. DBMS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이 4개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체

으로 버 의 차이는 있으나 ORACLE DBMS를 사용한다. 서버의 운 체제 

한 부분 Windows NT server 혹은 Windows 2000 server 환경을 사용

하거나 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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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ummary of Similar System

System
Name

국가 기능 데이터범 H/W,
OS

DBMS Appli-
cation

특징

NMMSS 미 국

- Inventory 리

- 물질수지 리

- 물질흐름추

- 데이터트랜잭션

- 보고서출력(web)

- 이력정보

- 이송/운반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미지
ORACLE 

8i

SAMS,

XML

1963년부터 

재까지 유지

보수  재개발

하여 사용 

WWIS 미 국

- Inventory 리

- 폐기물정보입출력

- 데이터 송 기능

- 보고서출력

- 폐기물등 부여

- 폐기물이력정보

- 핵종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용기정보

- 시설정보

SUN ,

Windows

2000

server

ORACLE
ORACLE

Designer

TRU폐기물에 

한 반 인 

데이터를 리

SWITS 미 국

- Inventory 리

- 폐기물정보입출력

- 데이터 송 기능

- 보고서출력

- 폐기물등 부여

- 폐기물이력정보

- 핵종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용기정보

- 시설정보

HP ,

UNIX
ORACLE 미지

방사성고체폐기

물  유해폐

기물의 처분에 

한 이력정보 

제공

MIMS 미 국

- 처분폐기물정보
  검색

- 처분장별 처분
  이력 검색
- 보고서출력(web)

- 폐기물이력정보

- 핵종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용기정보
- 시설정보

미지
ORACLE 
8i

미지

폐기물 
처분장의 처분
된 폐기물에 
한 정보를 

제공

Low-track 미 국

- 폐기물정보

  입출력

- Inventory 리

- 보고서 출력

- 2D bar-code

- 폐기물이력정보

- 핵종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용기정보

- 시설정보

미지 FoxPro 미지

폐기물의 

리에 있어서 

2차원 bar-code 

시스템을 활용

IWTS 미 국

- 실시간 폐기물

  정보 입/출력

- Inventory 리

- bar-code

- 폐기물이력정보

- 포장정보

- 용기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PPT4640 - ASP

폐기물

장  처분시

설에서 바코드

독기가 장착

된 무선 휴  

정보 입/출력

하는 장치

CID 미 국

- DOE의 DB들의  

  정보 통합

- web기반 서비스

- 보고서출력

- DOE산하 핵물질

정보  기획, 산,

로젝트 리등의 

모든 활동에 한 

정보제공

DELL,

Windows

NT 

server

ORACLE 

8i
미지

DOE산하 모든 

DB를 하부모듈

로 구성하며 데

이터를 송

받음. WACID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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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ummary of Similar System(Continued)

System

Name
국가 기능 데이터범

H/W,

OS
DBMS

Appli-

cation
특징

WIP-III 캐나다

- Inventory 리

- 폐기물추 기능

- 처리공정별정보

  리

- 보고서출력(web)

- 폐기물이력정보

- 이송/운반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시설정보

VAX,

UNIX
ORACLE 7

PowerBuild

er

폐기물 처리공

정별 데이터를 

측정/입력/ 리

BRIMS  국

- Inventory 리

- 폐기물정보입출력

- 데이터 송 기능

- 보고서출력

- 폐기물등 부여

- 폐기물이력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용기정보

- 시설정보

Windows

NT 

server

ORACLE
PowerBuild

er

HLW, ILW, 

LLW, TRU 등 

모든 등 의 

폐기물에 한 

반

인 데이터를 

리

ReVK 독 일

- 해체 폐기물

  정보 입/출력

- Inventory 리

- bar-code

- 폐기물이력정보

- 핵종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시설정보

Windows

NT 

server

ORACLE 8 Discoverer

해체폐기물의 

발생/처리/처분

에 한 이력

정보  bar-

code를 통한 

정보 제공

NIEHS

DB
미 국

- 의료용핵물질

  정보 입출력

- Inventory 리

- 보고서 출력

- 반감기계산기능

- 핵물질이력정보

- 방사성물질사용자

  이력정보

미지 dBASE5.0 미지

의료용핵물질에 

한 inve-

ntory정보 리

NIRAS/

ONDRAF

DB

벨기에

- 폐기물정보

  입출력

- Inventory 리

- 보고서 출력

- 폐기물이력정보

- 핵종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용기정보

- 시설정보

미지 미지 미지

HLW, ILW, 

LLW, TRU 등 

모든 등 의 

폐기물에 한

반 인 데이터

를 리

HAEA

WIRKS
헝가리

- 폐기물정보

  입출력

- Inventory 리

- 보고서 출력

- 폐기물이력정보

- 포장정보

- 용기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Windows

NT 

server

Microsoft

Access'97

폐기물

장  처분시

까지의 정보 입/

출력하는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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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ummary of Similar System(Continued)

System

Name
국가 기능 데이터범

H/W,

OS
DBMS

Appli-

cation
특징

COSMARD 일 본

- 해체 폐기물

  정보 입/출력

- Inventory 리

- 폐기물이력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시설정보

미지 미지 미지

해체폐기물의 

발생/처리/처분에 

한 이력정

보

DES 일 본

- 처분시폐기물

 이력정보제공

- bar-code

- 폐기물이력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시설정보

미지 미지 미지

폐기물 리 

작업단 로

바코드시스템 

사용

DREAMS

-RAM, RWM
한 국

- Inventory 리

- 폐기물추 기능

- 안 리

- 보고서출력

- ERP system

- 폐기물이력정보

- 용기정보

- 핵종정보

- 이송/운반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시설정보

IBM,

UNIX

ORACLE8i

Enterprise

Edition

SAP

폐기물 리 

로세스 통합, 

데이터를 

측정/입력/ 리

NEWMDB IAEA

- Inventory 리

- 폐기물정보입출력

- 데이터 송 기능

- 보고서출력

- 폐기물등 부여

- 폐기물이력정보

- 물리/화학 정보

- 방사선학 정보

- 용기정보

- 시설정보

Windows

NT server

Microsoft

SQL server
Web기반

WIRKS지침에 

근거한 회원국

의 폐기물 리

를 통합 으로 

리하기 한 

시스템

DIRATA IAEA

- 회원국유출물

  리

- 보고서출력

- 제한치 리

- 회귀분석 기능

- 액기체유출물

  주요핵종별

  방사선량률정보

- 제한치정보

- 지리정보

Windows

'95

Microsoft

Access

Microsoft

Access

Application

회원국의 액/

기체 방사성폐

기물의 배출량

을  통합

으로 리

제 2   연구개발결과가 국내ㆍ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리항목은 공통 인 요소들을 참조하여 폐기물 이력정보 항목, 물리ㆍ화

학  정보 항목, 방사선학  정보항목, 운반이송 정보 항목, 시설정보 항목 

등을 선정하 으며 처리공정에 한 항목도 고려하 다. 시스템의 구성은 

부분의 시스템에서 조사된 결과와 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

합정보시스템의 구성의 공통 사항인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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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의 선정에 있어서도 강력한 데이터 리 기능, 보안기능, 다양한 기능

 응용 로그램 연동 가능성, 시장 유율, 다수의 문가 존재여부 등을 

악하 다. 따라서  수 의 국내외 기술개발의 장 을 유지  발 시키고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되어지도록 분석도구를 추가하

다. 

1.  연구소폐기물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가. 폐기물 이력 리

    일반 으로 리 쓰이는 DBMS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력을 리하는데 

있어서 기본 인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은 일정한 형태의 이력변화를 

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의 경우 200리터 드

럼 단 로 리되는데, 발생/수집 후 여러 가지 감용 처리를 거치면서, 를 

들어 고압 압축 처리의 경우 생성되는 드럼이 기존의 다른 드럼을 포함하

거나, 재포장의 경우 드럼 용기 자체를 교체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력이 

변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이력을 리하려면 DBMS에서 제공하

는 이력 리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의 특정상태에 따른 시작일과 종료일을 부여하여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수정, 추가하면서 종료일이 가장 큰 데이터가 재 상태의 데이터가 되

도록 리하고, 그 이외의 데이터는 이력으로 리하여 일련의 데이터 상태  

변경에 따른 추 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선분이력 리 방법을 용하 다.

 나. 자료(Data)의 통합과 신뢰도 제고

    단순한 방사성폐기물의 일반 인 정보만을 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폐기물에 해 발생, 처리, 임시 장, 처분까지의 리 단계별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도록 구축 되었다. 특히, 액체폐기물의 감용  고화 처리 공정에 따

른 배치단  요 측정 데이터를 공정담당자가 휴 용단말기(PDA)를 사용

하여 입력  리 하도록 하 다. 한 이러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하여, 폐기물 발생 시의 리의뢰자는 각 입력데이터 항목에 한 정형화

된 코드, 데이터타입, 표 범  내에서 입력하도록 하여 입력오류의 최소화

를 고려하 으며, 입력된 데이터를 통하여 폐기물 리업무 담당자는 폐기물 

리를 승인 할 때, 부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를 반려하고 데이터가 

완벽할 경우 이를 출력하여 폐기물에 한 실사를 거쳐 승인을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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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소폐기물 리 시스템의 특성

 가. 방사성폐기물 리 개선 사항 반

    과제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폐기물 리 업무의 개선 사항(bar-code, 이

미지 활용 등)을 반 하여 구축되었고, 각종 보고자료와 문서  차서 개

정 등에 한 문서 리를 자동화 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이도록 하

여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 화 하 다.

 나. 타 기 과의 시스템 특징 비교

   방사성폐기물  데이터의 단 발생기 에서 구축되고 활용되어지는 유

사시스템으로 (주)한 수력원자력의 DREAMS와 (주)한 핵연료의 MES가 

있다. 이 두 시스템은 모두 각 회사 내의 모든 로세스(인사, 노무, 행정, 재

무 등)를 통합 리하는 다목  사  자원 리시스템(ERP)을 구축하면서 

폐기물 리 분야를 그 한 부분으로 설계되어졌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구축

한 시스템은 이와 같은 조직 내부의 로세스 통합이 아닌 폐기물을 객체로 

한 데이터 통합이라는 단일 목 의 시스템으로 구 되어 폐기물 리 업무

상의 데이터와 폐기물의 처리를 리하도록 구 되어 졌다. 따라서 폐기물 

리 인 측면에서 의 두 시스템 보다는 업 용성과 활용성이 우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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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개발 수행 방법

1. 연구추진 략

 가. 연구수행 방법

     체 인 과제 진행계획, 일정진행, 그리고 참여 연구원의 담당 분야에 

한 RAWMIS의 활용에 을 둔 체 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분야

와 체 시스템에서 정보 공학 으로 구 을 담당하는 분야 그리고 구 된 

로그램들에 한 정확성과 완성도를 검토하는 분야의 역을 구분하여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 1차년도 실  평가 시에 연구추진의 업부 분

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제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연구 역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 참여 연구원들의 업무분석, 국내외 유사시스템 분석,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구축하는 목표시스템의 범 와 활용방안에 한 요건들을 정의하

다.

  둘째, 요건 정의를 통한 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구 은 요구사항을 

명세하여 탁연구를 수행하 다.

  셋째, 의 사항에 해 한국 산원에서 인증한 정보시스템 문 감리기

을 통하여 과제 수행  과 시스템공학  에서의 검증을 실시하는 

감리를 추진하 다. 감리의 주된 목 은 다음과 같다.,

  (i)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 에 있어서 구 가  

     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명백히 구분

  (ii) 설계  구 된 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충분  

     히 반 이 되었는지 여부를 객 으로 단

  (iii) 연구의 수행 내역을 검ㆍ평가

  (iv) 평가결과를 연구수행에 반

  감리는 주 기 과 탁연구기 의 일정부터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분

야에 해 실시하여 양측 모두에게 미진한 사항과 문제 에 한 개선 방향

을 제시하도록 하 고, 1차 감리는 2004년 12월에 실시하 으며 2차 감리는 

2004년 5월에 최종 감리를 실시한 후 감리 결과를 이행하고 최종 으로 인

수테스트 실시 후 시스템을 업에 활용하 다. Fig 3-1은 이러한 추진 략

을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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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rocess Diagram of Project

  이와 같은 추진 략으로 구축 시스템의 통제와 소 트웨어의 품질보증에 

하여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효율성  안 성을 증진시키고,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르는 각종 험  통제 상태를 객 인 입장에서 종합 으로 

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향후 구축된 시스템에 한 의존도는  심화되는 반면, 소 트웨어 개

발 실패나 컴퓨터 사고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안 성, 효율성, 효과성이 하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험과 문제들을 사 에 방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다. 

 Table 3-1은 감리역할과 그 결과의 활용으로 도출된 효과를 나타낸 표이다.



- 16 -

Table 3-1. Role and Efficiency of Information System Auditor

감리의 역할 감리의 효과

사용자 요구사항의 타당성 검증 정보시스템의 기능 증진

추진일정과 내용의 타당성 검토 정보시스템의 효과 증진

정보시스템 개발  운 상의 효

율성 검토  권고
효율  시스템 개발  운

데이터 무결성 검토 데이터 무결성 확보

사용자와 개발자간의 상호 이해차

이  의견의 격차 조정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분한 반

    

 나. 연구 주체별 추진 내용

    1차년도 시스템 설계에서 분야별 리 담당자의 충분한 요구사항 수렴

을 한 나선형 개발 방법론을 용하여 업무분석과정에서 시스템의 설계 

 구  후 구성되는 시스템의 모듈을 숙지할 수 있었으며, 구축 후 교육을 

최소화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일환으로 정기 인 

로토타이핑을 통해 요구사항의 구 을 가시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도모하

다. 한 시스템 구축 후 보고서  내부문서 작성에 소모되는 노력과 시

간을 최소화하기 하여 기존 오 라인의 문서를 그 로 구 하여 업무효율

의 향상을 도모하 다. 과거 오 라인으로 리된 문서를 데이터화 하여 폐

기물데이터의 특성을 사  분석하 다. 특히 고체폐기물의 내용물 분류  

입력에 있어서 기입오류와 입력오류, 표 의 다양성을 일원화하기 한 빈도

분석  내용물 코드화 분류체계기 을 작성하 다. 이 게 1차년도 설계안

에 있어서 기본 인 시스템의 범 와 환경이 정의 되었지만, 국내외 사례조

사를 통한 방사성폐기물 리의 유용한 방법들을 시스템 구축에 추가하고, 

참여연구원들의 폐기물 리 업무 분장에 따라 구축 후 극 인 활용이 가

능하도록 해당 업무별 시스템의 활용에 한 연구에 의거하여 2차년도에는 

응용범 를 설정하 다. 한 응용범 에 맞는 기능 인 구조를 상세화 하여 

추가 으로 구 하는 로그램을 정의 하고 도입이 필요한 장비에 한 조

사를 수행하 다. 추가 인 장비와 로그램을 시스템 구성도에 히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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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한 사항과 구 가능성, 경제성 등을 면 히 검토한 다음 정보시

스템 감리를 통하여 문제 을 확인하도록 하 다. 감리결과 특별한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구성안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된 연구 추진 주체에 따른 추진 기간별 주요 추진 내용은 Fig 3-2부터 

Fig 3-8에 도식화 하 다.

Fig. 3-2. Optimization of Data Structure and Design

Fig. 3-3. Setting up Environment and Scope of RAWMIS

Fig. 3-4. Databas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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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Application Programming

Fig. 3-6. System Test

Fig. 3-7. Test Between RAWMIS and W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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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User Education and Maintenance Plan

2. 세부과제 간 추진 략

   연구기  방사성폐기물 정보 리 기반구축은 연구소가 별도의 세부과제

로 수행하며,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서 WACID 시스템을 개발하며 본 과제

의 자문 원회 는 실무추진반에 참여하여 통합시스템과의 업무 조체계를 

유지하 다. 본 과제의 요구분석 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 원회 는 실

무추진반에 참여하고, 과제결과물의 일부를 제공하여 세부과제의 정보 시스

템 구축을 지원하 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정보의 공유  과제수행 진도를 확인하기 

해, WACID Data Silo를 운 하고 주기 인 PRM회의를 통하여 미해결부

분과 쟁 사항에 한 유기 인 의견교환과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 시스템 

개발과 련 자체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3-9는 과제간의 수행사항과 인터페이스를 요약한 것이다.

Fig. 3-9. Process Between Parts of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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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정보 이력추  방법론

 폐기물의 이력은 발생/운반/임시 장/처리/처분에 이르기까지 항상 불규칙

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데이터 모델링은 정 인 성질을 갖고 하나의 시

을 두고 모델링을 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큰 약 으로 두되기도 한다. 그

러나 시간에 해서 정 이지만 시간에 해서 사건(Flag)을 표시할 수 있는 

과 선분의 원리를 이용하는 선분이력 리 기법을 용하여 폐기물 이력변

화를 하나의 원소로 간주하고 이력변화가 일어난 시기와 끝을 리하여 시

간에 따라 리하려는 폐기물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악하도록 하 다. 선분

이력이라는 것은 한 객체(Entity)에서 튜 (Tuple)이 가지고 있는 의미( 리 

속성들이 의미하는 정보)가 일정 시 의 정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

정기간(선분)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유효 하다는 의미이다. 즉,  객

체에서 리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는 해당 기간(선분)동안 유효 하다는 개념

이다. 폐기물이력에 한 추 은 과거 기간의 시 별 정보로 악 할 수 있

도록 하 다.

제 2   연구내용  결과

1. 유사시스템 국내외 사례 조사

    각 국가와 IAEA에서 선행 구축되고 운 되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유

지보수에 한 사항, 리되는 데이터의 유형, 리항목 등을 알아보고 

RAWMIS 설계 시 시스템의 세부 인 구성과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선정과 리항목 설정에 활용하고자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 으며, 

조사과정에서 총 8개 국가에서 IAEA에서 구축운  인 18개 시스템에 

한 조사와 특성 분석을 실시하 고 각 국가 혹은 기 에서 폐기물을 리

하는 행에 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었다. 특성 분석은 시스템 구축목  

 기능, 리 데이터 범 , 시스템 구성, 참고사항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실시하 다.

  조사분석평가된 사항에 해 RAWMIS 설계시의 참고사항은 리항

목 설정, 시스템 구성, 유지보수, DBMS 선정의 분류로 정리하 다. 리항

목 설정에 있어서 조사된 시스템의 리항목은 공통 인 요소들을 참조하여 

폐기물 이력정보 항목, 물리화학  정보 항목, 방사선학  정보항목, 운반

이송 정보 항목, 시설정보 항목 등의 분류 항목을 선정하 으며 처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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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한 항목도 고려하기로 하 다. 시스템의 구성은 부분의 시스템에서 

조사된 결과와 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의 공통 사항인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구성을 선정하 다. 유지보수 부분

은 미국의 한 시스템의 경우에서 유지보수에 한 요성을 악할 수 있었

는데 30여년간 시스템을 운 하며 별도의 task-force를 두어 문제 발생 시와 

재개발 시에 기 설계된 시스템이 항상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운 하는 

사례를 악할 수 있었다. 조사된 시스템의 과반수가 DBMS를 ORACLE로 

채택 사용하는 이유가 나온 사례를 보면, 강력한 데이터 리 기능, 보안기능, 

다양한 기능  응용 로그램 연동 가능성, 시장 유율, 다수의 문가 존재, 

미래 요구사항에 한 시스템 확장성 등을 제시하며 유지보수의 비용 감 

효과를 기 하 다고 조사 되었다.

 가. NMMSS(Nuclear Material Management & Safeguard System)

  (1) 기  

미국 Department of Energy(DOE)

  (2) 구축목  

NMMSS는 미국정부에서 국가 으로 련기 의 데이터와 과거 데이

터를 송받아 IAEA에 정기 인 안 리 보고를 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1963년 Stanford 연구소에서 최 시스템이 구축된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업그 이드와 유지보수, 재개발 등을 거치며 Inventory 모듈과 데이터수집 

트랜잭션 모듈 등이 추가되었으며 통합 인 시스템으로 발 하여 사용 에 

있다, 미국의 국가 인 물질흐름의 추 과 핵물질재고량(Inventory), 물질수

지(Material Valance)의 안 리를 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미국 역에 퍼

져 있는 사용자들의 교육을 정기 으로 시행하고 있다.

  (3) 기능

핵물질 재고량(Inventory)과 주기(Cycle) 리  련보고서 작성 기

능, 주요 물질 수지(Material Valence)의 리  보고서작성 기능, 데이터수

집 트랜잭션 기능, 보고서 작성  출력기능 등이 있다.

  (4) 데이터범  

NMMSS에서 리하는 데이터는 크게 Inventory, Material balance, 

Transaction의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세한 데이터 입력항목은 

http://www.nmmss.com의 'Form' 메뉴를 참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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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스템구성(H/W, S/W) 

기에는 IBM7090 메인 임에서 자기테이 와 천공카드를 사용하

여 데이터를 유지했으며 그 후 DOS환경하의 FoxPro database 시스템으로 

업그 이드하여 사용되어졌다. DOS체제의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사용자 증가 

 데이터 확장, Graphic User Interface(GUI)가 보편화 되는 추세와 각종 

문제  해결을 해 시스템을 재개발하여 2002년 10월에 테스트를 마쳤다. 

재개발된 시스템은 DBMS를 ORACLE8i Enterprise로 앙에 Database 서버

를 두고 end-user가 이 서버에 근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도록 구축되었다. 

서버와 end-user간의 Interface는 Safeguards Management Software(SAMS)를 

개발하여 재 2.1버 을 배포하고 있다. 문서와 자료의 송에 있어서 서버

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재 진행 에 

있다. 한 웹기반의 데이터와 보고서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한 데이터분

석  추 을 한 모듈을 개발/add-on 할 계획으로 있다.

  (6) 시스템 련 화면

Fig. 3-10. NMMSS Web-site

  (7) RAWMIS 구축 시 참고사항

NMMSS의 개발과정을 살펴볼 때, NMMSS 홈페이지에서 주장한 

재 사용 인 ORACLE8i Enterprise를 도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강력한 데이

터 리 기능, 데이터 보안기능, 다양한 기능  툴이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재 설계 인 RAWMIS의 DBMS 선정시 참고할 사항이다. 

ORACLE RDBMS를 구축한 효과는 시스템유지보수의 비용 감과 유 들에

게의 향상된 서비스, 미래의 요구사항에 한 시스템 확장의 기반이 되었다

고 한다. 한 데이터 분석용 모듈과 추  모듈을 부가시키려는 재의 시도

와 유지보수를 한 task force 이 별도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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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WWIS(WIPP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1) 기

미국 Department of Energy의 Waste Isolation Pilot Plant(WIPP)

  (2) 구축목

WWIS database는 WIPP에서 수집, 재, 처리된 폐기물과 TRU폐기

물의 폐기물의 처분 련 이력 리와 핵종 정보 리를 해 WIPP에서 설

계되었으며, NMMSS(Nuclear Material Management & Safeguards System)

에 련 데이터  정보를 송 되도록 설계되었음. 구축결과 폐기물 담당자

의 리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켰으며,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 제출의 시간도 

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3) 기능

폐기물 정보 입출력기능, 폐기물 재고량(Inventory) 리 기능, 데이터 

송기능, 보고서 작성  출력기능 등이 있다.

  (4) 데이터범

핵종정보, 물질정보, 방사선량정보, 용기정보, 발생정보, 폐기물특성정

보, 시설정보 등의 범 를 갖고 있다.

  (5) 시스템구성(H/W, S/W)

   WWIS는 Client/Sever 응용모델로 서버는 기에 UNIX환경에서 

ORACLE로 DBMS로 구축되어 서비스를 하 으나, 2002년 4월 Windows 

2000 Terminal Server로 OS가 변경되었다. 문서생성은 e-TRAMPAC라는 

web기반 응용 로그램을 통해서 생성  출력되고 별도의 Web-Server에서 

서비스한다. 따라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H/W

     DB/Web server : SUN

     Client : IBM PC, RAM 128MB 이상

  - OS

     DB/Web server : Windows 2000 Terminal Server

     Client : Windows98 이상

  - DBMS : ORACLE

  - S/W  Tools

     Oracle Design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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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스템 련 화면

Fig 3-11 e-TRAMPAC Web Server

Fig 3-12. Application of WWIS

  (7)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DB server와 Web sever를 이용한 정보 리와 NMMSS의 연동방법은 

WACID와의 연계를 해 참조할 만한 시스템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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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WITS(Solid Waste Information and Tracking System)

   

  (1) 기

미국 Department of Energy(DOE)의 Hanford Site 

  (2) 구축목

1994년 4월 서비스가 시작된 SWITS는 방사성고체폐기물과 독성폐기

물의 장과 처리,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폐기물 리를 리하는 시스템

이다.  폐기물 처분장인 Hanford Site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과 TRU폐기물에 한 일반 인 정보, 선량율, 차폐체, 폐기물 

재와 운반 등에 한 정보를 추  가능하게 하여 처분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tm템이다.

  (3) 기능

폐기물 이력 정보 시트, 방사선 정보, 화학  성분, 물리  특성, 포장

방법, 일반  분류 등의 기능 입출력기능, 폐기물 재고량(Inventory) 리 기

능 등이 있다.

  (4) 데이터범

폐기물 패키지별 발생정보, 시설정보, 폐기물종류, 용기의 물리  성

질, 운반정보, 충진재정보, 폐기물 특성정보 등이 있다.

  (5) 시스템구성(H/W, S/W)

   SWITS는 Client/Sever 모델로서 다음과 같다.

  - H/W

     DB server : HP

     Client : IBM PC

  - O/S

     DB server : UNIX

     Client : Windows

  - DBMS : ORACLE

  

  (6)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연구소폐기물의 부분이  고체 폐기물임을 감안 할 때 리항목 

도출을 해 매우 유용한 엔트리를 참고할 수 있다. 한 “Waste Profile 

Sheet"를 참조하여 RAWMIS 리항목 도출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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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MIMS(Manifes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Low-Track

   

  (1) 기

미국 DOE의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 

  (2) 구축목

   MIMS는 1985년 제정된 폐기물 리 정책을 기반으로 1987년부터 서비스

를 시작하 으며 폐기물 처분장에 처분된 폐기물에 하여 폐기물 종

류, 핵종 별 농도, 처분장별 처분이력 등을 기간별로 정리하여 검색, 출력할 

수 있는 웹기반 정보공개용 시스템이다. 일반인과 폐기물 발생자, 주정부 등

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기 인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보고서는  

폐기물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Low-Track은 1996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 고 폐기물 발생자가 폐기물 

이력을 종합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용 로그램으로 폐기물 생성기록, 

처리기록, 반출기록, 용기정보 등을 입력하여 리하도록 지원하며 MIMS의 

하부 모듈처럼 구성되어져 있다. 다음 그림은 INEEL의 시스템 구성도로써 

MIMS와 Low-track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어 다.  

Fig 3-12의 그림과 같이 INEEL의 EM Lab.이 장하는 시스템에서 MIMS

와 Low-track은 ‘Waste & Material'에 구성되어 있다.

  (3) 기능

MIMS는 온라인 상에 공개되는  폐기물 이력 정보에 한 데

이터 리 기능과 보고서 출력 기능 등이 있으며, Low-track은 MIMS에 정

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폐기물의 리에 있어서 2-D bar code 모듈, 데이

터 송기능, 정기 인 보고서 작성 기능이 있다. 

  (4) 데이터범

폐기물 발생정보, 시설정보, 폐기물종류, 용기의 물리  성질, 운반정

보, 충진재정보, 폐기물 특성정보 등이 있다.

  (5) 시스템구성도 : 

     DBMS : FoxPro로 사용되어 오면서 ORACLE8i로 재개발되어 재 사

용 이다. (Client OS : Windows98이상) 체 인 시스템 구성도는 Fig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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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System Architecture of MIMS

  (6) 시스템 련 화면

Fig 3-14. Low-track

  (7)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연구소폐기물의 부분이  고체 폐기물임을 감안 할 때 리항목 

도출을 해 매우 유용한 엔트리를 참고할 수 있으며 Low-track의 메뉴를 

참조하여 RAWMIS 리항목 도출에 이용할 수 있다. 한 2D bar code 모

듈은 고체폐기물 장고에서 작업자가 실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으

로 RAWMIS에도 이러한 bar code 시스템의 용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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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IWTS(Intergrated Waste Tracking System)

   

  (1) 기  : 미국 Department of Energy(DOE)의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 

  (2) 구축목

   1996년 구축개발을 시작하여 200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IWTS는 일반

인 폐기물 리 시스템이 아닌 무선네트웍 응용 로그램이다. INEEL에서는 

폐기물 리에 있어서 몇가지의 문제 이 도출되었는데, 그  하나는 데이터

의 입력에 있어서 실시간의 데이터가 아닌 최소한 몇 주 의 데이터가 입

력된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입력 행으로 인해 최근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데이터의 질  문제와 실시간에 기반한 폐기물 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단 을 갖고 있었다. 이에 장고에 무선네트웍 설비를 갖추고 무

선스캐 (PDA와 유사하며 bar code 리더가 장착되어 있고 무선 네트웍기능

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드럼에 부착된 bar-code를 스캔하여 

database로부터 드럼의 이력을 조회하고, 무선네트웍을 통해 database에 드

럼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사용후핵연료와 고

폐기물에 한 응용은 배제 되었다.

  (3) 기능 : 실시간 데이터 입력  조회 기능, 폐기물 이력 정보, 방사선 

정보, 화학  성분, 물리  특성, 포장방법, 일반  분류 등의 기능 입출력기

능, 폐기물 재고량(Inventory) 리 기능 등이 있다.

  (4) 데이터범  : 폐기물 패키지별 발생정보, 시설정보, 폐기물종류, 용기의 

물리  성질, 운반정보, 충진재정보, 폐기물 특성정보 등이 있다.

  (5) 시스템구성(H/W, S/W) : 

  - 무선네트웍환경 : AP(Access Point) - 장고의 1000ft 지 에 설치

  - 휴 용 무선스캐 독기 : PPT(portable pen terminal)4640-Spectru-

    m24 technology

  - S/W : ASP(Active Server Pages), JAVA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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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스템 련 화면 : 

  

 

Fig 3-15. PPT in IWTS

  (7)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 

  연구소폐기물의 부분이  고체 폐기물임을 감안 할 때 bar code

를 활용하는 방법의 모색에 요한 자료가 된다. 재 시 에 매 이고 

단  물류 리센터에서 사용하는 bar code 독기가 장착된 PDA의 활용이 

고려 된다.



- 30 -

 바. CID(Central Internet Database)

   

  (1) 기  : 미국 Department of Energy(DOE) 

  (2) 구축목

   1996년 6월 서비스가 시작된 CID는 환경 리통합정보시스템, 시설 리시

스템, 핵물질재고 리 데이터베이스, 오염방지데이터베이스, 유해물질 방출 

재고량 데이터베이스, TRU폐기물 데이터베이스 등의 시스템을 하부모듈로 

구성하여 웹기반 보고서 출력을 한 시스템이다.

  (3) 기능 : 환경 리통합정보시스템, 시설 리시스템, 핵물질재고 리 데이

터베이스, 오염방지데이터베이스, 유해물질 방출 재고량 데이터베이스, TRU

폐기물 데이터베이스 등의 모듈을 포함하고 웹기반 보고서 출력 기능등이 

있다.

  (4) 데이터범  : 환경 리 련 모든 정보, 계획, 산, 성과측정, 로젝트

진도, 핵연료형태, 핵연료발생원자로, 핵종  방사능 자료, 환경 리활동을 

결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오염물질, 사용후핵연료 등의 정보, 건물내 

장된 방사성물질의 정보, 장량, 자 치, 화학조성, 리계획, 비방사성, 유

해폐기물, 오염물에 한 정보, 정상운   사고 시 유해화학물질의 공기 , 

수 , 기 의 방출량  부지내외의 유해화학물질량, 매장된 우라늄 폐

기물 정보

  (5) 시스템구성(H/W, S/W) : 

   CID는 3계층 모델로 Database server, Application sever, CID 

Workstation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 H/W

     DB server : DELL Pentium III Dual Processor

  - O/S

     DB/Application server : Windows NT server

  - DBMS : ORACLE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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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스템 련 화면 :

 

Fig 3-16. CID System

  (7)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 

  CID의 보고서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즉시출력보고서, 표 보고서, 사용자

정의보고서의 단계를 두어 서비스를 한다. 이는 RAWMIS 보고서 출력에 있

어서 참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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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WIP-III(Waste Inventory Program-III)

   

  (1) 기  : 캐나다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ACEL)의 Chalk 

River Lab.(CRL)

  (2) 구축목

   1980년 반에 ACEL의 폐기물 장시설에서 폐기물 재고량(inventory) 

데이터 리와 보고서 작성을 해 개발되었으며 1997년 최근 버 으로 업

데이트 되며 WIP-III는 폐기물 리에 따른 다양한 일별 데이터를 포함하며 

통합된 재고량 리 시스템으로 발 하 다. 향상된 폐기물 리 계획, 시설

도면과 처리공정별 폐기물 흐름도 제공, waste block이라는 처리공정에서 각 

부분공정의 특성 평가 등이 WIP-III에서 향상되어진 부분이다. 한 데이터 

입력에 있어서의 발생자의 입력방법에 한 교육과 입력시간 감, 데이터 

입력오류 최소화, 이용편의성과 보안성 향상, CRL의 회계시스템과 연동하여 

폐기물 리의 비용 감, 내부/외부 사용자의 보고서 출력 업무 간소화 등의 

기능들이 추가 되었다.

Fig 3-17. Waste management functions that are integrated within WIP-III

  (3) 기능 : 수요자에 한 폐기물 재고량 보고서 공  기능, 폐기물데이터

의 추  기능, 데이터 리를 통한 검사와 조치의 통합 기능, 공정별 데이터

의 장과 보고서 출력 기능, 처분 련 수행평가에 의한 물질의 양 비교를 

통한 자동 분류기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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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이터범  : 폐기물 발생정보, 시설정보, 폐기물종류, 용기 정보, 폐기

물 특성정보 등

  (5) 시스템구성(H/W, S/W) : 

   WIP-III는 Client/Sever 모델로서 다음과 같다.

  - H/W

     DB server : DIGITAL VAX Server

     Client : IBM PC

  - O/S

     DB server : UNIX

     Client : Windows 3.1 이상

  - DBMS : ORACLE7i

  - Application : PowerBuilder

  

  (6) 시스템 련 화면 : 

Fig 3-18. WIP-II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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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Waste Block of WIP-III

  (7)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 

  연구소의 폐기물 리업무에 있어서 폐기물 련 데이터의 장과 리에 

한 것도 요하지만, WIP-III의 'waste block'과 같이 재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공정에 있어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리하는 것이 추

후 다른 폐기물에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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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RIMS(British Radwast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1) 기  : Unite Kingdom Nirex Limited(Nirex)

  (2) 구축목

   1999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BRIMS는 모든 종류(HLW,ILW,LLW)의 

방사성폐기물 데이터와 기록에 한 다양성을 리하기 한 통합정보 시스

템으로 개발 되었다. 이러한 폐기물 리 도구는 국의 원자력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폐기물의 발생, 격리, 처리, 이송과 운반, 감용처리, 임시 장과 구

처분과 주요 유해물질에 한 검증가능한 방호 방법 등을 제공 하면서 발

되었다. BRIMS로부터 기록된 데이터는 재고량(Inventory) 비, 폐기물 특

성분석, 폐기물 이동 추 , 선량평가, 안정성 향상, 환경보호 등의 다양한 활

동에 이용할 수 있다. 안정된 방사성 폐기물 물질의 리, 구처분 안, 임

시 장 시설 등의 정보 제공은 BRIMS의 요한 구축 목 이다.

  (3) 기능 : BRIMS는 세가지의 모듈, 즉 재고량 리 모듈, 폐기물 리 모

듈,폐기물 패키지 모듈로 구성되어 데이터 제공과 문서제공 등의 기능과 폐

기물 특성분석, 폐기물 이동 추 , 선량평가 등을 제공한다.

  (4) 데이터범  : 폐기물 흐름에 한 데이터, 시설정보, 폐기물 패키지 정

보, 폐기물종류, 물질특성정보 등이 있다.

  (5) 시스템구성(H/W, S/W) : 

   BRIMS는 Client/Sever 모델로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H/W

     DB server DBMS : ORACLE

     Client connect DBMS : Personal ORACLE

  - O/S

     DB server : Windows NT server

     Client : Windows 3.1 이상

  - Application : Power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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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스템 련 화면 : 

Fig 3-20. BRIMS

  (7)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리항목 도출을 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으며 RAWMIS 리항목 도출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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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eVK(Restoff-Verfolgung und -Kontrolle)

   

  (1) 기  : 독일 EWN

  (2) 구축목

   1995년부터 사용된 ReVK는 해체 폐기물의 물질 흐름 추  시스템으로 

사업자  규제기 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한 요구를 만

족하기 해 개발 되었다. 유  운 계통과 연계성을 확보하 으며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어 진다.

  (3) 기능 : 처분안정성 측면의 데이터평가, 보고를 한 데이터의 정리, 

락된 유  데이터 확인, 련요건의 만족여부 확인, 방사능의 계산등의 기능, 

bar code 시스템 내장, 그림  표형태의 추 기능 등

  (4) 데이터범  : 해체 폐기물 흐름에 한 데이터, 시설정보, 폐기물 패키

지 정보, 폐기물종류, 물질특성정보 등

  (5) 시스템구성(H/W, S/W) : 

   ReVK는 Client/Sever 모델로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H/W

     DB server DBMS : ORACLE8

     Client connect DBMS : Visual FoxPro

  - O/S

     DB server : Windows NT server

     Client : Windows 95 이상

  - Application : Oracle Discoverer

  
  (6) 시스템 련 화면 : 

Fig 3-21. ReV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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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ReVK System(continued)

  (7)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 

  연구소폐기물의 부분이  고체 폐기물임을 감안 할 때 bar code

를 활용하는 방법의 모색에 요한 자료가 된다. 재 시 에 매 이고 

단  물류 리센터에서 사용하는 bar code 독기가 장착된 PDA의 활용이 

고려 된다.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장고의 장 황에 한 그래픽한 화면 

구성도 좋은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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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A Computerized Radioactive Material Inventory System Using a      

     Commercially Avaliable Database Program

   

  (1) 기  :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NIEHS)

  (2) 구축목

   1997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NIEHS의 시스템은 의료용 핵물질의 재고량

리와 각종 보고서 출력을 해 개발되었으며, 기존 NIEHS에서 운 하는 

메인 임에 구축된 DATATRIEVE(digital사의 DB 로그램)와 Fortran으

로 작성된 응용 로그램에 덧붙  지는 형태로 기획을 하던  시스템을 

면 재개발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의 요한 목  의 하나는 별

도의 사용자 교육 없이 방사성물질의 재고량 데이터의 입력과 보고서 출력

을 가능하게 하고 User Interface 측면에서 사용자들로 하여  편의를 제공

하는 것이다. 

  (3) 기능 : 새로운 재고량 항목의 추가 기능, 변화량 수정 기능, 반감기계

산  보고서 출력 기능, 재고량정보의 업데이트기능 등이 있다.

  (4) 데이터범  : 의료용 방사성물질의 이송과 장 련 모든 정보, 방사성

물질 사용자 이력, 방사선량 등이 있다.

  (5) 시스템구성(H/W, S/W) : 

   NIEHS의 시스템은 Client/Sever 모델로서 Boland사의 dBASE 5.0(을 사

용하고 사용자들은 응용 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근하여 데이터입력과 갱

신  보고서 출력을 수행한다.
  

  (6)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 

  연구소폐기물 리 업무와 성격은 그리 맞지 않지만 방사성물질 재고량에 

한 데이터 리의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7) 시스템 련 화면 :

Fig 3-22. Radioactive Material Inven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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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DREAMS(Digital Realtime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RAM(RAdiation Management), RWM(Rad-Waste Management)

   

  (1) 기  : 한국 한 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주))

  (2) 구축목

   한수원(주)의 사 자원 리시스템(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은 착수 1년만인 2003년 2월부터 기업 반에 걸쳐 본격 가동되고 있으며 

그  원자력 발 소의 방사선안 리(RAM)부분과 방사성폐기물 리

(RWM)는 원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그 리를 한 종사자들의 안 까

지 리하는 목 으로 구축되었다. RAM에서는 내부고객 만족이라는 비젼을 

구 하기 해 종사자의 이동과 작업에 따른 불편사항해소와 방사선안

리의 신뢰도 향상을 해 발 소 단 로 분산 리 되었던 출입 리를 통합 

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 화하고, 견 차를 간소화하여 발 소간 free 

pass를 실 하 으며, 수기 신청 서류들을 자신청으로 변환하 다. RWM

에서는 폐기물의 Life Cycle의 추 리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리의 효율

성을 증 하고, 액체/기체 폐기물에 해서도 사 인 통합 리를 구 하

다.

  (3) 기능

-RAM : 통합방사선안 리 기능, 종사자 이력 리 기능, 방사선작업허가   

         기능, 출입요건 리 기능, 방문자/방사선(능)측정/물품반출입 리   

         기능 등이 있다.

-RWM : 고체 방사성폐기물 리 기능, 자체처분 리 기능, 액/기체 방사성  

         폐기물 배출허가 기능, 액/기체 방사성폐기물 배출결과 리 기능,  

         RMS 리  데이터 Migration 기능, 데이터에 한 경향  통  

         계분석 기능, 보고서 출력 기능 등이 있다.

  (4) 데이터범  : 

-RAM : 종사자 이력 련 정보, 종사자 신계측 자료, TLD 데이터, 출입  

          작업허가에 련된 데이터 등

-RWM : 고체 방사성폐기물 발생/ 장/처리/자체처분 정보, 선량률  오염  

         도 정보, 핵종  방사능량 정보, 액/기체의 발생/처리/배출 정보,   

         액/기체 배출에 한 환경측정 정보, 폐기물 등 구분과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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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스템구성(H/W, S/W) : 

   DREAMS의 구축에는 통합 e-비지니스솔루션인 SAP Enterprise를 용

하여 앙에 ERP서버들을 사용하고 각 업무분야는 ERP서버들로부터 데이

터의 입출력을 제공한다. ERP 체의 서버의 수는 50여 가 Homogeneous

하게 구동된다. RWM분야에만 여된 ERP서버는 총7개의 서버로 구성되며 

DB서버 1개, Application 서버 5개, 개발서버 1개, 품질보증 서버 1 의 구성

으로 운 되며 이  DB서버의 경우 IBM 장비에 UNIX 운 체제하에서 

DBMS는 ORACLE8i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하 고, ERP 체 으로 

DBMS는 ORACLE8i로 통일되어 활용되고 있다. User Interface는 SAP의 

Web 기반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체 인 시스템의 구성도는 Fig 

3-21과 같다.

Fig 3-23. Architecture of DREAMS



- 42 -

  (6) 시스템 련 화면 : 

Fig 3-24.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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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DREAMS(continued)

  (7)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 

  한수원(주)의 RWM분야의 시스템은 국내에서 최 로 구축한 방사성폐기

물 리의 통합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도출하여 WACID

에 공 하여 보고업무를 간소화 한다는 계획이 있다. 따라서 연구소폐기물 

리 분야에서 설계 인 RAWMIS는 한수원의 RWM분야에 한 리항목

을 참고하여  연구소 실정에 맞는 부분의 리항목을 도출하고 각종 코드

에 있어서도 한수원 RWM의 기 설정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추후 WACID

와의 연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데이터 타입을 구성할 수 있다. 한 기업 반

인 방 한 시스템이기는 하나 RWM부분의 시스템 구축을 참조하여 설계

에 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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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NEWMDB(Net-Enabled Waste Management DataBase)

   

  (1) 기  : IAEA 

  (2) 구축목

 기존의 WMDB의 한계를 보완하고 방사성폐기물 약과 연계하여 운 할 

목 으로 네트웍을 통한 데이터 입출력기능을 보완하여 2001년도 최근에 개

발하 다. 회원국이 자국의 방사성폐기물 분류기 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면 

DBMS에서 이를 IAEA의 분류기 에 따라 자료를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다.  

NEWMDB를 개발 사유는 ① 인터넷 등 네트웍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의 

비약 인 발달이며, ② 방사성폐기물 약에서 체결국과 IAEA간의 정보공유

를 문서화하 으며, ③ 1992년 리우에서 있었던 UN 환경개발회의에서 

Agenda 21 제22장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 지표 개발의 책임을 IAEA에 부여하게 됨에 따라 개발하게 되었다.

  (3) 기능 : 폐기물 재고량(Inventory) 리 기능, 폐기물정보 입출력기능, 보

고서 출력 기능 등

  (4) 데이터범  : 각 회원국의 폐기물이력정보, 물리/화학  정보, 방사선학

 정보

  (5) 시스템구성(H/W, S/W) : 

  - O/S : Windows NT

  - DBMS : Microsoft SQL server

  
  (6)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 

  연구소폐기물의 부분이  고체 폐기물임을 감안 할 때 리항목 

도출을 해 매우 유용한 엔트리를 참고할 수 있다. 

  (7) 시스템 련 화면 :

Fig 3-25. NEW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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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RATA

   

  (1) 기  : IAEA 

  (2) 구축목

 DIRATA는 2002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 고 회원국의 액체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배출량을 통합 으로 리하기 한 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1992년 리우에서 있었던 UN 환경개발회의에서 Agenda 21 제 22장에 따른 

의무이행 주체로서 고체 방사성폐기물 련 정보를 통합 으로 리하기 

한 것이다. NEWMDB 이외에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기체 방사성물질의 종

류  수량을 통합 으로 리하는 DIRATA를 개발하여 운 하고 액기체 

유출물의 추 과 선형회귀분석 기능을 내장하여 과거 5년 단 의 경향

(trend)를 볼 수 있도록 하 고 site의 지리  정보도 제공한다.

  (3) 기능 : 회원국의 액/기체 유출물 리 기능, 6개의 구분별 보고서 출력 

기능, 제한치 리기능,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기능, 주요

핵종 추  기능 등

  (4) 데이터범  : 액/기체 유출물의 주요핵종별 방사선량률 정보, site별 제

한치 정보, 지리정보(경도, 도), 국가별 보고서 출력 정보 등

  (5) 시스템구성(H/W, S/W) : 

   DIRATA는 Access Application 모델로서 다음과 같다.

  - O/S : Windows 95, DBMS : Microsoft Access

  (6) RAWMIS 구축시 참고사항 : 

  액체와 기체의 유출물을 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사례로 연구소의 액체 

미방출 원칙에 의거 기체 유출물 리의 항목설정에 참고할 수 있음. 추 을 

하는 기체의 주요 핵종은 H-3, C-14, 불활성기체, 요오드, gross- α, β, γ  측

정치 등이다.

  (7) 시스템 련 화면 :

Fig 3-26. DI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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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타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리 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조사

Table 3-2는 앞서 조사된 이외의 유사시스템에 한 조사의 결과표를 나타

낸 것이다. 앞서 열거된 시스템보다는 자세한 정보를 알 수는 없었으나 기본

인 내용에 해서는 참고할 수 있다.

Table 3-2. Similar System Etc.

시스템명 NIRAS/ONDRAF DB 국가  기 벨기에

개   요

HLW,ILW,LLW 폐기물의 일반정보, 화학 정보, 방사선학 정보등을 

리 하기 한 DB이며 보고서 출력기능도 수반됨, 1998년 서비스시

작, 리항목은 다른 시스템과 유사함

시스템내용

앙에 폐기물의 일반 인 정보를 장하는 DB를 두고 세 개의 

성 DB를 운 하여 각 성DB는 폐기물의 양, 화학  성분과 물질흐

름, 방사능량에 한 내용을 서비스 함.

참고사항
centeral-satellites database 구조가 특이함. 자세한 DBMS 형태는 알

수 없었음.

참고문헌
 CH.Cosemans,"The Belgian Nuclear Waste Inventory",WM98-12-01, 

1998

시스템명
HAEA waste record keeping 

system
국가  기 헝가리 원자력 기구

개   요

인허가된 방사성폐기물 장, 처리, 처분시설에 있어서 폐기물의 

리흐름과 물질특성, 방사선  정보, 발생정보등을 기록 리하고 있

으며 LILW폐기물의 리에 국한하고 있다. 폐기물 재고량(inventory)

리와 기술문서등을 작성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시스템내용
1990년 에 dBASE4.0을 사용하여 DOS환경에서 리하다가 최근 

Windows NT환경에서 MS Access'97로 업그 이드 되었다.

참고사항 처분과 련된 리항목 도출 사항

참고문헌
"Waste inventory record keeping system(WIRKS)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AEA-TECDOC-1222, IAE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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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imilar System Etc.(continued)

시스템명 COSMARD 국가  기 일본 JAERI

개   요

JPDR 해체연구  사업의 리도구로서 지식기반/컴퓨터 기획시스

템으로 시설철거에 한 방사선물질  작업자 선량을 과거의 자료

를 통해 미리 측하고, 해체 작업후 발생한 폐기물에 한 물리 /

방사선학  재고량DB와 작업환경 DB, 해체사업 리 일정계획의 그

래  출력과 사업모델화 모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스템내용 자세한 시스템의 내용은 알 수 없었음

참고사항
선량률 맵을 통한 철거 의 시설에 한 선량률평가 측 모듈과 작

업 상 시간등을 미리 시뮬 이션 할 수 있는 기능

참고문헌
 정재학,"해외 해체사업 데이터베이스 개발 황“, WACID 제6차 과제

검토회의,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2003

시스템명
DES (Decommissioning 

Engineering System)
국가  기 일본 JNC

개   요

DES내의 Traceability System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련 이력을 제

공할 목 을 구축되었음. 방사성폐기물의 기본분류  발생량과 일

별, 용기의 데이터 들이 기록됩. 바코드 시스템을 채택하여 작업단

별로 데이터를 리함

시스템내용
Main 시스템하에 기획, 세부계획, 작업 리, 방사성폐기물추  등의 

하무 모듈을 두어 리됨

참고사항
바코드 시스템의 사용과 폐기물용기를 리할 때 드럼 표면에 사진

까지 제공하는 행

참고문헌
 정재학,"해외 해체사업 데이터베이스 개발 황“, WACID 제6차 과제

검토회의,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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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정보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분석

과제기간 동안 계획  정의, 분석, 로토타이핑  일럿 DB개발, 

평가 등의 단계를 지속 으로 반복하여 사용자와 설계자의 상호 원활한 의

사소통을 통하여 충분한 상호 이해 하에 설계를 진행하 다. 

 가. 과제의 목   범

  (1) 과제의 목

   - 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 종합 리를 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

   - 국가차원의 통합 안 리 정보체계(WACID)와 연계

   - 연구소 폐기물 특성에 합한 DB를 구축

   -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업무 역의 시스템을 개발

  (2) 과제의 범

   - 방사성폐기물 통합 리업무의 효율성 증 ( 내 , 외 )

   - 방사성폐기물 추 리  처리의 효율성 증

   - 폐기물 책  정책수립에 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투명성 제고

   - 1차년도의 설계안을 토 로 2차년도 시스템 구

 나. 기능  요구사항

  (1) 일반요건

시스템의 일반요건은 첫째, 연구소 내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업무

역 내의 분야를 포함하여야 하고 둘째, 외부 으로 보고자료나 자료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 연구소 내부 방사성폐기물 처리 업무 역 요건

     - 폐기물 종류(액체, 고체, 기체, 사용후핵연료)별 폐기물 처리 업무    

       로세스 반

     - 내부 문서  보고서 흐름  형식 반

     - 가능한 범 내의 내용 반   최 화와 업무편의 증

     - 내부보고서 출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외부기  보고  외부인 자료열람 역 요건

      -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 속기능

      - 로그램상의 보고서 출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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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출력기능을 통한 표 보고서 출력기능

      - 타 기 과의 연계성 : 데이터포맷, 일공유 로토콜에 맞추어 진행

     

  (2) 입출력요건

   (가) 연구소 내부 방사성폐기물 처리 업무 역

    ① 폐기물의 이력 리기능

      - 폐기물 생성기록, 처리기록, 반출기록, 용기에 한 정보 등의 폐기  

        물에 한 세부 내역  변화가 데이터로서 추 과 리가 되어야  

        한다.

      - 데이터 모델설정(고수 , 간수 , 수 )

      - 입력데이터의 크기와 유형이 도출되어야 한다.

      - 데이터 입력/출력에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가 제공 되어야 한다.

      - 데이터 입력/출력의 주체(사용자)는 등 화 되어야 한다.

      - 데이터 입력/출력에 있어서의 신뢰도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폐기물 처리 단계별 내부 보고서 작성 기능

      - 처리단계별 데이터 입력폼의 장  오류검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기 작성된 문서를 선택하여 수정  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 역의 문서흐름을 반 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응용 로그램 기반의 보고서 출력기능과 DB서버상의 출  

        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 보고서 출력기능을 통해 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고서 출력기능을 통해 탐색과 질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력된 보고서는 인쇄된 보고서를 배포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출력형식은 즉시출력보고서, 표 보고서, 사용자정의 보고서 등으로  

        구분 되며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출력되는 보고서의 형식은 PDF, HTML, MS-Word, HWP 형식   

        추후 결정되는 포맷으로 생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고서 형식에 맞는 사용자 정의보고서는 무제한 생산이 가능하    

        여야 한다.

      -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주요 구조  내용물을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여러종류의 보고서들이 출력되는 횟수를 추 ,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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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폐기물데이터의 통계처리기능

      - 단계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통계처리 기능이 수반 되어야 한다.

      - 정형 인 보고서의 통계자료는 등 화되어 출력되어야 한다.

      - 사용자정의 보고서를 출력하기 해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자료종  

        류를 선택할 때 선택된 자료의 구성요소  목록 생산횟수등을     

        추 ,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통계처리 기능들은 SQL, PL-SQL로 작성되어 캡슐화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사용자인터페이스 환경을 통해 질의가 수행되       

        어야 한다.

    ④ 주기 인 DB 자료의 갱신

      - 자료에 한 갱신은 3개월 혹은 1년 단 로 한다.

      - 각 자료에 한 최종 갱신 시기는 시스템 운 자가 결정하여 수    

        행하여야 한다.

   (나) 외부기  보고 역 요건

    ① 웹기반의 자료보고  일 송

      -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한다

      - 데이터 추출 질의문  필터 등은 소 트웨어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고 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 포맷과 송 방법은 WACID의 포맷정의서  코드정의서에  

        하여 송한다.

    ② 보고자료  일 보   수정

      - 보고된 자료나 일은 별도로 보 되어져야 한다.

      - 보고 후 자료이상  기타 이유로 인하여 WACID 수정 요구시 수  

        정하여 다시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요건

   (가) 연구소 내부 방사성폐기물 처리 업무 역 데이터 요건

    ① 일반 데이터 요건

      - 폐기물 범주(고체, 액체, 기체, 사용후핵연료)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장시설 한 정보에는 시설 명칭  치, 재의   

        상태  시설의 사양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형태 (방사성폐기물, RI 폐기물 등)에 해서는 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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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물의 생성, 장, 처리, 처분되는 사이트와 폐기물 재 치를 제  

        공 한다.

      - 폐기물에 한 정보는, 폐기물들을 형태별 분류하여 연간 발생량,   

        재 장량, 매년 신규 발생량, 처리된 폐기물량, 처분된 폐기물량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는, 장량  연간 신규 발생량을 제공한다.

      - 방사성폐기물 장시설에 해서는, 시설의 용면 , 시설에서 처  

        리 는 장되는 폐기물에 한 자료를 제공한다.

      -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는, 규제   환경 향평가   

        에서 요한 핵종들에 한 자료와 총방사능 함유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각각의 폐기물 형태 별로, 이들이 배치되기 해 이동되는 경로에   

        한 정보 즉, 폐기물 장, 처리, 처분을 해 이동되는 경로자료   

        ( 치 정보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들에 하여 발생자에 한 정보와   

        어떤 로그램에 의해 발생되었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양한 정보 제공 (표   요약보고서 생성 등)을 한 자료보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통 데이터 요건

      - 통합정보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에 한   

        발생, 장, 운반, 간 장  처분에 한 데이터를 추  리하는  

        방사성폐기물 리기능과 방사성폐기물에 한 반 인 실 을   

        리하는 방사성폐기물 실 기능으로 구분한다.

      - 계시설은 원자력발 소의 하나로와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 원  

        자력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취 하는 시설을 포함  

        한다.

      - 계시설에는 원자력 련시설에 한 종합 인 정보를 유지하며,   

        계 시설 코드, 시설명, 운 자, 상업운 일, 시설유형, 방사  

        성폐기물 장용량, 사용후핵연료 장용량, 방사성폐기물  

        처분용량, 사용후핵연료처분 용량, 운 자 정보, 이미지 정보등을 포  

        함한다.

      -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는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  

        료에 한 개별 추 (발생, 장, 처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특  

        히, 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분에 한 자료에 한 수정, 삭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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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변경은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 단,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재포장, 핵종농도 등과  

        같이 변화가 상되는 자료에 한해 일부 자료의 갱신은 허용될 수  

        있으나, 방사성폐기물 발생정보는 삭제 는 덮어쓰기는 허용될 수  

        없다.

      -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는 타 시설에서 장되어   

        리되거나 처분될 수 있으며, 발생 는 장시설 외부로 운반되어   

        처리되는 경우에는 운반, 장, 처분실 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장된 자료를 기 으로 월  

        간/분기별/연간 기  실 자료를 생성하여 실 련 항목에 장   

        리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은 고체방사성폐기물( 체 시설 상), 동 원  

        소폐기물, 핵주기폐기물로 구성된다.

      -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계시설에서 발생하며, 임시 장   

        리를 수행한다.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발생일자, 폐기물발생구분, 폐기물형태, 폐기물종류, 폐기  

        물용기종류, 충진재 체 , 폐기물체 , 재포장 폐기물여부 등의 자료  

        가 포함된다.

      - 방사성폐기물에 한 특성으로 표면오염도  표면선량, 이  

        격선량(1m), 선량분석일, 총방사능, 방사능측정일, 폐기물 등 , 열발  

        생량, 발연성물질 유무, 유리수함량, 임계안 도, 고화체 압축력, 고  

        화체 침출률  자료갱신일을 포함한다. 

      - 핵주기폐기물에 우라늄함량  농축도를 추가 고려하고 폐기물 량  

        을 추가 고려한다.

      - 폐기물에 한 상세 특성자료로 별도의 핵종농도 자료(핵종별 방사  

        능 농도)와 성분함유량 자료(킬 이트, 발연성, 험물 등)를 포함한  

        다. 핵종농도 자료는 방사성폐기물 일련번호, 분석일, 핵종  

        코드, 핵종별 방사능농도로 구성되며, 성분자료는 방사성폐  

        기물 일련번호, 성분유형, 성분명, 함유량, 분석일로 구성된다.

      -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이후 특성검사가 재 수행될 수 있으므  

        로, 방사성폐기물 자료, 핵종자료, 성분자료 등은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장된다.

        ㆍ 드럼 : 200L 드럼  고압재포장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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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HIC 용기, 사각  원형 용기, 탄소강  콘크리트 용기

        ㆍ 단순 장( 형기기류 등)

      - 방사성폐기물의 소각, 감용, 는 재포장의 경우에도 기존  

        자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포장 상 폐기물에 해 별  

        도 자료를 유지한다.

      - 계시설은 다수의  방사성폐기물을 장 리하고 있으며,  

        타 시설(임시 장시설)로 운반되어 장  리될 수 있으므로,   

         방사성폐기물에 한 장이력을 포함하도록 설계한다. 단,  

        부지 외부로 운반되는 방사성폐기물에 해서만 운반이력을 리한  

        다.

      -  방사성폐기물 운반에는 운반일련번호, 운반시설, 상시설,  

        운반 방법, 운반경로, 운반일, 소요기간, 운반 총 부피,  총 방사능  

        의 자료를 포함하며, 운반 상  방사성폐기물  용용기  

        정보  포장일을 포함한다.

      - 폐기물 체 에 따라, 운반 용기에 다수의 폐기물을 포함할 수 있다.  

      - 운반용기는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폐기물 장용기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반용기를 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운반용기  

        항목에 “미사용( 는 None)”을 한 별도의 데이터(운반용기번호)를  

        리한다.

      - 방사성폐기물 운반 자료에는 운반 상 폐기물의 핵종별 방  

        사능량  비율자료를 포함한다.

      - 방사성폐기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운반용기는 재사용되는  

        것으로 고려하며, 운반용기번호, 리회사, 제작자, 제작모델번호, 재  

        원, 재질, 무게, 제작일, 폐기물용기종류( 는 사용후핵연료), 재수  

        량, 열출력,  운반용기자료(그림 일)로 구성되며, 시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자료도 동시에 리할 수 있도록 항목을 포함 한다.

      -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분, 장에 한 시설별, 기  

        간별(월별) 종합실 과 폐기물형태  종류, 장용기, 표면선량에   

        따른 세부실 을 유지한다.

    ③ 고체폐기물 데이터 요건

      - 하나의 드럼은 복수개의 package를 포함 한다

      - package는 복수개의 핵종을 포함할 수 있다

      - package는 복수개의 내용물을 포함할 수 있다

      - 드럼은 복수개의 package의 복수개의 핵종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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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럼은 복수개의 package의 복수개의 내용물을 포함한다

      - 장된 드럼은 복수번 재포장 된다

      - 장된 드럼은 복수번 처리된다

      - 장된 드럼은 장고가 변경 될 수 있다

      - 장된 드럼의 복수번 재포장,처리된 기록은 유지해야 한다

      - 장된 드럼은 복수번의 선량률  오염도가 측정된다

      - 장된 드럼의 복수번 측정된 선량률  오염도는 기록/유지 되어  

        야 한다(덮어 쓰기 불가)

      - 장된 드럼의 추 (드럼의 재 치  정보)이 가능하여야 한다

      - 드럼의 추 은 Bar-code로 검색 할 수 있어야 한다

      - package는 기존의 드럼에서 다른 드럼으로 옮겨질 수 있다

      - package의 이동 황은 기록/유지 되어야 한다(덮어쓰기 불가)

      - Package의 추 이 가능해야 한다

      - 사용 후 남은 드럼은 기존ID제거 후 재사용 될 수 있다

      - 특정 드럼을 선택하면 보유한 팩의 정보와 재포장/처리내역, 장고  

         장 치, 발생처, 핵종 등의 정보가 도출되어야 한다

      - 특정 패키지를 선택하면 보 된 드럼정보와 재포장/처리내역, 장  

        고  장 치, 발생처, 핵종 등의 정보가 도출되어야 한다

      - 핵종으로 드럼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사능농도로 드럼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용물이름으로 드럼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장 인 드럼으로부터 내용물의 종류에 한 통계자료를 도출할  

        수 있다

      - 장고의 시설정보에 한 내용( 장고명, 시설유형, 장용량, 재  

        용량, 남은 용량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장고로 드럼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생정보는 덮어쓰기가 허용되지 않는 다

      - 모든 이력은 덮어쓰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추가되어야 한다

      - 처리과정에서 새로운 드럼이 생성될 수 있고 사용 인 드럼이 폐  

        기될 수 있다

      - 처리과정에서 새로운 드럼이 생성될 경우 드럼ID를 부여 한다

      - 처리과정에서 새로운 패키지가 생성,처분 될 수 있다

      - 새로운 장고가 생길 수 있다

      - 시설정보에는 설계도면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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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럼  용기에 한 이미지도 포함 한다

      - 드럼의 종류는 갱신될 수 있다

      - 드럼별 바코드를 생성하고 PDA를 활용하여 드럼의 간략 정보를 조  

        회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④ 액체폐기물 데이터 요건

      - 액체수집실 에는 방사성핵종에 한 방사능농도를 포함하며, 핵종  

        유형, 핵종명, 방사능량으로 구성된다.

      - 액체폐기물 장탱크의 시설정보( 장탱크명, 시설유형, 장용량,   

        재 용량, 남은 용량 등)를 알 수 있어야 한다

      - 장탱크의 재 수 가 시각 으로 표 되어야 한다

      - 장탱크는 추가로 생길 수 있다.

      - 발생시설별 액체방사성 폐기물의 총량이 검색되어야 한다

      - 핵종별 발생시설이 검색되어야 한다

      - 유기성폐액은 드럼에 장되어 고체폐기물화 되어 장된다.

      - 정기 인 시료채취 검사 내용이 입출력 되어야 한다.

      - 액체폐기물 처리공정에는 증발농축공정, 아스팔트고화공정, 자연증  

     발 처리 공정 등이 있다.

      - 액체폐기물 처리 공정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처리공정별로 배치 단 의 데이터가 입력 되어야 한다.

      - 처리공정별 배치 단  데이터의 입력은 PDA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⑤ 기체폐기물 데이터 요건

      - 계시설에서 방출되는 총 기체방사성폐기물을 기 으로 1개월 단  

         방사성기체방출실 을 리하며, 방사성폐기물 실 데이터베이스  

        에 포함된다.

      - 방사성폐기물 방출실 자료에는 기체방출일련번호, 시설명, 방출년  

        도, 방출월, 방출평균유량, 연속방출여부, 비정상방출유무, 비정상방  

        출량, 비정상 방출농도  기확산인자를 포함한다.

      - 뱃치방출에 따른 방출횟수, 뱃치방출총시간, 뱃치방출 최 시간, 뱃  

        치방출 최소시간  뱃치방출 평균시간을 입력한다. 

      - 핵종유형별(핵분열성기체, 방사성옥소, 방사성입자, 삼 수소)에   

        한 총방출방사능, 평균방출농도, Tech. Spec.에 한 비율  방사성  

        입자 기  알  방사능을 포함한다.

      - 기체방출실 에는 방사성핵종에 한 방사능농도를 포함하며,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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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핵종명, 방사능량으로 구성된다.

      - 기체폐기물 발생시설  처리시설별 시설정보( 장탱크명, 시설유   

        형, 장 용량, 재용량, 남은 용량 등)를 알 수 있어야 한다 

      - 발생처와 배출일, 배출량 등의 기체폐기물 처리 공정에 맞는 내용   

        이 입출력 되어야 한다.

    ⑥ 사용후핵연료 데이터 요건

      - 계시설(하나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 한 발생이력은 일  

        련번호, 장 치, 장일시, 발생장소  발생일시를 포함하고 있으  

        며, 특성으로 핵연료제작사, 핵연료유형, 기농축도, 연소도, 우라늄  

        함량, 무게, 열발생량, 열발생량 측정일, 결함률, 성자조사량을 포  

        함한다.

      - 계시설은 다수의 사용후핵연료를 장 리하고 사용후핵연료는  

        간 장시설을 포함한 타 시설(임시 장시설)로 운반되어 장   

        리될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에 한 장이력을 포함하도록   

        설계한다. 단, 부지 외부로 운반되는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만 운반  

        이력을 리한다.

      - 사용후핵연료 운반에는 운반일련번호, 운반시설, 상시설, 운반방   

        법, 운반 경로, 운반일, 소요기간, 운반 총무게,  총방사능량의 자  

        료를 포함하며, 운반 상 사용후핵연료, 용용기 정보  포장일을  

        포함한다.

      - 운반 용기에 다수의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할 수 있다. 

      -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승인된 것을 사용하며, 용기는 방  

        사성폐기물 운반용기와 동일하게 리된다.

      - 사용후핵연료 간 장  처분용기는 용기번호, 제작자, 제작모델  

        번호, 재원, 재질, 무게, 제작일, 사용후핵연료유형, 재수량, 열출   

        력,  용기자료로 구성되며, 사용후핵연료 간 장용 용기와 처분  

        용 용기를 구분하기 해 처분용도유무 항목을 포함한다.

      - 간 장 시설 는 처분시설은 운반용기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인  

        출하여 한 검사를 수행한 후 간 장 는 처분용기에 포장하  

        여 간 장시설 는 처분시설에 장한다.

      - 처분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자에게 반송할 경우에도 기존 운반   

        차를 용하며, 별도의 운반일련번호에 의해 리된다.

      - 간 장시설 는 처분시설에 장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용기      

        (Canister)에 다수가 장되며, 용기에 한 열발생률  표면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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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포함한다.

      - 사용후핵연료 운반, 간 장, 처분자료에는 각각의 폐기물에 한  

        핵종별 방사능량  비율자료를 포함한다.

      -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운반, 처분, 장에 한 시설별, 기간별(월별)  

        종합실 과 사용후핵연료유형별 세부실 을 유지한다.

  

   (나) 외부기  보고  외부인 자료열람 역 데이터 요건

    ① 외부기  보고 역 데이터 요건

      - 기 별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항목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기 별 보고서의 포맷은 변화성을 고려 원활한 응용이 될 수 있도  

        록 설계한다.

      - 기 별 보고서는 연간, 분기별, 수시 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② 리의뢰자 자료열람 역 데이터 요건

      - 동 시스템의 출력형식은 즉시출력보고서, 표 보고서, 사용자정의보  

        고서 등으로 구분되며, 응용 로그램을 통해 출력 가능하여야 한다.

      - 동 시스템에서는 여러 종류의 즉시출력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동 시스템은 여러 종류의 보고서들이 출력되는 횟수를 추 ,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정의보고서를 출력하기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자료종  

        류를 선택할 때, 선택된 자료의 구성요소  목록 생산횟수 등을 추  

        ,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속 사용자 수를 추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성능  요구사항

  (1) 일반  성능 요구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운 시스템은 다양한 컴퓨터 기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나) 보수  업그 이드 기간을 제외하고 1일 24시간 속 가능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읽기 용으로 속하도록 설계한다

   (라) 서  형상  운 차는 웹 하드웨어  소 트웨어에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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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구소의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동 시스템은 각종 서버를 운 함에 있어 보안상의 문제를 최소화하  

       여야 한다

   (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는 주기 으로 백업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도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손상, 조작 는 손실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동시 속자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서버 역 성능  요구사항

   (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DBMS, FTP, 응용 로그램등을 탑재 한다.

   (나) 자체 업무 역의 자료 입/출력은 응용 로그램을 통하여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구축한다.

   (다) 서버 운  책임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용자는 읽기 용으로 속하  

       도록 설계한다.

   (라) 외 으로 데이터 송시 FTP서버로서 직  송도 가능하도록 설  

       계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본 사양 : 통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기 해 최소한 용하여야 하는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ㆍ운   응용소 트웨어  DBMS 등은 가능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사용 인 소 트웨어를 가능한 용한다

      ㆍ시스템운 자의 유지  리편이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의 확장성  표 성 유지를 고려한다

      ① 하드웨어 사양

       - CPU : 인텔호환 XEON 2.4GHz 듀얼 로세서 이상

       - RAM : 2GB 이상

       - HDD : SCSI 100GB 이상

       - 백업시스템 : RAID 5, Tape 이상

       - Bar-code system : PDA, Bar-code printer/reader

      ② 소 트웨어 사양

       - 운 체제 : Windows2000 Server 이상

       - 개발툴 : Visual Basic 6 이상

       - DBMS : ORACLE 9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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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code system : Oracle 9i lite, Oracle Mobile Server

 라. 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가) 시스템운 자를 제외한 모든 리자와 사용자는 응용 로그램를     

       통하여 시스템에 근 한다

   (나) 시스템운 자를 제외한 모든 리자와 사용자는 등 화되어 자료를  

       입/출력 하도록 설계  구  한다.

   (다)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이하 방사성폐기물)에 한  

       자료는 담당자로부터 입력된다.

   (라) 입수된 방사성폐기물 자료에 한 데이터 검증  확인과정을 거치  

       며, 미입력자료 는 보완 필요자료는 담당자로부터 재확인과정      

       을 거친다.

   (마) 방사성폐기물에 한 발생  특성(핵종  성분 포함)자료는 수정  

       는 갱신, 추가될 수 있다.

   (바) 방사성폐기물에 한 발생  특성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추가  

       만 이루어지며,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한 변경 는 갱신은 운 자에  

       한하여 갱신, 추가될 수 있다.

   (사) 방사성폐기물 자료에 한 갱신 는 수정이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  

       면 변경 상자료 황을 운 자에게 자동 통보하여야 하며, 확인 후  

       장될 수 있어야 한다. 

  (2) 유지보수 요구사항      

   (가) 사용자 기술지원단은 동 시스템 가동 후 첫 3개월 동안 업무 시간동  

       안 상주하여 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가동 후 3개월 후의 사용자 지원은 업무시간동안 시스템 사  

       용자의 화/문의/방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가동 후 6개월 후의 사용자 지원은 e-mail  음성메일 통신  

       으로 이루어진다.  e-mail이나 음성메일을 통해 수신된 질의는 메시  

       지 수신 후 24시간이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마. 검증  인수시험 요구사항

  (1) 단 시험 내용  결과를 문서로 제시하여 보  한다

  (2) 시스템셋업  운용시험은 인수시험계획에 의거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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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개발 단계  산출물 목록

품질보증  유지보수를 하여 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기록 유지

한다.

  (1) 계획단계 : 요구사항 명세서  정의서

  (2) 분석단계 : 개발계획서, 과제진행계획서, 개발환경정의서, 입출력목록, 

                로세스목록, 로세스체계도  명세서

  (3)) 설계단계 : 업무 차도, 언터티 계도, 목록  정의서, 논리자료흐름  

                 도, 물리 엔터티 계도, 테이블목록  정의서, 사용자인터

                 페이스  화면설계서

  (4) 구 단계 : 개발표 정의서, 시스템구 계획정의서,메뉴구조도, 로그 

                램명세서, 모듈정의서, 뷰정의서, 테스트계획서,

  (5) 시험단계 : 단 시험결과물, 통합시험결과서

  (6) 보 단계 : 사용자교육, 사용자 매뉴얼

3. 통합화 략 수립

 가. 연구소 내부 시스템 통합

내부 사용자의 그룹 리를 통한 내부 보안 비 설계를 하여 먼  

사용자 그룹을 7개 그룹으로 정의한 후 그룹별로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에 근하면 해당 그룹의 권한을 가동하여 데이터와 시스템의 가용성

을 할당하 다. 사용자 그룹은 시스템 리자, 고체 리자, 액체 리자, 기

체 리자, 사용후핵연료 리자, 사용자 정의그룹, 폐기물 의뢰자로 분류하

으며 업의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분류하 다. 이때 사용자 정의 그룹은 

시스템 리자가 정의하는 그룹으로 그룹 리의 유연성을 보강 하 다. 각 

사용자 그룹별 로 근 가능한 로그램 ID를 용하여 사용자 그룹별 해당

로그램 모듈이 구동하도록 하 다. Fig. 3-25는 이러한 사용자 그룹과 

로그램 ID를 구분하는 사항을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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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User group

 

 나. 폐기물 안 리 통합

기 별 시스템 운  황  정사항을 악하고 데이터 송 로

토콜과 포맷, 공통코드 사용 등에 한 사항을 정의 하 다. KINS의 

WACID 시스템에 송하는 데이터 교환 매체는 웹기반의 일 업로드 형태

로 결정하 고 데이터 요약 포맷은 Microsoft Excel 폼으로 결정하여 기 설

정된 내부문서  보고서와의 일형식상의 일치를 도모하 다. 한 비조

건을 고려하여 RAWMIS의 사용자인터페이스용 소 트웨어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 리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직  근하여 Excel 형테의 데이터를 도

출하기 한 제반여건도 구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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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업무  데이터 분석

분장된 업무별 업무흐름도를 작성하여 오 라인 업무흐름과 데이터베이스 

반  방법을 모색 하 고, 업무별로 사용되는 내부문서의 포맷과 제출  

용 시 을 악하여 업무흐름도에 반 하 다. 한 폐기물 처리 공정별 흐

름도를 작성하여 공정 단계별 측정데이터 항목과 측정시 , 한계치 등을 반

하 다.

과거 15년간의 문서를 데이터화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용물을 기록하

는데 있어서 동일 내용물에 한 표기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하여 내용물 표기방법의 기 안을 작성하고, 발생빈도의 우선순 와 다각

인 기 을 용하는 분류 방업에 처하는 것을 고려하여 고체폐기물을 

, , 소분류로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 하 다. 한 WACID의 내용물 코드

도 매핑하여 2원화 리를 도모하 다.

 가. 폐기물 업의 요약 사항

  (1) 폐기물 구분 : 물리  특성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사용후핵연료로 

구분된다.

  (2) 업의 업무형태 : 폐기물의 물리  특성 구분을 토 로 분장 된다.

  (3) 폐기물 발생 시설 분류

   - 연구용 원자로 : 하나로(HANARO)

   - 동 원소 생산시설(RIPF; Radioactive Isotope Production Facility)

   - 조사재시험시설(IMEF; Irradiated Material Examination Facility)

   - 조사후시험시설(PIE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WTF;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 각 연구실(R&D Lab.)

  (4) 폐기물 수집  처리 시설

   - 고체/액체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RWTF) 

   - 기체 : 각 스택(stack)

   - 사용후핵연료 : 장수조

  (5) 리  처리 상황 일반

   (가) 기체 폐기물

     ㆍ발생시설마다 설치된 HEPA필터와 활성탄 필터를 통해 처리

     ㆍ각 배출시설에서 RMS장비에 의해 배출물에 한 측정 사항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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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시설  부지에 한 소외주민 선량 평가는 환경평가실에서 리

   (나) 고체 폐기물

     ㆍ 장고로 이송 후 임시 장

     ㆍ재포장, 압축, 소각, 시멘트 고화 등의 부피 감용 처리

   (다) 액체 폐기물

     ㆍRWTF의 장 탱크로 이송 후 임시 장

        무기폐액 : 지하 이 라인으로 탱크 이송

        유기폐액 : 용 용기에 보 후 별도 탱크 보

     ㆍ증발농축, 아스팔트고화, 자연증발 처리과정

     ㆍ무방출 개념에 입각한 리

   (라) 사용후핵연료

     ㆍ발생  장에 한 리는 하나로 운 실, RIPF, IMEF에서 리

     ㆍ원자로 노심에 장 되는 핵연료는 35  20다발, 18  12다발

     ㆍ자체 으로 사용후핵연료에 한 리 시스템이 존재

Fig. 3-28. Radioactive Waste Treatment Process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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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세부 업무 역  데이터 분석

   (가) 고체폐기물 업무 역  데이터  

    ① 고체폐기물 업무 역 일반

     ㉮ 수집

       - 200ℓ드럼 단 로 수집/임시 장(제1 장고, 제2 장고)

     ㉯ 분류 

       - 표면선량율에 따른 분류 : , , 고 (고방사선), 알   

         (α) 폐기물

       - 폐기물의 형태에 따른 분류 : 가연압축성, 비가연압축성, 비압축성

       - 폐기물의 성분에 따른 분류 : 폐수지, 폐필터(HEPA 필터), 토양

     ㉰ 측정  분석 항목

       - 표면 선량율

       - 1m 이격 선량율

       - 표면 오염도

       - 핵종별 방사능 농도

       - 부피

       - 량

       - 주요핵종

       - gross α,β,γ

     ㉱ 기타 리 항목

       - 내용물

       - 발생일시,

       - 발생시설 책임자

       - 육안검사 결과

       - 장 치

     ㉲ 주요 처리 공정

       - 제염처리 : 

       - 압축

       - 소각

       - 재포장

     ㉳ 과거 발생 폐기물 종류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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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Distribution of Generated Radioactive Waste

발생시설별 분포 발생 내용물 별 분포

- 폐기물처리시설 : 33.1％

- 하나로/RI생산/조사재시험시설: 30％

- 기타 연구실 25.3％

- 조사후시험시설 7.2％

- 가연성 58％

- 비가연성 29％

- HEPA 필터 10％

 

    ② 고체폐기물 업무  처리 흐름도

Fig. 3-29. Diagram for Solid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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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0. Process Diagram of Soli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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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내부서류  보고 양식

    - 방사성 폐기물 리 의뢰서

    - 방사성 폐기물 ( 장ㆍ처리ㆍ운반) 통보계

    - 방사성 폐기물 기록표

    - 장검사 일지

    - 방사성 폐기물 수집 장

    - 용기 신청서

    - 용기 보유ㆍ배포 황

    - 작업일지

    - 방사선 작업 허가서

    - 장고 출입 장

    - 장폐기물 처리 일지

    - 수집 장 재 치

    - 재포장 장

   (나) 액체폐기물 업무 역  데이터 분석

    ① 액체폐기물 업무 역 일반

     ㉮ 수집

       - 무기폐액 : 지하 이 라인을 통해 RWTF의 장탱크로 이송

       - 유기폐액 : 용용기에 의해 장탱크로 이송

     ㉯ 분류 

       - 극  150 m 3  (50 cm 3  x 3개

       -  180 m 3(60 m 3  x 2조)

       -  20 m 3  (1조)

       - 부식성 폐액탱크 20 m 3  (1조)

     ㉰ 액체 폐기물의 발생량 특성

      - 하나로/동 원소생산시설 : 72 %

      - 조사후시험시설 : 24.2 %

      - 기타연구시설 3.8 %

      - 각 연구실 : 3.8 %

      - 연간 액체 폐기물의 발생량 : 150～160 ton/년

      - 연간 유기폐액의 비율 : 0.1% 

     ㉱ 액체폐기물의 측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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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종별 방사능 농도

      - gross α,β,γ

      - 이송량

     ㉲ 액체 폐기물 증발/농축 공정(Evaporation Process)

      - RWTF의 반회분-강제순환식(Semi-Batch Forced Circulation) 증발  

        기(Evaporator)로서 시간당 약 1 m 3액체폐기물을 처리

      - 증발기내의 폐액은 처리된 양만큼 자동으로 공 되어 항상 일정한  

        수 를 유지

      - 순환펌 에 의하여 가열기를 통과한 폐액은 증발기 내에서 기화하  

        여 상부에 설치된 6 단의 포종단(Bubble Cap Plate)을 통과하며 수  

        증기에 포함된 다수의 핵종이 제거되고 응축기/냉각기를 지나 이온  

        교환기에서 미량의 핵종까지 제거 후 장되고 자연증발시설로 이  

        송되어 최종 처리, 농축액은 아스팔트 고화공정으로 이송 후 고화처리

      - 증발농축공정의 보조계통 : 이온교환(Ion Exchange Column)계통,   

         스 공 계통  1차, 2차 냉각계통

     ㉳ 아스팔트 고화 처리 공정(Bituminization Process)

      - 목  : 액체폐기물  수지 등을 물리/화학 으로 안정한 상태로   

        환하여 처리, 장, 처분할 때 안 성을 향상

      - 장  : 고화 공정이 간단, 허용되는 방사능 가 넓음, 물에 한   

        내침출성이 매우 높음, 혼합과 폐액의 증발이 동시에 발생하여 함유  

        량 향상

      - 차 : 가열하여 용융된 아스팔트와 방사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물에  

        거의 불용성인 고화체를 제조, 연속  설비운 이 가능한 박막증발  

        기(LUWA) 형식

      - 구성 : 열매체유 순환계통, 아스팔트 공  계통, 폐액  폐이온교환  

        수지 장/공  계통, 아스팔트와 폐액의 혼합  박막증발 계통, 증  

        발증기 응축 계통, 아스팔트 고화체 포장/반출 계통으로 크게 6개로  

        구성

     ㉴ 자연증발 처리시설 운

      - RWTF의 증발농축공정에서 발생되는 정제액  하나로에서 발생되  

        는 극  방사성폐기물을 최종 처리

      - 면과 Polyester가 함유된 합성섬유를 증발매체로 하여 외부의 공기  

        를 강제 송풍시켜 증발

      - 860 m 3  용량의 지하 장조에 장된 정제액은 공 펌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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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간 장조로 이송, 앙 제어실의 수  지시계를 통하여 이     

        송량  장량을 확인한 후 순환펌 를 가동하여 1,032개의 정제액  

        수 분배 을 통해 가로 1.2 m, 세로 5.4 m인 증발천(면

        : 11,250 m 2)으로 흘려보냄.

      - 증발천은 증발실 상부로부터 하부로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하  

        부에는 증발천 지지 와 정제액을 간 장조로 다시 유입시키기   

        한 배수 이 설치되어 있음. 

      - 장치하단에는 공기필터와 온, 습도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증발천  

        에 필름형태로 흘러내려 오는 폐액을 하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와  

        시켜 천의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도록 공기를 유입

      - 배출시키기 한 송풍기 (96,500 m 3/hr) 10 를 시설의 최상부

        에 설치하여 가동함으로써 정제액을 처리.

      - 자연증발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체는 외부로 직  배출되기 때  

        문에 배출기 치 이하로 배출되는지 방사선 연속감시 장치를 가동  

        하여 연속으로 Monitoring 

      - 자연증발처리과정에서 증발매체로 사용되는 면과 합성섬유가 포함  

        된 증발천은 직사 선  자연증발처리로 인하여 손상되며 노후화  

        되어 교체된 증발천과 처리과정에서 폐액 수 분배 의 미세한 노  

        즐로 분사하기 해 순환액 에 포함되어 있을 미세 입자를 제거  

        하기 하여 사용된 액체 필터를 교체한 필터 등 고체폐기물을 드  

        럼에 장

    ② 액체폐기물 업무  처리 흐름도

    

Fig. 3-31. Diagram of Liqui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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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Diagram of Solid and Liqui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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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Process Diagram of Liqui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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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Diagram of Evapo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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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Diagram of Bitumin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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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Diagram of Solar Evaporation Process

    ③ 내부서류  보고 양식

     - 방사성 폐기물 리 의뢰서

     - 방사성 폐기물 ( 장ㆍ처리ㆍ운반) 통보계

     - 방사성 폐기물 기록표

     - 방사성 폐기물 수집 장

     - 액체 처리 공정 운  일지

     - 아스팔트 고화공정 운 기록일지

     - 고화체 시험 결과서

     - 아스팔트 고화체 리 장

     - 폐액분석 결과서

     - 아스팔트 시험 성 서

     - 자연증발시설 운 일지

     - 시험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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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체방출물 리기록

     - 자연증발시설 연도별 처리 황

   (다) 기체폐기물 업무 역  데이터 분석

    ① 기체폐기물 업무 역 일반

     ㉮ 발생하는 시설

       - 하나로(HANARO) 연구로

       - 조사후시험시설(PIEF)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WTF)

       - 자연증발처리시설(SEF; Solar Evaporation Facility)

     ㉯ 배출 리

       - 기체 폐기물은 HEPA/탄소 필터 등의 여과장치를 거쳐 Stack으로  

         배출

       - 배출시 해당시설의 stack의 방사능 측정 시스템에 의해 연속 으  

         로 감시하여 배기  배출 리 기 치 이하로 리

       - 월 1회 핵종 분석 등을 통한 정  측정에 의해 월간 기체 배출 방  

         사능량  농도를 평가

     ㉰ 방사능 측정방법

       - 입자상 기체의 경우 굴뚝으로 배출되는 공기  일부를 종이필터  

         에 집진시켜 섬 계수기로 방사능을 연속 측정

       - 일정기간 집진시킨 종이 필터를 수거하여  알 /베타 방사  

         능 계측기로 측정한 후 감마 핵종 분석기로 정  측정

       - 회유 기체의 경우에는 배출 공기  일부를 일정부피의 포집통을  

         통과시키면서 공기이온 리함으로 방사능을 측정

       - 정기 인 환경으로 방출된 기체 유출물에 한 주민선량을 시설   

          부지당 기 치와 비교  특성평가 수행

    ② 기체폐기물 업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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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Diagram of Gas Waste -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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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Diagram of Gas Waste - RW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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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Diagram of Gas Waste - P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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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Process Diagram of Gas Waste

   (라) 사용후핵연료 업무 역  데이터 분석

    ① 사용후핵연료 업무 역 일반

하나로에서 운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한 정보를 리하기 

한 화면으로 크게 발생 정보, 장 정보로 분류하여 리한다. 발생 

정보의 리항목은 핵연료 일련번호, 핵연료 유형, 기 농축도(w/o; 

weight percent), 연소도(MWD/MTU; Mega Watt Day per Metric 

Ton Uranium), 성자 조사량( n/cm 2), 연소 후 무게(kg), 연소 후 우라

늄 함량(kg), 발생량(다발 & ton), 장일 등이다. 장 정보의 리항

목은 장용기(캐니스터)의 일련번호, 용기명, 용기의 재사용 여부, 

장고명과 장 치 등이다.

    ② 사용후핵연료 업무  처리 흐름도

Fig. 3-41. Diagram of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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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AWMIS 기술설계  구축

리 항목의 선정을 통해 각 엔터티를 도출하고 그에따른 어트리뷰트 

정의를 완료하 다. 각 엔터티들간의 계를 고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설

정하 고 정규화 3단계 과정을 거쳐 복을 배제하여 논리 , 물리  객체

계도(E-R diagram) 설정을 완료하 다. 시스템과 네트웍 구성을 물리 인 

측면과 데이터흐름의 측면으로 설정을 완료하 으며, 이를 토 로 업에 최

화된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가. 논리 개체 계도(ERD)의 개념설계

  (1) 고체 폐기물 정보

   (가) 폐기물 리의뢰

    ㆍ폐기물 발생 시설의 의뢰자(폐기물 담당자)가 자료 입력한다. 한 시설  

      에서 의뢰자는 여러 명일 수 있다.

    ㆍ의뢰하기 에 방사선안 평가실의 안 리자가 방사선특성정보를   

      측정한다.

    ㆍ방사선 정보는 실 으로 측정 항목을 입력한다.

    ㆍ최 선량률 값과 구분 항목은 표면선량률 상, , 하 에서 최   

      값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해당 를 표시해야 한다.

    ㆍ폐기물 처리비용의 산출을 해 계정책임자와 담당부피(폐기물 양)는  

      필히 입력해야 한다. 처리비용 = 폐기물 부피□부피당 처리비용
    ㆍ계정책임자는 한 명 이상일 수 있다.

    ㆍ발생처  기타 R&D Lab.을 선택하면 연구과제를 선택할 수 있고 해  

      당 연구과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신규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ㆍ발생원인 한 기타를 선택하면 기타사유를 선택할 수 있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신규입력 할 수 있어야 한다.

    ㆍ의뢰번호는 일정 규칙을 통해 생성하고 고체, 액체 폐기물의 구분 없  

      이 사용한다.

    ㆍ한 개의 의뢰번호에 여러 개의 폐기물 번호가 포함될 수 있다. 즉, 폐  

      기물 여러 드럼을 한 번에 의뢰할 수 있다.

    ㆍ하나의 드럼은 복수의 소포장을 포함할 수 있고 드럼과 소포장은 복  

      수의 핵종과 복수의 내용물을 포함할 수 있다.

    ㆍ폐기물의 소포장 존재 여부에 계없이 의뢰 자료를 입력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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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의뢰업무처럼 입력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입력자  입력시간을 리  

      하여야 한다.

    ㆍ고체 폐기물의 주요 발생원은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  

      설, 동 원소생산시설, 각 연구시험실 등 연구소 내 시설(시설별 폐기  

      물)과 원자력연구소가 아닌 타기 에서 인수받은 폐기물(기 간 폐기  

      물), 폐기물처리시설 운   발생한 아스팔트 고화체, 시멘트 고화체  

      (고화체), 자연 방사선  이하인 폐기물(규제해제 상) 등 크게 5  

      가지로 분류한다.

    ㆍ 재 폐기물의 리의뢰 차는 발생처에서 측정한 폐기물의 기본정  

      보와 방사선특성정보로 작성된 '방사성폐기물 리의뢰서'를 폐기물처  

      리시설에 제출하면(의뢰) 이를 바탕으로 발생처 장에서 실사(승인)  

      하고 인수받는다(수집). 그 후 '방사성폐기물 ( 장, 처리) 통보계'를   

      통해 폐기물의 처리, 장 여부를 발생처에 통보한다. 업에서 교환  

      되는 서류들의 작성을 산화하어야 한다.

    ㆍ여러 폐기물 의뢰 건 에서 자신이 소속된 시설에서 의뢰한 정보만  

      검색,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뢰 승인된 정보는 수정, 삭제   

      할 수 없고 검색만 가능하여야 한다.

Fig. 3-42. Flow Chart of Solid Was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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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생 폐기물의 수집

    ① 일반 수집 사항

     ㆍ발생부서에서 드럼으로 수집한다.

     ㆍ드럼은 여러 개의 소포장으로 구성 될 수 있다.

     ㆍ각각의 소포장은 폐기물 분류에 따라 수집된다.

     ㆍ수집 정보 엔터티(발생원인, 발생시설, 폐기물 담당자, 방사능 특성   

       (드럼), 폐기물 특성)와 소포장 정보 엔터티(소포장의 폐기물 분류,   

       각 소포장의 방사능 특성정보)는 1:M 계이다.

     ㆍ드럼으로 수집된 폐기물의 발생정보는 다수의 소포장 정보를 포함

     ㆍ내용물 정보 엔터티와 수집 핵종 정보 엔터티는 1:M 계이다.

     ㆍ재포장  재분류에 의한 드럼의 포함 계와 소포장물의 이동 포함  

       계 유지 한다. 

     ㆍ드럼 소포장 정보는 종속 드럼 변경사항을 이력으로 리, 드럼 장  

       정보와 1:M 계로 장고에 보 된 드럼이 포함한 실제 소포장에   

       한 정보를 추  할 수 있어야 한다.

     ㆍ드럼 장정보는 수집하여 장한 이후 드럼의 변경사항을 드럼 상  

       태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두어 이력으로 리 한다.

     ㆍ드럼의 변경 리는 보 된 장고, 장용기, 폐기물 처리에 한   

       드럼내용물의 변경(소포장의 이동), 소외운반을 리 한다.

     ㆍ핵종 정보는 감마 핵종, 알  핵종, 베타 핵종 분류한다.

     ㆍ내용물 정보는 분류/ 분류/소분류로 분류 리 한다.

     ㆍ용기 정보는 포장용기에 해 리 한다.

     ㆍ 장된 드럼은 각각의 고유번호를 가지며, 고유의 드럼번호는 드럼의  

       장 치를 고려 일련번호로 구성, 바코드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 바  

       코드 번호를 고려한다.

    ② 의뢰 승인

     ㆍ의뢰자료를 수집담당자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ㆍ의뢰자료와 실제 발생처의 폐기물이 일치하는지 장 실사 후 승인  

       한다.

     ㆍ승인 시 수집담당자가 단해 폐기물의 등 과 환경법 상 구분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반려

     ㆍ의뢰가 반려된 드럼의 정보와 반려사유를 의뢰자에게 자동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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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ㆍ반려된 드럼의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목록 구성한다.

     ㆍ반려된 드럼의 정보를 반려사유를 참고해 수정하면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 임시 장

     ㆍ 장 시 측정/ 리하는 항목들을 입력해야 한다.

     ㆍ방사성 표시가 부착되지 않으면 장할 수 없다

     ㆍ육안검사 상 이상이 발견된 드럼은 장할 수 없다.

     ㆍ용기번호는 년도 - 가/비  일련번호 형태로 부여된다. 년도 4자리,   

       가연성/비가연성 여부, 일련번호 4자리. ( , 2003-가-1234)

     ㆍ바코드 번호는 숫자 14자리 형태로 부여한다.

     ㆍ , 극  장고 내 치는 구역-단-행-열 형태로 표시한  

       다. ( , A-2-4-7)

     ㆍ고  장고 내 치는 구역-열-단 형태로 표시한다. ( , A-1-3)

     ㆍ 장고는 장고1 (일반 고체폐기물용), 장고2으로 분류하며 각    

       장고의 용도에 맞지 않는 폐기물의 자료는 입력할 수 없다. 

   (다) 처리

    ① 처리 일반

     ㆍ처리시 변경 가능한 드럼 포함 계를 이력 리하기 해 드럼 장  

       정보 엔터티, 드럼 소포장 정보 엔터티를 도출 하 다.

     ㆍ시멘트고화 처리시 발생빈도 고려 고화체 특성정보를 한 고화 드  

       럼정보  엔터티 도출 하 다.

     ㆍ고화 드럼 정보는 WACID에서 요구하는 고화체에 한 특성을 고려  

       하여 반 , 드럼 장정보와 고화 처리드럼은 1:1 계이다.

     ㆍ폐드럼은 방사능 특성을 측정 후 압축하여 새 드럼에 포장하여 보 ,  

       폐드럼 수집 정보 엔터티는 압축 처리 후 장한 장 드럼과 1:N   

       의 계이다.

    ② 폐기물 재분류/재포장

     ㆍ 상 - 임시 장 폐기물  분류가 잘못된 폐기물, 장용기가 부식  

       되어 교체가 필요한 폐기물

     ㆍ복수의 드럼에서 복수의 소포장을 이동할 수 있다.

     ㆍ신규 용기를 사용할 경우 리항목을 다시 측정하여 리한다.

     ㆍ발생한 폐드럼의 자료는 자동 으로 폐드럼 의뢰(고체폐기물 의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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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 폐드럼)한다.

Fig. 3-43. Flow Chart of Solid Waste Repacking

    ③ 폐기물 일반 압축

     ㆍ목 : 폐기물 부피 감용

     ㆍ 상: 가연성 & 압축성 폐기물

     ㆍ폐기물 장용기에서 소포장만 추출해 압축

     ㆍ발생된 폐드럼과 빈 용기는 자동 으로 리의뢰 한다.

    ④ 폐드럼 압축, 제염/재사용

     ㆍ목 : 폐드럼의 부피 감용  선별, 재활용

     ㆍ분류: 담당자의 단에 따라 압축처리와 제염처리 할 폐드럼을 선    

       별하여 분류한다.

     ㆍ재사용 가능한 폐드럼은 제염 후 각 발생처로 불출한다. 이 때 불출  

       되는 용기의 재고정보는 리 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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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폐드럼을 5～10개씩 압축해서 220 리터 용기에 보 한다. 리항목을  

       다시 측정한다.

Fig. 3-44. Flow Chart of Solid Waste Compaction

    ⑤ 시멘트 고정화

     ㆍ목 : 고체 폐기물의 처분  최종 처리

     ㆍ 상: 비가연성 고체 폐기물

     ㆍ 상 폐기물을 소포장 단  별로 고정화 용기에 담아, 시멘트를 혼합

     ㆍ고화체 리 항목을 측정하여 리한다.

     ㆍ 장된 드럼은 여러 번의 처리(이동, 재포장, 압축, 고정화 등)될 수  

       있고 이 이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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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Flow Chart of Solid Waste Cementation

   (라) 구처분  자체처분

    ① 주요항목

     ㆍ소외 운반 정보 엔터티(소외 운반 시 처분장과 폐기물 특성, 포장용  

       기 정보 리)를 도출, 드럼 장 정보와 1:M 계

     ㆍ자체처분 상 폐기물 (규제해제 폐기물)

     ㆍ자체처분 방법 (소각, 매립, 탁처리)

     ㆍ자체처분 주체 (연구소, 탁업체)

     ㆍ규제해제 상 폐기물을 규제해제 후 자체처분 한다.

    ② 처리과정

     ㆍ규제해제 상 폐기물 선정 후, 안 기술원에 규제해제를 신청하고,   

       승인결과를 통보 받는다. 안 기술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규제해제할  

       수 없다.

     ㆍ자체처분 계획서를 작성해 안 기술원에 신청, 처분주체  방법 선  

       정, 자체처분 실행하고, 안 기술원에 차체처분 결과를 보고한다. 안  

       기술원에 자체처분 계획신청  결과보고는 필수 사항이다.

     ㆍ부산물 처리 - 자체처분 후 발생한 부산물( : 소각 후 재)은 다시   

       발생 폐기물로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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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Flow Chart of Solid Waste Clearance

  (2) 액체 폐기물 정보

   (가) 수집

    ① 액체폐기물 수집 일반

     ㆍ폐기물 이송 시 액체 폐기물의 핵종과 내용물을 명시 한다.

     ㆍ내용물 : 수용액, 유기폐액, 무기폐액, 응축액, 농축액, 폐액 등 단일  

       항목을 구분한다.

     ㆍ핵종은 여러 핵종들로 구성될 수 있다.

     ㆍ액체 폐기물 수집 정보 엔터티와  수집 핵종 정보 엔터티는 1:M 계이  

       다.

     ㆍ 장고에 장되는 유기폐액 장고 정보 엔터티와 고체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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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정보와 1:1 계, 장용기와의 1:1 계이다.

     ㆍ월별, 분기별 탱크별 핵종 정보 엔터티와 탱크 별 수 정보 엔터티가  

       존재 한다.

     ㆍ액체폐기물 수집시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입력 값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의뢰 -> 승인-> 장 process를 거쳐 수집되어야 한다.

     ㆍ액체폐기물 발생처 : 원자력연구소내의 시설  가 있는 액체폐기  

       물을 발생하는 시설을 말한다. 상시설로는 하나로(HANARO), 동   

       원소생산(RIPF), 조사후시험시설(PIEF), 조사재시험시설(IMEF), 연구  

       실 R&D Lab등이 있다.

     ㆍ발생처 탱크정보

       - 하나로 / 동 원소 생산시설 / 조사재시험시설 :

          극 탱크 25m
3 x 2

          탱크 25m
3 x 2

          탱크 0.5m
3 x 4

       - 조사후시험시설 : 극 탱크 5m
3 x 1

          탱크 10m
3 x 1

          탱크 10m
3 x 1

      - 연구실  R&D Lab : 극 탱크, 탱크, 20L PE통

    ② 액체폐기물 수집방법

     ㆍ단 수집

      - 발생처에서 발생한 액체폐기물 에서 배 을 통해서 RWTF시설로  

        수집 할 수 없는 폐기물을 25L용기에 담아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의 가 높아서 배 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액체폐기물이 소량일 경우에 단 수집의뢰를 한다.

      - 주로 연구실이나 R&D Lab에서 단 수집의뢰가 발생한다.

      - 수집시 승인 차를 거쳐 유기폐액만을 장하는 장고에 장된다.

      - 유기폐액 장고로 이동 될 수 있다.

     ㆍ라인수집

      - 주로 하나로 시설이나 동 원소생산시설, 조사후시험시설, 조사재시  

        험시설에서 발생 하며, 지하매설배 을 통해서 RWTF시설로 이송   

        된다. 

      - 구분에 의해 극 탱크, 탱크, 탱크, 부식성탱크  

        에 장된다.

      - 수집된 폐기물은 처리공정(자연증발공정, 아스팔트고화공정, 증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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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공정)에 의해 량 처리되며 시설외 배출은 없다. 

     ㆍ수집의뢰 문서

       - 리의뢰서, 통보계, 분석결과서 등

   (나) 처리

     ㆍ세탁 폐액, 극   액체 폐기물과 이혼교환을 거친 증발 농축 공  

       정 응축수는 자연증발시설로 이동되어 RWTF는 폐기물의 이송정보  

       만을 고려 한다.

     ㆍ  폐기물은 증발 농축공정 처리, 증발 농축은 배치단 의 처리  

       정보와 일일 작업의 처리정보의 리를 고려 한다.

     ㆍCAW, MAW, 농축액이 혼합된 폐액에 한 핵종 정보 유지 한다.

     ㆍ아스팔트 고화처리는 배치 단 와 일일 작업 단 로 리 한다.

     ㆍ한 번의 아스팔트 고화 처리를 통해 여러 개의 고화체 드럼 생성 가능하다.

     ㆍ액체 폐기물 처리정보 엔터티와 액체 이송정보 1:1 계이다.

     ㆍ액체 폐기물 처리정보 엔터티와 핵종 정보 1:M 계이다.

     ㆍ액체 폐기물 처리정보 엔터티와 처리 엔터티 1:1 계이다.

     ㆍ증발 농축 처리 정보와 일일 처리작업의 해당 배치 정보 M:1 계이다.

     ㆍ증발농축 처리 작업 참여자 정보(1:M)와 응축액과 농축액에 한 핵  

       종 정보와 1:M 계이다.

     ㆍ아스팔트 고화처리는 아스팔트 고화작업(1:M), 발생 응축액 핵종 정  

       보(1:M), 고화체 드럼 정보(1:M), 작업 참여자 정보(1:M), 배치 작업  

       단 정보와 (M:1) 계이다.

     ㆍ처리과정상 발생고화체 드럼은 아스팔트 고화처리 시 분석된 폐액의  

       핵종 분석 정보와 내용물 정보로 추 , 고체 폐기물 신규발생으로   

       장고에 장한다.

    ① 증발농축공정

     ㆍ1개의 탱크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게 되면 배치가 종료된다.  

      통상 평균 으로 1배치당 2주정도 소요된다. 보통 1배치당 1개의    

      탱크의 폐액을 처리하지만 특별한 경우 게는 2개 많게는 3개의  

       탱크의 폐액을 1배치에 처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체   

      탱크에 보 인 폐액량이 어 응축액 탱크에 공정을 가동할  

      만한 정량의 폐액이 모자랄 경우에 실시한다.

     ㆍ 탱크정보 : 증발농축공정에는  탱크 60m
3 x 3

     ㆍ 폐액 이송 : 응축액탱크나 농축액탱크로 폐액 이송 시에는 '방사성  

        폐기물 리의뢰서' 없이 배 을 통해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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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수집된 액체폐기물  탱크의 액체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방  

       법은 탱크의 폐액을 증발탱크로 폐액을 이송하면서 가열을 한  

       다. 증발농축공정시 응축액과 농축액이 발생하는데 응축액은 이온교  

       환처리를 통해 응축액탱크로 장이 되며 농축액은 농축액 탱크로   

       장이 된다. 응축액은 차후 자연증발공정에서 재처리를 하며, 농축  

       액은 아스팔트공정에서 재처리를 실시한다. 

    ② 아스팔트 고화공정

     ㆍ 탱크나 농축액탱크, 부식성탱크의 폐액과 폐이온수지의 폐수를  

       간 장조에 혼합하여 혼합한 폐액이 모두 소멸되면 배치가 종료   

       된다. 간 장조에 혼합시 폐이온수지가 첨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폐액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ㆍ탱크정보 : 아스팔트공정에는   탱크 20m
3 x 1, 부식성 탱크    

       20m
3 x 1, 농축액탱크 1, 폐 이온수지탱크 1개가 존재한다.

     ㆍ응축액 이송 : 응축액 탱크로 폐액을 이송할 때에는 의뢰서 첨부 없  

       이 배 을 통해서 이송한다.

     ㆍ고화체 의뢰 : 아스팔트고화공정에서 발생한 고화체는 고화체에 한  

       리항목을 작성하고 난 후에 고체폐기물로 의뢰를 하게 된다.

     ㆍ 아스팔트고화체 일련번호 체계

       - CN.RS + 년도(뒷자리 2) + A+일련번호 ( ex> CN.RS 03 A1)

     ㆍ라인수집을 통해 수집된 폐기물 에 탱크의 폐액이나, 부식성  

       탱크, 농축액 탱크의 폐액을 처리한다. 

     ㆍ처리방법

       탱크의 폐액과 폐이온수지, 기타 폐액을 간 장조에서 혼합        

       (Mixing)한다. 그리고 일일마다 간 장조의 폐액과 아스팔트, 계면  

       활성제를 혼합해서 아스팔트 고화체를 생성하게 된다. 아스팔트공정  

       시 응축액과 고화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응축액은 응축액탱크로 이송  

       되며 발생된 고화체는 고체폐기물로 리의뢰 한다.

    ③ 자연 증발

     ㆍ처리 정보와 발생한 폐기물에 한 정보 리

     ㆍ자연증발시설물에 한 방사능 물질 정보 리

     ㆍ제습액, 응축액, Monitering Well의 폐액을 주기 으로 분석/ 리

     ㆍ자연증발 방출정보 엔터티는 이송정보를 리

     ㆍ처리 공정은 배치 단 와 일일공정 처리 정보로 리

     ㆍ배치 정보 엔터티와 자연증발 운  정보, 증발 처리 환경 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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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연증발 운  정보 엔터티는 처리환경 엔터티와 1:M 계

     ㆍ엔터티인 응축액 발생정보와 발생한 응축액에 한 핵종정보 엔터티

     ㆍ지하 장조에서 공 펌 를 통해서 간 장조로 이동을 하고 간  

       장조에서는 순환펌 와 필터를 통해서 공 장조로 이동한다. 공  

       장조에서 폐액을 증발천으로 공 해서 햇볕과 유입공기을 통해  

       폐액을 증발시킨다. 증발된 배기체는 방사선 감시장치를 거쳐 송풍기  

       로 배출 된다. 그리고 증발천은 고체폐기물로 의뢰 된다.

  (3) 기체 폐기물 정보

     ㆍ발생한 기체 폐기물의 정보 리

     ㆍ연간 주민 선량 측정정보와 시설물에 한 방사능 특성 정보(불활성  

       기체, 옥소,삼 수소, 입자, 탄소)를 리

     ㆍ발생시설 정보 엔터티, 발생시설 담당자 정보 엔터티와 1:1 계

     ㆍ방사능  특성 : 불활성기체의 농도, 옥소농도, 삼 수소농도, 입자,   

       카본 농도

     ㆍ방사능  특성은 발생 핵종 정보와 1:M 계

     ㆍ시설물별 방사선 선량률과 소외 주민 선량 측정에 한 정보를 리  

        각 시설 그룹별로 주기 인 방사능 측정 정보를 리

  (4) 사용후핵연료

     ㆍ발생 정보, 인가정보, 임시 장정보 정보 리

     ㆍ발생 정보 : =발생시설, 방사선 특성, 집합체의 특성, 집합체를 구성  

       하는 연료  특성   장시설에 한 정보를 리

     ㆍ방생정보는 발생시설, 사용후핵연료의 장  원  정보와 1:1 계

     ㆍ형태 : 여러 개의 연료 이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 1:M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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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물리  개체 계도

[고체 폐기물]
폐기물 등급 정보

폐기물 등급

담당자 정보 발생시설 정보

고체 폐기물 수집/처리 정보

책임자/담당자로 발생시설로

드럼에 저장되어 구성되어 구성되어

수집 내용물 정보

수집 핵종 정보

발생되어

발생되어

내용물 정보

핵종 정보

소포장 정보

폐드럼 수집 정보

압축

드럼 저장 정보

영구처분되어

소외 운반 정보

처분장으로

처분장 정보

고화드럼으로

고화 드럼 정보

발생하여

압축/재포장/
소각/고정화

저장위치로

저장용기로

용기 도면 정보

드럼 소포장 정보

저장고 정보

용기 정보

도면정보로서

1
M

1 1 1

1 11

11

1

1

1

1

1

1

1

11

1

1

1

1
1

1

1

M

M

M

M

M

M

M

M

M

Fig. 3-47. Physical 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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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증발처리]액체 폐기물 처리 정보

이송되어

자연증발시설 방출 정보

이송하여

증발 응축액 이송 정보

저장되어

저장 탱크 정보 처리되어 자연증발 운전 정보

배치 처리로

배치 정보

발생하여
시간별

측정되어

증발 응축액 발생 정보 증발 처리 환경

포함하여

응축액 핵종 정보

핵종 정보

포함하여

증발시설 물질 정보

이송하여

M

1

1

1

1

1

1 1

M

M

M

1

1

1 1

1

1 1

1 1

[기체 폐기물]담당자 정보

책임/
담당자로

발생시설 정보

발생시설로

기체 폐기물 발생 정보 구성되어 발생 핵종 정보 발생되어 핵종 정보

연간 배출 기준치 정보

시설제한치

연간제한치

TS제한치

시설 방사선 정보

구성되어

시설 그룹 구성 정보

시설 그룹 정보 시설 정보

주민 선량 측정 정보

측정항목으로

주민선량연간기준치정보

주민 선량 측정 항목

M

1 1

1
1

1 1

111

M

MM M M

Fig. 3-47. Physical E-R Diagram(Continued)



- 91 -

[사용후핵연료]담당자 정보

책임/
담당자로

발생시설 정보

발생시설로

사용후핵연료 발생 정보 구성되어 발생 핵종 정보 발생되어 핵종 정보

발생원전으로 구성되어

발생원전 정보 발생시설 정보 저장되어 사용후핵연료저장고정보

저장용기로 저장위치로

용기 정보 저장고 정보구성되어용기 도면 정보

사용후핵연료 인가 정보

1

M

1

11

1

1

1

1 1

1 1

11

1

M

M

M

Fig. 3-47. Physical E-R Diagram(Continued)

  (6) 논리  개체 계도(Logical E-R Diagram)

Fig. 3-48. Logical 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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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Logical E-R Diagram(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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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Logical E-R Diagram(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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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Logical E-R Diagram(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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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Logical E-R Diagram(Continued)

 나. RAWMIS의 구축

  본 시스템의 가장 핵심요소인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리  에서 내부

스키마와 외부스키마의 두 가지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갖는다. 내부

스키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로써 폐기물정보, 

리  처리 정보, 시설정보, 사용자정보, 코드정보, 기타 문서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스키마는 WACID로 데이터를 송하기 해 내부스키마

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다. 내부스키마는 다시 종합 데이터베

이스와 스냅샷(snap-shot)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스냅샷 데이터베이스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어 PDA로 송신되는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

다. 

  한 데이터 일치성의 에서 동기화된 구조와 비동기화된 구조로 나  

수 있는데,  외부스키마는 WACID 송용 구조로 데이터의 내용은 어느 기

간 동안의 발생되고 처리되어 장된 폐기물에 한 주기 인 데이터의 속

성을 갖고 내부 스키마와 한 계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요약된 

실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주기 내에서만 내부스키마

의 내용과 일치하는 비동기 인 특성을 갖고, 스냅샷 데이터베이스는 PD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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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데이터베이스간의 연결만 이루어지면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테이블의 일부를 항상 같은 내용으로 동기화 되어진다. 이 게 구분되어 구

축된 이유는 활용 인 측면에서 데이터의 활용도를 향상하기 한 목 에서 

기인되었다. 결국 종합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가장 원천 인 기능을 수행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내부스키마와 내부스키마는 모두 종합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며 DBMS는 ORACLE 9i Enterprise Edition으로 구성되었고, 스냅샷 

데이터베이스는 Application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며 DBMS는 ORACLE 9i 

Lite Edition으로 구성하 다.

  1차년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안을 토 로 활용방안에 한 데이터 항목을 

추가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하여 데이터항목과 Master데이터를 정

의  생성하 고, 각 Master별 테이블의 생성과 과거 문서로 리된 데이터

의 입력을 병행하면서 단계별로 데이터를 삽입하면서 테스트도 병행하 다. 

한 입력된 과거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생시설, 폐기물의 내용물, 핵종, 사용

자 구조 등의 기  정보를 표 화하고 코드화 하 다. 입출력 설계를 통하

여 기  정보는 입력편의를 증 시키기 한 방안도 수립하 다.

 이 게 설계되고 구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감리를 통하여 (i) 요구사항별 

개발 리자료 유무, (ii)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 에 한 품질보증활동 

유무, (iii) 데이터 무결성, 기 성, 가용성 확보조치 유무, (iv) 자료변환 련 

설계사항 등의 항목에 해 인 검을 실시하 다. 감리 결과 개별 사

용자 요구사항 분석으로부터 사용자 시스템 인터랙션 시나리오  엔티티, 

테이블 종류  속성, 테이블간의 계정의 등에 한 사항은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발문서의 내용에서 구체 인 표 이 부실한 을 보강하 다. 

  (1)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항목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은 크게 폐기물의 물질정보, 

장정보, 처리정보, 이동정보, 시설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각 정보의 내용은 

여러 가지 개체(Entity)들과 각 개체에 한 속성(Attribute), 각 개체들 간의 

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

하 다. 한 스냅샷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항목은 PDA의 특성상 테이블의 

양을 가볍게 설정하기 해서 고체폐기물의 경우  업무에서 폐기물 리상 

폐기물 정보 조회시 결과를 기 선정된 필수항목 만을 추출하 으며, 액체폐

기물의 경우 처리 공정에서 측정 정보만을 데이터항목으로 정의 하 다. 다

음은 고체와 액체폐기물이 발생되어서 처분될 때까지의 보유정보를 간략하

게 표 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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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Information of RAWMIS

  (2) 테이블 목록  정의

  RAWMIS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을 크게 시스템 리, 시설 

 사용자, 고체폐기물, 액체폐기물, 기체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분류

하 다. 핵종 정보 테이블과 내용물 정보 테이블은 고체, 액체, 기체 폐기물

과 사용후핵연료의 여러 분류에서 공통 으로 사용된다. 

   ① 시스템 리

  시스템 리의 기 인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들로 시스템 반에 걸쳐 

사용되는 공통 코드, 사용자와 권한 설정 정보 등의 보안 측면에서 요한 

데이터를 리한다. 공통코드 정보 테이블, 로그램 정보 테이블, 사용자 정

보 테이블, 사용자 권한 정보 테이블, 사용자 그룹 정보 테이블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② 시설  사용자 정보

  폐기물 련 시설들을 리하는 부서와 그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정보를 

리하기 해 지  코드 테이블, 사원 정보 테이블, 부서 코드 테이블, 시설 

정보 테이블들을 사용한다.

③ 고체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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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 처리, 장에 이르는 자료들을 리하기 

함이며 구성을 이루고 있는 테이블들은 고체폐기물 발생 정보 테이블, 소포

장 정보 테이블, 핵종 정보 테이블, 내용물 정보 테이블, 폐기물 등  정보 

테이블, 용기 정보 테이블, 용기 도면 정보 테이블, 고화체 드럼 생성 정보 

테이블, 드럼 장 정보 테이블, 장고 정보 테이블, 고체폐기물 수집/처리 

정보 테이블, 처리 소포장 정보 테이블, 고체폐기물 소포장 정보 테이블, 수

집 폐기물 방사능 특성 테이블, 수집 내용물 정보 테이블, 수집 핵종 정보 

테이블, 드럼 소포장 정보 테이블, 폐드럼/수집용기 수집 정보 테이블, 폐기

물 처분 정보 테이블, 처분장 정보 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액체폐기물

  폐액의 발생, 수집, 이송, 각 공정에서의 처리, 고화체 리에 이르는 정보

들을 리하는 테이블들이다. 액체 발생 정보 테이블, 발생 핵종 정보 테이

블, 액체 수집 정보 테이블, 수집 핵종 정보 테이블, 탱크 정보 테이블, 액체 

탱크 장 정보 테이블, 분기별 측정 정보 테이블, 분기별 탱크 핵종 분석 

정보 테이블, 장고 수  변동 정보 - 월 테이블, 액체 이송 정보 테이블, 

액체 이송 상세 정보 테이블, 이송 시 핵종 분석 정보 테이블, 액체 처리 작

업 참여자 정보 테이블, 증발농축처리 정보 테이블, 응축액 핵종 정보 테이

블, 농축액 핵종 정보 테이블, 아스팔트 고화 처리 정보 테이블, 고화물 드럼 

장 정보 테이블, 고화 시간 처리 정보 테이블, 응축액 핵종 분석 정보 테

이블, 자연증발시설 방출정보 테이블, 증발 응축액 이송 정보 테이블, 자연증

발 처리 정보 테이블, 자연증발 운  정보 - 뱃치 테이블, 자연증발 작업 정

보 테이블, 증발시설 방사성 물질 정보 테이블, 침 실 이송 정보 테이블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⑤ 기체폐기물

  발생 정보와 배출 실 을 리, 소외 주민 안  평가 등을 해 기체폐기

물 발생 정보 테이블, 배출 핵종 정보 테이블, TS 제한치 정보 테이블, 연간 

제한치 정보 테이블, 시설 제한치 정보 테이블, 시설 방사선 정보 테이블, 시

설 구역 정보 테이블, 소외 주민 선량 정보 테이블, 선량 측정항목 기 치 

정보 테이블, 측정항목 테이블이 있다.

⑥ 사용후핵연료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한 자료를 리하기 한 테이블

들로 연소하기  핵연료의 기 조건부터 연소 이력, 조사후 조건, 장 정

보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들 리 상이다. 사용후핵연료 인가 정보 테이블, 

사용후핵연료 장 정보 테이블, 발생 원  정보 테이블, 연료  정보 테이

블, 결함 연료  정보 테이블, 핵연료 장고 정보 테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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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Entity Definition

번호 구분
엔터티 명

설              명
한 명 문명

RAWMIS_001

고체 폐기물

고체 폐기물 발생정보 wmSOL001_T 고체 폐기물 발생정보를 리한다. 

RAWMIS_002 발생 소포장 정보 wmSOL002_T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소포장 정보를 리한다.

RAWMIS_003 발생 내용물 정보 wmSOL003_T 발생한 소포장물의 내용물 정보를 리한다.

RAWMIS_004 발생 핵종 정보 wmSOL004_T 발생한 소포장물의 핵종별 방사능 정보를 리한다. 

RAWMIS_005 고체 폐기물 수집정보 wmSOL005_T 고체 폐기물 수집정보를 리한다.

RAWMIS_006 수집 소포장 정보 wmSOL006_T 수집된 폐기물의 소포장 정보를 리한다.

RAWMIS_007 수집 내용물 정보 wmSOL007_T 수집된 소포장물의 내용물 정보를 리한다.

RAWMIS_008 수집 핵종 정보 wmSOL008_T 수집된 소포장물의 핵종별 방사능 정보를 리한다.

RAWMIS_009 고체 폐기물 장 정보 wmSOL009_T 수집된 폐기물의 장정보를 리 한다(이력 리) 

RAWMIS_010 드럼 소포장 정보 wmSOL010_T
수집되어 장고에 장되어 있는 드럼안의 소포장에 한 정
보를 리한다.(이력 리)

RAWMIS_011 처리 소포장 정보 wmSOL011_T
재포장, 압축,소각등의 처리에 한 소포장 정보를 리한다.(이
력 리)

RAWMIS_012 고화체 드럼 정보 wmSOL012_T
고체 폐기물의 고정화와 액체 폐기물의 아스팔트고화처리에서 
발생된 고화체드럼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13 폐드럼/수집용기 수집정보 wmSOL013_T
드럼교체  기타사항으로 발생된 폐드럼과 액체 폐기물 수집
용기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14 폐기물 처분장 정보 wmSOL014_T 최종 처리되는 처분장 정보를 리한다.

RAWMIS_015 폐기물 구처분(소외운반)정보 wmSOL015_T
임지 장소에서 처분장으로 이동되는 드럼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16

액체 폐기물

액체 폐기물 발생 정보 wmLIQ001_T 액체 폐기물 발생 정보를 리한다(유기,무기액체)

RAWMIS_017 발생 핵종 정보 wmLIQ002_T 발생한 액체 폐기물의 핵종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18 액체 폐기물 수집 정보 wmLIQ003_T 액체 폐기물의 수집 정보를 리한다.

RAWMIS_019 수집 핵종 정보 wmLIQ004_T 수집된 액체 폐기물의 핵종에 한 정보를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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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Entity Definition(Continued)

번호 구분
엔터티 명

설              명
한 명 문명

RAWMIS_020

액체 폐기물

액체 폐기물 장 정보 wmLIQ005_T
무기액체는 별 탱크에 유기액체는 별 탱크 는 장고에 보
되는 정보를 리한다.

RAWMIS_021 장 탱크 정보 wmLIQ006_T
액체 폐기물을 임시 장하는 탱크와 액체 폐기물 처리시 사용되는 탱
크(ex : 비 탱크) 하나로 임시 장탱크,자연증발시설의 장탱크에 
한 정보를 리 한다.

RAWMIS_022 장 탱크 수  정보 wmLIQ007_T 액체 폐기물의 처리  임시 장탱크의 수 변화를 리한다.(월별 측정 데이터)

RAWMIS_023 장 탱크 핵종 정보 wmLIQ008_T
액체 폐기물의 처리  임시 장탱크의 핵종분석 측정 정보를 리한
다(분기별 측정 테이터)

RAWMIS_024 장 탱크 핵종 상세 정보 wmLIQ009_T 임시 장탱크의 핵종별 방사능농도를 리한다.

RAWMIS_025 액체 폐기물 이송 정보 wmLIQ010_T
액체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의 이송정보를 리한다.(자연증발시설로
의 이송, 증발농축처리, 아스팔트 고화처리등)

RAWMIS_026 액체 폐기물 처리 정보 wmLIQ011_T 액체 폐기물 처리에 한 정보와 처리시 핵종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27 액체 폐기물 처리 핵종 정보 wmLIQ012_T 액체 폐기물 처리시 혼합된 폐기물에 한 핵종 분석 정보를 리한다.

RAWMIS_028 작업 참여자 정보 wmLIQ013_T
액체 폐기물 처리공정(증발농축, 아스팔트 고화)에 참여한 작업자 정
보를 리한다.

RAWMIS_029 증발농축 처리 정보 wmLIQ014_T
증발농축에 처리시 공정조건, 상태, 공정 결과(처리량,응축액 발생량, 
농축액 발생량)에 한 정보를 리한다. 한 공정은 배치단  는 
작업일 단 로 리 될 수 있다.

RAWMIS_030 증발농측 시간별 작업 정보 wmLIQ015_T 증발농축 공정의 처리시 시간별 작업 정보를 리한다.

RAWMIS_031 증발농축 농축액 핵종 정보 wmLIQ016_T
각각의 증발 농축 공정에 발생한 농축액의 핵종정보를 리한다. 발
생 빈도는 각 배치단  는 작업일 단 로 리 될 수 있다. 

RAWMIS_032 증발농축 응축액 핵종 정보 wmLIQ017_T 각각의 증발 농축 공 에 발생한 응축액의 핵종정보를 리한다. 

RAWMIS_033 아스팔트 고화 처리 정보 wmLIQ018_T 액체 폐기물의 아스팔트 고화처리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34 아스팔트 고화 작업 정보 wmLIQ019_T 아스팔트 고화처리의 시간별 작업정보를 리한다. 

RAWMIS_035 아스팔트 응축액 핵종 정보 wmLIQ020_T 아스팔트 고화처리로 발생한 응축액에 한 핵종정보를 리한다. 

RAWMIS_036 고화체 드럼 장정보 wmLIQ021_T 아스팔트 공정으로 발생한 고화물 장 드럼정보를 리한다.(이력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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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Entity Definition(Continued)

번호 구분
엔터티 명

설              명
한 명 문명

RAWMIS_037

자연증발시설

자연증발시설 방출 정보 wmEVO001_T 자연증발시설로의 유입/유출되고 처리되는 폐기물 정보를 리한다.

RAWMIS_038 자연증발 배치 정보 wmEVO002_T 자연증발처리에 한 배치정보를 리한다. 

RAWMIS_039 자연증발 작업 정보 wmEVO003_T 자연증발처리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40 자연증발 작업 환경 정보 wmEVO004_T 자연증발시설운 에 한 시간단  정보를 리한다.

RAWMIS_043 자연증발 응축액 이송 정보 wmEVO005_T 자연증발 처리후 발생한 응축액에 한 이송정보를 리한다. 

RAWMIS_044 응축액 핵종 정보 wmEVO006_T 자연증발 처리후 발생한 응축액 이송시 핵종분석 정보를 리한다. 

RAWMIS_045 증발시설 방사성물질 정보 wmEVO007_T 자연증발시설의 방사성물질 정보를 리한다.

RAWMIS_046 증발시설 방사성물질 핵종 정보 wmEVO008_T 자연증발시설의 방사성물질에 한 핵종 분석정보를 리한다.  

RAWMIS_047

기체 폐기물 

기체 폐기물 발생정보 wmGAS001_T 기체 폐기물 발생(배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48 배출 핵종 정보 wmGAS002_T 기체 폐기물 배출시의 핵종 정보를 리한다. 

RAWMIS_049 기체 폐기물 배출 기 치정보 wmGAS003_T

RAWMIS_050

안 리

시설물 방사선 정보 wmSFE001_T 연구소내 특정시설물(측정 치)에 한 방사능 정보를 리한다. 

RAWMIS_051 시설 그룹 정보 wmSFE002_T
시설물 방서선 정보와 소외주민 선량 측정시 사용되는 시설구역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52 시설 그룹 구성 정보 wmSFE003_T

RAWMIS_053 주민선량 측정 정보 wmSFE004_T 특정지역에서의 소외주민선량평가 정보를 리한다. 

RAWMIS_054 주민선량 연간 기 치 정보 wmSFE005_T 지역별 소외주민 선량기 치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55 주민선량 측정 항목 정보 wmSFE006_T 연구소내 리되는 소외주민 선량평가 항목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56

사용후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인가정보 wmSPN001_T 연구소의 사용후 핵연료 인가 정보를 리한다. 

RAWMIS_057 사용후 핵연료 발생정보 wmSPN002_T 사용후 핵연료의 발생정보를 리한다. 

RAWMIS_058 연료  정보 wmSPN003_T 사용후 핵연료 집합제를 구성하는 연료 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59 결함 연료  정보 wmSPN004_T 연료  결함연료 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60 발생원  정보 wmSPN005_T 원자력 발 소 정보를 리한다(고리 1호기,…)

RAWMIS_061 발생 핵종 정보 wmSPN006_T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의 핵종정보를 리한다. 

RAWMIS_062 사용후 핵연료 장정보 wmSPN007_T 사용후 핵연료의 장정보를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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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Entity Definition(Continued)

번호 구분
엔터티 명

설              명
한 명 문명

RAWMIS_063

시스템

사원(연구원) 정보 wmSYS001_T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원과 폐기물처리시설과 련된 사원들의 정보를 리한다. 
(발생부서 사원,안 리실, 폐기물 처리시설)

RAWMIS_064 직 코드 정보 wmSYS002_T 연구소내 리되는 직 에 한 코드를 리한다. 

RAWMIS_065 부서코드 정보 wmSYS003_T 연구소내 운 되는 부서와,연구실에 한 코드를 리한다. 

RAWMIS_066 사용자 정보 wmSYS004_T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67 사용자 그룹 정보 wmSYS005_T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정보를 리한다. ( 리자, 사용자)

RAWMIS_068 사용자 권한 정보 wmSYS006_T 각 로그램에 한 사용자의 사용권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69 로그램 정보 wmSYS007_T 시스템을 구성하는 로그램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70 공통코드 정보 wmSYS008_T 시스템을 운 하는데 공통이 되는 자원과 코드를 리한다. 

RAWMIS_071

기본정보

장고 정보 wmBAS001_T
고체 폐기물 임시 장고 한 정보를 리한다. 유기 액체 폐기물 임시 장고 정
보도 포함.

RAWMIS_072 핵종 정보 wmBAS002_T 핵종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73 내용물 정보 wmBAS003_T
연구소내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내용물)로 분류, 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리한다.

RAWMIS_074 포장 용기 정보 wmBAS004_T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포장용기, 수집용기, 구처분용기에 한 정보를 리한다. 

RAWMIS_075 포장 용기 도면 정보 wmBAS005_T 각 용기에 한 도면 이미지를 리한다.

RAWMIS_076 폐기물 등  정보 wmBAS006_T 련기 에서 규정한 폐기물 등 정보를 리한다.

RAWMIS_077 시설 정보 wmBAS007_T
폐기물 발생시설과 처리시설에 한 정보를 리한다. 사용후 액연료의 발생시설에 
한 정보도 포함(원 ,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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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Database Table List

구분 엔터티 명 접두어 테이블명

시스템

사용자 정보

WMY

WMYUSER_T

사용자 단위 정보 WMYUNIT_T

그룹 구성 정보 WMYUGC_T

사용자 그룹 정보 WMYUG_T

폐기물 처리가 정보 WMYPRICE_T

프로그램 정보 WMYPI_T

드럼번호 정보 WMYDRUM_NO_T

드럼번호 헤더 생성 정보 WMYDRUM_NO_M_T

드럼번호 헤더정보 WMYDRUM_NO_HEADER_T

사용자 화면설정 정보 WMYDISPLAY_T

바코드 정보 WMYBARCODE_T

고체

발생 내용물 정보

WMS

WMSWASTE_T

처리 드럼 정보 WMSTREATDRUM_T

고체 처리 정보 WMSTREAT_T

고화체 정보 WMSSOLIDITY_T

폐기물 발생 정보 WMSSOLID_T

자체처분 계획 정보 WMSSELFPLAN_T

자체 처분 결과 정보 WMSSELFPLAN_RESULT_T

자체처분 계획 드럼정보 WMSSELFDRUM_T

자체처분 드럼 정보 WMSSELFDRUM_RESULT_T

방사선 특성 정보 WMSPROPERTY_T

폐기물 소포장 정보 WMSPACKAGE_T

소외 운반 드럼 정보 WMSOUTDOORDRUM_T

소외운반정보 WMSOUTDOOR_T

발생 핵종 정보 WMSNUCLIDE_T

드럼저장 정보 WMSDRUMSAVE_T

저장용기 이미지 정보 WMSDRUMIMAGE_T

자체처분 부산물

발생 예상 정보
WMSBYPRODUCT_T

자체처분 부산물 결과 정보 WMSBYPRODUCT_RESULT_T

문서

절차서 번호 정보

WMR

WMRSTEP_T

교정 정보 WMRREVISE_T

교정 결과 정보 WMRREVISE_RESUALT_T

유지보수 정보 WMRMAINTENACE_T

점검항목 정보 WMRITEM_T

점검항목 제한치 정보 WMRITEM_LIMIT_T

정기점검 정보 WMRINSP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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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Database Table List(Continued)

구분 엔터티 명 접두어 테이블명

문서

정기점검 정보

WMR

WMRINSP_T

정기점검 결과 정보 WMRINSP_RESUALT_T

문서 정보 WMRDOC_T

점검 문서 장비 정보 WMRDOC_DEVICE_T

점검 장비 정보 WMRDEVICE_T

액체

저장탱크 저장 정보

WML

WMLTANKSAVE_T

저장탱크 핵종 정보 WMLTANKNUCLIDE_T

저장탱크 핵종 구성 정보 WMLTANKNUCLIDE_DETAIL_T

자연증발 시간별 정보 WMLSOLARTIME_T

자연증발시설 방사성 

물질 핵종 구성 정보
WMLSOLARNUCLIDE_T

자연증발 시설 방사성

 물질 정보
WMLSOLARCONCER_T

자연증발 일일공정 정보 WMLSOLAR_T

자연증발 처리의뢰 

내용물 정보
WMLREQEVO_WASTE_T

자연증발시설 의뢰정보 WMLREQEVO_T

자연증발시설 의뢰

 핵종 정보
WMLREQEVO_NUCLIDE_T

증발농축 시간별 정보 WMLEVATIME_T

증발농축 공정 일일정보 WMLEVA_T

배치 탱크 정보 WMLBATCHTANK_T

배치 탱크 방사능 정보 WMLBATCHNUCLIDE_TANK_T

배치탱크 핵종 구성 정보 WMLBATCHNUCLIDE_T

배치 정보 WMLBATCH_T

아스팔트 고화 시간별 정보 WMLASPTIME_T

아스팔트 고화 드럼 정보 WMLASPDRUM_T

아스팔트 공정 정보 WMLASP_T

기체

기체 유출물 대기확산 정보

WMG

WMGSPREAD_T

기체 배출 특이사항 정보 WMGSPECAIL_EVENT_T

피폭경로 정보 WMGRESPATH_T

피폭경로 시설정보 WMGRESFACILITY_T

소외주민선량 부지 정보 WMGRESAREA_T

소외주민평가 

주요인구밀집지역 정보
WMGRES_PPC_T

소외주민선량평가 부지경계 WMGRES_GROUND_T

기체 배출물 핵종 정보 WMGNUCLIDE_T

기체배출 제한치 정보 WMGLIMIT_T

기체 배출 정보 WMGGAS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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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Database Table List(Continued)

구분 엔터티 명 접두어 테이블명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정보

WMF
WMFSPENT_T

사용후 핵연료 핵종정보 WMFNUCLIDE_T

기본정보

폐기 내용물 정보

WMB

WMBWASTE_T

WACID 그룹 정보 WMBWACIDGROUP_T

처리방법 정보 WMBTREAT_T

방위 정보 WMBTRAVERSE_T

운반정보 WMBTRANS_T

기상탑 정보 WMBTOWER_T

10CFR61 분류정보 WMBTENCFR61_T

저장시설 정보 WMBSTORAGE_T

쿼리정보 WMBSQLPOOL_T

배출 특이사항 WMBSPECAIL_EVENT_T

차폐제 정보 WMBSHIELD_T

자체처분 장소 정보 WMBSELFPLACE_T

자체처분 주체 정보 WMBSELFAGENT_T

중분류 코드 WMBSC_T

의뢰드럼 정보 WMBREQDRUM_T

의뢰 정보 WMBREQ_T

용기 재질 정보 WMBQUANTIY_T

원전 정보 WMBPLANT_T

폐기물 물리적 특성 정보 WMBPHYS_T

배출구 정보 WMBOUTLET_T

장기 정보 WMBORGAN_T

발생원인 정보 WMBOCCURR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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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Database Table List(Continued)

구분 엔터티 명 접두어 테이블명

기본정보

핵종 정보

WMB

WMBNUCLIDE_T

측정방법 정보 WMBMEASURE_T

용기 제조사 정보 WMBMAKER_T

폐기물 등급정보 WMBGRADE_T

핵연료 유형 정보 WMBFUELTYPE_T

핵연료 집합체 배열 정보 WMBFUELARRAY_T

시설유형 정보 WMBFT_T

대분류 정보 WMBFC_T

시설 정보 WMBFACILITY_T

폐기물 환경법 분류 정보 WMBENV_T

사원 역할 구성 정보 WMBEMPROLE_T

사원 정보 WMBEMP_T

용기 정보 WMBDRUM_T

처리시설 도면정보 WMBDRAWING_T

도면 변경 이력 WMBDRAWING_HIST_T

영구 처분장 정보 WMBDISPOSAL_T

영구처분 드럼 포장 방법 정

보
WMBDISP_PACK_T

용기이미지 정보 WMBDI_T

부서정보 WMBDEPT_T

연령정보 WMBAGE_T

준위정보 WMBACTIVE_T

계정정보 WMBACC_T

유틸
복사 테이블  COPYNUM_T

복사 테이블  COPY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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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

Table 명  COPYNUM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복사 테이블

Entity 정의 집계 쿼리, 셀 트를 통한 인서트등 query 작성을
유용하게 하게 하기 한 유틸리티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NUM 일련번호 N NN/U PK 1만개의 일련번호 생성

 Table 명  COPY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복사 테이블

 Entity 정의
집계 쿼리, 셀 트를 통한 insert 등 query 작성을 

유용하게 하게 하기 한 유틸리티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X 일련번호 N NN/U PK 100개의 일련번호 생성

 Table 명 WMBACC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계정정보

 Entity 정의 의뢰 계정 구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Q_NO 의뢰번호 V(10) NN PK/FK 의뢰번호 

2 ACC_NO 계정번호 V(30) NN PK 계정번호 

3 EMP_NO 계정책임자 V(10) NN FK 계정책임자 

4 AMT 의뢰폐기물 총부피 N 의뢰폐기물 총부피 

 Table 명 WMBACTIV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정보

 Entity 정의 선량율에 한 고체 폐기물 분류, 방사능 농도에 한 액체 폐기물 분류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ACTIVE_CD 코드 V(10) NN/U PK 코드 

2 NAME 명 V(30) 명 

3 PHYS_IND 물리 구분 V(1)
물리 구분 (S:고체,L:

액체)

4 MIN 기  최소값 N
고체:최소선량율, 액체: 

최소 
방사능농도

5 MAX 기  최 값 N
고체:최 선량율, 액체: 

최  
방사능농도

6 ORD 정렬순  V(2) 정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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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AG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연령정보

 Entity 정의 소외주민 선량평가 연령기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AGE_CD 연령코드 V(10) NN/U PK 연령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연령명 V(30) 연령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DEPT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부서정보

 Entity 정의 연구소 부서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DEPT_CD 부서코드 V(10) NN/U PK 부서코드 

2 NAME 부서명 V(30) 부서명 

3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DISPOSAL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구 처분장 정보

 Entity 정의 구처분장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DISPOSAL_CD 구 처분장 코드 V(10) NN/U PK 구 처분장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BT_IND 처분장 구분 V(1)
처분장 구분(B:볼트, T:터

) 

4 NAME 처분장 명 V(30) 처분장 명 

5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DISP_PACK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구처분 드럼 포장 방법 정보

 Entity 정의 구처분 드럼 포장 방법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DISP_PACK_CD 포장방법 V(10) NN/U PK 포장방법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포장방법 명 V(30) 포장방법 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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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DI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용기이미지 정보

 Entity 정의 연구소내 사용되는 포장용기에 한 이미지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

N

NN/

U
Keys 비       고

1 DRUM_CD 용기코드 V(10) N PK 용기코드 

2 SEQ 일련번호 V(10) N PK 일련번호 

3 IMAGE_NAME 이미지명 V(30) 이미지명 

4 DESCRIPT 설명 V(100) 설명 

5 IMAGE 이미지 BLOB 이미지 

6 FILENAME 이미지 일명 V(30) 이미지 일명 

7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DRAWING_HIST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도면 변경 이력

 Entity 정의 연구소내 운 시설 도면 변경 이력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

N

NN/

U
Keys 비       고

1 D_ID 도면 아이디 V(10) N PK 도면 아이디 

2 EFFECT_DT 시작일 DATE N PK 시작일 

3 EXPIRAT_DT 종료일 DATE N PK 종료일 

4 IMAGE 이미지 BLOB 이미지 

5 FILENAME 일명 V(50) 일명 

6 IMAGE_NAME 이미지명 V(50) 이미지명 

 Table 명 WMBDRAWING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처리시설 도면정보

 Entity 정의 연구소내 처리 운 기기 명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

N

NN/

U
Keys 비       고

1 D_ID 도면 아이디 V(10) N PK 도면 아이디 

2 NAME 도면명 V(50) 도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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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DRUM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용기 정보

 Entity 정의 연구소내 사용되는 포장용기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

N

NN/

U
Keys 비       고

1 DRUM_CD 용기코드 V(10)
NN/

U
PK 용기코드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용기명 V(30) 용기명 

4 D_SIZE 용기크기 N 용기크기 

5 D_MASS 용기무게 N 용기무게 

6 STRENGTH 용기강도 N 용기강도 

7 QUANTITY_CD 용기재질 코드 V(10) FK 용기재질 코드 

8 MAKER_CD 제조사 코드 V(10) FK 제조사 코드 

9 VENT_IND 벤트여부 V(1) 벤트여부 

10 USE_IND 사용여부 V(1) 사용여부 

11 ENTERING_DT 반입일 DATE 반입일 

12 ORD 정렬순  V(2) 정렬순  

13 SHIELD_IND 차폐제 여부 V(1) 차폐제 여부 

14 IN_SHIELD 내부 차폐제 코드 V(10) FK 내부 차폐제 코드 

15 OUT_SHIELD 외부 차폐제 코드 V(10) FK 외부 차폐제 코드 

16 SHIELD_MASS 차폐제 량 V(10) 차폐제 량 

 Table 명 WMBEMPROL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사원 역할 구성 정보

 Entity 정의
 발생시설  실험과제에 따른 연구소 사원 역할 정보(책임자, 담당자, 안

리자, 계정책임자)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

N

NN/

U
Keys 비       고

1 SEQ 일련번호 V(10) NN PK 일련번호 

2 EMP_NO 사원번호 V(10) N FK 사원번호 

3 PROJECT 과제/발생시설 V(10) FK 발생처 코드

4 ROLE 역할 V(1) 역할 (사용안함)

5 ROLE1 책임자 V(1) 책임자 

6 ROLE2 담당자 V(1) 담당자 

7 ROLE3 계정책임자 V(1) 계정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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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EMP_T
SUB SYSTEM

기본정

보 Entity 명 사원 정보

 Entity 정의 연구소내 사원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EMP_NO 사원번호 V(10) NN/U PK 사원번호 

2 NAME 사원명 V(10) 사원명 

3 DEPT_CD 부서코드 V(10) FK 부서코드 

4 INTERPHONE 내선번호 V(4) 내선번호 

5 ROLE 역할 V(2) 안 리자, 처리 담당자

6 STATUS 상태 V(1) 상태 ( 재직, 퇴사)

 Table 명 WMBENV_T
SUB SYSTEM

기본정

보 Entity 명 폐기물 환경법 분류 정보

 Entity 정의 폐기물 환경법 분류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ENV_CD 환경분류 코드 V(10) N PK 환경분류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환경분류명 V(30) 환경분류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FACILITY_T
SUB SYSTEM

기본정

보 Entity 명 시설 정보

 Entity 정의 폐기물 발생처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NN/U PK 시설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FT_CD 시설유형코드 V(10) FK 시설유형코드 

4 FT_IND1 발생시설구분 V(1) 발생시설구분 

5 FT_IND2 인수시설구분 V(1) 인수시설구분 

6 FT_IND3 기 시설구분 V(1) 기 시설구분 

7 FT_IND4 자체처분시설 V(1) 자체처분시설 

8 FT_IND5 실험실/과제 구분 V(1) 실험실/과제 구분 

9 NAME 시설명 V(60) 시설명 

10 DESCRIPT 설명 V(100) 설명 

11 ORD 정렬순  V(2) 정렬순  



- 112 -

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FC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분류 정보

 Entity 정의 연구소내 폐기물 분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FC_CD 분류 코드 V(10) N PK 분류 코드 

2 NAME 분류명 V(30) 분류명 

3 PHYS_IND 물리 구분 V(10)
물리 구분 (S:고체,

 L : 액체)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FT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시설유형 정보

 Entity 정의 시설유형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FT_CD 시설유형 코드 V(10) N PK 시설유형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유형명 V(30) 유형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FUELARRAY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핵연료 집합체 배열 정보

 Entity 정의 핵연료 집합체 배열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F_ARRAY_CD 집합체 배열코드 V(10) N PK 집합체 배열코드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집합체 배열명 V(10) 집합체 배열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FUELTYP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핵연료 유형 정보

 Entity 정의 핵연료 유형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F_TYPE_CD 핵연료 유형 코드 V(10) N PK 핵연료 유형 코드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집합체 종류명 V(10) 집합체 종류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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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GRAD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폐기물 등 정보

 Entity 정의 폐기물 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GRADE_CD 등 코드 V(10) N PK 등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등 명 V(30) 등 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MAKER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용기 제조사 정보

 Entity 정의 제조사명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MAKER_CD 제조사 코드 V(10) N PK 제조사 코드 

2 NAME 제조사 명 V(30) 제조사 명 

3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MEASUR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측정방법 정보

 Entity 정의 측정 방법 코드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MEASURE_CD 측정방법 코드 V(10) N PK 측정방법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측정방법 명 V(30) 측정방법 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NUCLID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핵종 정보

 Entity 정의 연구소내 발생 핵종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NUCLIDE_CD 핵종코드 V(10) N PK 핵종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핵종명 V(30) 핵종명 

4 NT_CD 핵종구분 V(10) 핵종구분 

5 TRANS_FACTOR 변환인자 N 변환인자 

6 HALFLIFE 반감기 N 반감기 

7 UNIT_CD 반감기 단  V(10) 반감기 단  

8 ELEMENT 요소 V(30) 요소 

9 ATOM_NO 원자번호 V(3) 원자번호 

10 SYMBOL 원자기호 V(3) 원자기호 

11 MASS_CNT 질량 N 질량 

12 CN_LIMIT 방사능 농도 제한치 N 방사능 농도 제한치 

13 ALPA_IND 알 핵종 구분 V(1) 알 핵종 구분 

14 GAMA_IND 감마핵종 구분 V(1) 감마핵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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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OCCURR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발생원인 정보

 Entity 정의 발생원인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OCCURR_CD 발생원인 코드 V(10) N PK 발생원인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발생원인명 V(30) 발생원인명 

4 ORD 발생원구분 V(2) 발생원구분 

5 OCCURR_TYPE 정렬순  V(1) 정렬순  

 Table 명 WMBORGAN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장기 정보

 Entity 정의 장기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ORGAN_CD 장기코드 V(10) N PK 장기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장기명 V(30) 장기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OUTLET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배출구 정보

 Entity 정의 배출구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OUTLET_CD 배출구 코드 V(10) N PK 배출구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배출구명 V(30) 배출구명 

4 LIMIT 배출제한치 N 배출제한치 

5 TS_LIMIT TS 제한치 N TS 제한치 

6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N 시설코드 

7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PHYS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폐기물 물리  특성 정보

 Entity 정의 폐기물 물리  특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PHYS_CD 물리  특성 코드 V(10) N PK 물리  특성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물리명 V(30) 물리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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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PLANT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원  정보

 Entity 정의 원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PLANT_CD 원 코드 V(10) N PK 원 코드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원 명 V(10) 원 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QUANTIY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용기 재질 정보

 Entity 정의 용기 재질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QUANTIY_CD 용기재질 코드 V(10) N PK 용기재질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재질명 V(30) 재질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REQDRUM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의뢰드럼 정보

 Entity 정의 의뢰드럼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Q_NO 의뢰번호 V(10) N PK/FK 의뢰번호 

2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FK 발생번호 

 Table 명 WMBREQ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의뢰 정보

 Entity 정의 폐기물 의뢰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Q_NO 의뢰번호 V(10) N PK 의뢰번호 

2 REQ_IND 의뢰구분 V(1) 의뢰구분 

3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FK 시설코드 

4 MANAGER 책임자 V(10) FK 책임자 

5 CLIENT 담당자 V(10) FK 담당자 

6 STATUS 상태 V(1) 상태 

7 WANT_DT 인도희망일 DATE 인도희망일 

8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9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10 PHYS_IND 물리  구분 V(1)
물리  구분 (S: 고체 L:액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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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SC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분류 코드

 Entity 정의 폐기물 분류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C_CD 분류 코드 V(10) N PK 분류 코드 

2 FC_CD 분류 코드 V(10) FK 분류 코드 

3 NAME 분류 명 V(30) 분류 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SELFAGENT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자체처분 주체 정보

 Entity 정의 자체처분 주체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ELFAGENT_CD 처분 주체 코드 V(10) N PK 처분 주체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처분 주체명 V(30) 처분 주체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SELFPLAC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자체처분 장소 정보

 Entity 정의 자체처분 장소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ELFPLACE_CD 자체처분 장소 코드 V(10) N PK 자체처분 장소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장소명 V(30) 장소명 

4 DETAIL 상세 치 V(100) 상세 치 

5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SHIELD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차폐제 정보

 Entity 정의 차폐제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HIELD_CD 차폐제 코드 V(10) N PK 차폐제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SHIELD_IND 차폐제 구분 V(1) 차폐제 구분 (I:내부O:외부)

4 NAME 차폐제 명 V(30) 차폐제 명 

5 ORD 정렬순  V(2) 정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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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SPECAIL_EVENT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배출 특이사항

 Entity 정의 배출 특이사항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_EVENT_CD 특이사항 코드 V(10) N PK 특이사항 코드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특이사항명 V(50) 특이사항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SQLPOOL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쿼리정보

 Entity 정의 사용자 정의 쿼리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QUERY_ID 쿼리 아이디 V(10) N PK 쿼리 아이디 

2 QUERY_NAME 쿼리명 V(100) 쿼리명 

3 QUERY 쿼리 V(999) 쿼리 

4 ORD 정렬순  V(5) 정렬순  

5 SHEETNAME 쉬트명 V(50) 쉬트명 

 Table 명 WMBSTORAG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장시설 정보

 Entity 정의 장시설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TORAGE_CD 장시설 코드 V(10) N PK 장시설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ST_CD 장시설 구분 V(1)
장시설 구분(코드정의 참

조)

4 NAME 장시설명 V(30) 장시설명 

5 STO_MAX 최  수용량 N 최  수용량 

6 ALERT_LIMIT 최  한계량 N 최  한계량 

7 STO_SECTION 세션수 N 세션수 

8 SEC_LEVEL 세션별 벨수 N 세션별 벨수 

9 SEC_ROW 세션별 행수 N 세션별 행수 

10 SEC_COL 세션별 열수 N 세션별 열수 

11 USE_IND 사용여부 V(1) 사용여부 

12 ACITVE_IND 구분 V(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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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TOWER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기상탑 정보

 Entity 정의 기상탑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OWER_CD 기상탑 정보 V(10) N PK 기상탑 정보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기상탑 명 V(30) 기상탑 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TRANS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운반정보

 Entity 정의 운반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ANS_CD 운반코드 V(10) N PK 운반코드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운반종류 명 V(30) 운반종류 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TRAVERS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방  정보

 Entity 정의 방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AVERSE_CD 방  코드 V(10) N PK 방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방 명 V(30) 방 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TREAT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처리방법 정보

 Entity 정의 처리방법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CD 처리코드 V(10) N PK 처리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PHYS_IND 물리 구분 V(1) 물리 구분 (S:고채L:액체)

4 NAME 처리명 V(30) 처리명 

5 ORD 정렬순  V(2) 정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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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BTENCFR61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10CFR61 분류정보

 Entity 정의 10CFR61 분류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ENCFR61_CD 10CFR61 코드 V(10) N PK 10CFR61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NAME 코드명 V(30) 코드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BWACIDGROUP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WACID 그룹 정보

 Entity 정의 WACID 그룹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G_CD 그룹 코드 V(10) N PK 그룹 코드 

2 NAME 그룹명 V(50) 그룹명 

 Table 명 WMBWASTE_T SUB 

SYSTEM
기본정보

 Entity 명 폐기 내용물 정보

 Entity 정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WASTE_CD 내용물 코드 V(10) N PK 내용물 코드 

2 WACID_CD WACID_CD V(20) WACID_CD 

3 PHYS_IND 물리  구분 V(1) 물리  구분 (S:고체,L:액체)

4 FC_CD 분류 코드 V(10) FK 분류 코드 

5 NAME 내용물명 V(30) 내용물명 

6 ORD 정렬순  V(2) 정렬순  

7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작업자 아이디 

8 AUDIT_DT 작업일 DATE 작업일 

9 SC_CD 분류 코드 V(10) FK 분류 코드 

 Table 명 WMFNUCLIDE_T SUB 

SYSTEM
사용후 핵연료

 Entity 명 사용후 핵연료 핵종정보

 Entity 정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 발생번호 

2 NUCLIDE_CD 핵종코드 V(10) N
PK/F

K
핵종코드 

3 SACALE_IND 범 지시자 V(1) 범 지시자 

4 CONCENTRATION 방사능 농도 N 방사능 농도 

5 ERROR_RATE 오차율 N 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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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FSPENT_T SUB 

SYSTEM

사용후 핵연

료 Entity 명 사용후 핵연료 정보

 Entity 정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 발생번호 

2 OCCURE_CD 발생원인 코드 V(10) FK 발생원인 코드 

3 FACILITY_CD 시설 코드 V(10) 시설 코드 

4 FUEL_IND 핵연료 구분 V(1) 핵연료 구분 (G:집합체F:
연료 )

5 F_TYPE_CD 핵연료 유형 코드 V(10) FK 핵연료 유형 코드 

6 F_ARRAY_CD 집합체 배열 코드 V(10) FK 집합체 배열 코드 

7 LOAD_PLANT_CD 장원 원 코드 V(10) FK 장원 원 코드 

8 FIRST_CYCLE 연소주기 V(5) 연소주기 

9 AGG_SIZE 집합체 부피 N 집합체 부피 

10 INIT_ENRICH 기 우라늄 농축도 N 기 우라늄 농축도 

11 URA 잔존 우라늄 N 잔존 우라늄 

12 BURN_AMT 방출 연소도 N 방출 연소도 

13 TOT_AMT 집합체 총질량 N 집합체 총질량 

14 AGG_NUCL_AMT
집합체 내 핵연료 물질 

함량 
N 집합체 내 핵연료 물질 

함량 

15 IN_DT 장 일 DATE 장 일 

16 OUT_DT 인출일 DATE 인출일 

17 HIT_RATE 열발생율 N 열발생율 

18 HIT_MEASURE_DT 열발생율 측정일 DATE 열발생율 측정일 

19 HIT_MEASURE_CD 열발생율 측정방법 V(10) FK 열발생율 측정방법 

20 CONCENTRATION 방사능 농도 N 방사능 농도 

21 CON_MEASURE_DT 방사능 측정일 DATE 방사능 측정일 

22
NUCL_MEASURE_D

T
핵종별 방사능 측정일 DATE 핵종별 방사능 측정일 

23
NUCL_MEASURE_C

D

핵종별 방사능 측정방

법 
V(10) FK 핵종별 방사능 측정방법 

24 SAVE_DT 장일 DATE 장일 

25 DRUM_CD 용기코드 V(10) FK 용기코드 

26 DRUM_NO 드럼넘버 V(16) 드럼넘버 

27 STORAGE_CD 장시설 코드 V(10) FK 장시설 코드 

28 DEFECT_IND 결함여부 V(10) 결함여부 

29 COMMENTS 설명 V(100) 설명 

30 AUDIT_DT 작업일 DATE 작업일 

31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작업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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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GGAS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기체 배출 정보

 Entity 정의 기체 배출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 발생번호 

2 OCCURR_CD 발생원인 코드 V(10) FK 발생원인 코드 

3 FACILITY_CD 발생시설/배기구 V(10) FK 발생시설/배기구 

4 EX_IND 방출원 구분 V(1) 방출원 구분 (연속 ,간 )

5 MANAGER 책임자 V(10) FK 책임자 

6 CLIENT 담당자 V(10) FK 담당자 

7 EX_HOUTS 배출 시간 V(5) 배출 시간 

8 EX_TIMES 배출 횟수 V(5) 배출 횟수 

9 EX_TYPE 배출 유형 V(1) 배출 유형 

10 EXHAUST_AMT 배출량 N 배출량 

11 DISCARD_DT 배출일 DATE 배출일 

12 CONCERNTRATION 방사능농도 N 방사능농도 

13 SAFER 안 리자 V(10) FK 안 리자 

14 MEASURE_CD 측정방법 코드 V(10) FK 측정방법 코드 

15 MEASURE_DT 측정일 DATE 측정일 

16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7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Table 명 WMGLIMIT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기체배출 제한치 정보

 Entity 정의 기체배출 제한치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N PK/FK 시설코드

2 EFFECT_DT 시작일 DATE N PK 제한치 시작 용일

3 EXPIRAT_DT 종료일 DATE N PK 제한치 종료 용리

4 YQ_IND 년간/분기 구분 V(1) 년간 제한치, 분기제한치

5 LIMIT_IND 제한치 구분 V(1) TRU/TS

6 LIMIT_C 제한치 구분 N

 Table 명 WMGNUCLIDE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기체 배출물 핵종 정보

 Entity 정의 기체 배출물 핵종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NUCLIDE_CD 핵종코드 V(10) N PK/FK 핵종코드 

2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FK 발생번호 

3 EX_AMT 배출량 N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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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GRESAREA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소외주민선량 부지 정보

 Entity 정의 소외주민선량 부지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SAREA_CD 부지코드 V(10) N PK 부지코드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부지명 V(50) 부지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GRESFACILITY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피폭경로 시설정보

 Entity 정의 피폭경로 시설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SFACILITY_CD 피폭경로 시설 코드 V(10) N PK 피폭경로 시설 코드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시설명 V(50) 시설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GRESPATH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피폭경로 정보

 Entity 정의 피폭경로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SPATH_CD 피폭경로코드 V(10) N PK 피폭경로코드 

2 WACID_CD WACID_CD V(10) WACID_CD 

3 NAME 경로명 V(50) 경로명 

4 ORD 정렬순  V(2) 정렬순  

 Table 명 WMGSPECAIL_EVENT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기체 배출 특이사항 정보

 Entity 정의 기체 배출 특이사항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EVENT_SEQ 일련번호 V(10) N PK 일련번호 

2 DISCARD_DT 배출일 DATE 배출일 

3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FK 시설코드 

4 EVENT_TEXT 상세내용 V(500) 상세내용 

5 AUDIT_DT 작업일 DATE 작업일 

6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작업자 아이디 

7 S_EVENT_CD 특이사항 코드 V(10) 특이사항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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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GRES_GROUND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소외주민선량평가 부지경계

 Entity 정의 소외주민선량평가 부지경계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EST_DT 평가일 DATE N PK 평가일 

2 PG_IND 개인/집단 구분 V(1) N PK 개인/집단 구분 (P:개인G:
집단)

3 RESPATH_CD 피폭경로코드 V(10) N PK/FK 피폭경로코드 

4 RESFACILITY_CD 피폭경로 시설코드 V(10) N PK/FK 피폭경로 시설코드 

5 AGE_CD 연령코드 V(10) N PK/FK 연령코드 

6 TREVERSE_CD 방 코드 V(10) N PK/FK 방 코드 

7 DOSE_RATE 선량 측정값 N 선량 측정값

8 DOSE_RATE1 유효 선량율 N 유효 선량율 

9 DOSE_RATE2 장기 선량율 1 N 장기 선량율 1

10 DOSE_RATE3 장기 선량율 2 N 장기 선량율 2

11 DOSE_RATE4 장기 선량율 3 N 장기 선량율 3

12 DOSE_RATE5 장기 선량율 4 N 장기 선량율 4

13 DOSE_RATE6 장기 선량율 5 N 장기 선량율 5

14 DOSE_RATE7 장기 선량율 6 N 장기 선량율 6

15 DOSE_RATE8 장기 선량율 7 N 장기 선량율 7

16 DOSE_RATE9 장기 선량율 8 N 장기 선량율 8

17 DOSE_RATE10 장기 선량율 9 N 장기 선량율 9

18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9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Table 명 WMGRES_PPC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소외주민평가 주요인구 집지역 정보

 Entity 정의 소외주민평가 주요인구 집지역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EST_DT 평가일 DATE N PK 평가일 

2 AGE_CD 연령코드 V(10) N PK/FK 연령코드 

3 ORGAN_CD 장기코드 V(10) N PK/FK 장기코드 

4 RESAREA_CD 부지코드 V(10) N PK/FK 부지코드 

5 DOSE_RATE 선량 측정값 N 선량 측정값

6 DOSE_RATE1 유효 선량율 N 유효 선량율 

7 DOSE_RATE2 장기 선량율 1 N 장기 선량율 1

8 DOSE_RATE3 장기 선량율 2 N 장기 선량율 2

9 DOSE_RATE4 장기 선량율 3 N 장기 선량율 3

10 DOSE_RATE5 장기 선량율 4 N 장기 선량율 4

11 DOSE_RATE6 장기 선량율 5 N 장기 선량율 5

12 DOSE_RATE7 장기 선량율 6 N 장기 선량율 6

13 DOSE_RATE8 장기 선량율 7 N 장기 선량율 7

14 DOSE_RATE9 장기 선량율 8 N 장기 선량율 8

15 DOSE_RATE10 장기 선량율 9 N 장기 선량율 9

16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7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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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GSPREAD_T SUB 

SYSTEM
기체 배출물

 Entity 명 기체 유출물 기확산 정보

 Entity 정의 기체 유출물 기확산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EST_DT 평가일 DATE N PK 평가일 

2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N PK/FK 시설코드 

3 RESAREA_CD 부지코드 V(10) N PK/FK 부지코드 

4 TREVERSE_CD 방 코드 V(10) N PK/FK 방 코드 

5 EX_IND 시설/배출구 구분 V(1) 구분 (F:시설,O:배출구)

6 TOWER_CD 기상탑 코드 V(10) N FK 기상탑 코드 

7 XQ XQ N XQ

8 XQD XQD N XQD

9 XQDD XQDD N XQDD

10 DQ DQ N DQ

11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2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Table 명 WMLASPDRUM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아스팔트 고화 드럼 정보

 Entity 정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FK 처리번호 

2 DRUM_SN 아스팔트 드럼 리번호 V(20) N PK 아스팔트 드럼 리번호 

3 DRUM_CD 용기코드 V(10) N 아스팔트 드럼 포장용기

4 FILLING 충진율 N 충진율 

5 STATUS 상태 V(1) 상태 

 Table 명 WMLASPTIME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아스팔트 고화 시간별 정보

 Entity 정의 아스팔트 고화 시간별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FK 처리번호 

2 S_TIME 측정시간 V(5) N PK 측정시간 

3 H_TEMP 열매체유 상부온도 N 열매체유 상부온도 

4 L_TEMP 열매체유 하부온도 N 열매체유 하부온도 

5 P_POINT 침입도 N 침입도 

6 S_POINT 연화  N 연화  

7 D_POINT 신도 N 신도 

8 ASP_FLUX 아스팔트 유량 N 아스팔트 유량 

9 WASTE_FLUX 폐액 유량 N 폐액 유량 

10
EMULSIFING_FLUE

X
계면활성제 유량 N 계면활성제 유량 

11 TREAT_AMT 처리량 N 처리량 

12 CON_AMT 응축액 발생량 N 응축액 발생량 

13 CON_GROSS 응축액 농도 N 응축액 농도 

14 AUDIT_DT 작업일 DATE 작업일 

15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작업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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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LASP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아스팔트 공정 정보

 Entity 정의 아스팔트 공정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 처리번호 

2 BATCH_NO 배치번호 V(10) FK 배치번호 

3 WORK_DT 공정일 DATE 공정일 

4 S_TIME 시작시간 V(5) 시작시간 

5 E_TIME 종료시간 V(5) 종료시간 

6 TOT_GROSS 총방사능 농도 N 총방사능 농도 

7 TREAT_AMT 처리량 N 처리량 

8 SOLID_AMT 고화량 N 고화량 

9 ASPLIQ_AMT 응축액 발생량 N 응축액 발생량 

10 ASPLIQ_GROSS 응축액 농도 N 응축액 농도 

11 STATUS 상태 V(1) 상태 

12 WORKER 작업자 V(100) 작업자 

13 COMMENTS 특기사항 V(100) 특기사항 

14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5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Table 명 WMLBATCHNUCLIDE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배치탱크 핵종 구성 정보

 Entity 정의 배치탱크 핵종 구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BATCH_NO 배치번호 V(10) N PK/FK 배치번호 

2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FK 처리번호 

3 STORAGE_CD 배치탱크코드 V(10) N PK/FK 장고 코드

4 NUCLIDE_CD 핵종코드 V(10) N PK/FK 핵종코드 

5 SCALE_IND 범 지시자 V(1) 범 지시자 

6 CONCENTRATION 방사능 농도 N 방사능 농도 

7 ERROR_RATE 오차율 N 오차율 

 Table 명 WMLBATCHNUCLIDE_TANK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배치 탱크 방사능 정보

 Entity 정의 배치 탱크 방사능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BATCH_NO 배치번호 V(10) N PK/FK 배치번호 

2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FK 처리번호 

3 STORAGE_CD 장시설코드 V(10) N PK/FK 장시설코드 

4 TOT_GROSS 총방사능 농도 N 총방사능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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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LBATCHNUCLIDE_T SUB 

SYSTEM

액체 폐기

물 Entity 명 배치탱크 핵종 구성 정보

 Entity 정의 배치탱크 핵종 구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BATCH_NO 배치번호 V(10) N PK/FK 배치번호 

2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FK 처리번호 

3 STORAGE_CD 배치탱크코드 V(10) N PK/FK 장고 코드

4 NUCLIDE_CD 핵종코드 V(10) N PK/FK 핵종코드 

5 SCALE_IND 범 지시자 V(1) 범 지시자 

6 CONCENTRATION 방사능 농도 N 방사능 농도 

7 ERROR_RATE 오차율 N 오차율 

 Table 명 WMLBATCHNUCLIDE_TANK_T SUB 

SYSTEM

액체 폐기

물 Entity 명 배치 탱크 방사능 정보

 Entity 정의 배치 탱크 방사능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BATCH_NO 배치번호 V(10) N PK/FK 배치번호 

2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FK 처리번호 

3 STORAGE_CD 장시설코드 V(10) N PK/FK 장시설코드 

4 TOT_GROSS 총방사능 농도 N 총방사능 농도 

 Table 명 WMLBATCHTANK_T SUB 

SYSTEM

액체 폐기

물 Entity 명 배치 탱크 정보

 Entity 정의 배치 탱크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BATCH_NO 배치번호 V(10) N PK/FK 배치번호 

2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FK 처리번호 

3 STORAGE_CD 배치탱크코드 V(10) N PK/FK 배치탱크코드 

4 EFFECT_DT 시작일 DATE N 시작일 

5 EXPIRAT_DT 종료일 DATE N 종료일 

6 AMT 폐액량 N 폐액량 

7 SPNET_AMT 폐수지량 N 폐수지량 

8 ETC_AMT 기타폐액량 N 기타폐액량 

9 PH pH N pH 

10 STEM_AMT 스 량 N 스 량 

11 SALT_AMT 염농도 N 염농도 

12 PRE_TREAT_IND 처리 여부 V(1) 처리 여부 

13 CHEMICAL 화학  특성 V(100) 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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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LBATCH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배치 정보

 Entity 정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BATCH_NO 배치번호 V(10) N PK 배치번호 

2 SEQ 일련번호 V(5) N 일련번호 

3 YEAR 배치년도 DATE 배치년도 

4 TREAT_CD 처리구분 V(10) 처리구분 

5 STATUS 상태 V(1) 상태 

 Table 명 WMLEVATIME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증발농축 시간별 정보

 Entity 정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 처리번호 

2 S_TIME 측정시간 V(5) N PK 측정시간 

3 INPUT_AMT 투입량 N 투입량 

4 DW_AMT DW 량 N DW 량 

5 EVA_TEMP 증발기 온도 N 증발기 온도 

6 HEAT_TEMP 가열기 온도 N 가열기 온도 

7 COOL_TEMP 냉각기 온도 N 냉각기 온도 

8 CDS_AMT 농축액 발생량 N 농축액 발생량 

9 CDS_CON 농축액 방사능 농도 N 농축액 방사능 농도 

10 CCT_AMT 응축액 발생량 N 응축액 발생량 

11 CCT_CON 응축액 방사능 농도 N 응축액 방사능 농도 

12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3 AUDIT_ID 작업자 V(10) N 작업자 

 Table 명 WMLEVA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증발농축 공정 일일정보

 Entity 정의 증발농축 공정 일일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 처리번호 

2 BATCH_NO 배치번호 V(10) 배치번호 

3 WORK_DT 운 일 DATE 운 일 

4 S_TIME 시작시간 V(10) 시작시간 

5 E_TIME 종료시간 V(10) 종료시간 

6 STATUS 상태 V(1) 상태 

7 WORKER 작업참여자 V(100) 작업참여자 

8 COMMENTS 특기사항 V(100) 특기사항 

9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0 AUDTI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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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LREQEVO_NUCLIDE_T SUB 

SYSTEM

액체 폐기

물 Entity 명 자연증발시설 의뢰 핵종 정보

 Entity 정의 자연증발시설 의뢰 핵종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Q_NO 의뢰번호 V(10) N PK 의뢰번호 

2 NUCLIDE_CD 핵종코드 V(10) N PK/FK 핵종코드 

3 SCALE_IND 범  지시자 V(1) 범  지시자 

4 CONCENTRATION 방사능 농도 N 방사능 농도 

5 ERROR_RATE 오차율 N 오차율 

6 SEQ 일련번호 V(5) 일련번호 

 Table 명 WMLREQEVO_T SUB 

SYSTEM

액체 폐기

물 Entity 명 자연증발시설 의뢰정보

 Entity 정의 자연증발시설 의뢰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Q_NO 의뢰번호 V(10) N PK 의뢰번호 

2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FK 시설코드 

3 MANAGER 책임자 V(10) FK 책임자 

4 CLIENT 담당자 V(10) FK 담당자 

5 TOT_SIZE 총부피 N 총부피 

6 PH pH N pH 

7 TOT_GROSS 총방사능농도 N 총방사능농도 

8 TOT_GALPHA 총방사능 알  N 총방사능 알  

9 TOT_GBETA 총방사능 베타 N 총방사능 베타 

10 SAFER 안 리자 V(10) FK 안 리자 

11 MEASURE_CD1 선량률 측정방법 V(10) FK 선량률 측정방법 

12 MEASURE_DT1 선량률 측정일 DATE 선량률 측정일 

13 MEASURE_CD2 오염도 측정방법 V(10) FK 오염도 측정방법 

14 MEASURE_DT2 오염도 측정일 DATE 오염도 측정일 

15 MEASURE_CD3 방사능 측정방법 V(10) FK 방사능 측정방법 

16 MEASURE_DT3 방사능 측정일 DATE 방사능 측정일 

17 STATUS 상태 V(1) 상태 

18 REJECT_TXT 반려사유 V(100) 반려사유 

19 REF_COMMENT 기타사항 V(100) 기타사항 

20 WANT_DT 인도희망일 DATE 인도희망일 

21 AUDIT_DT 작업일 DATE 작업일 

22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작업자 아이디 

23 VERIFY_DT 승인일 DATE 승인일 

24 SAVE_DT 장일 DATE 장일 

25 STORAGE_CD 장탱크코드 V(10) 장탱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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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LREQEVO_WASTE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자연증발 처리의뢰 내용물 정보

 Entity 정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Q_NO 의뢰번호 V(10) N PK

2 WASTE_CD 내용물 코드 V(10) N
PK/F

K

3 FC_CD 분류 코드 V(10) FK

4 EXIST_IND 존재여부 V(1)

5 SEQ 일련번호 V(5)

6 SC_CD 분류 코드 V(10)

 Table 명 WMLSOLARCONCER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자연증발 시설 방사성 물질 정보

 Entity 정의 자연증발 시설 방사성 물질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MEASURE_POINT 방사성 물질 구분 V(2) N PK 방사성 물질 구분 

2 MEASURE_DT 측정일 DATE N PK 측정일 

3 CONCERNTRATION 방사능 농도 N 방사능 농도 

4 PH pH N pH 

5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6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Table 명 WMLSOLARNUCLIDE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자연증발시설 방사성 물질 핵종 구성 정보

 Entity 정의 자연증발시설 방사성 물질 핵종 구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MEASURE_DT 측정일 DATE N PK 측정일 

2 NUCLIDE_CD 핵종코드 V(10) N PK 핵종코드 

3 SCALE_IND 범 지시자 V(2) 범 지시자 

4 CONCERNTRATION 방사능 농도 N 방사능 농도 

5 ERROR_RATE 오차율 N 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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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LSOLARTIME_T SUB 

SYSTE

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자연증발 시간별 정보

 Entity 정의 자연증발 시간별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 처리번호 

2 S_TIME 측정시간 V(5) N PK 측정시간 

3 IN_AIR 유입공기 온도 N 유입공기 온도 

4 IN_HUMI 유입공기 습도 N 유입공기 습도 

5 OUT_AIR 배출공기 온도 N 배출공기 온도 

6 OUT_HUMI 배출공기 습도 N 배출공기 습도 

7 AIR_FLOW 공기 유속 N 공기 유속 

8 WASTE_FLOW 폐액 유속 N 폐액 유속 

9 WASTE_TEMP 폐액 온도 N 폐액 온도 

10 TREAT_AMT 처리량 N 처리량 

11 EVA_AMT 증발량 N 증발량 

12 MID_TANK 간 장조 수  N 간 장조 수  

13 SUB_TANK 지하 장조 수  N 지하 장조 수  

14 TOT_GROSS 배기체 방사능 농도 N 배기체 방사능 농도 

15 PAN1 팬1 V(1) 팬가동여부

16 PAN2 팬2 V(1) 팬가동여부

17 PAN3 팬3 V(1) 팬가동여부

18 PAN4 팬4 V(1) 팬가동여부

19 PAN5 팬5 V(1) 팬가동여부

20 PAN6 팬6 V(1) 팬가동여부

21 PAN7 팬7 V(1) 팬가동여부

22 PAN8 팬8 V(1) 팬가동여부

23 PAN9 팬9 V(1) 팬가동여부

24 PAN10 팬10 V(1) 팬가동여부

25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26 AUDIT_ID 작업자 V(10) N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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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LSOLAR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자연증발 일일공정 정보

 Entity 정의 자연증발 일일공정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 처리번호 

2 BATCH_NO 배치번호 V(10) 배치번호 

3 WORK_DT 운 일 DATE 운 일 

4 S_TIME 시작시간 V(5) 시작시간 

5 E_TIME 종료시간 V(5) 종료시간 

6 WORK_SEP 주야구분 V(10) 주야구분 

7 WEATHER 날씨 V(10) 날씨 

8 WORKER 작업참여자 V(100) 작업참여자 

9 STATUS 상태 V(1) 상태 

10 COMMENTS 특기사항 V(100) 특기사항 

11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2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Table 명 WMLTANKNUCLIDE_DETAIL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장탱크 핵종 구성 정보

 Entity 정의 장탱크 핵종 구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TORAGE_CD 장탱크코드 V(10) N PK 장탱크코드 

2 EFFECT_DT 시작일 DATE N PK 시작일 

3 EXPIRAT_DT 종료일 DATE N PK 종료일 

4 NUCLIDE_CD 핵종코드 V(10) N PK 핵종코드 

5 SCALE_IND 범 지시자 V(2) 범 지시자 

6 CONCENTRATION 방사능농도 N 방사능농도 

7 ERROR_RATE 오차율 N 오차율 

 Table 명 WMLTANKNUCLIDE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장탱크 핵종 정보

 Entity 정의 장탱크 핵종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TORAGE_CD 장탱크코드 V(10) N PK 장탱크코드 

2 EFFECT_DT 시작일 DATE N PK 시작일 

3 EXPIRAT_DT 종료일 DATE N PK 종료일 

4 TOT_GROSS 총방사능농도 N 총방사능농도 

5 PH pH N pH 

6 MEASURE_CD 측정방법코드 V(10) 측정방법코드 

7 MEASUER_DT 측정일 DATE 측정일 

8 SAFER 안 리자 V(10) 안 리자 

9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0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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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LTANKSAVE_T SUB 

SYSTEM
액체 폐기물

 Entity 명 장탱크 장 정보

 Entity 정의 장탱크 장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 처리번호 

2 STORAGE_CD 장시설 코드 V(10) N PK 장시설 코드 

3 INPUT_TYPE 수집구분 V(1) 수집구분 

4 AMT 장량 N 장량 

 Table 명 WMRDEVICE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검 장비 정보

 Entity 정의 검 장비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DEVICE_CD 장비코드 V(10) N PK 장비코드 

2 NAME 징비명 V(50) PK 징비명 

 Table 명 WMRDOC_DEVICE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검 문서 장비 정보

 Entity 정의 검 문서 장비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DOC_CD 문서코드 V(10) N PK/FK 문서코드 

2 DEVICE_CD 장비코드 V(10) N PK/FK 장비코드 

 Table 명 WMRDOC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문서 정보

 Entity 정의 문서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DOC_CD 문서코드 V(10) N PK 문서코드 

2 NAME 문서명 V(50) 문서명 

3 CYCLE 검주기 V(5) 검주기 

4 STEP_NO 차서번호 V(10) FK 차서번호 

 Table 명 WMRINSP_RESUALT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정기 검 결과 정보

 Entity 정의 정기 검 결과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INSP_SEQ 검일련번호 V(10) N PK 검일련번호 

2 ITEM_CD 검항목 코드 V(10) N PK/FK 검항목 코드 

3 SEQ 일련번호 V(10) N PK 일련번호 

4 RESUALT 결과 V(20) 결과 

5 YN 정 V(1) 정 

6 DOC_CD 문서코드 V(10) FK 문서코드 



- 133 -

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RINSP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정기 검 정보

 Entity 정의 정기 검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INSP_SEQ 검번호 V(10) N PK 검번호 

2 DOC_CD 문서코드 V(10) FK 문서코드 

3 INSP_NO 검번호 V(5) 검번호 

4 ACTOR 실시자 V(20) 실시자

5 REVIEWER 검토자 V(20) 검토자

6 MASTER 실장 V(20) 실장

7 TANK_NO 탱크번호 V(10) 탱크번호

8 MACHINE_NO 기기번호 V(10) 기기번호

9 PUMP_NO 펌 번호 V(10) 펌 번호

10 INSP_DT 검일 DATE 검일

 Table 명 WMRITEM_LIMIT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검항목 제한치 정보

 Entity 정의 검항목 제한치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EQ 일련번호 V(10) N PK 일련번호 

2 ITEM_CD 검항목 코드 V(10) N PK 검항목 코드 

3 LIMIT 제한치 V(200) 제한치 

4 ERROR_RATE 오차율 V(30) 오차율 

 Table 명 WMRITEM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검항목 정보

 Entity 정의 검항목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ITEM_CD 검항목 코드 V(10) N PK 검항목 코드 

2 P_ITEM_CD 상  검항목 코드 V(10) 상  검항목 코드 

3 DOC_CD 문서코드 V(10) 문서코드 

4 NAME 검항목명 V(200) 검항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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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RMAINTENACE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유지보수 정보

 Entity 정의 유지보수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MAINTENACE_SEQ 유지보수번호 V(10) N PK 유지보수번호 

2 DOC_CD 문서코드 V(10) 문서코드 

3 MACHINE_NO 기기번호 V(10) 기기번호

4 ACTOR 실시자 V(20) 실시자

5 REVIEWER 검토자 V(20) 검토자

6 MASTER 책임자 V(20) 책임자

7 MACHINE_STATUS 기기상태 V(500) 기기상태

8 FALUER_CASE 유지보수 사유 V(500) 유지보수 사유

9 CONTS 내용 V(500) 내용

10 ETC 기타 V(500) 기타

11 MAINTENACE_DT 유지보수일 DATE 유지보수일

 Table 명 WMRREVISE_RESUALT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교정 결과 정보

 Entity 정의 교정 결과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VISE_SEQ 교정번호 V(10) N PK 교정번호 

2 ITEM_CD 검항목 코드 V(10) N PK 검항목 코드 

3 SEQ 일련번호 V(10) N PK 일련번호 

4 OUTPUT 출력 V(1) 출력 

 Table 명 WMRREVISE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교정 정보

 Entity 정의 기록계, 지시계 교정결과 정보를 리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REVISE_SEQ 일련번호 V(10) N PK 일련번호

2 DOC_CD 문서코드 V(10) N FK 문서코드 

3 MACHINE_NO 기기번호 V(10) 기기번호

4 ACTOR 검사자 V(20) 검사자

5 REVISE_DT 교정일 DATE 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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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RSTEP_T SUB 

SYSTEM
문서

 Entity 명 차서 번호 정보

 Entity 정의 차서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TEP_NO 차서 번호 V(10) NN/U PK 차서 번호 

2 NAME 차명 V(50) 차명 

 Table 명 WMSBYPRODUCT_RESULT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자체처분 부산물 결과 정보

 Entity 정의 자체 처분 부산물 발생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BYPRODUCT_CD 부산물 코드 V(10) N PK/FK 부산물 코드 

2 AMT 발생량 N 발생량 

3 SELF_NO 자체처분 계획번호 V(10) N PK/FK 자체처분 계획번호 

4 TREAT_CD 처리코드 V(10) FK 부산물 처리 방법 

 Table 명 WMSBYPRODUCT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자체처분 부산물 발생 상 정보

 Entity 정의 자체 처분 부산물 발생 상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BYPRODUCT_CD 부산물 코드 V(10) N PK/FK 폐기물 코드

2 AMT 발생량 N 발생량 

3 SELF_NO 자체처분 계획번호 V(10) N PK/FK 자체처분 계획번호 

4 TREAT_CD 처리코드 V(10) FK 부산물 처리 방법

 Table 명 WMSDRUMIMAGE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장용기 이미지 정보

 Entity 정의 장 드럼 이미지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IMAGE 이미지 BLOB 이미지 

2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 발생번호 

3 EFFECT_DT 시작일 DATE N PK 시작일 

4 EXPIRAT_DT 종료일 DATE N PK 종료일 

5 FILENAME 일명 V(20)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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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SDRUMSAVE_T SUB 

SYSTEM

고체 폐기

물 Entity 명 드럼 장 정보

 Entity 정의 드럼 장고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 발생번호 

2 EFFECT_DT 시작일 DATE N PK 시작일 

3 EXPIRAT_DT 종료일 DATE N PK 종료일 

4 STORAGE_CD 장시설코드 V(10) FK 장시설코드 

5 SET_NO 재 치 V(20) 재 치 

 Table 명 WMSNUCLIDE_T SUB 

SYSTEM

고체 폐기

물 Entity 명 발생 핵종 정보

 Entity 정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PACKAGE_NO 소포장 정보 V(10) N PK/FK 소포장 정보 

2 NUCLIDE_CD 핵종 코드 V(10) N PK/FK 핵종 코드 

3 SCALE_IND 범  지시자 V(1) 범  지시자 

4 CONCENTRATION 방사능 농도 N 방사능 농도 

5 ERROR_RATE 오차율 N 오차율 

6 SEQ 일련번호 V(5) 일련번호 

7 WASTE_NO 발생 번호 V(10) N PK/FK 발생 번호 

 Table 명 WMSOUTDOORDRUM_T SUB 

SYSTEM

고체 폐기

물 Entity 명 소외 운반 드럼 정보

 Entity 정의 소외 운반 드럼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DRUM_NO 드럼번호 V(10) N PK 드럼번호 

2 OUTDOOR_NO 소외운반번호 V(10) N PK 소외운반번호 

3 DISPOSAL_CD 구 처분장 코드 V(10) FK 구 처분장 코드 

4 DISP_PACK_CD 포장 방법 V(10) FK
구처분 포장 방법 

코드

5 TRANS_CD 운반 코드 V(10) FK 운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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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SOUTDOOR_T SUB 

SYSTEM

고체 폐기

물 Entity 명 소외운반정보

 Entity 정의 소외운반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OUTDOOR_NO 소외운반번호 V(10) N PK 소외운반번호 

2 OUTDOOR_DT 소외운반일 DATE 소외운반일 

3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FK 시설코드 

4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5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Table 명 WMSPACKAGE_T SUB 

SYSTEM

고체 폐기

물 Entity 명 폐기물 소포장 정보

 Entity 정의 발생드럼 소포장 구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PACKAGE_NO 소포장 번호 V(10) N PK 소포장 번호 

2 P_WASTE_NO 상  발생번호 V(10) 상  발생번호 

3 PK_SIZE 소포장 크기 N 소포장 크기 

4 PK_MASS 소포장 량 N 소포장 량 

5 DR_ALPHA 선량률 알  N 선량률 알  

6 DR_BETA 선량률 베타 N 선량률 베타 

7 DR_GAMMA 선량률 감마 N 선량률 감마 

8 TOT_GROSS 총방사능 농도 N 총방사능 농도 

9 G_ALPHA 방사능 농도 알  N 방사능 농도 알  

10 G_BETA 방사능 농도 감마 N 방사능 농도 감마 

11 STATUS 상태 V(5) 장, 처리

12 EXIST_IND 드럼내 존재여부 V(1) 처리로 인한 이동 여부

13 PACKING_IND 포장구분 V(1) 부분, 체 포장 구분

14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FK 발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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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SPROPERTY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방사선 특성 정보

 Entity 정의 발생드럼 방사능  특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UR_DRH 표면 선량률 상 N 표면 선량률 상 

2 SUR_DRM 표면 선량률  N 표면 선량률  

3 SUR_DRL 표면 선량률 하 N 표면 선량률 하 

4 MAX_DR 최  선량률 N 최  선량률 

5 GAP_DR 이격 선량률 N 이격 선량률 

6 CONTAMINATE 표면 오염도 N 표면 오염도 

7 PH pH N pH 

8 TOT_GROSS 총방사능 농도 N 총방사능 농도 

9 TOT_GALPHA 총방사능 농도 알  N 총방사능 농도 알  

10 TOT_GBETA 총방사능 농도 베타 N 총방사능 농도 베타 

11 MEASURE_CD1 선량률 측정방법 V(10) FK 선량률 측정방법 

12 MEASURE_DT1 선량률 측정일 DATE 선량률 측정일 

13 MEASURE_CD2 오염도 측정방법 V(10) FK 오염도 측정방법 

14 MEASURE_DT2 오염도 측정일 DATE 오염도 측정일 

15 MEASURE_CD3 방사능 농도 측정방법 V(10) FK 방사능 농도 측정방법 

16 MEASURE_DT3 방사능 농도 측정일 DATE 방사능 농도 측정일 

17 SAFER 안 리자 V(10) FK 안 리자 

18 TOT_GGAMMA 총방사능농도 감마 N 총방사능농도 감마 

19 REF_COMMENT 특기사항 V(100) 특기사항 

20
CONTAMINATE_B_

G
표면오염도 베타/감마 N 표면오염도 베타/감마 

21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FK 발생번호 

 Table 명 WMSSELFDRUM_RESULT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자체처분 드럼 정보

 Entity 정의 자체처분 드럼 결과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DRUM_NO 드럼번호 V(10) N PK 드럼번호 

2 SELFAGENT_CD 처분 주체 코드 V(10) FK 처분 주체 코드 

3 TREAT_CD 처리 코드 V(10) FK 처리 코드

4 SELFPLACE_CD 자체처분 장소 코드 V(10) FK 자체처분 장소 코드 

5 SELF_NO 자체처분 계획 번호 V(10) N PK 자체처분 계획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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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SSELFDRUM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자체처분 계획 드럼정보

 Entity 정의 자체 처분 계획 드럼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DRUM_NO 드럼번호 V(10) N PK 드럼번호 

2 SELFAGENT_CD 처분 주체 코드 V(10) FK 처분 주체 코드 

3 TREAT_CD 처리코드 V(10) FK 자체처분 처리 방법

4 SELFPLACE_CD 자체처분 장소 코드 V(10) FK 자체처분 장소 코드 

5 SELF_NO 자체처분 계획번호 V(10) N PK 자체처분 계획번호 

 Table 명 WMSSELFPLAN_RESULT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자체 처분 결과 정보

 Entity 정의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ELF_NO 자체처분 계획번호 V(10) NN/U PK 자체처분 계획번호 

2 DOC_NO 문서번호 V(14) 문서번호 

3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FK 시설코드 

4 PLAN_DT 자체처분일 DATE 자체처분일 

5 AUDIT_DT 작업일 DATE NN 작업일 

6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N 작업자 아이디 

 Table 명 WMSSELFPLAN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자체처분 계획 정보

 Entity 정의 자체 처분 게획 정보 리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SELF_NO 자체처분 계획번호 V(10) NN/U PK 자체처분 계획번호 

2 DOC_NO 문서번호 V(14) 문서번호 

3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FK 시설코드 

4 PLAN_DT 자체 처분 계획일 DATE 자체 처분 계획일 

5 AUDIT_DT 작업일 DATE NN 작업일 

6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N 작업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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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SSOLIDITY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고화체 정보

 Entity 정의 고화체 정보 리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COMPRESS_IND 압축성 여부 V(1) 압축성 여부 

2 COMBUSTIBLE_IND 가연성 여부 V(1) 가연성 여부 

3 PYROPHORIC_IND 발화성 여부 V(1) 발화성 여부 

4 EXPLOSION_IND 폭발성 여부 V(1) 폭발성 여부 

5 BY_PRODUCT_IND 부산물 발생 가능성 여부 V(1) 부산물 발생 가능성 여부 

6 EXOTHERNIC_IND 발열반응 여부 V(1) 발열반응 여부 

7 UNIFORMITY_IND 균일성 여부 V(1) 균일성 여부 

8 CORROSIVE_IND 부식성 여부 V(1) 부식성 여부 

9 SEPTICITY_IND 부폐성 물질 함유 여부 V(1) 부폐성 물질 함유 여부 

10 CONTAGIOUS_IND 염성 물질 함유 여부 V(1) 염성 물질 함유 여부 

11 CRITICAL_IND 임계 안정성 여부 V(1) 임계 안정성 여부 

12 INTENSITY 입측 강도 N 입측 강도 

13 INTENSITY_DT 압축 강도 측정일 DATE 압축 강도 측정일 

14
INTENSITY_METH

OD
압축 강도 측정방법 V(10) FK 압축 강도 측정방법 

15 WATER 함수일 N 함수일 

16 LEAKAGE 침출율 N 침출율 

17 LEAKAGE_DT 침출율 측정일 DATE 침출율 측정일 

18
LEAKAGE_METHO

D
침출율 측정방법 V(10) FK 침출율 측정방법 

19 ABSORBENT 액체내 흡수제 첨가량 N 액체내 흡수제 첨가량 

20 DRUM_INNER_GAP 용기내 공극률 N 용기내 공극률 

21 OIL_QUANTITY 기름성분 함량 N 기름성분 함량 

22 FISSILE_MATERIAL 핵분열성 물질 함량 N 핵분열성 물질 함량 

23 FILL_VOLUME 충진재 부피 N 충진재 부피 

24 KILL_RATE 킬 이트제 함량 N 킬 이트제 함량 

25 HIT_RATE 열발생률 N 열발생률 

26 HIT_RATE_DT 열발생률 측정일 DATE 열발생률 측정일 

27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FK 발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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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SSOLID_T SUB 

SYSTEM

고체 폐기

물 Entity 명 폐기물 발생 정보

 Entity 정의 고체, 액체 폐기물 발생 정보를 리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WASTE_NO 발생번호 V(10) NN/U PK 발생번호 

2 PHYS_IND 물리 구분 V(1) 물리 구분 

3 GATHER_IND 수집구분 V(2) 수집구분 

4 DRUM_NO 드럼번호 V(20) 드럼번호 

5 R_DRUM_NO 의뢰기  리번호 V(20) 의뢰기  리번호 

6 BAR_CD 바코드 V(20) 바코드 

7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FK 시설코드 

8 U_FACILITY_CD 인수시설코드 V(10) FK 인수시설코드 

9 OCCURR_CD 발생원인코드 V(10) FK 발생원인코드 

10 GRADE_CD 등 코드 V(10) FK 등 코드 

11 ENV_CD 환경분류 코드 V(10) FK 환경분류 코드 

12 ACTIVE_CD 코드 V(10) FK 코드 

13 DRUM_CD 용기코드 V(10) FK 용기코드 

14 TOT_SIZE 폐기물 부피 N 폐기물 부피 

15 TOT_MASS 폐기물 량 N 폐기물 량 

16 STATUS 상태 V(1)
상태(0:의뢰,1:승인,

2: 장,3:반려,4:처리) 

17
SOLIDSOLUTION_I

ND
고화체 여부 V(1) 고화체 여부 

18 REJECT_TEXT 반려사유 V(99) 반려사유 

19 OCCURR_DT 발생일 DATE 발생일 

20 VERIFY_DT 승인일 DATE 승인일 

21 SAVE_DT 장일 DATE 장일 

22 CREATE_DT 생성일 DATE 생성일 

23 LABEL_IND 방사선 표시 부착여부 V(1) 방사선 표시 부착여부 

24 INSPECT_DT 육안검사일 DATE 육안검사일 

25 INSPECT_IND 육안검사 이상여부 V(1) 육안검사 이상여부 

26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27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28 TENCFR61_CD 10CFR61 코드 V(10) FK 10CFR61 코드 

29 P_WASTE_NO 상  발생번호 V(10) 상  발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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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STREATDRUM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처리 드럼 정보

 Entity 정의 처리 드럼과 처리 시 발생 드럼 포함 계  리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 PK/FK 처리번호 

2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FK 발생번호 

3 TREAT_IND 처리구분 V(1) 처리드럼, 발생드럼 구분

4 TREAT_CD 처리코드 V(10) FK 처리코드 

5 T_WASTE_NO 처리발생번호 V(10) 처리발생번호 

 Table 명 WMSTREAT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고체 처리 정보

 Entity 정의 고체 처리 공정 정보(압축, 재포장, 제염, 시멘트 고화) 리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TREAT_NO 처리번호 V(10) NN/U PK 처리번호 

2 TREAT_DT 처리일 DATE 처리일 

3 STARTING 운 시작시간 V(5) 운 시작시간 

4 ENDING 운 종료시간 V(5) 운 종료시간 

5 FACILITY_CD 시설코드 V(10) FK 시설코드 

6 MANAGER 책임자 V(10) FK 책임자 

7 CLIENT 담당자 V(10) FK 담당자 

8 WORKER 작업참여자 V(100) 작업참여자 

9 COMMENTS 기타 사항 V(100) 기타 사항 

10 AUDIT_DT 작업일 DATE NN 작업일 

11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N 작업자 아이디 

 Table 명 WMSWASTE_T SUB 

SYSTEM
고체 폐기물

 Entity 명 발생 내용물 정보

 Entity 정의 고체, 액체 발생 폐기물 내용물 구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PACKAGE_NO 소포장 번호 V(10) N PK/FK 소포장 번호 

2 WASTE_CD 내용물 코드 V(10) N PK 내용물 코드 

3 FC_CD 분류 코드 V(10) FK 분류 코드 

4 EXIST_IND 존재여부 V(1) 존재여부 

5 SEQ 일련번호 V(5) 일련번호 

6 SC_CD 분류 코드 V(10) FK 분류 코드 

7 WASTE_NO 발생번호 V(10) N PK/FK 발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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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YBARCODE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바코드 정보

 Entity 정의 바코드 자원 리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BARCODE 바코드 V(20) N PK 바코드 생성 번호

2 USE_IND 사용여부 V(1) 사용여부

 Table 명 WMYDISPLAY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사용자 화면설정 정보

 Entity 정의 사용자 화면 설정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U_ID 사용자 아이디 V(10) N PK/FK 사용자 아이디

2 DISPLAY 수치표  구분 V(2)
과학 표기, 일반표기 구

분

3 SKIN SKIN V(2) 화면 이미지 설정

 Table 명 WMYDRUM_NO_HEADER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드럼번호 헤더정보

 Entity 정의 드럼번호 분류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NO1 헤더번호 V(10) N PK 드럼번호 분류 인자

2 S1 드럼번호 형식 구분 V(2) 드럼번호 인자형식

 Table 명 WMYDRUM_NO_M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드럼번호 헤더 생성 정보

 Entity 정의 드럼번호 인자 생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NO2 드럼번호 인자 2 V(5) N PK 장년도

2 NO3 드럼번호 인자 3 V(5) N PK 기타 치(A,B,C)

3 NO1 드럼번호 인자 1 V(10) N PK/FK 드럼번호 분류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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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YDRUM_NO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드럼번호 정보

 Entity 정의 가용드럼번호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NO4 드럼번호 인자4 V(6) 일련번호

2 USE_IND 사용구분 V(1)
사용구분 (E:사용가

능,R: 약,U:사용됨)

3 DN 드럼번호 V(30) NN/U PK 드럼번호 

4 NO2 드럼번호 인자2 V(5) FK 장년도

5 NO3 드럼번호 인자3 V(5) FK 기타 치(A,B,C)

6 NO1 드럼번호 인자1 V(10) FK 드러번호 분류 인자

 Table 명 WMYPI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로그램 정보

 Entity 정의 RAWMIS 로그램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PROG_ID 로그램 아이디 V(20) NN/U PK 로그램 아이디 

2 NAME 로그램명 V(30) 로그램명 

3 MENU_ID 메뉴 아이디 V(20) NN 메뉴 아이디 

4 USE_IND 사용여부 V(1) 사용여부 

5 A_ROLE 시스템 권한 CHAR(1) 시스템 권한 

6 S_ROLE 고체 권한 CHAR(1) 고체 권한 

7 L_ROLE 액체 권한 CHAR(1) 액체 권한 

8 G_ROLE 기체 권한 CHAR(1) 기체 권한 

9 F_ROLE 사용후 핵연료 권한 CHAR(1) 사용후 핵연료 권한 

10 DESCRIPT 설명 V(100) 설명 

11 AUDIT_DT 작업일 DATE NN 작업일 

12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N 작업자 아이디 

13 RS_ROLE 고체 리자 권한 CHAR(1) 고체 리자 권한 

14 RL_ROLE 액체 리자 권한 CHAR(1) 액체 리자 권한 

 Table 명 WMYPRICE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폐기물 처리가 정보

 Entity 정의 의뢰폐기물 처리 단가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PHYS_IND 물리  구분 V(2) NN PK 물리  구분

2 EFFECT_DT 시작일 DATE NN PK 단가 용일 시작일

3 EXPIRAT_DT 종료일 DATE NN PK 단가 용 종료일

4 PRICE 단가 N 단가 (리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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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YUGC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그룹 구성 정보

 Entity 정의 RAWMIS 사용자의 그룹 구성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GP_CD 그룹코드 V(5) NN PK/FK 그룹코드 

2 PROG_ID 로그램 아이디 V(20) NN PK/FK 로그램 아이디 

 Table 명 WMYUG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사용자 그룹 정보

 Entity 정의

RAWMIS 사용자 그룹 정보를 리

-기본 사용자 그룹(시스템 리자, 고체 리자, 액체 리자, 기체 리

자, 핵연료 리자, 고체의뢰자, 액체 의뢰자 그룹)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GP_CD 그룹 코드 V(5) NN PK 그룹 코드 

2 GP_FLAG 그룹 구분 CHAR(1) NN 그룹 구분(기본그룹, 사
용자정의그룹) 

3 NAME 그룹명 V(30) 그룹명 

4 AUDIT_DT 작업일 DATE NN 작업일 

5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N 작업자 아이디 

 Table 명 WMYUNIT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사용자 단  정보

 Entity 정의 RAWMIS 사용자별 표기 단  설정 정보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U_ID 사용자 아이디 V(10) NN PK/FK 사용자 아이디 

2 PHYS_IND 물리  구분 V(1) NN PK 물리  구분 

3 DR 선량률 단 V(5) 선량률 단

4 IR 이격선량률 단 V(5) 이격선량률 단

5 SR 표면선량률 단 V(5) 표면선량률 단

6 CA 표면오염도 단 V(5) 표면오염도 단

7 CN 방사능 농도 단 V(5) 방사능 농도 단

8 GR 총방사능 농도 단 V(5) 총방사능 농도 단

9 SZ 부피 단 V(5) 부피 단

10 MS 량 단 V(5) 량 단

11 P_DR 선량률 환산인자 N 선량률 환산인자

12 P_IR 이격 선량률 환산인자 N 이격 선량률 환산인자

13 P_SR 표면 선량율 환산인자 N 표면 선량율 환산인자

14 P_CA 표면 오염도 환산인자 N 표면 오염도 환산인자

15 P_CN 방사능 농도 환산인자 N 방사능 농도 환산인자

16 P_GR 총방사능 농도 환상인자 N 총방사능 농도 환상인자

17 P_SZ 부피 환산인자 N 부피 환산인자

18 P_MS 량 환산인자 N 량 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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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finition of Database Table(Continued)

 Table 명 WMYUSER_T
SUB 

SYSTEM
시스템

 Entity 명 사용자 정보

 Entity 정의 RAWMIS 사용자 정보 리

No ATTRIBUTE NAME 한 명 TY/LEN NN/U Keys 비       고

1 U_ID 사용자 아이디 V(10) N PK 사용자 아이디 

2 PW 암호 V(20) N 암호 

3 EMP_NO 사원번호 V(10) N 사원번호 

4 GP_CD 그룹코드 V(5) N FK 그룹코드 

5 PW_CHG 암호 변경여부 CHAR(1) N 암호 변경여부 

6 PW_LIMIT 암호 사용제한 CHAR(1) N 암호 사용제한 

7 PW_CREATE 암호 생성일 DATE N 암호 생성일 

8 PW_EXPIRAT 암호 사용 종료일 DATE N 암호 사용 종료일 

9 LOGIN_IND 로그인 여부 CHAR(1) 로그인 여부 

10 ID_USE 계정 사용 여부 CHAR(1) 계정 사용 여부 

11 VISIT_CNT 로그인 횟수 N(9) 로그인 횟수 

12 LAST_VISIT_DT 최종 로그인 일자 DATE 최종 로그인 일자 

13 PW_CHG_FLAG
최  로그인시 암호 변

경 여부 
CHAR(1)

최  로그인시 암호 변

경 여부 

14 P_READ 읽기권한 CHAR(1) N 읽기권한 

15 P_WRITE 쓰기권한 CHAR(1) N 쓰기권한 

16 CREATE_DT 생성일 DATE 생성일 

17 AUDIT_DT 작업일 DATE N 작업일 

18 AUDIT_ID 작업자 아이디 V(10) N 작업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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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schema)

Fig. 3-50. Schema of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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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0. Schema of Database(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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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0. Schema of Database(Continued)

  (4) 코드 정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텍스트를 보여주고 내부

으로는 코드가 장되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는 코드를 호출

해와 텍스트로 재해석해서 출력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데이터를 코드화 하

는  다른 이유는 자료의 정규화를 통해 유사 자료의 난립을 막고, 데이터 

입력 시 키인(key-in) 방식이 아닌 선택하여 입력함으로써 자료입력의 오류

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WACID와의 유기 인 연계를 해 코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코드와 데이터 분류 자료를 참고했으며 분기보고와 같

은 자료 송 시 네트워크 부하 감소와 외부와의 보안 등의 이유로 데이터

를 텍스트 신 코드로 송하는 방안을 과제진도회의에서 의 하에 결정

하 다. 코드는 업무단 별 분류를 통하여 각 업무별로 필요한 사항에 한 

코드의 정의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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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Code for Business Part

시스템 시스템코드 업무영역 업무영역코드

RAWMIS APP

고체 관리
고체 의뢰, 수집, 저장, 처리, 
통계, 리포트

SOL

액체 관리
고체 의뢰, 수집, 저장, 처리, 
통계, 리포트

LIQ

기체 관리 기체 배출 기록 관리, 현황

GAS
소외주민
선량평가

소외선량평가 기록 관리, 현황

사용후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저장기록 관리, 
현황

SPE

문서 점검문서, 유지보수, 교정, 
의뢰서, 일일공정

REP

시스템 시스템 관리, 운영 SYS

기본코드 RAWMIS 코드 관리 BAS

RAWMIS 
PDA

드럼관리 의뢰, 저장드럼 조회, 적재위치 
관리

PDA

증발농축 증발농축 일일 작업 시간별 
측정값 수집

아스팔트 아스팔트 일일 작업 시간별 
측정값 수집

자연증발 자연증발 일일 작업 시간별 
측정값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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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de Definition

코드화그룹 코드화 요소 코드명 비고 WACID

시설유형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F_TY2 *

동위원소 생산시설 F_TY3

조사재시험시설 F_TY1

조사후시험시설 F_TY5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F_TY4 *

기타 원자력 이용 시설 F_TY7 *

실험실 F_TY8

시설명

신월성 원전 1호기 FACI37 ' *

신월성 원전 2호기 FACI38 ' *

하나로 FACI41 *

IMEF FACI42 *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1 FACI48 예비 *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2 FACI49 예비 *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3 FACI50 예비 *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4 FACI51 예비 *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 FACI52 예비 *

RIPF FACI53

PIEF FACI56 *

RWTF (처리,저장) FACI57 *

자연증발 시설 FACI58 *

기타 원자력 이용 시설 FACI59 예비 *

실험실 #1 FACI60

실험실 #2 FACI61

실험실 #3 FACI62

실험실 #4 FACI63

물리적 특성

고체 폐기물 P_PR1 *

액체 폐기물 P_PR2 *

매질에 흡수된 액체폐기물 P_PR3 아스팔트
고화체 *

기체 폐기물 P_PR4 *

환경법상

폐기물분류

생활 폐기물 E_WA1 *

지정 폐기물 E_WA2 폐유 *

지정 폐기물 E_WA3 폐산 *

지정 폐기물 E_WA4 감염성 폐기물 *

건설 폐기물 E_WA5 *

폐기물 준위

극 저 준위 W_AC1

저 준위 W_AC2

중 준위 W_AC3

고 방사성 W_AC4

고 준위 W_A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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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de Definition(Continued)

코드화그룹 코드화 요소 코드명 비고 WACID

폐기물등급

LILW CLAS1

LILW-SL CLAS2

LILW-LL CLAS3

TENORM CLAS4
Technically Enhanced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

NCW CLAS5 Non-Classifie
d Waste

CLASS A CLAS6

CLASS B CLAS7

CLASS C CLAS8

GTCC CLAS9 Greater Then 
Class C

저장시설
제 1 저장고 S_FA34 극.저준,중준위

제 2 저장고 S_FA35 고방사선

액체폐기물

탱크

저준위 탱크 T_FA1 처리시설

중준위 탱크 T_FA2 처리시설

중저준위 탱크 T_FA3 처리시설

준비탱크 T_FA4 처리시설

폐수지 탱크 T_FA5 처리시설

지하 저장조 T_FA6 자연증발

중간 저장조 T_FA7 자연증발

임시 저장 탱크 T_FA8 하나로

용기

폐액 25ℓ CONT23 고밀도
플라스틱 *

Hot cell 폐기물수집용기 50 ℓ CONT27 스테인레스
스틸 *

차폐드럼 200 ℓ CONT28 카본스틸 *

재포장드럼 220 ℓ CONT29 아연도철판 *

폐기물수집용기 200 ℓ CONT30 카본스틸 *

200 리터 드럼 200 ℓ CONT31 Carbon Steel *

200 리터 이중 드럼 200 ℓ CONT32

Carbon Steel + 
LDPE, FRP 

재질의 
Inner드럼  

*

정의되지 않은 용기 - CONTX - *

사용후핵연료
36봉 NF_A1 *

18봉 NF_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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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de Definition(Continued)

코드화그룹 코드화 요소 코드명 비고 WACID

배출구

원자로 굴뚝 OUTL51 *

RIPF/IMEF OUTL53 *

PIEF 배기구 OUTL57 *

RWTF (처리,저장) OUTL58 *

자연증발 시설 OUTL59 *

기상탑

북 N *

북북동 NNE *

북동 NE *

동북동 ENE *

동 E *

동남동 ESE *

남동 SE *

남남동 SSE *

남 S *

남남서 SSW *

남서 SW *

서남서 WSW *

서북서 WNW *

북서 NW *

북북서 NNW *

인체장기

생식선 ORGA1 0.2 *

골수(적색) ORGA2 0.12 *

대장 ORGA3 0.12 *

폐 ORGA4 0.12 *

위 ORGA5 0.12 *

방광 ORGA6 0.05 *

유방 ORGA7 0.05 *

간 ORGA8 0.05 *

식도 ORGA9 0.05 *

갑상선 ORGA10 0.05 *

피부 ORGA11 0.01 *

뼈표면 ORGA12 0.01 *

기타 조직 ORGA13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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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de Definition(Continued)

코드화그룹 코드화 요소 코드명 비고 WACID

기상탑

북 N *

북북동 NNE *

북동 NE *

동북동 ENE *

동 E *

동남동 ESE *

남동 SE *

남남동 SSE *

남 S *

남남서 SSW *

남서 SW *

서남서 WSW *

서북서 WNW *

북서 NW *

북북서 NNW *

발생원인

시설운영 OCCU1 *

환경정비 OCCU2 *

인수 OCCU3 *

해체 OCCU4 *

선원 OCCU5 *

기타 OCCU6 *

차폐체

시멘트 B_CU1 *

콘트리트 B_CU2 *

납 B_CU3 *

기타 B_CU4 *

사용안함 B_CU5 *

측정방법

직접 계측 R_CM1 *

선량률 환산 R_CM2 *

기타 간접 평가 R_CM3 *

드럼번호

제 1 저장고
구역 - 단 - 행 - 

열

중저준위 저장

고

제  2  저장고
X - 구역 - 열 - 

단
고준위 저장고

바코드
XXXXXXXXXXXX

XXXXX

바코드 표준:CODEBAR 

NW-7 (1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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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de Definition(Continued)

코드화그룹 코드화 요소 코드명 비고 WACID

액체처리

자연증발

증발 농축

아스팔트 고화

고체처리

압축 TREA1 *

초고압 압축 TREA3 *

소각 TREA4 *

증발 TREA5 액체(자연증발) *

세탁 TREA6 *

토양 세척 TREA7 *

제염 TREA8 *

건조 TREA9 *

밀집저장 TREA11 *

시멘트 고화 TREA14 *

아스팔트 고화 TREA15 액체 *

유리화

플라즈마
TREA16 *

증발 농축 TREA17 액체

액체이송

배관 T-TY1

차량 T-TY2

기타(용기) T-TY3

핵종분류

입자 N_TY1

불활성 기체 N_TY2

옥소 N_TY3

H-3 N_TY4

카본 N_TY5

사용자

일반 사용자 UG1

관리자 UG2

고체 폐기물 UG3

액체 폐기물 UG4

기체 폐기물 UG5

사용후 핵연료    U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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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de Definition(Continued)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코드명 중분류 코드명 소분류 코드명

가연성 RW1

비닐류 RW101

비닐 RW101_001

타이백_방호복 RW101_002

덧신 RW101_003

호스_편사 RW101_004

일회용가운 RW101_005

비닐장판 RW101_006

호스_비닐 RW101_007

마스크 RW101_008

비닐장갑 RW101_009

비닐통 RW101_010

비닐판 RW101_011

스폰지 RW101_012

면류 RW102

면장갑 RW102_001

작업복 RW102_002

옷 RW102_003

탈지면 RW102_004

증발천 RW102_005

면마스크 RW102_006

섬유 RW102_007

거즈 RW102_008

면가운 RW102_009

헝겊 RW102_010

걸레 RW102_011

붕대 RW102_012

플라스틱류 RW103

플라스틱 RW103_001

PE통_20L~100mL RW103_002

아크릴 RW103_003

PVC_관 RW103_004

플라스틱_통 RW103_005

스치로폴 RW103_006

PE통_압축 RW103_007

플라스틱_병 RW103_008

플라스틱_vial RW103_009

PVC_병 RW103_010

PET_병 RW103_011

PVC_통 RW103_012

아크릴_통 RW103_013

플라스틱_관 RW103_014

PE통_파쇄 RW103_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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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de Definition(Continued)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코드명 중분류 코드명 소분류 코드명

가연성 RW1

고무류 RW104

고무 RW104_001

라텍스 RW104_002

고무호스 RW104_003

고무장갑 RW104_004

수술장갑 RW104_005

고무신 RW104_006

목재류 RW105 목재 RW105_001

종이류 RW106

휴지 RW106_001

종이 RW106_002

제염지 RW106_003

종이필터 RW106_004

신발류 RW107

신발 RW107_001

작업화 RW107_002

방호화 RW107_003

비가연성 RW2

콘크리트류 RW201
콘크리트 RW201_001

시멘트 RW201_002

유리류 RW202

유리 RW202_001

유리병 RW202_002

유리vial RW202_003

전구 RW202_004

유리섬유 RW202_005

시험관 RW202_006

비커 RW202_007

석면류 RW203
단열재 RW203_001

석면 RW203_002

석고류 RW204 석고 RW204_001

필터류 RW205

공기정화필터 RW205_001

액체정화필터 RW205_002

chacol필터 RW205_003

glass 필터 RW205_004

철재류 RW206

철재 RW206_001

밴드 RW206_002

튜브 RW206_003

금속 RW206_004

철재와이어 RW206_005

호일 RW206_006

철사 RW206_007

합금 RW206_008

판넬 RW206_009

철재조각 RW206_010

압출die RW206_011

작업대 RW206_012

철재판 RW206_013

톱날 RW206_014

알루미늄 RW206_015

트레이 RW206_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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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de Definition(Continued)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코드명 중분류 코드명 소분류 코드명

비가연성 RW2

우라늄 RW207

metal RW207_001

감손우라늄 RW207_002

칩 RW207_003

토기류 RW208

흑연 RW208_001

벽돌 RW208_002

알루미나 RW208_003

탄소도가니 RW208_004

베크라이트 RW208_005

아스타일 RW208_006

세라믹 RW208_007

그라인드 RW208_008

폐드럼 RW209

폐드럼_압축200L RW209_001

폐드럼_압축220L RW209_002

폐드럼뚜껑 RW209_003

폐드럼 RW209_004

폐드럼뚜껑_220L RW209_005

차폐납 RW210

납벽돌 RW210_001

납 RW210_002

납판 RW210_003

기타금속류 RW211 전선 RW211_001

수지 RW212 수지 RW212_001

활성탄 RW213 활성탄 RW213_001

토양 RW214 토양 RW214_001

슬러지 RW215 슬러지 RW215_001

유기폐액 RW3 유기폐액 RW301

알콜 RW301_001

연삭폐기액 RW301_002

경유 RW301_003

아세톤 RW301_004

Oil RW301_005

세척액 RW301_006

재생액 RW301_007

무기폐액 RW4 무기폐액 RW401 무기폐액 RW401_001

장반감기핵

종용액
RW5

장반감기핵종

용액
RW501 a 핵종 RW501_001

기타 RW6 기타 RW601 기타 RW601_001

고준위 RW7 고준위 RW701 KEY IN RW701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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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로그램 설계  구축

  (1) 로세스 체계
Table 3-9. Process List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프로세스ID

1. 파일

1.1 로그인 1.1.1 로그인 p.1.1.1

1.2 WACID 
 파일 작성

1.2.1 WACID 포멧 선택(조회) p.1.2.1

1.2.2 파일 생성 p.1.2.2

1.3 사용자 
쿼리 관리

1.3.1 쿼리 조회 p.1.3.1

1.3.2 쿼리 등록 p.1.3.2

1.3.3 쿼리 수정 p.1.3.3

1.3.4 쿼리 삭제 p.1.3.4

1.3.5 SQL 실행

1.4 과거 데이
터 가져오기 1.4.1 데이터 등록 관리

1.4.1.1 파일 포멧 검증 p.1.4.1.1

1.4.1.2 코드변환 p.1.4.1.2

1.4.1.3 등록 p.1.4.1.3

1.4.1.4 취소 p.1.4.1.4

1.5 암호변경 1.5.1 암호변경 p.1.5.1

2. 고체

2.1 고체 폐기
물 의뢰 관리

2.1.1 고체 의뢰 관리

2.1.1.1 고체 의뢰드럼 등록 p.2.1.1.1

2.1.1.2 고체 의뢰드럼 삭제 p.2.1.1.2

2.1.1.3 고체 의뢰드럼 수정 p.2.1.1.3

2.1.1.4 고체 의뢰드럼 조회 p.2.1.1.4

2.1.2 고체 재의뢰 p.2.1.2

2.2 드럼 소포
장 관리

2.2.1 소포장 구성 추가 p.2.2.1

2.2.2 소포장 구성 수정 p.2.2.2

2.2.3 소포장 구성 삭제 p.2.2.3

2.2.4 소포장 구성 조회 p.2.2.4

2.3 고체 폐기
물 수집 관리

2.3.1 고체 수집 관리

2.3.1.1 고체 의뢰드럼 조회 p.2.3.1.1

2.3.1.2 고체 의뢰드럼 승인 p.2.3.1.2

2.3.1.3 고체 의뢰드럼 저장 p.2.3.1.3

2.3.1.4 고체 의뢰드럼 반려 p.2.3.1.4

2.3.1.5 고체 의뢰드럼 수집 취소 p.2.3.1.5

2.3.2 드럼번호 할당 p.2.3.2

2.3.3 드럼번호 재사용 p.2.3.3

2.4 고체 폐기
물 처리 관리

2.4.1 처리 대상드럼 조회

2.4.1.1 드럼번호 조회 p.2.4.1.1

2.4.1.2 내용물/핵종 조회 p.2.4.1.2

2.4.1.3 방사능 특성 조회 p.2.4.1.3

2.4.2 처리 드럼 내용물 이동 p.2.4.2

2.4.3 고체 처리 관리 

2.4.3.1 고체 처리 정보 등록 p.2.4.3.1

2.4.3.1 처리드럼 생성 p.2.4.3.1

2.4.3.1 폐/공드럼 생성 p.2.4.3.1

2.4.3.1 고체 처리 삭제 p.2.4.3.1

2.5 자체처분
시행계획 작성

2.5.1 자체 처분 시행 계획 조회 p.2.5.1

2.5.2 자체 처분 시행 결과 조회 p.2.5.2

2.5.3 시행계획 등록 p.2.5.3

2.5.4 시행드럼 조회

2.5.4.1 드럼번호 조회 p.2.5.4.1

2.5.4.2 핵종/내용물 조회 p.2.5.4.2

2.5.4.3 방사능 특성 조회 p.2.5.4.3

2.5.4.4 발생시설 p.2.5.4.4

2.5.5 시행드럼 추가 p.2.5.5

2.5.6 시행드럼 삭제 p.2.5.6

2.5.7 부산물 추가 p.2.5.7

2.5.8 부산물 삭제 p.2.5.8

2.5.9 시행계획 삭제 p.2.5.9

2.5.10 시행계획 수정 p.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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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rocess List(Continued)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프로세스ID

2. 고체

2.6 자체처분시
행

2.6.1 자체 처분 시행 계획 조회 p.2.6.1

2.6.2 자체 처분 등록 p.2.6.2

2.6.3 자체 처분 대상 드럼 삭제 p.2.6.3

2.6.4 부산물 추가 p.2.6.4

2.6.5 부산물 삭제 p.2.6.5

2.7 영구처분
(소외운반)

2.7.1 영구처분 조회 p.2.7.1

2.7.2 영구처분 대상드럼 조회

2.7.2.1 드럼번호 조회 p.2.7.2.1

2.7.2.2 핵종/내용물 조회 p.2.7.2.2

2.7.2.3 방사능 특성 조회 p.2.7.2.3

2.7.2.4 발생시설 p.2.7.2.4

2.7.3 영구처분 대상드럼 추가 p.2.7.3

2.7.4 영구처분 대상드럼 삭제 p.2.7.4

2.7.5 영구처분 상세 방사능 특성 추가 p.2.7.5

2.7.6 영구처분 등록 p.2.7.6

2.7.7 영구처분 삭제 p.2.7.7

2.7.8 영구처분 수정 p.2.7.8

2.8 드럼정보 
조회

2.8.1 드럼조회

2.8.1.1 드럼번호 조회 p.2.8.1.1

2.8.1.2 핵종/내용물 조회 p.2.8.1.2

2.8.1.3 방사능 특성 조회 p.2.8.1.3

2.8.1.4 발생시설 p.2.8.1.4

2.8.2 드럼 포함이력조회 p.2.8.2

2.8.3 드럼 처리이력조회 p.2.8.3

2.8.4 드럼 이미지 조회 p.2.8.4

2.9 저장 드럼 
리스트

2.9.1 의뢰드럼 조회 p.2.9.1

2.9.2 저장드럼 조회 p.2.9.2

2.9.3 승인드럼 조회 p.2.9.3

2.9.4 반려드럼 조회 p.2.9.4

2.9.5 대분류/중분류/내용물 p.2.9.5

2.9.6 전체 조회 p.2.9.6

2.10 적재위치 
관리

2.10.1 적재위치변경 대상드럼 
조회 p.2.10.1

2.10.2 적재위치변경 p.2.10.2

2.11 고체 발
생/처리 현황

2.11.1 발생처별 발생량 집계 p.2.11.1

2.11.2 년도별 발생량 집계 p.2.11.2

2.11.3 공정별 처리현황 p.2.11.3

2.11.4 내용물 분류별 저장량 
집계 p.2.11.4

2.12 공정일지
2.12.1 처리정보 조회 p.2.12.1

2.12.2 일일작업일지 출력 p.2.12.2

2.13 폐기물 
속성정보 조회 2.13.1 조회 p.2.13.1

2.14 고화체정
보 입력

2.14.1 고화체 정보 등록 p.2.14.1

2.14.2 고화체 정보 조회 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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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rocess List(Continued)

level 1 level 2 level 3 프로세스ID

3. 액체

3.1 액체 단위의뢰 관리

3.1.1 액체 단위 의뢰 드럼 등록 p.3.1.1

3.1.2 액체 단위 의뢰 드럼 삭제 p.3.1.2

3.1.3 액체 단위 의뢰 드럼 수정 p.3.1.3

3.1.4 액체 단위 의뢰 드럼 조회 p.3.1.4

3.1.5 액체 단위 의뢰 드럼 재의뢰 p.3.1.5

3.2 액체 라인의뢰 관리

3.2.1 라인의뢰 등록 p.3.2.1

3.2.2 라인의뢰 삭제 p.3.2.2

3.2.3 라인의뢰 수정 p.3.2.3

3.2.4 라인의뢰 조회 p.3.2.4

3.2.5 라인의뢰 재의뢰 p.3.2.5

3.3 액체 단위수집 관리

3.3.1 의뢰드럼 조회 p.3.3.1

3.3.2 의뢰드럼 승인 p.3.3.2

3.3.3 의뢰드럼 저장 p.3.3.3

3.3.4 의뢰드럼 반려 p.3.3.4

3.3.5 의뢰드럼 승인/저장 취소 p.3.3.5

3.4 액체 라인수집 관리

3.4.1 라인의뢰 조회 p.3.4.1

3.4.2 라인의뢰 승인 p.3.4.2

3.4.3 라인의뢰 저장 p.3.4.3

3.4.4 라인의뢰 반려 p.3.4.4

3.4.5 라인의뢰 승인/저장 취소 p.3.4.5

3.5 증발농축처리

3.5.1 증발농축 배치시작 p.3.5.1

3.5.2 증발농축 배치종료 p.3.5.2

3.5.3 증발농축 일일공정 시작 p.3.5.3

3.5.4 증발농축 일일공정 종료 p.3.5.4

3.5.5 증발농축 일일공정 삭제 p.3.5.5

3.5.6 증발농축 시간별 측정치 추가 p.3.5.6

3.5.7 증발농축 시간별 측정치 삭제 p.3.5.7

3.6 아스팔트고화처리

3.6.1 아스팔트 고화 배치 시작 p.3.6.1

3.6.2 아스팔트 고화 배치 종료 p.3.6.2

3.6.3 아스팔트 일일공정 시작 p.3.6.3

3.6.4 아스팔트 일일공정 종료 p.3.6.4

3.6.5 아스팔트 일일공정 삭제 p.3.6.5

3.6.6 아스팔트 시간별 측정치 추가 p.3.6.6

3.6.7 아스팔트 시간별 측정치 삭제 p.3.6.7

3.7 자연증발처리의뢰

3.7.1 자연증발 처리의뢰 p.3.7.1

3.7.2 자연증발 처리의뢰 삭제 p.3.7.2

3.7.3 자연증발 처리의뢰 수정 p.3.7.3

3.7.1 자연증발 처리 재의뢰 p.3.7.1

3.8 탱크 관리

3.8.1 탱크 수위 보정 p.3.8.1

3.8.2 탱크 구성 핵종 추가 p.3.8.2

3.8.3 탱크 구성 핵종 삭제 p.3.8.3

3.8.4 탱크 구성 핵종 수정 p.3.8.4

3.8.5 탱크 수위 조회 p.3.8.5

3.8.6 탱크 구성 핵종 조회 p.3.8.6

3.9 액체 발생/처리 현황

3.9.1 발생처별 발생량 집계 p.3.9.1

3.9.2 년도별 발생량 집계 p.3.9.2

3.9.3 내용물 분류별 발생량 집계 p.3.9.3

3.9.4 공정별 처리현황 p.3.9.4

3.10 증발농축공정일지
3.10.1 증발농축 작업정보 조회 p.3.10.1

3.10.2 증발농축 적업일지 출력 p.3.10.2

3.11 아스팔트고화공정일
지

3.11.1 아스팔트 고화 작업정보 조회 p.3.11.1

3.11.2 아스팔트 고화 작업일지 출력 p.3.11.2

3.12 자연증발공정일지 3.12.1 자연증발 작업정보 조회 p.3.12.1

3.12.2 자연증발 작업일지 출력 p.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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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rocess List(Continued)

level 1 level 2 level 3 프로세스ID

4. 자연
    증발

4.1 자연증발처리의뢰수집

4.1.1 자연증발 처리의뢰 승인 p.4.1.1

4.1.2 자연증발 처리의뢰 저장 p.4.1.2

4.1.3 자연증발 처리의뢰 반려 p.4.1.3

4.1.4 자연즈알 처리 승인저장 취소 p.4.1.4

4.2 자연증발 처리

4.2.1 자연증발 배치 시작 p.4.2.1

4.2.2 자연증발 배치 종료 p.4.2.2

4.2.3 자연증발 일일공정 시작 p.4.2.3

4.2.4 자연증발 일일공정 종료 p.4.2.4

4.2.5 자연증발 일일공정 삭제 p.4.2.5

4.2.6 자연증발 시간별 측정치 추가 p.4.2.6

4.2.7 자연증발 시간별 측정치 삭제 p.4.2.7

4.3 B 시설이송

4.3.1 B 시설 이송 등록 p.4.3.1

4.3.2 B 시설 이송 수정 p.4.3.2

4.3.3 B 시설 이송 삭제 p.4.3.3

4.4 자연증발 방사능 물질 정보

4.4.1 물질 정보 추가 p.4.4.1

4.4.2 물질 정보 삭제 p.4.4.2

4.4.3 물질 정보 수정 p.4.4.3

4.4.4 물질 정보 조회 p.4.4.4

4.5 자연증발시설 방출 현황 4.5.1자연증발 방출 현황 p.4.5.1

5. 기체

5.1 기체 배출 관리

5.1.1 기체 배출 등록 p.5.1.1

5.1.2 기체 배출 수정 p.5.1.2

5.1.3 기체 배출 삭제 p.5.1.3

5.1.4 기체 배출 조회 p.5.1.4

5.2 기체 배출 현황
5.2.1 시설별/배기구별  발생현황 p.5.2.1

5.2.2 년도별 발생현황 p.5.2.2

6. 사용후  
    핵연료

6.1 사용후 핵연료 관리

6.1.1 사용후 핵연료 등록 p.6.1.1

6.1.2 사용후 핵연료 삭제 p.6.1.2

6.1.3 사용후 핵연료 수정 p.6.1.3

6.1.4 사용후 핵연료 조회 p.6.1.4

6.2 사용후 핵연료 현황
6.2.1 시설별 발생현황 p.6.2.1

6.2.2 년도별 발생현황 p.6.2.2

7. 소외
   주민
   선량
   평가

7.1  소외주민 선량평가

7.1.1 소외주민선량평가 등록 p.7.1.1

7.1.2 소외주민선량평가 수정 p.7.1.2

7.1.3 소외주민선량평가 삭제 p.7.1.3

7.1.4 소외주민선량평가 조회 p.7.1.4

7.2 기체 유출물 대기확산인자 관
리

7.2.1 기체유출물 대기확산인자 등록 p.7.2.1

7.2.2 기체 유출물 대기확산인자 수정 p.7.2.2

7.2.4 기체 유출물 대기확산인자 삭제 p.7.2.4

7.2.1 기체 유출물 대기확산인자 조회 p.7.2.1

7.3 기체 유출물 특기사항

7.3.1 기체 유출물 특기사항 등록 p.7.3.1

7.3.2 기체 유출물 특기사항 수정 p.7.3.2

7.3.3 기체 유출물 특기사항 삭제 p.7.3.3

7.3.4 기체 유출물 특기사항 조회 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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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rocess List(Continued)

level 1 level 2 level 3 프로세스ID

8. 문서

8.1 관리의뢰서

8.1.1 관리의뢰 조회 p.8.1.1

8.1.2 관리의뢰서 작성 p.8.1.2

8.1.3 폐기물 기록계 작성 p.8.1.3

8.1.4 상세 기록표 작성 p.8.1.4

8.1.5 통보계 작성 p.8.1.5

8.2 점검결과서

8.2.1 점검 결과 조회 p.8.2.1

8.2.2 점검 결과 등록 p.8.2.2

8.2.3 점검 결과 삭제 p.8.2.3

8.2.4 점검 결과 수정 p.8.2.4

8.2.5 점검 항목 구성 p.8.2.5

8.3 유지보수 결과서

8.3.1 유지보수 결과서 조회 p.8.3.1

8.3.2 유지보수 결과서 등록 p.8.3.2

8.3.3 유지보수 결과서 수정 p.8.3.3

8.3.4 유지보수 결과서 삭제 p.8.3.4

8.4 교정 결과서 

8.4.1 교정 결과서 조회 p.8.4.1

8.4.2 교정 결과서 등록 p.8.4.2

8.4.3 교정 결과서 삭제 p.8.4.3

8.4.4 교정 결과서 수정 p.8.4.4

8.4.5 교정 항목 구성 p.8.4.5

8.5 탱크 저장기록 8.5.1 탱크 저장기록 p.8.5.1

8.6 고화체 시험기록 8.6.1 고화체 시험기록 p.8.6.1

8.7 폐이온 교환수지 저장기록 8.7.1 폐이온 교환수지 저장기록 p.8.7.1

8.8 아스팔트 고화체 8.8.1 아스팔트 고화체 p.8.8.1

8.9 고화체 관리현황 8.9.1 고화체 관리현황 p.8.9.1

9. 기본
정보

9.1 사용자 관리

9.1.1 사용자 추가 p.9.1.1

9.1.2 사원정보 조회 p.9.1.2

9.1.3 그룹 부여 p.9.1.3

9.1.4 사용자 수정 p.9.1.4

9.1.5 사용자 삭제 p.9.1.5

9.1.6 사용자 조회 p.9.1.6

9.2 프로그램 관리

9.2.1 프로그램 추가 p.9.2.1

9.2.2 프로그램 삭제 p.9.2.2

9.2.3 프로그램 수정 p.9.2.3

9.2.4 프로그램 조회 p.9.2.4

9.3 사원 관리

9.3.1 사원 추가 p.9.3.1

9.3.2 사원 삭제 p.9.3.2

9.3.3 사원 정보 수정 p.9.3.1

9.3.4 사원 조회 p.9.3.2

9.3.5 사원 역할 추가 p.9.3.3

9.3.6 사원 역할 삭제 p.9.3.4

9.3.7 사원 역할 수정 p.9.3.5

9.3.8 사원 역할 조회 p.9.3.6

9.4 핵종 관리

9.4.1 핵종 추가 p.9.4.1

9.4.2 핵종 삭제 p.9.4.2

9.4.3 핵종 수정 p.9.4.3

9.4.4 핵종 조회 p.9.4.4

9.5 내용물 관리

9.5.1 내용물 추가 p.9.5.1

9.5.2 내용물 삭제 p.9.5.2

9.5.3 내용물 수정 p.9.5.3

9.5.4 내용물 조회 p.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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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rocess List(Continued)

level 1 level 2 level 3 프로세스ID

9. 기본
  정보

9.6 발생처 관리

9.6.1 발생처 추가 p.9.6.1

9.6.2 발생처 삭제 p.9.6.2

9.6.3 발생처 수정 p.9.6.3

9.6.4 밸생처 조회 p.9.6.4

9.7 저장고 관리

9.7.1 저장고 추가 p.9.7.1

9.7.2 저장고 삭제 p.9.7.2

9.7.3 저장고 수정 p.9.7.3

9.7.4 저장고 조회 p.9.7.4

9.8 탱크 관리

9.8.1 탱크 추가 p.9.8.1

9.8.2 탱크 삭제 p.9.8.2

9.8.3 탱크 수정 p.9.8.3

9.8.4 탱크 조회 p.9.8.4

9.9 포장용기 관리

9.9.1 포장용기 추가 p.9.9.1

9.9.2 포장용기 삭제 p.9.9.2

9.9.3 포장용기 수정 p.9.9.3

9.9.4 포장용기 조회 p.9.9.4

9.10 포장용기 이미지 관리

9.10.1 포장용기 이미지 추가 p.9.10.1

9.10.2 포장용기 이미지 삭제 p.9.10.2

9.10.3 포장용기 이미지 수정 p.9.10.3

9.10.4 포장용기 이미지 조회 p.9.10.4

9.11 공통코드 관리

9.11.1 공통코드 추가 p.9.11.1

9.11.2 공통코드 삭제 p.9.11.2

9.11.3 공통코드 수정 p.9.11.3

9.11.4 공통코드 조회 p.9.11.4

9.12 관리문서 

9.12.1 문서 추가 p.9.12.1

9.12.2 문서 삭제 p.9.12.2

9.12.3 문서 등록 p.9.12.3

9.12.4 문서 조회 p.9.12.4

9.13 절자서 점검항목 관리

9.13.1 점검항목 추가 p.9.13.1

9.13.2 점검항목 삭제 p.9.13.2

9.13.3 점검항목 수정 p.9.13.3

9.13.4 점검항목 조회 p.9.13.4

9.14 바코드 관리

9.14.1 바코드 생성 p.9.14.1

9.14.2 바코드 삭제 p.9.14.2

9.14.3 바코드 조회 p.9.14.3

9.15 드럼번호 관리
9.15.1 가용드럼번호 생성 p.9.15.1

9.15.2 가용드럼번호 삭제 p.9.15.2

9.16 사용자 단위 관리

9.16.1 고체 단위 설정 p.9.16.1

9.16.2 액체 단위 설정 p.9.16.2

9.16.3 기체 단위 설정 p.9.16.3

9.16.4 사용후 핵연료 단위 설정 p.9.16.4

9.17 폐기물 처리단가 관리

9.17.1 폐기물 처리단가 등록 p.9.17.1

9.17.2 폐기물 처리단가 수정 p.9.17.2

9.17.3 폐기물 처리단가 삭제 p.9.17.3

9.18 표기 형식 설정 9.18.1 측정치 표기 형식 설정 p.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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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rocess List(Continued)

level 1 level 2 level 3 프로세스ID

10. 시스템 

10.1 핵종 구성 관리

10.1.1 드럼 핵종 구성 조회 p.10.1.1

10.1.2 드럼 핵종 구성 추가 p.10.1.2

10.1.3 드럼 핵종 구성 삭제 p.10.1.3

10.1.4 드럼 핵종 구성 수정 p.10.1.4

10.2 내용물 구성 관리

10.2.1 드럼 내용물 구성 조회 p.10.2.1

10.2.2 드럼 내용물 구성 추가 p.10.2.2

10.2.3 드럼 내용물 구성 삭제 p.10.2.3

10.2.4 드럼 내용물 구성 수정 p.10.2.4

10.3 기타 발생처 추가 10.3.1 기타 발생처 추가 p.10.3.1

10.4 기타 발생원인 추가 10.4.1 기타 발생원인 추가 p.10.4.1

10.5 의뢰 계정 관리

10.5.1 의뢰계정 조회 p.10.5.1

10.5.2 의뢰계정 추가 p.10.5.2

10.5.3 의뢰계정 삭제 p.10.5.3

10.5.4 의뢰계정 수정 p.10.5.4

10.6 사용자 그룹 관리

10.6.1 사용자 그룹 생성 p.10.6.1

10.6.2 사용자 그룹 삭제 p.10.6.2

10.6.3 그룹별 프로그램 설정 p.10.6.3

10.6.4 그룹별 프로그램 수정 p.10.6.4

10.7 가용 드럼번호 관리
10.7.1 가용번호 조회 p.10.7.1

10.7.2 가용번호 예약 p.10.7.2

10.8 바코드 출력

10.8.1 대상드럼 조회 p.10.8.1

10.8.2 바코드 부여 p.10.8.2

10.8.3 바코드 출력 p.10.8.3

10.9 사용자별 메뉴 구성 10.9.1 사용자별 메뉴 구성 p.10.9.1

10.10 저장드럼 이미지 관리

10.10.1 이미지 추가 p.10.10.1

10.10.2 이미지 삭제 p.10.10.2

10.10.3 이미지 수정 p.10.10.3

10.10.4 이미지 조회 p.10.10.4

10.11 도면 관리 

10.11.1 도면등록 p.10.11.1

10.11.2 도면삭제 p.10.11.2

10.11.3 도면수정 p.10.11.3

10.11.4 도면조회 p.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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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세스명세서

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고체 폐기물 리포트

프로세스 번호 프로세스 명칭 방사성 폐기물 발생현황(년도)

관련 화면/보고서 ID SOL_050_CO

INPUT OUTPUT

엔터티 데이터 항목 엔터티/보고서 데이터 항목

SOLID_WASTE_T SOLID_WASTE_T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 고체 폐기물의 년도별 발상현황을 폐기물 분류별로 집계한다. 

2. Business Rule

1) 집계 단위는 발생한 폐기물 부피를 기준으로 하며, 200L로 환산한다. 

1. ex) 2000년도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2350 L 일 때 발생량은 => 

2350/200 = 11.75

2) 폐기물 대분류 기준은 Keari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3. 개념설명

1) 조회

1. 조회 조건은 발생년도별 From - To

2. SOLID_WASTE_T에서 수집구분이 '일반수집' 이고, 종료일이 '9999/12/31'

인 것을 발생폐기물로 본다. 

3. 조회 항목                                                                       (단위 : 

200L)

           

발생년도 가연성 비가연성 …… 계

1999

2002

계

2) 출력

1. 프린터로 출력한다. 

3) Export To Excel

1. MS-EXCEL 폼으로 데이터를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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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고체 폐기물 리포트

프로세스 번호 프로세스 명칭 방사성 폐기물 발생현황(월별)

관련 화면/보고서 ID SOL_050_CO

INPUT OUTPUT

엔터티 데이터 항목 엔터티/보고서 데이터 항목

SOLID_WASTE_T SOLID_WASTE_T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고체 폐기물의 월별 발상현황을 폐기물 분류별로 집계한다. 

2. Business Rule

1)집계 단위는 발생한 폐기물 부피를 기준으로 하며, 200L로 환산한다. 

1. ex) 2000년도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2350 L 일 때 발생량은 => 

2350/200 = 11.75

2)폐기물 대분류 기준은 Kaeri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3. 개념설명

1)조회

1. 조회 조건은 발생년도 and 발생 월 From  To

2. SOLID_WASTE_T에서 수집구분이 '일반수집' 이고, 종료일이 '9999/12/31'

인 것을 발생폐기물로 본다. 

3. 조회 항목 

(단위 : 200L)

발생 년/월 가연성 비가연성 …… 계

2002년

1월

2월

3월

계

2) 출력

1. 프린터로 출력한다. 

3) Export To Excel

1. MS-EXCEL 폼으로 데이터를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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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기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번호 프로세스 명칭 기체 폐기물 조회,등록,수정

관련 화면/보고서 ID GAS_001_CO

INPUT OUTPUT

엔터티 데이터 항목 엔터티/보고서 데이터 항목

GAS_WASTE_T
(기체폐기물정보)
EMP_T
(사원정보)
FACLILTY_T
(시설코드)

ALL

GAS_WASTE_T
(기체폐기물정보)
EMP_T
(사원정보)
FACLILTY_T
(시설코드)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기체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 실적을 관리한다.  

2. Business Rule
1)기체 폐기물 관리번호는 10자리 일련번호 이다. 
2)부서코드는 5자리로 정의한다. 
3)사원번호는 10자리로 정의한다. 
4)폐기물에 관련된 수치는 SI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한다. 
5)조회 시 필요에 따라 과학용 표기법으로 표시한다. 

3. 개념설명
1)조회

1. 조회조건 : 발생년도 From ~ 발생년도 To , 발생부서(All)
2. 정렬 :  발생부서, 발생월, 발생일순 정렬
3. 최종 유효한 데이터는 종료일(expirat_dt) 이 '99991231' 인 것으로 판단한다. 
4. 조회 항목 :  배출일자, 부서명, 시설명, 배출량, 방사능, 방사능 농도, 불활성기체 포

함, 옥소포함량, 삼중수소 포함량,  작업일, 작업자

2)입력
1. 신규 입력 시 오라클 시퀀스(GAS_WASTE_NO) 사용하여 일련번호로 사용한다. (자

동입력)
2. 필수입력항목을 검사한다. 
3. 입력항목의 수치는 double형으로 입력한다. 
4. 날짜 입력 시 날짜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5. 신규 테이터에 대한 유효시작일(effect_dt)은 작업한 날짜(sysdate) 시, 분, 초 까지 

이며, 유효종료일(expirat_dt)은 '99991231'로 한다. 
6. 작업일(sysdate), 작업자는 로인한 유저 아이디(p_userid)
7. 입력순서는 좌우상하를 기본으로 하며, TAB ORDER를 정하여 입력의 편리성을 제

공한다. 

3)수정 
1. 기체 폐기물 번호를 수정 조회 조건으로 사용하며, 기체 폐기물 번호는 수정할 수 없

다. 
2.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조회 후 조회한 데이터의 종료일(expirat_dt)을 시,분,초 

포함한 현재일(sysdate)로 변경하고, 현재의 변경한 기체 폐기물 번호를 변경한 내
용을 적용하여 종료일이 99991231 인 레코드를 새로 추가한다. 

3. 작업일(sysdate), 작업자는 로그인한 유저 아이디(p_userid)
4. FileName :  GAS002.xls

4. 특기사항
1)단위

1. 배출방사능 : Bq
2. 배출방사능 농도: Bq/m3

3. 기체 유출물 체적 : m3

4. 날짜 포멧(yyyy/mm/dd)

5. 수치 정렬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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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기체 폐기물 발생현황

프로세스 번호 프로세스 명칭 기체 폐기물 발생현황

관련 화면/보고서 ID GAS_002_CO

INPUT OUTPUT

엔터티 데이터 항목 엔터티/보고서 데이터 항목

GAS_WASTE_T

(기체폐기물정보)

EMP_T

(사원정보)

FACLILTY_T

(시설코드)

ALL

GAS_WASTE_T

(기체폐기물정보)

EMP_T

(사원정보)

FACLILTY_T

(시설코드)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기체폐기물 발생에 대한 보고서를 조회 출력한다.  

2. Business Rule

3. 개념설명

1)조회

1. 조회조건 : 발생년도 From ~ 발생년도 To  AND 발생부서

2. 배출일을 기준으로 분기별 집계와 평균, 최고치, 합계를 발생부서별로 조회한다. 

3. 평균 : 분기 중 평균( 발생량 / 3)

4. 최고 : 분기 중 발생한 방사능, 농도의 최고치

5. 합계 : 분기 중 발생한 방사능, 농도의 합

6. 출력 형식                 

1/ 4분기 2/4 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평균 최고 합계 " " "

2001년

배출방사능 Bq

방사능농도 Bq/m3

체적 m3

2002년

배출방사능 Bq

방사능농도 Bq/m3

체적 m3

2)출력

1. 조회한 결과를 프린터로 출력한다. 

3)Export To MS Excel

1. 조회한 결과를 MS Excel로 Export 한다. 

2. FileName :  GAS00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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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사용후 핵연료 발생실적

프로세스 번호 프로세스 명칭 사용후 핵연료 발생실적

관련 화면/보고서 ID SPM_002_CO/PKG_SPM002

INPUT OUTPUT

엔터티 데이터 항목 엔터티/보고서 데이터 항목

SPENT _WASTE_T

(사용핵폐기물정보)

EMP_T

(사원정보)

FACLILTY_T

(시설코드)

ALL

SPENT_WASTE_T

(사용핵폐기물정보)

EMP_T

(사원정보)

FACLILTY_T

(시설코드)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발생에 대한 분기별 자료를 집계하고 출력 한다. 

2. Business Rule

3. 개념설명

1)조회

1. 조회조건 : 발생년도 From ~ 발생년도 To 

2. 저장일을 기준으로 분기별 집계와 총 누적량을 조회한다. 

3. 출력 형식                                                                  단위(다발/톤)

1분기 발생량 2분기 발생량 3분기 발생량 4분기 발생량 누적량

1999년 2/2 2/2 2/2 2/2 8/8

2000년 1/1 1/1 1/1 1/1 4/4

2001년 2/2 2/2 4/4

총 누적량 16/16 

2)출력

1. 조회한 결과를 프린터로 프린트 한다. 

3)Export to MS Excel

1. 조회한 결과를 MS Excel로  Export 한다. 

2. Filename : SPM00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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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사용 후 핵연료 관리

프로세스 번호 프로세스 명칭 사용 후 핵연료 조회,등록,수정

관련 화면/보고서 ID SPM_001_CO

INPUT OUTPUT

엔터티 데이터 항목 엔터티/보고서 데이터 항목

SPENT _WASTE_T

(기체폐기물정보)

EMP_T

(사원정보)

FACLILTY_T

(시설코드)

ALL

SPENT_WASTE_T

(사용핵폐기물정보)

EMP_T

(사원정보)

FACLILTY_T

(시설코드)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사용 후 핵연료 발생에 대한 처리 실적을 관리한다. 

2. Business Rule
1)사용 후 핵연료 관리 번호는 10자리 일련번호 이다. 
2)부서코드는 5자리로 정의한다.
3)사원번호는 10자리로 정의한다.
4)관련된 수치는 SI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한다.
5)조회 시 필요에 따라 과학용 표기법으로 표시한다.

3. 개념설명
1)조회

1. 조회조건 : 발생년도 From ~ 발생년도 To AND 발생부서(all)
2. 정렬 : 발생부서, 발생월, 발생일 정렬. 
3. 최종 유효한 데이터는 종료일(EXPIRAT_DT)이 '9991231' 인 것으로 판단한다. 
4. 조회 항목 : 발생일, 부서명, 시설명, 유형, 연소도, 무게, 초기농축도, 중성자 조사량,

우라늄 함량, 다발수, 톤, 작업일, 작업자

2)입력
1. 신규 입력 시 오라클 시퀀스(SPENT_WASTE_NO) 사용하여 일련번호로 사용한다. 

(자동입력)
2. 필수입력항목을 검사한다. 
3. 입력항목의 수치는 Double형으로 입력한다. 
4. 날짜 입력 시 날짜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5. 신규 데이터에 대한 유효시작일(EFFECT_DT)은 작업한 날짜(SYSDATE) 시,분,초까

지 이며, 유효종료일(EXPIRAT_DT)은 '99991231'로 한다.  
6. 작업일(SYSDATE), 작업자는 로그인한 유저 아이디(P_USERID)임.
7. 입력순서는 좌우상하를 기본으로 하며, TAB ORDER를 정하여 입력의 편리성을 제공

한다. 

3)수정
1. 사용 후 핵연료 번호를 수정 조회 조건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 핵연료  번호는 수정할 

수 없다. 
2.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조회 후 조회한 데이터의 종료일(EXPIRAT_DT)을 시,분,

초 포함한 현제일(SYSDATE)로 변경 하고 현제의 변경한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번
호로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종료일이 '99991231'인 레코드를 추가한다. 

3. 작업일(SYSDATE), 작업자는 로그인한 유저 아이디(P_USERID)임.

4. 특기사항

1. 수치 정렬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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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액체 폐기물 의뢰

프로세스 번호 p.3.1 프로세스 명칭 액체 폐기물 단위 의뢰

관련 화면/보고서 ID 단위 의뢰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FACILITY_T
WMBOCCURR_T
WMBDRUM_T
WMBEMP_T
WMBMEASURE_T
WMBNUCLIDE_T
WMBWASTE_T
WMBREQ_T
WMBACC_T
WMSSOLID_T
WMBREQDRUM_T
WMSPACKAGE_T
WMSNUCLIDE_T
WMSWASTE_T

부서 정보
발생원인 정보
용기 정보
사원 정보
측정방법 정보
핵종 정보
폐기물 정보
의뢰번호
계정정보
의뢰 마스터 정보
의뢰, 폐기번호
소포장 정보
액체폐기물 핵종 정보
액체폐기물 폐기물 정보

WMBREQ_T
WMBACC_T
WMSSOLID_T
WMBREQDRUM_T
WMSPACKAGE_T
WMSNUCLIDE_T
WMSWASTE_T

의뢰번호
계정정보
의뢰 마스터 정보
의뢰, 폐기번호
소포장 정보
액체폐기물 핵종 정보
액체폐기물 폐기물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RAWMIS 발생시설에서 액체 폐기물 중 준위가 높은 유기폐액을 의뢰시 사용하는 프로그램

으로 폐기물 의뢰정보를 생성, 변경,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3.1.1 단위의뢰 등

록/ 3.1.2 단위의뢰 삭제/ 3.1.3 단위의뢰 수정/ 3.1.4 단위의뢰 조회/ 3.1.5 단위의뢰 재

의뢰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있다.

2. Business Rule

1)의뢰정보 한 건에 다수의 폐기물 정보를 의뢰할 수 있다.

2)외뢰정보는 최소 1개의 계정정보, 소포장, 핵종, 내용물정보를 가져야 한다.

3)액체 처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전체 발생부서의 의뢰 목록을 조회 할 수 있다.

4)폐기물 의뢰자는 본인 의뢰 목록만 조회 할 수 있다.

5)단위를 사용하는 항목 값은 최소 단위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며, 화면출력은 단위를 환산 

후 출력한다.

6)표면선량률, 최대선량률, 표면오염도는 값이 없을 때 "ND" 화면출력하고, 총방사능농도, 전

알파방사능농도, 전베타방사능농도는 값이 없을 때 "BKG" 화면 출력한다.

7)폐기물 준위는 총방사능 농도값에 의해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출력된다.

8)폐기물상태가 "승인, 저장, 처리" 일때는 수정, 삭제 할 수 없다.

9)발생처에 속한 책임자, 담당자만 나타나야 한다.

3. 주요 처리사항

1)단위의뢰 등록(P. 3.1.1)

1. 필수 입력항목 검사(공통모듈 참조) 

l.필수 입력 항목 : 의뢰정보, 계정정보, 소포장, 핵종, 폐기물, 안전관리, 드럼정보

(발생일자, 발생원인, 폐기물부피, PH, 수집용기, 표면선량률, 최대선량률, 표

면오염도, 총방사능농도)

2. 입력하려는 폐기물정보의 의뢰정보 여부 검사

3. 계정정보 부피보다 의뢰정보 부피가 초과되는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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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액체 폐기물 의뢰

프로세스 번호 p.3.1 프로세스 명칭 액체 폐기물 단위 의뢰

관련 화면/보고서 ID 단위 의뢰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5. 의뢰 폐기물 정보 INSERT(다중)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6. 소포장정보, 핵종정보, 폐기물 정보 테이블에 추가(단일)

7. 추가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1.4)

2)단위의뢰 삭제(P. 3.1.2)

1. 등록된 의뢰정보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폐기물상태가 "승인, 저장, 처리" 인지 검사

3. 의뢰 폐기물 정보 테이블에서 선택된 폐기물정보를 삭제(다중)

4. 의뢰 정보, 계정 정보 테이블에서 선택된 의뢰 정보 삭제(단일)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5.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1.4)

3)단위의뢰 수정(P. 3.1.3)

1. 등록된 의뢰정보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폐기물상태가 "승인, 저장, 처리" 인지 검사

3. 의뢰정보, 계정정보 테이블 수정(단일)

4. 폐기물 정보 테이블 수정(다중)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5.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1.4)

4)단위의뢰 조회(P. 3.1.4)

1. 등록된 의뢰정보를 인도희망일 역순으로 보여준다. 

l 인도희망일/발생시설/담당자

2. 선택된 의뢰정보에 속한 폐기물 정보를 보여준다. 

l 상태/발생일/발생원인/부피/PH/폐기물/핵종

3. 출력  공통모듈 참조(view_spread)

4. 폐기물 내용을 엑셀로 출력한다. (Code_Excel)

5)단위의뢰 재의뢰(P. 3.1.5)

1. 등록된 의뢰정보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상태가 "반려"인 의뢰정보 수정 후 재의뢰 

4. 특이사항

1)에러 핸드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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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액체 폐기물 의뢰

프로세스 번호 p.3.2 프로세스 명칭 액체 폐기물 라인 의뢰

관련 화면/보고서 ID 라인 의뢰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FACILITY_T

WMBOCCURR_T

WMBDRUM_T

WMBEMP_T

WMBMEASURE_T

WMBNUCLIDE_T

WMBWASTE_T

WMBREQ_T

WMBACC_T

WMSSOLID_T

WMBREQDRUM_T

WMSPACKAGE_T

WMSNUCLIDE_T

WMSWASTE_T

부서 정보

발생원인 정보

용기 정보

사원 정보

측정방법 정보

핵종 정보

폐기물 정보

의뢰번호

계정정보

의뢰 마스터 정보

의뢰, 폐기번호

소포장 정보

액체폐기물 핵종 정보

액체폐기물 폐기물 정보

WMBREQ_T

WMBACC_T

WMSSOLID_T

WMBREQDRUM_T

WMSPACKAGE_T

WMSNUCLIDE_T

WMSWASTE_T

의뢰번호

계정정보

의뢰 마스터 정보

의뢰, 폐기번호

소포장 정보

액체폐기물 핵종 정보

액체폐기물 폐기물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RAWMIS 발생시설에서 액체 폐기물 중 준위가 낮은 무기폐액 의뢰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

로 폐기물 의뢰정보를 생성, 변경,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3.2.1 라인의뢰 등록/ 

3.2.2 라인의뢰 삭제/ 3.2.3 라인의뢰 수정/ 3.2.4 라인의뢰 조회/ 3.2.5 라인의뢰 재의뢰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있다.

2. Business Rule

1)의뢰정보 한 건에 다수의 폐기물 정보를 의뢰할 수 있다.

2)외뢰정보는 최소 1개의 계정정보, 소포장, 핵종, 내용물정보를 가져야 한다.

3)액체 처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전체 발생부서의 의뢰 목록을 조회 할 수 있다.

4)폐기물 의뢰자는 본인 의뢰 목록만 조회 할 수 있다.

5)단위를 사용하는 항목 값은 최소 단위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며, 화면출력은 단위를 환산 

후 출력한다.

6)총방사능농도, 전알파방사능농도, 전베타방사능농도, 전감마방사능농도 값이 없을 때 "BKG" 

화면 출력한다.

7)폐기물 준위는 총방사능 농도값에 의해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출력된다.

8)폐기물상태가 "승인, 저장, 처리" 일때는 수정, 삭제 할 수 없다.

9)발생처에 속한 책임자, 담당자만 나타나야 한다.

3. 주요 처리사항

1)라인의뢰 등록(P. 3.2.1)

1. 필수 입력항목 검사(공통모듈 참조) 

필수 입력 항목 : 의뢰정보, 계정정보, 소포장, 핵종, 폐기물, 안전관리, 드럼정보(발

생일자, 발생원인, 폐기물부피, PH, 수집용기, 표면선량률, 최대선량률, 표면오

염도, 총방사능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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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액체 폐기물 의뢰

프로세스 번호 p.3.2 프로세스 명칭 액체 폐기물 라인 의뢰

관련 화면/보고서 ID 라인 의뢰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2. 입력하려는 폐기물정보의 의뢰정보 여부 검사

3. 계정정보 부피보다 의뢰정보 부피가 초과되는지 검사

4. 의뢰 정보, 계정 정보 테이블에 추가(단일) 

5. 의뢰 폐기물 정보 INSERT(다중)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6. 소포장정보, 핵종정보, 폐기물 정보 테이블에 추가(단일)

7. 추가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1.4)

2)라인의뢰 삭제(P. 3.2.2)

1. 등록된 의뢰정보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폐기물상태가 "승인, 저장, 처리" 인지 검사

3. 의뢰 폐기물 정보 테이블에서 선택된 폐기물정보를 삭제(다중)

4. 의뢰 정보, 계정 정보 테이블에서 선택된 의뢰 정보 삭제(단일)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5.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1.4)

3)라인의뢰 수정(P. 3.2.3)

1. 등록된 의뢰정보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폐기물상태가 "승인, 저장, 처리" 인지 검사

3. 의뢰정보, 계정정보 테이블 수정(단일)

4. 폐기물 정보 테이블 수정(다중)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5.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1.4)

4)라인의뢰 조회(P. 3.2.4)

1. 등록된 의뢰정보를 인도희망일 역순으로 보여준다. 

l 인도희망일/발생시설/담당자

2. 선택된 의뢰정보에 속한 폐기물 정보를 보여준다. 

l 상태/발생일/발생원인/부피/PH/폐기물/핵종

3. 출력  공통모듈 참조(view_spread)

4. 폐기물 내용을 엑셀로 출력한다. (Code_Excel)

5)라인의뢰 재의뢰(P. 3.2.5)

1. 등록된 의뢰정보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상태가 "반려"인 의뢰정보 수정 후 재의뢰

4. 특이사항

1)에러 핸드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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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액체 폐기물 수집

프로세스 번호 p.3.3 프로세스 명칭
액체 폐기물 단위수집 

의뢰

관련 화면/보고서 ID 단위 수집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FACILITY_T
WMBOCCURR_T
WMBEMP_T
WMBSTORAGE_T
WMBNUCLIDE_T
WMBREQ_T
WMSSOLID_T
WMBREQDRUM_T
WMSNUCLIDE_T
WMSWASTE_T
WMSDRUMSAVE_T
WMSSOLIDITY_T
V_LIQUID
V_WASTE_DRUM
V_NUCLIDE_DRUM
WMBGRADE_T
WMBENV_T

발생시설 정보
발생원인 정보
사원 정보
핵종 정보
폐기물 정보
계정 정보
의뢰 마스터 정보
의뢰, 폐기번호
액체폐기물 핵종 정보
액체폐기물 폐기물 정보
폐기물 부피 정보
고화체 정보
액체폐기물 정보(뷰)
액체폐기물 내용물정보(뷰)
액체폐기물 핵종정보(뷰)
등급 정보
환경분류 정보

WMSSOLID_T
WMSDRUMSAVE_T
WMYDRUM_NO_T

의뢰 마스터 정보
폐기물 부피 정보
드럼번호 상태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의뢰된 유기폐액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액체 폐기물 담당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폐기

물 의뢰정보를 반려, 승인, 저장, 취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3.3.1 의뢰드럼 조회/ 

3.3.2 의뢰드럼 승인/ 3.3.3 의뢰드럼 저장/ 3.1.4 의뢰드럼 반려/ 3.1.5 의뢰드럼 승인/

저장 취소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있다.

2. Business Rule

1)액체 처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만 의뢰드럼 목록을 조회 할 수 있다.

2)의뢰드럼 저장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장할 수도 있다.

3)의뢰드럼은 추가, 수정, 삭제 할 수 없다.

             4)의뢰드럼 스프레드에서 값을 입력, 선택 후 승인이나 저장을 한다.

3. 주요 처리사항

1)의뢰드럼 조회(P. 3.3.1)

1. 등록된 의뢰드럼정보를 보여준다. 

인도희망일/발생시설/담당자

2. 속성 버튼을 선택하면 의뢰드럼정보에 대한 속성을 보여준다.

3. 선택된 의뢰드럼정보에 속한 폐기물 정보를 보여준다.

상태/발생일/기관관리번호/핵종/부피/PH/방사선량률/표면오염도/폐기물/승인일/

등급/환경/육안검사일/육안검사이상유무/방사능표시부착여부/드럼번호/저장고/

적재위치/저장일

4. 출력  공통모듈 참조(view_spread)

5. 의뢰드럼정보를 엑셀로 출력한다. (Code_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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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액체 폐기물 수집

프로세스 번호 p.3.3 프로세스 명칭 액체 폐기물 단위수집 의뢰

관련 화면/보고서 ID 단위 수집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2)의뢰드럼 승인(P. 3.3.2)

1. 등록된 의뢰드럼 조회 선택 - > 스프레드를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필수 입력항목 검사

필수 입력 항목 : 승인일

3. 의뢰드럼 중 상태가 "의뢰"인 것을 선택하고 승인일 입력 후 승인처리

4. 의뢰드럼 정보에 상태를 수정

5. 폐기물 부피 정보 테이블에 추가(단일)

6. 승인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3.1)

3)의뢰드럼 저장(P. 3.3.3)

1. 등록된 의뢰드럼 조회 선택 - > 스프레드를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필수 입력항목 검사

필수 입력 항목 : 드럼번호, 저장일, 적재위치

3. 의뢰드럼 상태가 "의뢰, 승인" 인지 검사

4. 의뢰드럼 정보에 상태를 수정(단일)

5. 폐기물 부피 정보테이블에 해당 부피 추가(단일)

6.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3.1)

4)의뢰드럼 반려(P. 3.3.4)

1. 등록된 의뢰드럼 조회 선택 -> 스프레드를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필수 입력항목 검사

필수 입력 항목 : 반려사유

3. 의뢰정보 상태가 "의뢰"인지 검사, 상태가 "승인, 저장, 처리"시에는 메시지 처리

4. 의뢰드럼 정보에 상태를 수정 

5.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3.1)

5)의뢰드럼 승인/저장 취소(P. 3.3.5)

1. 등록된 의뢰드럼 조회 선택 - > 스프레드를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상태가 "반려"인 의뢰정보 수정 후 재의뢰 

3. 의뢰드럼 정보 상태를 "의뢰"로 수정 

4. 폐기물 부피 정보테이블에 해당 부피 삭제 

5. 승인/저장 취소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3.1)

4. 특이사항

1)에러 핸들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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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액체 폐기물 수집

프로세스 번호 p.3.4. 프로세스 명칭 액체 폐기물 
라인수집 의뢰

관련 화면/보고서 ID 라인 수집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FACILITY_T

WMBOCCURR_T

WMBEMP_T

WMBSTORAGE_T

WMBNUCLIDE_T

WMBREQ_T

WMSSOLID_T

WMBREQDRUM_T

WMSNUCLIDE_T

WMSWASTE_T

WMSDRUMSAVE_T

WMSSOLIDITY_T

V_LIQUID

V_WASTE_DRUM

V_NUCLIDE_DRUM

WMBGRADE_T

WMBENV_T

발생시설 정보

발생원인 정보

사원 정보

핵종 정보

폐기물 정보

계정 정보

의뢰 마스터 정보

의뢰, 폐기번호

액체폐기물 핵종 정보

액체폐기물 폐기물 정보

폐기물 부피 정보

고화체 정보

액체폐기물 정보(뷰)

액체폐기물 내용물정보(뷰)

액체폐기물 핵종정보(뷰)

등급 정보

환경분류 정보

WMSSOLID_T

WMSDRUMSAVE_T

WMYDRUM_NO_T

의뢰 마스터 정보

폐기물 부피 정보

드럼번호 상태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의뢰된 무기폐액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액체 폐기물 담당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폐기

물 의뢰정보를 반려, 승인, 저장, 취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3.4.1 라인의뢰 조회/ 

3.4.2 라인의뢰 승인/ 3.4.3 라인의뢰 저장/ 3.4.4 라인의뢰 반려/ 3.4.5 라인의뢰 승인/저장 

취소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있다.

2. Business Rule

1)액체 처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만 라인의뢰 목록을 조회 할 수 있다.

2)라인의뢰 저장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장할 수도 있다.

3)라인의뢰는 추가, 수정, 삭제 할 수 없다.

4)라인의뢰는 스프레드에서 값을 입력, 선택 후 승인이나 저장을 한다.

3. 주요 처리사항

1)라인의뢰 조회(P. 3.4.1)

1. 등록된 라인의뢰정보를 보여준다. 

상태/인도희망일/발생시설/담당자/발생일/핵종/부피/PH/총방사능농도/폐기물/승

인일/등급/10CFR/환경/탱크/저장일/특기사항

2. 출력  공통모듈 참조(view_spread)

3. 라인의뢰정보를 엑셀로 출력한다. (Code_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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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액체 폐기물 수집

프로세스 번호 p.3.4. 프로세스 명칭 액체 폐기물 
라인수집 의뢰

관련 화면/보고서 ID 라인 수집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2)라인의뢰 승인(P. 3.4.2)

1. 등록된 라인의뢰 조회 선택 - > 스프레드를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필수 입력항목 검사

필수 입력 항목 : 승인일

3. 라인의뢰 중 상태가 "의뢰"인 것을 선택하고 승인일 입력 후 승인처리

4. 라인의뢰 정보에 상태를 수정

5. 폐기물 부피 정보 테이블에 추가(단일)

6. 승인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4.1)

3)라인의뢰 저장(P. 3.4.3)

1. 등록된 라인의뢰 조회 선택 - > 스프레드를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필수 입력항목 검사

필수 입력 항목 : 저장일, 탱크

3. 라인의뢰 상태가 "의뢰, 승인" 인지 검사

4. 라인의뢰 정보에 상태를 수정(단일)

5. 라인의뢰 부피 정보테이블에 해당 부피 추가(단일)

6.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4.1)

4)라인의뢰 반려(P. 3.4.4)

1. 등록된 라인의뢰 조회 선택 -> 스프레드를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필수 입력항목 검사

필수 입력 항목 : 반려사유

3. 라인의뢰 상태가 "의뢰"인지 검사하고, 상태가 "승인, 저장, 처리"이면 메시지처리

4. 라인의뢰 정보 상태를 수정 

5.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4.1)

5)라인의뢰 승인/저장 취소(P. 3.4.5)

1. 등록된 라인의뢰 조회 선택 - > 스프레드를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상태가 "반려"인 라인의뢰 수정 후 재의뢰 

3. 라인의뢰 정보에 상태를 "의뢰"로 수정 

4. 폐기물 부피 정보테이블에 해당 부피 삭제 

5. 승인/저장 취소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 3.4.1)

4. 특이사항

1)에러 핸드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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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처리

프로세스 번호 p.3.5 프로세스 명칭 증발농축처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증발농축처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LEVA_T

WMLTANKSAVE_T

WMLEVATIME_T

WMLBATCHNUCLIDE_T

WMLBATCHNUCLIDE_TANK_T

WMLBATCHTANK_T

WMLBATCH_T

WMLTANKNUCLIDE_DETAIL_T

WMBSTORAGE_T

V_TANKLEVEL

WMBNUCLIDE_T

증발농축공정 정보

폐기물 부피 정보

증발농축공정 시간정보

배치핵종 정보

배치탱크 핵종 정보

배치탱크 정보

배치 정보

배치탱크 핵종 세부 정보

탱크 정보

탱크 부피 정보(뷰)

핵정 정보

WMLEVA_T

WMLTANKSAVE_T

WMLEVATIME_T

WMLBATCHNUCLIDE_T

WMLBATCHNUCLIDE_

TANK_T

WMLBATCHTANK_T

WMLBATCH_T

WMLTANKNUCLIDE_

DETAIL_T

증발농축공정 정보

폐기물 부피 정보

증발농축공정 시간정보

배치핵종 정보

배치탱크 핵종 정보

배치탱크 정보

배치 정보

배치탱크 핵종 세부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 수집된 폐액을 증발농축처리 하기 위해 액체 폐기물 담당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증발농

축의 정보를 저장,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3.5.1 증발농축 배치시작/ 3.5.2 증발농

축 배치종료/ 3.5.3 증발농축 일일공정 시작/ 3.5.4 증발농축 일일공정 종료/ 3.5.5 증발농축 

일일공정 삭제/3.5.6 증발농축 시간별 측정치 추가/3.5.7 증발농축 시간별 측정치 삭제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있다.

2. Business Rule

1)액체 처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만 증발농축공정을 사용 할 수 있다.

2)배치핵종은 이곳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3)배치시작 후 다른 배치를 시작 할 경우는 반드시 배치종료 후에 새로운 배치를 시작해야 한다.

4)공정시작 후 다른 공정을 시작 할 경우는 반드시 공정종료 후에 새로운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5)한 개의 배치에 다수의 일일공정을 갖는다.

6)한 개의 일일공정에 다수의 시간별 측정 정보를 갖는다.

7)시간별 측정정보는 입력, 삭제만 가능하다.

8)처리량은 투입량과 DW량을 합한량이다.

9)시간별 일일공정의 최상위 열은 일일공정의 합계를 보여준다.

3. 주요 처리사항

1)증발농축 배치시작(P. 3.5.1)

1. 증발농축 배치를 시작할 탱크를 선택한다

2. 선택한 탱크의 이력이 존재하면 탱크이력에 내용을 출력한다.

3. 선택된 의뢰드럼정보에 속한 폐기물 정보를 보여준다.

4. 진행중인 배치 여부 검사, 진행중인 작업 여부 검사, 진행 탱크 선택 여부 검사

5. 선택한 배치에 핵종을 조회해서 메시지박스에 내용 출력

6. 배치정보, 배치탱크이력정보, 배치탱크 핵종구성, 배치탱크 방사능농도 테이블에 추

가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7. 배치시작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 181 -

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처리

프로세스 번호 p.3.5 프로세스 명칭 증발농축처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증발농축처리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2)증발농축 배치종료(P. 3.5.2)

1. 진행중인 배치 선택

2. 진행중인 일일공정 검사 후 일일공정 존재시 일일공정 종료후 배치종료

3. 배치정보 테이블에 상태를 종료로 수정

4. 배치종료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3)증발농축 일일공정 시작(P. 3.5.3)

1. 진행중인 배치 조회 선택

2. 선택한 배치 상태가 "진행중" 인지 검사 후 "종료" 메시지 처리

3. 필수 입력항목 검사

필수 입력 항목 : 운전일

4. 증발농축공정 테이블에 추가(다중)

- 배치 진행중 탱크 변경시 배치탱크에 추가(단일)

- 배치 진행중 핵종 변경시 배치탱크 핵종에 추가(단일)

- 배치 진행중 탱크 방사능농도 변경시 배치탱크 방사능농도에 추가(단일)

5. 일일공정 추가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4)증발농축 일일공정 종료(P. 3.5.4)

1. 진행중인 일일공정 선택

2. 일일공정 진행 여부 검사 후 종료된 일일공정의 경우 메시지 처리

3. 증발농축공정 테이블에 진행중 -> 종료로 상태 수정

4. 폐기물 부피정보에 진행중인 공정의 처리량 추가

5. 응축액, 농축액의 처리량 존재시 폐기물 부피정보에 처리량 추가

6. 일일공정 종료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5)증발농축 일일공정 삭제(p. 3.5.5)

1. 종료된 일일공정 선택

2. 일일공정 진행 여부 검사 후 진행중인 일일공정의 경우 메시지 처리

3. 증발농축공정 테이블에 삭제 처리

4. 증발농축 일일공정에 관련된 시간별 공정정보, 폐기물 부피정보 테이블 삭제처리(다

중)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5. 일일공정이 모두 삭제시에는 배치정보, 배치탱크정보, 배치탱크 방사능정보도 모두 

삭제(다중)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6. 일일공정 삭제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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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처리

프로세스 번호 p.3.5 프로세스 명칭 증발농축처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증발농축처리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6)증발농축 시간별 측정치 추가 (p. 3.5.6)

1. 진행중인 일일공정 선택

2. 일일공정 진행 여부 검사 후 종료인 일일공정의 경우 메시지 처리

3. 증발농축공정 시간정보 테이블에 내용 추가

4. 증발농축공정 정보 테이블에 시간별 공정 시작/종료시간으로 시작/종료 시간 수정

5. 시간별 공정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7)증발농축 시간별 측정치 삭제 (p. 3.5.7)

1. 시간별 공정 선택

2. 시간별 공정 테이블에 삭제 처리(단일)

4. 특이사항

1)에러 핸드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2)배치가 진행중에 탱크가 변경 될 수도 있다.

3)배치가 진행중에 핵종이 변경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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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처리

프로세스 번호 p.3.6 프로세스 명칭 아스팔트고화처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아스팔트고화처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LASP_T
WMLTANKSAVE_T
WMLASPTIME_T
WMLBATCHNUCLIDE_T
WMLBATCHNUCLIDE_TANK_T
WMLBATCHTANK_T
WMLBATCH_T
WMLTANKNUCLIDE_DETAIL_T
WMBSTORAGE_T
V_TANKLEVEL
WMBNUCLIDE_T
WMLASPDRUM_T

아스팔트공정 정보
폐기물 부피 정보
아스팔트공정 시간정보
배치핵종 정보
배치탱크 핵종 정보
배치탱크 정보
배치 정보
배치탱크 핵종 세부 정보
탱크 정보
탱크 부피 정보(뷰)
핵종 정보
아스팔트고화 드럼정보

WMLASP_T
WMLTANKSAVE_T
WMLASPTIME _T
WMLBATCHNUCLIDE_T
WMLBATCHNUCLIDE_
TANK_T
WMLBATCHTANK_T
WMLBATCH_T
WMLTANKNUCLIDE_
DETAIL_T

아스팔트공정 정보
폐기물 부피 정보
아스팔트공정 시간정보
배치핵종 정보
배치탱크 핵종 정보

배치탱크 정보
배치 정보
배치탱크 핵종 세부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  수집된 폐액을 아스팔트고화처리 하기 위해 액체 폐기물 담당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스팔트고화공정의 정보를 저장,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3.6.1 아스팔트고화 

배치시작/ 3.6.2 아스팔트고화 배치종료/ 3.6.3 아스팔트고화 일일공정 시작/ 3.6.4 아스

팔트고화 일일공정 종료/ 3.6.5 아스팔트고화 일일공정 삭제/3.6.6 아스팔트고화 시간별 

측정치 추가/3.6.7 아스팔트고화 시간별 측정치 삭제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있

다.

2. Business Rule

1)액체 처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만 아스팔트고화공정을 사용 할 수 있다.

2)배치 핵종은 이곳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배치시작 후 다른 배치를 시작 할 경우는 반드시 배치종료 후에 새로운 배치를 시작해야 한다.

3)공정시작 후 다른 공정을 시작 할 경우는 반드시 공정종료 후에 새로운 공정을 시작해야 한

다.

4)한 개의 배치에 다수의 일일공정을 갖는다.

5)한개의 일일공정에 다수의 시간별 측정 정보를 갖는다.

6)시간별 측정정보는 입력, 삭제만 가능하다.

7)단위가 있는 항목은 저장시 최소단위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다

8)화면 출력시에는 단위에 맞게 환산후 화면 출력한다.

9)배치가 시작되면 배치 종료시 까지 핵종의 변화가 없다.

3. 주요 처리사항

1)아스팔트고화 배치시작(P. 3.6.1)

1. 아스팔트고화 배치를 시작할 탱크를 선택한다

2. 선택한 탱크의 이력이 존재하면 탱크이력에 내용을 출력한다.

3. 선택된 의뢰드럼정보에 속한 폐기물 정보를 보여준다.

4. 진행중인 배치 여부 검사, 진행중인 작업 여부 검사, 진행 탱크 선택 여부 검사

5. 선택한 배치에 핵종을 조회해서 메시지박스에 내용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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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처리

프로세스 번호 p.3.6 프로세스 명칭 아스팔트고화처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아스팔트고화처리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6. 배치정보, 배치탱크이력정보, 배치탱크 핵종구성, 배치탱크 방사능농도 테이블

에 추가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7. 배치시작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2)아스팔트고화 배치종료(P. 3.6.2)

1. 진행중인 배치 선택

2. 진행중인 일일공정 검사 후 일일공정 존재시 일일공정 종료후 배치종료

3. 배치정보 테이블에 상태를 종료로 수정

4. 배치종료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3)아스팔트고화 일일공정 시작(P. 3.5.3)

1. 진행중인 배치 조회 선택

2. 선택한 배치 상태가 "진행중" 인지 검사 후 "종료" 메시지 처리

3. 필수 입력항목 검사

l 필수 입력 항목 : 운전일

4. 아스팔트고화공정 테이블에 추가(단일)

5. 일일공정 추가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4)아스팔트고화 일일공정 종료(P. 3.5.4)

1. 진행중인 일일공정 선택

2. 일일공정 진행 여부 검사 후 종료된 일일공정의 경우 메시지 처리

3. 아스팔트고화 테이블에 진행중 -> 종료로 상태 수정

4. 폐기물 부피정보에 진행중인 공정의 처리량 추가

5. 응축액 처리량 존재시 폐기물 부피정보에 처리량 추가

6. 일일공정 종료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5)아스팔트고화 일일공정 삭제(p. 3.5.5)

1. 종료된 일일공정 선택

2. 일일공정 진행 여부 검사 후 진행중인 일일공정의 경우 메시지 처리

3. 아스팔트고화 정보 테이블에 삭제 처리

4. 아스팔트고화 일일공정에 관련된 시간별 공정정보, 폐기물 부피정보 테이블 삭

제처리(다중)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5. 일일공정이 모두 삭제시에는 배치정보, 배치탱크정보, 배치탱크 방사능정보도 

모두 삭제(다중)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6. 일일공정 삭제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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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처리

프로세스 번호 p.3.6 프로세스 명칭 아스팔트고화처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아스팔트고화처리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6)아스팔트고화 시간별 측정치 추가 (p. 3.5.6)

1. 진행중인 일일공정 선택

2. 일일공정 진행 여부 검사 후 종료인 일일공정의 경우 메시지 처리

3. 아스팔트고화 시간정보 테이블에 내용 추가

4. 아스팔트고화 정보 테이블에 시간별 공정 시작/종료시간으로 시작/종료 시간 수정

5. 시간별 공정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

7)아스팔트고화 시간별 측정치 삭제 (p. 3.5.7)

1. 시간별 공정 선택

2. 시간별 공정 테이블에 삭제 처리(단일)

4. 특이사항

1) 에러 핸드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2) 배치 작업은 아스팔트 중간 저장소의 폐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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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시스템

프로세스 번호 p.9.1 프로세스 명칭 사용자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사용자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YUSER_T

WMYUG_T

WMBEMP_T

사용자 정보

사용자 그룹 구성 정보

사원정보

WMYUSER_T 사용자 정보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1. 개요

1)RAWMIS 사용자 계정을 생성, 변경, 정지, 삭제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1.1 사용자 추가 

/  9.1.2 사원정보 조회 /  9.1.3 그룹부여 /  9.1.4 사용자 수정 / 9.1.5 사용자 삭제 / 9.1.6 사

용자 조회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2. Business Rule

1)사용자 아이디는 4자리 이상, 패스워드 4자리 이상으로 한다.

2)사용자는 반드시 사원정보를 갖져야 한다.

3)한 사원은 하나 이상의 계정을 가질 수 있다.

4)RAWMIS 사용자는 반드시 한 개의 사용자 그룹에 속해야 한다.

5)사용자 계정의 부여는 최조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부여되며, 패스워드 관리 정책에 따라 사용

자는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한다.

6)사용자 그룹 구분

그룹 명 설      명 비  고
시스템 관리자 그룹 시스템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SS
고체  관리자 그룹 고체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SA
액체 관리자 그룹 액체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LA
기체 관리자 그룹 기체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GA
사용후 핵연료 관리자 그룹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PA
고체 의뢰자 그룹 고체 폐기물 의뢰에 대한 한정적인 권한을 갖는다. SR
액체 의뢰자 그룹 액체 폐기물 의뢰에 대한 한정적인 권한을 갖는다. LR

사용자 정의 그룹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할당된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갖
는다.. Uxxxx

7)시스템 관리자 그룹, 고체 관리자 그룹, 액체 관리자 그룹은 기본설정 값으로 시스템 설치시 

자동 생성되며, 디폴트 값을 프로그램 값에서 설정한다.

8)사용자 그룹에 프로그렘을 추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램 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9)사용자 패스워드 관리정책

1. 사용 만료 기간 정책  사용기간이 만료 되기 전까지 패스 워드 변경

2. 로그인시 패스워드 변경 정책  첫로그인시 패스워드 변경

3. 패스워드 변경 안함 

10)시스템 관리자 만이 사용 권한을 가진다. - 시스템 보안

11)사용자 삭제시 사용자 계정에 따른  설정(SKIN 설정, 표기 설정)값도 함께 삭제 된다.

12)사용자 추가시 사용자에 대한 그룹 정보가 추가 되며 이는 트렌젹션으로 관리한다.

13)RAWMIS 사용자 계정은 PDA 응용프로그램 로그인 계정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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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시스템

프로세스 번호 p.9.1 프로세스 명칭 사용자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사용자 관리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3. 주요 처리사항

1)사용자 추가(P.9.1.1)

1. 필수 입력항목 검사(공통함수 참조)

2. 사용자 이이디 중복 검사

3. 사용자 패스워드 입력 오류 검사

4. 사용자 정보 테이블에 INSERT(단일)

5. 사용자 그룹 구성 정보 INSERT(다중)

2)사원정보 조회(p.9.1.2)

1. 사원정보 테이블로부터 등록된 사원정보를 조회하여 팝업창(모달)으로 생성한

다.

2. 선택된 사원정보의 사원번호 , 사원명, 부서명, 내선번호를 호출 화면으로 전달

한다.

3)그룹 부여(p.9.1.2)

1. 선택된 그룹에 대한 구성 프로그램 정보를 조회한다.

4)사용자 수정(p.9.1.2)

1. 기 부여된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사용자 정보, 패스워드, 계정 상태 등의 정보를 

수정 한다.

5)사용자 삭제 (p.9.1.5)

1. 사용자 표기단위 정보 삭제

2. 사용자 화면 설정 정보 삭제

3. 사용자 계정 삭제

6) 사용자 조회(p.9.1.2)

1.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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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공통코드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11 프로세스 명칭 코드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코드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DEPT_T

WMBFC_T

WMBSC_T

WMBTREAT_T_T

WMBTREAT_T

WMBMEASURE_T

WMBGRADE_T

WMBENV_T

WMBACTIVE_T

WMBTRANS_T

WMBSELFPLACE_T

WMBSELFAGENT_T

WMBDISP_PACK_T

WMBDISPOSAL_T

WMBOCCURR_T

WMBQUANTIY_T

WMBMAKER_T

WMBSHIELD_T

부서 코드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처리방법 코드

이송방법 코드

측정방법 코드

등급 코드

환경분류 코드

폐기물준위 코드

운반목적 코드

자체처분 장소 코드

자체처분 주체 코드

영구처분 포장방법 코드

영구처분 위치 코드

발생원인 코드

용기재질 코드

용기제조사 코드

차폐제 코드

WMBFT_T

WMBOUTLET_T

WMBAGE_T

WMBORGAN_T

WMBTOWER_T

WMBTRAVERSE_T

WMBFUELTYPE_T

WMBFUELARRAY_T

WMBPLANT_T

WMGRESAREA_T

WMGRESFACILITY_T

WMGRESPATH_T

WMRSTEP_T

WMRDOC_T

WMRDEVICE_T

WMBWACIDGROUP_T

WMBWACID_T

시설유형 코드

배출구 코드

연령 코드

장기 코드

기상 탑 코드

방위 코드

핵연료 유형 코드

핵연료 배열 코드

원전 정보 코드

소외주민 부지정보 코드

소외주민 평가시설 코드

피복경로 코드

절차서 관리 코드

문서관리 코드

점검장비 코드

WACID그룹 코드

WACID 코드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RAWMIS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공통 코드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8.1 코드 추가/9.8.2 코드 삭제/9.8.3 코드 수정/ 9.784 코드 조회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 Business Rule

1)코드 생성규칙은 각각의 구분코드와 존재하는 코드의 MAX값에  "+1"을 해서 생성한다.

2)코드 유형

코드명 구분 코드 비고

부서 코드 D

대분류 코드 F

중분류 코드 S

처리방법 코드 T

측정방법 코드 M

등급 코드 G

준위 코드 A

그외 코드는 코드 정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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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공통코드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11 프로세스 명칭 코드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코드 관리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3. 주요 처리사항

1)코드 추가(p.9.8.1)

1. 입력모드 전환

2. 필수입력 항목 검사 (공통모듈 참조)

l 필수 입력 항목 : 코드명

3. 코드 생성 '구분 코드' + 4자리 일련번호 ex) S0001, S0002…, D0001, D0002…,

4. 각각의 코드 테이블에 insert(단일)

5. 입력 후 입력 값 조회(p.9.8.4)

2)코드 삭제(p.9.8.2)

1. 등록된 코드 조회 선택 - > 스프레드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 코드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 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3.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4)

3)코드 수정(p.9.8.3)

1. 등록된 코드 조회 선택 - > 스프레드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된 코드에 대한 Update 문 수행

3.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4)

4)코드 조회(p.9.8.4)

1. 등록된 코드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준다.

2. 출력  공통모듈 참조(view_spread)

3. 리스트 

l 코드명/WACID코드/정렬순위(대분류, 중분류, 처리방법, ……)

4. 특이사항

1)에러 핸들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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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문서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12 프로세스 명칭 문서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문서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RDOC_T

WMRDOC_DEVICE_T

STEP_NO

문서정보 

점검장비 정보

절차서 번호

WMRDOC_T

WMRDOC_DEVICE_T

문서정보 

점검장비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RAWMIS 관리문서와 점검장비 목록을 추가,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8.1 문서 추가/9.8.2 문서 삭제/9.8.3 문서 수정/ 9.8.4 문서 조회/9.8.5 점검장비 추가

/9.8.6 점검장비 삭제/9.8.7 점검장비 조회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 Business Rule

3. 주요 처리사항

1)문서 추가(p.9.8.1)

1. 입력모드 전환

2. 필수입력 항목 검사 (공통모듈 참조)

필수 입력 항목 : 코드명

3. 문서 코드 생성 '구분 코드(D)' + 4자리 일련번호 ex) D0001, D0002…

4. 문서정보 테이블에 insert(단일)

5. 입력 후 입력 값 조회(p.9.8.4)

2)문서 삭제(p.9.8.2)

1. 등록된 문서 조회 선택 - > 스프레드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 문서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 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3. 선택 문서에 대한 점검장비 delete문 수행

4.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4)

3)문서 수정(p.9.8.3)

1. 등록된 문서 조회 선택 - > 스프레드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된 문서에 대한 Update 문 수행

3.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4)

4)문서 조회(p.9.8.4)

1. 등록된 문서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준다.

2. 리스트 

절차서번호/문서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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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문서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12 프로세스 명칭 문서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문서 관리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5)점검장비 추가(p.9.8.5)

1. 등록된 문서 선택 -> 입력모드 전환

2. 점검장비정보 테이블에 insert(단일)

3. 입력 후 입력 값 조회(p.9.8.7)

6)점검장비 삭제(p.9.8.6)

1. 등록된 점검장비 조회 선택 

2. 선택 점검장비에 대한 delete문 수행 

3.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7)

7)점검장비 조회(p.9.8.7)

1. 등록된 점검장비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준다.

2. 리스트 

장비명

4. 특이사항

1)에러 핸들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2)점검장비는 입력/삭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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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점검항목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13 프로세스 명칭 점검항목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점검항목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RDOC_T

WMRITEM_T

WMRITEM_LIMIT_T

문서정보

점검항목 정보 

제한치, 오차율 정보

WMRITEM_T

WMRITEM_LIMIT_T

점검항목 정보 

제한치, 오차율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RAWMIS 관리문서에 관한 점검항목을 추가,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8.1 점검항목 추가/9.8.2 점검항목 삭제/9.8.3 점검항목 수정/ 9.8.4 점검항목 조회

/9.8.5 제한치, 오차율 추가/9.8.6 제한치, 오차율 삭제/9.8.7 제한치, 오차율 조회 등의 서

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 Business Rule

3. 주요 처리사항

1)점검항목 추가(p.9.8.1)

1. 입력모드 전환

2. 필수입력 항목 검사 (공통모듈 참조)

l 필수 입력 항목 : 코드명

3. 점검항목 코드 생성 '구분 코드(I)' + 4자리 일련번호 ex) I0001, I0002…

4. 점검항목 테이블에 insert(단일)

5. 입력 후 입력 값 조회(p.9.8.4)

2)점검항목 삭제(p.9.8.2)

1. 등록된 점검항목 조회 선택 - > 스프레드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 점검항목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 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3. 선택 점검항목에 대한 제한치, 오차율 delete문 수행

4.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4)

3)점검항목 수정(p.9.8.3)

1. 등록된 점검항목 조회 선택 - > 스프레드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된 점검항목에 대한 Update 문 수행

3.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4)

4)점검항목 조회(p.9.8.4)

1. 문서를 선택하면 해당문서에 관련된 점검항목 정보를 보여 준다.

2. 문서명 , 상위항목 , 항목명 순으로 보여준다.

3. 리스트 

l 점검항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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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점검항목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13 프로세스 명칭 점검항목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점검항목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RDOC_T

WMRITEM_T

WMRITEM_LIMIT_T

문서정보

점검항목 정보 

제한치, 오차율 정보

WMRITEM_T

WMRITEM_LIMIT_T

점검항목 정보 

제한치, 오차율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5)기준치, 오차율 추가(p.9.8.5)

1. 등록된 점검항목 선택 -> 입력모드 전환

2. 기준치, 오차율 테이블에 insert(단일)

3. 입력 후 입력 값 조회(p.9.8.7)

6)기준치, 오차율 삭제(p.9.8.6)

1. 등록된 기준치, 오차율 조회 선택 

2. 선택 기준치, 오차율에 대한 delete문 수행

3.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7)

7)기준치, 오차율 조회(p.9.8.7)

1. 등록된 기준치, 오차율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준다.

2. 리스트 

l 장비명

4. 특이사항

1)에러 핸들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2)기준치, 오차율은 입력/삭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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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바코드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14 프로세스 명칭 바코드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바코드생성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YBARCODE_T 바코드 정보 WMYBARCODE_T 바코드 정보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1. 개요

1)드럼에 부착할 바코드를 생성,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8.1 바코드 생성

/9.8.2 바코드 삭제/9.8.3 바코드 조회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 Business Rule

3. 주요 처리사항

1)바코드 생성(p.9.8.1)

1. 바코드 생성규칙 

- 국가구분 : 한국  (880)

  기관구분 : 한국원자력 연구소(1)

  생성번호 : 년 + 월 + 일 + 시 + 분 + 초 (2004+3+17+10+10+12 = 2056)

일련번호 : 0 ~ 10000 (1만개)

ex) 880  1  2056  00001  ~  880  1  2056  10000

2. 바코드 생성규칙에 의해 10000개씩 자동생성

3. 바코드 테이블에 insert(단일)

4. 입력 후 입력 값 조회(p.9.8.3)

2)바코드 삭제(p.9.8.2)

1. 등록된 바코드 조회 선택 

2. 선택 바코드 사용여부 조회 후 사용 중이면 메시지 처리

3. 선택 바코드에 대한 delete문 수행

4.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3)

3)바코드 조회(p.9.8.4)

1. 등록된 바코드 정보를 보여 준다.

2. 리스트 

l 바코드

4. 특이사항

1)에러 핸들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2)바코드는 생성, 삭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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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드럼번호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15 프로세스 명칭 드럼번호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드럼번호 생성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YDRUM_NO_T

WMYDRUM_NO_M_T

WMYDRUM_NO_HEADER_T

드럼번호 정보

드럼번호구분 정보

드럼번호 식별자 정보

WMYDRUM_NO_T

WMYDRUM_NO_M_T

WMYDRUM_NO_HEADER_T

드럼번호 정보

드럼번호구분 정보

드럼번호 식별자 정보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1. 개요

1)RAWMIS에 사용할 드럼번호를 생성,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8.1 드럼번

호 생성/9.8.2 드럼번호 삭제/9.8.3 드럼번호 조회/9.8.4 식별자 추가/9.8.5 식별자 삭제 

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 Business Rule

1)드럼번호 생성에 사용할 홀(저장고 홀) 코드처리 A, B, C, D, E

2)드럼번호 생성시 생성할 갯수 정의 10, 100, 1000 

3. 주요 처리사항

1)드럼번호 생성(p.9.8.1)

1. 드럼번호 생성규칙 

- 비       : 비가연성, 가 : 가연성,  CN

년도     : 1950 ~ 현재 년

  홀       : A,  B,  C,  D,  E

일련번호 : 0 ~ 99999

ex) 비  04 - 00001  ~  비  04 - 01000

2. 형식1 : 가연성, 비가연성 폐기물 취급 드럼번호, 형식2 : 고준위 폐기물로 홀에 저장

할 드럼번호

3. 선택한 식별자로 드럼번호 생성 가능여부를 판단하며 불가능시 메시지 처리

4. 드럼번호 식별자, 드럼번호 구분, 드럼번호 테이블 순으로 입력

5. 드럼번호 테이블에 insert(다중)

6. 입력 후 입력 값 조회(p.9.8.3)

2)드럼번호 삭제(p.9.8.2)

1. 등록된 드럼번호 조회 선택 

2. 선택 드럼번호 사용여부 조회 후 사용 중이면 메시지 처리

3. 선택 드럼번호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4. 선택 드럼번호에 대한 드럼번호, 드럼번호 구분 정보 테이블 순으로 삭제

5.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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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드럼번호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15 프로세스 명칭 드럼번호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드럼번호 생성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3)드럼번호 조회(p.9.8.3)

1. 등록된 드럼번호 정보를 보여 준다.

2. 리스트 

l 생성번호

4)식별자 추가(p.9.8.4)

1. 추가할 식별자가 존재하는지 조회 후 존재하면 메시지 처리

2. 드럼번호 식별자 테이블에 insert(단일)

5)식별자 삭제(p.9.8.5)

1. 선택 드럼번호 식별자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2. 드럼번호, 드럼번호 구분, 드럼번호 식별자 테이블 순으로 삭제

4. 특이사항

1)에러 핸들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2)드럼번호는 생성, 삭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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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시스템

프로세스 번호 p.9.2 프로세스 명칭 프로그램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프로그램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YPI_T 프로그램 정보 WMYPI _T 프로그램 정보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1. 개요

1)  RAWMIS 사용자 그룹에 따른 프로그램 할당 및 그룹에 따른 초기 메인메뉴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를 생성, 변경, 삭제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2.1 프로그램 추가 /  

9.2.2 프로그램 삭제 /  9.2.3 프로그램 수정/  9.2.4 프로그램 조회 등의 서브 프로세스

로 구성되어 있다.

2. Business Rule

1)프로그램 ID와 메뉴 ID는 생성규칙을 지켜 생성한다.  개발 표준 문서 참조

2)프로그램 등록시 시스템 관리자(SS)는 기본값을 할당 받는다.

3)프로그램 정보 삭제시 할당된 그룹정보도 함께 삭제 해야 한다.

4)프로그램 추가시 프로그램에 대한 그룹 구성 정보가 추가 되며, 트렌젹션으로 관리한다.

5)시스템 관리자 만이 사용 권한을 가진다. - 시스템 보안

3. 주요 처리사항

1)프로그램 추가(P. 9.2.1)

1. 필수 입력항목 검사(공통함수 참조)

2. 프로그램 이이디 중복 검사

3. 프로그램 정보 테이블에 INSERT(단일)

4. 사용자 그룹 구성 정보 INSERT(다중)

2)프로그램 삭제(P. 9.2.2)

1. 사용자 그룹 구성 정보 테이블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아이디를 삭제(다중)

2. 프로그램 정보 테이블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삭제(단일)

3)프로그램 수정(P. 9.2.3)

1. 기 등록된 프로그램 정보 수정

l 프로그램 정보 테이블 수정(단일)

2. 기 등록된 프로그램의 사용자 권한 할당 변경

l 사용자 그룹 구성 정보 수정(다중)

4)프로그램 조회(P. 9.2.4)

1. 등록된 프로그램 정보를 조회한다. 

4. 특이사항

1)프로그램에 대한 그룹 할당 정보는 프로그램 메뉴 구성도-권한부여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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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시스템

프로세스 번호 p.9.3 프로세스 명칭 사원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사원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EMP_T

WMBDEPT_T

WMBEMPROLE_T

WMBFACILITY_T

사원관리 정보

부서 정보

사원 역할 정보

발생처 정보

WMEMP_T 사원관리 정보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1. 개요

1)연구소에 근무하는 사원에 대한 정보를 생성, 변경, 삭제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3.1 

사원 추가 /  9.3.2 사원 삭제 /  9.3.3 사원 수정/  9.3.4 사원 조회 / 9.3.4 사원 역할 추

가 /  9.3.4 사원 역할 삭제 /  9.3.4 사원 역할 수정 /  9.3.4 사원 역할 조회 등의 서브 프

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2)연구소에 근무하는 사원은 폐기물 발생부서 또는 과제에 대한 책임자, 담당자, 계정 책임자

로 소속되어 있다.

2. Business Rule

1)사원에 대한 사원번호는 자동으로 생성 한다.  코드 정의서 참조

2)사원번호는 중복 될수 없다.

3)프로그램 정보 삭제시 할당된 그룹정보도 함께 삭제 해야 한다.

4)프로그램 추가시 프로그램에 대한 그룹 구성 정보가 추가 되며, 트렌젹션으로 관리한다.

3. 주요 처리사항

1)프로그램 추가(P. 9.2.1)

1. 필수 입력항목 검사(공통함수 참조)

2. 프로그램 이이디 중복 검사

3. 프로그램 정보 테이블에 INSERT(단일)

4. 사용자 그룹 구성 정보 INSERT(다중)

2)프로그램 삭제(P. 9.2.2)

1. 사용자 그룹 구성 정보 테이블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아이디를 삭제(다중)

2. 프로그램 정보 테이블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삭제(단일)

3)프로그램 수정(P. 9.2.3)

1. 기 등록된 프로그램 정보 수정

l 프로그램 정보 테이블 수정(단일)

2. 기 등록된 프로그램의 사용자 권한 할당 변경

l 사용자 그룹 구성 정보 수정(다중)

4)프로그램 조회(P. 9.2.4)

1. 등록된 프로그램 정보를 조회한다. 

2. 출력 리스트 배열

l WACID코드/핵종명/핵종구분/원자기호/원자번호/원자량/변환인자/인자

명/반감기/제한치/알파/감마

4. 특이사항

1)프로그램에 대한 그룹 할당 정보는 프로그램 메뉴 구성도.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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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폐기물 핵종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4 프로세스 명칭 핵종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폐기물 핵종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nuclide_T 핵종정보 Wmbnuclide_T 핵종정보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1. 개요

1)   방사선 물질을 구성하는 핵종에 대한 코드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며, 9.4.1 핵종추가/9.4.2 핵종 삭제/9.4.3 핵종 수정/ 9.4.4 핵종 조회등의 서

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 Business Rule

1)핵종 코드는 WACID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적어도 한 개의  WACID 코드와 매칭된다.

2)다른 프로세서가 참조하고 있는 핵 종 코드는 삭제/변경 할 수 없다.(참조 무결성)

3)핵종명은 유일한 값을 갖는다.

4) 감마/알파 핵 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코드화 하여 관리한다. 이하 그룹화 코드라 

한다.

1. 그룹화 코드

l 감마 핵 종

l 알파 핵 종

l 베타 핵 종

l 감마/베타 핵 종

l 알파/베타 핵 종

5)기체 폐기물 발생 핵 종은 그룹화 코드를 이용한다.

6)핵 종의 종류

구분 정의 핵 종 코드 비고

입자 S Be-7,Na-24,K-40 ,…..

불활성 기체 G Ar-41, Kr-85,Xe-127 , ……

옥소 I I-124, I-126, I-130 , ……

삼중수소 H H-3

카본 C C-14

7)반감기 단위

1. 년, 월, 일, 시, 분, 초 단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2. 정의 : 년 - Y,  일 - D, 시 - H, 분 - M, 초 - S

3. 주요 처리사항

1)핵종 추가(p.9.4.1)

1. 필수입력 항목 검사 (공통모듈 참조)

l 필수 입력 항목 :  핵종명, 핵종구분

2. 핵종 코드 중복검사

3. 핵종정보 테이블에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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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폐기물 핵종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4 프로세스 명칭 핵종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폐기물 핵종 관리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2)핵종 삭제(p.9.4.2)

1. 등록된 핵종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핵종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3.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4.4)

3)핵종 수정(p.9.4.3)

1. 등록된 핵종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된 핵종에 대한 Update 문 수행

4)핵종 조회(p.9.4.4)

1. 등록된 핵종에 대한 정보를 핵종별로 정리하여 보여 준다.

2. 리스트 

l WACID코드/핵종명/핵종구분/원자기호/원자번호/원자량/변환인자/인자

명/반감기/제한치/알파/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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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폐기물 내용물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5 프로세스 명칭 내용물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폐기물 내용물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waste_T

Wmbfc_t

Wmbsc_t

내용물 정보

내용물 대분류 종류

내용물 중분류 정보

Wmbnuclide_T
핵종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연구소내 발생하는 폐기 내용물에 대한 코드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하며, 9.5.1 내용물 추가/9.5.2 내용물 삭제/9.5.3 내용물 수정/ 9.5.4 내용물 

조회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기관폐기물, 규제면제 폐기물/ 자체 처분 부산물로서 발생되는 폐기 내용물(부산물) 정보

도 포함한다.

2. Business Rule

1)내용물 코드는 WACID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적어도 한 개의  WACID 코드와 매칭된다.

2)내용물의 효과적인 분류를 위해 내용물에 대한 대분류, 중분류 코드를 명시해야 한다.

3)폐기물 대분류 분류 

물리적 구분 대분류 비고

고체
가 연 성

비가연성

액체
무기폐액

유기폐액

4)폐기물 중분류  RAWMIS 코드 정의 참조 

* 폐기물 대분류, 중분류는 폐기물 변동 사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추가/삭제/수정 

관리 가능하다. 

3. 주요 처리사항

1)내용물 추가(p.9.5.1)

1. 입력모드 전환

2. 필수입력 항목 검사 (공통모듈 참조)

l 필수 입력 항목 :  핵종명, 핵종구분

3. 내용물 코드 중복검사

4. 내용물 코드 생성 'W' + 4자리 일련번호 ex) W0001, W0002…

5. 내용물 정보 테이블에 insert(단일)

6. 입력후 입력값 조회(p.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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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폐기물 내용물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5 프로세스 명칭 내용물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폐기물 내용물 관리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2)내용물 삭제(p.9.5.2)

1. 등록된 내용물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 내용물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3.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5.4)

3)내용물 수정(p.9.5.3)

1. 등록된 내용물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된 내용물에 대한 Update 문 수행

3.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5.4)

4)내용물 조회(p.9.5.4)

1. 등록된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핵종별로 정리하여 보여 준다.

2. 출력  공통모듈 참조(view_spread)

3. 리스트 

l WACID코드/대분류/중분류/폐기물 명/정령순위/등록일/등록자

4. 특이사항

1)폐기물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의 추가/삭제/수정은 콩통코드에서 관리한다.

2)에러 핸드러 처리 공통모듈 사용(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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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발생처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6 프로세스 명칭 발생처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발생처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facility_T

Wmbft_t 

발생처 정보

발생처 유형 정보
Wmbfacility _T 발생처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   연구소내 방사성 폐기물 발생처/ 기관/ 자체 처분 시설/실험, 과제에 대한  코드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6.1 발생처 추가/9.6.2 발생처 삭

제/9.6.3 발생처 수정/ 9.6.4 발생처 조회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 Business Rule

1)발생처 코드는 WACID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적어도 한 개의  WACID 코드와 매칭된다.

2)발생처는 그 기능에 따라 기관시설, 발생시설, 인수시설, 자체처분시설, 실험실등으로 분

류되며, 시설은 한 개 이상의 기능들로 구성될 수 있다. 예) RWTF 는 발생시설이면서 인

수 시설이다.

3)발생처 기능에 따라. 실험실의 경우 의뢰자가 임의 등록이 가능하다.(p.10.3.1 기타 발생시

설 추가)

3. 주요 처리사항

1)발생처 추가(p.9. 6.1)

1. 입력모드 전환

2. 필수입력 항목 검사 (공통모듈 참조)

l 필수 입력 항목 :  발생처명

3. 발생처 코드 중복검사

4. 발생처 코드 생성 'F' + 4자리 일련번호 ex) F0001, F0002…

5. 발생처 정보 테이블에 insert(단일)

6. 입력후 입력값 조회(p.9.6.4)

2)발생처 삭제(p.9. 6.2)

1. 등록된 발생처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 발생처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3.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 6.4)

3)발생처 수정(p.9. 6.3)

1. 등록된 발생처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된 발생처 에 대한 Update 문 수행

3.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 6.4)

4)발생처 조회(p.9. 6.4)

1. 등록된 발생처 에 대한 정보를 핵종별로 정리하여 보여 준다.

2. 출력  공통모듈 참조(view_spread)

3. 리스트 

l     WACID코드/시설유형/시설명/기관구분/발생시설구분/이수시설구분/자체처

분구분/실험실구분

4. 특이사항

1) 에러 핸드러 처리 공통모듈 사용(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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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저장고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7 프로세스 명칭 저장고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저장고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storage_T 저장고 정보 wmbstorage _T 저장고 정보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1. 개요

1)연구소내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에 대한 코드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7.1 저장고 추가/9.7.2 저장고 삭제/9.7.3 저장고 수정/ 

9.7.4 저장고 조회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연구소 저장고는 방서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 1 저장고 , 제 2 저장고, 규제 면제 폐기물 

관리를 위한 규제해제 저장고(예정)가 존재한다.

2. Business Rule

1)저장고 코드는 WACID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적어도 한 개의  WACID 코드와 매칭된다.

2)저장고 유형

저장고 유형 구분 코드 비고

저장고 Sto_cd  = S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규제면제 저장고 Sto_cd  = C (예정)

SNF 저장고 Sto_cd  = F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

3)최대 수용능력은 저장고내 저장할 수 있는 폐기물양을 200 L 로 계산 한 값

3. 주요 처리사항

1)저장고 추가(p.9.7.1)

1. 입력모드 전환

2. 필수입력 항목 검사 (공통모듈 참조)

l 필수 입력 항목 :  저장고명

3. 저장고 코드 중복검사

4. 저장고 코드 생성 'S' + 4자리 일련번호 ex) S0001, S0002…

5. 저장고 정보 테이블에 insert(단일)

6. 입력후 입력값 조회(p.9.7.4)

2)저장고 삭제(p.9.7.2)

1. 등록된 저장고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 저장고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3.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5.4)



- 205 -

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저장고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7 프로세스 명칭 저장고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저장고 관리

주요 처리사항 (Logic & Validation)

3)저장고 수정(p.9.7.3)

1. 등록된 저장고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된 저장고에 대한 Update 문 수행

3.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7.4)

4)저장고 조회(p.9.7.4)

1. 등록된 저장고 에 대한 정보를 저장고별 정리하여 보여 준다.

2. 출력  공통모듈 참조(view_spread)

3. 리스트 

lWACID코드/시설구분/시설명수용능력/세션수/레벨수/ 행수/ 열수/사용안함

4. 특이사항

1)에러 핸드러 처리 공통모듈 사용(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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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탱크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8 프로세스 명칭 탱크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탱크 관리

INPUT OUTPUT

엔터티 한 글 명 엔터티/보고서  한 글 명

wmbstorage_T 저장고 정보 wmbstorage _T 저장고 정보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1. 개요

1)   연구소내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코드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9.8.1 탱크 추가/9.8.2 탱크 삭제/9.8.3 탱크 수정/ 9.784 탱

크 조회등의 서브 프로세스로 구성 된다. 

2. Business Rule

1)탱크 코드 WACID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적어도 한 개의  WACID 코드와 매칭된다.

2)액체 폐기물의 수집은 발생핵종에 따라 비슷한 핵종구성 탱크로 저장된다.

3)탱크는 방사능 농도에 따라 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유기폐액 탱크로 구분된다.

4)탱크 유형

탱크 유형 구분 코드(STO_CD) 비고

저장탱크 T 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탱크

유기폐액 탱크 U

자연증발 중간 저장조 M 자연증발 처리탱크

자연증발 지하 저장조 E

공급 탱크 A 아스팔트 처리 탱크

폐수지 탱크 P

응축액 탱크 O

농축액 탱크 N

3. 주요 처리사항

1)탱크 추가(p.9.8.1)

1. 입력모드 전환

2. 필수입력 항목 검사 (공통모듈 참조)

l 필수 입력 항목 : 탱크명

3. 탱크 코드 중복검사

4. 탱크 코드 생성 'S' + 4자리 일련번호 ex) S0001, S0002…

5. 저장고 정보 테이블에 insert(단일)

6. 입력후 입력값 조회(p.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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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Process Definition(Continued)

시스템 명 RAWMIS 서브시스템 명 탱크 관리

프로세스 번호 p.9.8 프로세스 명칭 탱크 관리

관련 화면/보고서 ID 탱크 관리

주요 처리사항(Logic & Validation)

2)탱크 삭제(p.9.8.2)

1. 등록된 탱크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 탱크에 대한 delete문 수행 -> 참조무결성 제약 발생시 에러 핸들러 처리

3. 삭제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4)

3)탱크 수정(p.9.8.3)

1. 등록된 탱크 조회 선택 - > 스프레들 선택하여 수정모드로 전환

2. 선택된 탱크에 대한 Update 문 수행

3. 수정 후 변경사항 확인 조회(p.9.8.4)

4)탱크 조회(p.9.8.4)

1. 등록된 탱크에 대한 정보를 저장고별 정리하여 보여 준다.

2. 출력  공통모듈 참조(view_spread)

3. 리스트 

l WACID코드/시설구분시설명/수용능력/한계수의/사용안함

4. 특이사항

1)에러 핸드러 처리 / 메시지 출력 공통모듈 사용(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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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그램 목록

Table 3-11. Program List

구분 번호 프로그램ID 프로그램 명 메뉴ID 비고

파일

1 SYS_001 로그인

2 SYS_005 WACID 파일 작성 SYS005

3 SYS_006 퀴리 편집기(E) SYS006

4 SYS-007 과거 데이터 가져오기(D) SYS007

5 SYS_008 암호변경 SYS008

고체

6 SOL_001 소내의뢰 SOL001A

7 SOL_001 기관의뢰 SOL001B

8 SOL_001 규제면제 의뢰 SOL001C

9 SOL_001A 소포장 등록

10 SOL_002 수집 SOL002

11 SOL_003 처리 SOL003 (압축/재포장/소각/
파쇄/시멘트고화)

12 SOL_004A 자체처분시행계획 SOLOO4A

13 SOL_004B 자체저분시행 SOLO04B

14 SOL_005 영구처분 SOL005

15 SOL_006 드럼조회 SOL006

16 SOL_012 드럼 리스트

17 SOL_013 드럼적재위치관리

18 SOL_007 발생/처리 현황 SOL007

19 SOL_008 공정일지 SOL008

20 SOL_010 폐기물 속성정보조회 팝업

21 SOL_011 고화체정보 입력 팝업

액체

22 LIQ_001A 단위의뢰 LIQ001A

23 LIQ_001B 라인의뢰 LIQ001B

24 LIQ_002A 단위수집 LIQ002A

25 LIQ_002B 라인수집 LIQ002B

26 LIQ_003A 증발농축처리 LIQ003A

27 LIQ_003B 아스팔트고화처리 LIQ003B

28 LIQ_003C 자연증발처리의뢰 LIQ003C

29 LIQ_004 발생/처리 현황 LIQ004

30 LIQ_005A 증발농축공정일지 LIQ005A

31 LIQ_005B 아스팔트고화공정일지 LIQ005B

32 LIQ_005C 자연증발공정일지 LIQ005C

자연증

발

33 EVA_001 자연증발처리의뢰수집 EVA001

34 EVA_002A 자연증발 처리 EVA002A

35 EVA_002B B 시설이송 EVA002B

36 EVA_003A 방사능 농도 EVA003A

37 EVA_003B PH EVA003B

38 EVA_004 처리현황 EVA004

39 EVA_005 방출현황 EVA005

기체
40 GAS_001 배출 GAS001

41 GAS_002 현황 GAS002

사용후
핵연료

42 SPA_001 등록 SPA001

43 SPA_002 현황 SPA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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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Program List(Continued)

구분 번호 프로그램ID 프로그램 명 메뉴ID 비고

안전관

리

44 SAF_001 소외주민선량평가 SAF001

45 SAF_002 작업장 선량평가 SAF002

46 SAF_003 기체 유출물 대기확산 SAF003

47 SAF_004 기체 유출물 특기사항 SAF004

문서

48 REP_002A 점검결과서 REP002

49 REP_003A 유지보수 결과서 REP003

50 REP_004 크레인 자체점검 결과 REP004

55 REP_006C 차압 트랜스미터 교정 REP006C

56 REP_007A Hepa Filter 시험결과 REP007A

57 REP_007B Hepa Filter 구조물 검사 REP007B

58 REP_007C Hepa Filter 차압측정 REP007C

59 REP_007D Hepa Filter 교체 설치 REP007D

60 REP_008 연간성능 시험 REP008

61 REP_009A 탱크 저장기록 REP009A

62 REP_009B 고화체 시험기록 REP009B

63 REP_009C 폐이온 교환수지 저장기록 REP009C

64 REP_009D 아스팔트 고화체 REP009D

65 REP_009E 고화체 관리현황 REP009E

기본

66 BAS_001 사용자 BAS001

67 BAS_002 프로그램 관리 BAS002

68 BAS_003 사원 BAS003

69 BAS_004 핵종 BAS004

70 BAS_005 내용물 BAS005

71 BAS_006 발생처 BAS006

72 BAS_007A 저장고 BAS007A

73 BAS_007B 탱크 BAS007B

74 BAS_008 포장용기 BAS008

75 BAS_009 코드생성 BAS009

76 BAS_010 문서등록 BAS010

77 BAS_011 점검항목관리 BAS011

78 BAS_012 바코드 생성 BAS012

79 BAS_013 드럼번호 생성 BAS013

80 BAS_014 옵션 BAS014

팝업

81 COM_001 핵종정보 조회등록 팝업

82 COM_002 내용물 정보 조회등록 팝업

83 COM_003 WACID 조회 팝업

84 COM_004 사원정보조회 팝업

85 COM_006 발생처 추가 팝업

86 COM_007 발생원인 추가 팝업

87 COM_008 책임담당자 추가 팝업

88 COM_009 계정정보 조회등록 팝업

89 COM_010 사용자 그룹 조회등록 팝업

90 COM_012 가용 드럼번호 조회

91 COM_013 바코드 프린터

92 COM_014 핵종코드 조회

93 COM_015 내용물 코드 조회

94 MAIN 메인

95 SYS_Calender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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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이터흐름도

로그인

   WACID 일 작성

Fig. 3-51. Flow Diagram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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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Query 리

과거데이터 등록(Migration)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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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폐기물 의뢰

소포장 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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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폐기물 수집

고체처리 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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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 시행계획서 리

재 치 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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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단위 의뢰
 

액체 라인 의뢰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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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단위 수집

액체 라인 수집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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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 농축 처리

아스팔트고화처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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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관리

증발농축공정일지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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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공정일지

자연증발 공정일지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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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증발 수집 관리

자연증발 처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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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증발시설 방사성 물질 관리

기체배출물 관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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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소외주민선량평가관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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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유출물 대기확산인자 관리

기체유출물 특이사항 관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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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뢰서

점검결과서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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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결과서

사용자 관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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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관리

사원관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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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리

내용물 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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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처 리

장고 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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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리

포장용기 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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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이미지 리

공통코드 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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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문서

차서 검항목 련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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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리

드럼번호 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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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구성 리

내용물 구성 리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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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리

바코드 출력

Fig. 3-51. Flow Diagram of Data(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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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화면 설계  구

   (가) 메뉴 구성
Table 3-12. Menu List

번
호 프로그램ID 스킨ID 프로그램 명 메뉴ID 메뉴 명 비고

SYS 파일(F)

1 SYS_001 s01 로그인

SYS001 신규(N)

SYS002 저장(S)

SYS003 삭제(D)

SYS004 새로고침

2 SYS_005 s02 WACID 파일 작성 SYS005 WACID 파일 작성

3 SYS_006 s03 퀴리 편집기(E) SYS006 퀴리 편집기(E)

4 SYS_007 s04 과거 데이터 가져오기(D) SYS007 과거 데이터 가져오기(D)

- - 과거데이터삭제 SYS011 과거데이터삭제

- - 데이터 삭제 SYS012

SYS012A 고체데이터

SYS012B 액체데이터

SYS012C 기체데이터

5 SYS_008 s05 암호변경 SYS008 암호변경

SYS009 로그아웃

SYS010 끝내기(X)

SOL 고체 폐기물(S)

의뢰 SOL001 의뢰

6 SOL_001 s06 소내의뢰 SOL001A 소내

7 SOL_001 s06 기관의뢰 SOL001B 기관

8 SOL_001 s06 규제면제 의뢰 SOL001C 규제면제

9 SOL_001A s05 소포장 등록

10 SOL_002 s07 수집 SOL002 수집

11 SOL_003 s09 SOL003 처리
(압축/재포장/
 소각/파쇄/
 시멘트고화)

자체처분 SOL004 자체처분

12 SOL_004A s11 자체처분시행계획 SOLOO4A 시행계획

13 SOL_004B s10 자체저분시행 SOLO04B 시행

14 SOL_005 s17 영구처분 SOL005 영구처분

15 SOL_006 s12 드럼조회 SOL006 드럼정보

16 SOL009 드럼리스트

17 SOL_007 발생/처리 현황 SOL007 발생/처리 현황

18 SOL_008 공정일지 SOL008 공정일지

19 SOL_010 s13 폐기물 속성정보조회 팝업

20 SOL_011 s13 고화체정보 입력 팝업

21 SOL_009 분류별현황 SOL011 분류별현황

LIQ 액체 폐기물

LIQ001 의뢰

22 LIQ_001A s06 단위의뢰 LIQ001A 단위

23 LIQ_001B s06 라인의뢰 LIQ001B 라인

LIQ002 수집

24 LIQ_002A s07 단위수집 LIQ002A 단위

25 LIQ_002B s08 라인수집 LIQ002B 라인

LIQ003 처리

26 LIQ_003A 증발농축처리 LIQ003A 증발농축

27 LIQ_003B 아스팔트고화처리 LIQ003B 아스팔트 고화

28 LIQ_003C 자연증발처리의뢰 LIQ003C 자연증발 의뢰

29 LIQ_006 탱크 LIQ006 탱크 

30 LIQ_004 발생/처리 현황 LIQ004 발생/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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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Menu List(Continued)

번

호
프로그램ID 스킨ID 프로그램 명 메뉴ID 메뉴 명 비고

LIQ005 공정일지

31 LIQ_005A 증발농축공정일지 LIQ005A 증발농축

32 LIQ_005B 아스팔트고화공정일지 LIQ005B 아스팔트고화

33 LIQ_005C 자연증발공정일지 LIQ005C 자연증발

EVA 자연증발

34 EVA_001 s08 자연증발처리의뢰수집 EVA001 수집

EVA002 처리

35 EVA_002A 자연증발 처리 EVA002A 자연증발

36 EVA_002B B 시설이송 EVA002B B 시설이송

37 EVA_003A
자연증발시설 방사능물질관

리
EVA003

자연증발시설 방사능물질

관리

38 EVA_005 방출현황 EVA005 방출현황

GAS 기체 폐기물

38 GAS_001 배출 GAS001 배출

39 GAS_002 현황 GAS002 현황

SPA 사용후 핵연료

40 SPA_001 등록 SPA001 등록

41 SPA_002 현황 SPA002 현황

SAF 안전관리

42 SAF_001 소외주민선량평가 SAF001 소외주민선량평가

44 SAF_003 기체 유출물 대기확산 SAF003 기체 유출물 대기확산

45 SAF_004 기체 유출물 특기사항 SAF004 기체 유출물 특기사항

REP
문

서

46 REP_001 관리 의뢰서 REP001 관리 의뢰서

47 REP_002A 점검결과서 REP002 점검결과서

48 REP_003A 유지보수 결과서 REP003 유지보수 결과서

49 REP_004 점검 결과서 REP004 점검 결과서

49 REP_010 점검항목현황 REP010 점검항목현황

BAS 시스템

66 BAS_001 s14 사용자/그룹 BAS001 사용자/그룹

67 BAS_002 s14 프로그램 관리 BAS002 프로그램 관리

68 BAS_003 s14 사원/연구원 BAS003 사원/연구원

69 BAS_004 s14 핵종 BAS004 핵종

70 BAS_005 s14 내용물 BAS005 내용물

71 BAS_006 s14 발생처 BAS006 발생처

BAS007 저장시설

72 BAS_007A 저장고 BAS007A 저장고

73 BAS_007B 탱크 BAS007B 탱크

74 BAS_008 s15 포장용기 BAS008 포장용기

75 BAS_009 코드생성 BAS009 코드생성

76 BAS_010 문서등록 BAS010 문서등록

77 BAS_011 점검항목관리 BAS011 점검항목관리

78 BAS_012 s05 바코드 생성 BAS012 바코드 생성

79 BAS_013 s05 드럼번호 생성 BAS013 드럼번호 생성

79 BAS_015 시설도면관리 BAS015 시설도면관리

80 BAS_014 s05 옵션 BAS014 옵션

81 COM_001 s05 핵종정보 조회등록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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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Menu List(Continued)

번

호
프로그램ID 스킨ID 프로그램 명 메뉴ID 메뉴 명 비고

82 COM_002 s05 내용물 정보 조회등록 팝업

83 COM_003 s05 WACID 조회 팝업

84 COM_004 s05 사원정보조회 팝업

85 COM_006 발생처 추가 팝업

86 COM_007 발생원인 추가 팝업

87 COM_008 책임담당자 추가 팝업

88 COM_009 s05 계정정보 조회등록 팝업

89 COM_010 s05 사용자 그룹 조회등록 팝업

90 COM_012 가용 드럼번호 조회

91 COM_013 s05 바코드 프린터

92 COM_014 핵종코드 조회

93 COM_015 내용물 코드 조회

MAIN

SYS_Calender

   (나) 화면 설계

고체폐기물관리(S)

고체폐기물의뢰

고체폐기물등록

폐드럼등록

고체폐기물처리

폐기물소외운반처리

용기/저장고변경처리

고체폐기물발생현황

고체폐기물발생정보(년보)

고체폐기물발생정보(월보)

고체폐기물처리현황

고체폐기물처리정보(년보)

고체폐기물처리정보(월보)

고체폐기물저장현황

고체폐기물분류별저장정보

저장고별저장리스트출력

고체폐기물검색

분류별검색

핵종별검색

드럼정보검색

보고서출력

고체폐기물처리정보(년보)

고체폐기물처리정보(월보)

고체폐기물처리정보(월보)

액체폐기물관리(L)

액체폐기물의뢰

단위수집의뢰

라인수송의뢰

액체폐기물등록

단위수집

라인수송

액체폐기물처리이송

증발농축처리

아스팔트고화처리

저장탱크별수위측정정보

저장탱크별핵종분석정보

액체폐기물발생현황

액체폐기물발생량정보(년보)

액체폐기물발생량정보(월보)

발생시설별발생핵종정보

발생시설별주요핵종정보

액체폐기물처리현황

액체폐기물처리량정보(년보)

액체폐기물처리량정보(월보)

보고서출력물

액체폐기물관리의뢰서

액체폐기물통보계

증발농추공정운전일지

아스팔트고화공정운전일지

파일(F)

신규

저장

삭제

템플릿저장

템플릿열기

종료

기본정보

핵종정보관리

내용물정보관리

관계시설정보관리

저장고/탱크정보관리

사용용기관리

폐기물등급정보관리

폐기물제한치정보관리

사용후핵연료인가정보

기체폐기물배출제한치정보

자연증발시설물질제한치정보

소외주민선량측정항목관리

소외주민선량항목별제한치정보

자연증발시설관리

자연증발처리

시설의방사성물질정보

시설방출현황(년보)

처리량정보(년보)

보고서출력물

액체폐기물관리의뢰서

자연증발시설운전일지

시스템관리

사원정보관리

사용자정보관리

프로그램관리

부서코드관리

직급코드관리

공통코드관리

안전관리

소외주민선량평가등록

작업장선량평가등록(분기)

기체폐기물관리

기체폐기물등록

기체폐기물발생현황

사용후핵연료관리

사용후핵연료등록

사용후핵연료발생/저장현황

Fig. 3-52. User Interface (Menu)

    ① 일(F)

▸신규 : 열려있는 페이지의 자료들을 모두 지우고 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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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재 페이지에 기록 데이터들을 RAWMIS에 장

▸삭제 : 자료들을 삭제

▸템 릿 장 : 재 템 릿을 장

▸템 릿 열기 : 장된 테 릿을 연다.

▸종료 : RAWMIS를 종료

② 고체 폐기물 (S)

▸고체 폐기물 의뢰 : 발생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리 의뢰

▸고체 폐기물 수집/등록 : 검증 작업을 거친 후 폐기물 리 승인

▸고체 폐기물 처리 : 고체 폐기물의 압축/감용/재포장 등의 처리 연 사

항 입력

▸폐드럼 수집 : 폐드럼의 수집 작업을 리

▸폐기물 소외 운반 처리( 구 처분) : 처분 작업의 정보 리

▸용기/ 장고 변경 처리 : 장용기, 장고를 변경시 이력 리

▸고체 폐기물 발생 황 : 일정기간 연구소의 고체 폐기물 발생 황을 

악

   - 고체 폐기물 발생정보 (년보)

   - 고체 폐기물 발생정보 (월보)

▸고체 폐기물 처리 황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고체 폐기물 처리

실  리

   - 고체 폐기물 처리 정보 (년보)

   - 고체 폐기물 처리 정보 (월보)

▸고체 폐기물 장 황 : 고체 폐기물의 장 황의 통계와 그 그래

 제공

   - 고체 폐기물 분류별 장 정보

   - 장고별 장 리스트 출력

▸고체 폐기물 검색

   - 분류별 검색

   - 핵종별 검색

   - 드럼 정보 검색

▸보고서 출력물 : 수작업보고서 작성을 산 처리

 - 고체 폐기물 리 의뢰서

 - 고체 폐기물 통보계

 - 고체 폐기물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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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액체 폐기물 리

▸액체 폐기물 의뢰

- 단 수집 의뢰 : 유기폐기물의 발생시설에서 처리시설로 리의뢰

- 라인수송 의뢰 : 무기폐기물의 발생시설에서 처리시설로 리의뢰

▸액체 폐기물 등록 : 폐기물처리담당자 확인 후 폐기물 이송 승인 리

- 단 수집

- 라인수집

▸액체 폐기물 처리 이송 : 액체 폐기물 처리 공정 간의 이송 정보를 

리

▸증발 농축 처리 : 액체 폐기물 처리 공정  증발 농축 공정의 공정 

리 

▸아스팔트 고화 처리 : 액체 폐기물 처리 공정  아스팔트 고화 공정 

리      

▸ 장 탱크별 수  측정 정보 : 액체 폐기물 장 탱크의 수  정보 

리  

▸ 장 탱크별 핵종 분석 정보 : 액체 폐기물 장탱크 분기별 핵종분석 

정보 리▸액체 폐기물 발생 황

- 액체 폐기물 발생량 정보 (년보)

- 액체 폐기물 발생량 정보 (월보)

▸액체 폐기물 처리 황

- 액체 폐기물 처리량 정보 (년보)

- 액체 폐기물 처리량 정보 (월보)

▸보고서 출력물 : 수작업 작성했던 보고 문건 작성

- 액체 폐기물 리 의뢰서      

- 액체 폐기물 통보계      

- 증발 농축 공정 운 일지

- 아스팔트 고화 공정 운 일지 

④ 자연증발시설 리

▸증발응축액 리 의뢰 : RWTF에서 자연증발처리시설로 증발처리 의뢰  

▸자연증발시설 폐기물 수집 : 담당자 증발처리 승인

▸자연증발 처리 : 자연증발처리 시설을 운용할 때 발생되는 자료들을 

리      

▸자연증발시설의 방사성 물질 리 : 측정정보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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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증발시설 처리 황 : 연간 자연증발처리 실  악      

▸자연증발 폐기물 수집/처리 황 : 자연증발 시설에서 수집되어 처리실

 조회

▸보고서 출력물

- 액체 폐기물 리 의뢰서

- 자연증발 운 일지

⑤ 기체 폐기물 리

▸기체 폐기물 등록 : 발생/배출된 기체 폐기물의 정보 리

▸기체 폐기물 발생 황 : 기체 폐기물의 발생  배출 실  자료를 조회

⑥ 사용후핵연료 리

▸사용후핵연료 등록 :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한 정보 리

▸사용후핵연료 발생/ 장 황 :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장 실  자료를 

검색

⑦ 시스템 리(M) : 코드  사용자 권한 리

▸사원 정보 리 : 사원 즉, 연구소원들의 정보 리

▸사용자 정보 리 : 로그램 이용 권한, 화면 서비스 등  리

▸ 로그램 리 : 사용자가 환경변화에 응하여 로그램 기능 추가, 삭

제 리  

▸직  코드 리 : 직 에 한 정보  코드를 리

▸부서 코드 리 : 원자력연구소 내 여러 폐기물 발생 부서와 처리 부서

를 구분   

▸공통 코드 리 : 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코드의 추가/수정/삭제 기능

⑧ 기본 정보(I)

▸핵종 정보 리 : 핵종코드 리

▸내용물 정보 리 : 연구소 폐기물의 내용에 한 자료 리

▸ 계시설 정보 리 : 시설정보 리

▸ 장고/탱크 정보 리 : 장시설, 장 치 등의 리.

▸사용용기 정보 리 : 드럼  용기 리

▸폐기물 등  정보 리 : 폐기물의 등 을 리

▸폐기물 제한치 정보 리

- 사용후핵연료 인가 정보

- 기체 폐기물 배출 제한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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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증발시설 물질 제한치 정보

- 소외주민 선량측정 항목 리

- 소외주민 선량 항목별 제한치 정보

   (다) 로그램 구  환경 요소

     ① 구축된 각 로그램의 환경요소

Table 3-13. Environment of RAWMIS

Program

환경요소

Data 

I/O

Barcode 

I/O

보고서/

문서 리 

I/O

기

통계분석

통계분석 

Tool
PDA Data I/O

개발도구

Microsoft
 Visual Basic,

Farpoint Spread

Microsoft 
Visual Basic

Microsoft Visual Basic,

Farpoint Spread,

Microsoft Excel

Oracle 
DiscovererTM

(완제품 구매)

Microsoft Embedded
Visual Basic,

ActiveX Data Objects 
for Visual Basic,

Web-to-go

DBMS
Server Oracle 9i Enterprise Edition Oracle 9i Lite Edition

Client Oracle 9i Client Oracle 9i Lite Client

지 원

Platform

Server Intel Xeon Dual Intel Xeon

Client Intel Pentium II 이상 Intel PXA255

운

체제

Server Microsoft Windows 2000 Server Oracle Mobile Server

Client Microsoft Windows 98 이상
Microsoft

 Pocket PC 2003

     ②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사양과 기능

Table 3-14. RAWMIS Hard Ware

구분 사양 기능 개수

RAWMIS DB Server

모델명 : HP Pro Liant ML 530 G2
( Intel Xeon Dual CPU, 2 GB 
Memory, 220GB HDD)

Database service 1 set

RAWMIS Application 

Server

모델명 : HP Pro Liant ML 370 G2
( Intel Xeon CPU, 1 GB Memory, 

110GB HDD)

Database Backup Service,
Web / FTP Service,
Mobile Service

1 set

PDA HP iPAQ 2210 폐기물 조회  공정 기록 3 set

Barcode Printer Brother - PT 9200 PC 고체폐기물 bar-code 출력 1 EA

Barcode Reader Socket - In Hand Scan Card 고체폐기물 bar-code scan 3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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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화면 구

    ① 메뉴의 구성

  메뉴는 크게 9개의 주 메뉴로 구성되며 각각의 소메뉴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Fig. 3-53. Implementation of User Interface (Menu)

    ② 구동  로그인 화면

  RAWMIS.exe를 구동하면 로그인을 한 후 사용자 그룹별 로그램이 구동

된다. 아래의 화면은 시스템 리자로 로그인을 한 화면으로 체 로그램을 

모두 사용하는 를 나타내고 있다. 를 들어, 폐기물 리의뢰를 하는 사

용자가 로그인하면, 고체폐기물, 액체폐기물, 사용후핵연료의 “폐기물의뢰”

련 메뉴만을 쓸 수 있는 로그램이 구동된다. 고체폐기물 리 담당자가 로

그온 할 때에는 고체와 련된 폐기물 수집, 바코드, PDA, WACID 송데

이터 변환 로그램 등이 구동이 되도록 구축 되었다.

Fig. 3-54. RAWMIS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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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리 로그램의 

< 고체 폐기물 의뢰 화면 >

< 고체폐기물 승인 화면 >

Fig. 3-55. Implementation of Input/Output Application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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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ID 송 데이터 생성 화면>

<WACID 송 데이터 생성 후 확인 화면>

Fig. 3-55. Implementation of Input/Output Application Software(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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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폐기물 조회 화면 >

< 액체 폐기물 증발농축 감용 공정 리 화면 >

Fig. 3-55. Implementation of Input/Output Application Software(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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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AWMIS 시험운   이행

 가. 단  , 통합  시스템 테스트

  테스트는 시스템의 가동에 앞서 로그램들이 설계서와 업에서 요구하

는 성능  품질을 만족하는지에 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 되었다. 

테스트단계에서 문제 이 발생되면 오류를 찾아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테스트를 마치게 되므로 테스트시에 으로 평가한 사

항에 한 소개를 하도록 한다. 체 인 테스트는 다음의 사항에 하여 검

증함을 원칙으로 하 다.

   - 로직의 에러

   - 설계서와 불일치

   - 과부하 에러

   - 타이  에러

   - 처리용량  처리능력 에러

   - 풀백업(full backup)/복구 에러

   - 하드웨어  시스템 소 트웨어 에러

   - 표 화 반

 와 같은 검증을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구 단계까지 반복 인 로토

타이핑을 실시 하면서 단 테스트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병행하

다. 재 체 인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 에 있다. 

  시스템 테스트까지 통과하게 되면 모든 단계별 테스트 결과서를 토 로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하여 최종테스트를 실시하고 감리 결과에 하여 그것

을 이행한 후 인수테스트를 하게 된다. 인수테스트는 본격 인 가동에 앞서 

품질보증 체계와 유지보수 방안을 검토하여 미비 사항에 한 보강을 거쳐

야 통과 될 수 있다.

  (1) 단 테스트

  단 테스트에서는 로그램내의 기능 테스트, 실행경로  오류처리 테스

트, 경계값 테스트 등을 실시하며 다음의 세부 사항에 한 테스트를 실시하

다.

  -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 단순 비교(블랙박스 테스트)

  - 로그램 코드 테스트(화이트박스 테스트)

  - 입력매개변수와 인수의 비율, 속성 등이 일치 여부

  - 매개변수의 임의 참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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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변수 정의의 일 성

  - 제약변수들의 매개변수 단  달 여부

  - 데이터 타입의 일치 여부

  - 부 한 타이핑/코딩

  - under flow, over flow

  - 반복 조건문과 Loop

  - 기값(default value)값 검  등식오류

  - 변수명 확인  외조건 처리

  (2) 통합테스트

  시스템 내에서 로그램과 그 로그램이 호출하는 로그램까지를 범

로 설정하고 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싱(interfacing)에 을 두어 실시하

다. 통합테스트를 거치면서 로그램 구조를 체계 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기의 통합테스트에서 여러 개의 모듈을 동시에 통합 후 테스트를 수행하

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 으나, 단계 으로 모듈을 하나씩 통합해 나가면서 

테스트를 수행 하면서 통합의 오류를 순차 으로 해결하 다.

  (3) 시스템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진행 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한 보완을 실시하 다.

   - 업무 역과 기가동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와 기능  속도 향상

   - 시스템에 한 성능평가를 한 사용자 테스트

   - 볼륨 테스트

   -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의 백업/복구 테스트

  (4) 감리 문가를 활용한 아웃소싱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통과하면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하여 체 인 테스트 결

과를 검토하고 실제 시스템에 근하여 테스트를 실시한다. 

 나. WACID 시스템과 연계시험  운

  앞서 설명된 데이터 변환 요건  검증 방법에 의하여 재 내부 으로 

ETT를 통과한 테스트 데이터(2000년～2004년 재까지의 고체폐기물 데이

터, 총 1872건)에 한 변환 검증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WACID에 송하

는 테스트를 실시하 다. 결과 으로 데이터의 연계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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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용자 교육

   사용자교육을 한 계획은 사용자를 구분하여 교육용자료와 매뉴얼을 작

성하여 배포하 다. 즉, 폐기물 리를 의뢰하는 발생부서의 폐기물담당자는 

리의뢰를 하기 한 로그램과 메뉴들에 한 반복 인 교육을 실시할 

정이다. 

  업무분장에 의한 각 폐기물 담당자는 반복 인 로토타이핑과 해당업무

에 따른 요구사항의 반 과 확인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담당분야의 로

그램에 한 사 교육은 이루어져 있고 담당자별 매뉴얼도 배포하여 업무진

행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소 내 총체 인 교육은 정기 인 방사선종사자 정기교육 일정에서 폐

기물 리 부분의 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도록 계획 하 다.

 라.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수립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획은 첫째, 체 연구 추진 일정에서 품질 보증 활동

에 있어서 단계산출물에 한 문서화된 결과를 확보하는 것과 둘째, 이러한 

품질 보증 활동의 합성 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하여 강화하는 것, 그

리고 셋째,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생명주기(Life Cycle)을 고려하는 것, 

넷째로 시스템 운  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재해  보안에 한 방 

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 된다.

  (1)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가) 업무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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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계 단계

   (다) 구축  테스트 단계

  (2)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 반

  정보시스템 감리의 결과를 이행하여 연구의 목표 달성도를 향상 하도록 

일정을 진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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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리결과

부문 검토사항 감리인 결과

로젝트 리

    일정/범  정성

권 수 보통
    변경통제의 정성

    의사소통 리의 정성

    험 리, 쟁   미결사항 리 정성

개발방법론

품질보증

    품질목표의 정성

권희철 보통
    품질보증 조직 운 의 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정성

    품질보증활동의 정성

응용시스템

    요구사항의 반   추 성 확보 여부

한민수 보통

    분석, 설계, 구 의 일 성

    분석, 설계 산출물의 연계성  정성

    사용자 편의성의 정성 

    표 의 설정  수 여부

    자료변환 처리과정의 정성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별 개발 리자료 유무

이 용 보통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 에 한 

    품질보증활동 유무

    데이터 무결성, 기 성, 가용성 확보조치

    자료변환 련 설계사항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보안취약성 분석  보안요구사항 도출 

이 용 정
    정성

    타 시스템 연동설계 정성

    비상안 /장애/백업/복구 책 수립 계획

                                 (※결과 범례 : 정>보통>미흡>부 정)

   (나) 개선  권고 사항

부문 개선  권고 사항 결과 이행 내역

로젝트 리

추진 주체별 분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종합 인 통제  리가 가

능하도록 과제를 추진

분야별 목표에 따라 주진주체, 

투입인력 별 연구 task 할당

으로 분야별 연구를 추진하

고, 진도보고회의를 통한 통제

와 리를 수행

개발방법론

품질보증

보유 인 산출물의 종류는 타당하

나 내용에 있어서 모호한 사항에 

한 내용보강을 통하여 산출물 품

질의 향상을 권고

산출물에 한 내용의 보강

응용시스템

여러 개의 로그램을 히 통합 

 배치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을 제고

구 과 시연의 과정을 반복하

여 사용자가 편리한 형태의 

통합  배치를 실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검증  변환 요건을 구  

설계한 련 자료의 유지 필요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리

자 매뉴얼에 반

시스템 아키텍

처보안

내부 사용자 보안을 한 설계는 

타당하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내부

사용자 보안을 한 리 필요

입출력 응용 로그램의 내부

사용자 보안에 한 그룹 계

정을 데이터베이스에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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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지보수 계획 

   (가) OS 환경변화, 하드웨어, 소 트웨어 Life time 고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는 신제품의 출시 주기가 

어들고 있다. 따라서 그 만큼 재의 기술수 에 따른 생명주기도 짧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유지보수의 비용 감과 인력의 확보를 하여 하드

웨어와 소 트웨어 확보 시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하 다.

  - 시장 유율  벤더/딜러의 수

  - 제품에 따른 문가의 수  매 후 유지보수 사항

  - 구매 시 에서 최 한의 신제품 여부

   (나) 장애, 재해, 보안 책

    ① 데이터  

  데이터 에서 문제발생에 비하여 데이터를 백업하는 세가지 방법을 

구성하 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풀 백업(full backup)하는 테이 , 복수

개의 장장치를 구성하여 일부의 장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가 유지하는 RAID 구성, Application서버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미

러링(Mirring) 등 3차에 걸친 데이터 유지 기능을 구비 하 다. 향후 변환시

설  연구로 해체 폐기물에 한 데이터도 감안하여 장장치를 확보하

다.

    ② 네트워크 

  구축된 시스템은 연구소내의 방화벽(Firewall) 내에서 가동하며 연구소 외

부의 네트웍은 차단하고 내부에서만 운용되어 진다. 내부사용자의 보안은 사

용자별로 그룹을 지정하고 사용자 각각에 계정을 부여하여 리되며 계정에 

따라 로그인 된 사용자에게는 사용자 그룹별 권한을 두어 그룹에 따라 할당

된 일부의 로그램만이 액세스 되도록 구 되었다.

    ③ 운  

  시스템의 체 인 운 에 있어서 각 모듈별 리 차서를 작성하여 사

용하며, 개발문서의 확보를 통하여 유지보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④ 기타사항

  화재  재해 발생시에 비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내 앙 통제 센

터에 장비를 치하여, 상주하는 인력의 계속 인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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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 착안

1. 최종 목표

○ 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 종합 리를 한 정보 시스템(RAWMIS  

   :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의 구축

○ 국가차원의 통합 안 리 정보체계(WACID)와 연계

             2차년도

* RAWMIS 기술설계  구축
  -폐기물데이터구조 설계  최 화
  -RAWMIS 환경  범  설정
  -데이터베이스  응용 로그램 구축

* RAWMIS 시험운   이행
  -시스템 테스트
  -WACID와 연계시험  운
  -사용자 교육

              1차년도

* 국내외 유사 시스템 사례조사  분석

* 폐기물 정보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분석

* 폐기물 업무  데이터 분석

* 시스템 연계 방향 설정

* 폐기물 업무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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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평가의 착안

 가. 연구개발 목표

∙폐기물 정보 략계획  업무 역 분석

∙폐기물 업무 시스템 설계

 나. 연구개발 내용

  (1) 련 문헌  유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례조사

사례 조사 항목 사례 조사 내용

IAEA 

방사성폐기물

기록 리 시스템

기술요건

ㅇ회원국을 상으로 한 반 인 방사성폐기물 리 데이터

  베이스의 구성요건

ㅇ기록 리체계, 폐기물패키지의 개념,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의 내용

ㅇ처분을 한 방사성폐기물의 기록 리 사항에 한 권고안

ㅇ  사항을 분석하고 본과제의 시스템 설계에 참조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리 유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조사

ㅇ총 8개 국가와 IAEA에서 구축운  인 18개 시스템

ㅇ각 시스템의 특성 분석을 실시

ㅇ시스템 운 에 한 사항, 데이터 리 항목, 시스템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 등

ㅇ본 과제의 리항목과 시스템구성에 활용

ㅇ 리항목의 선정시 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 리상 보완

  사항도출

ㅇ업무의 변화 사항도 고려

ㅇ각 국가 혹은 기 에서 폐기물을 리 행 정보 획득

   ㆍ 미국 : NMMSS, WWIS, SWTS, MIMS, Low-track, IWTS, CID,     
              NIEHS
   ㆍ 캐나다 : WIP-III 
   ㆍ 국 : BRIMS 
   ㆍ 독일 : ReVK
   ㆍ 벨기에 : NIRAS/ONDRAF DB
   ㆍ 헝가리 : HAEA WIRKS
   ㆍ 일본 : COSMARD, DES
   ㆍ IAEA : NEWMDB, DIRATA
   ㆍ 한민국 : DREAMS-RMS (주)한수원ERP 

재고량 데이터 
련각국의 

데이터 수집  
분류체계 분석

ㅇ국내외 원자력 시설 이력 련 사항 악

ㅇ처분에서의 방사성폐기물에 한 이력 사항을 악
ㅇ각종 법령  규정에 근거한 항목 도입
ㅇ연구소의 실정에 맞는 유사   보완 사항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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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기물 정보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내용

시스템 명명
RAWMIS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

연구소폐기물 

특성 

폐기물처리 

업무 역에

 합한 시스템

구축범  설정

ㅇ고체/액체폐기물 : 발생/수집/운반/ 장/처리/처분 업무 역

ㅇ기체폐기물 : 발생/측정데이터/배출 업무 역

ㅇ사용후핵연료 : 발생/ 장/이동 업무 역

ㅇ소외 주민 선량/작업장 안 에 한 측정데이터 리 역

ㅇ폐기물 처리공정

   - 증발농축, 아스팔트고화, 자연증발, 시멘트고화, 재포장의

     업무형태 분류 등의 각종 측정데이터 리 역

ㅇ데이터  정보 검색 기능

ㅇ사  정의 혹은 사용자 선택에 의한 통계 요약 기능 역

ㅇ내부 문서흐름  외부 보고 자료 작성 역

ㅇ입력자료 내용의 최 화  업무편의 증  역

데이터베이스

리 항목 설정

ㅇ폐기물 리 반  시스템 구축범 에 한 리항목 선정

ㅇ국내 원자력 계법령에 명시된 행 규제요건을 반

ㅇ미국의 연방법, 주법  개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서

  요구하는 방사성 폐기물 인수기  총17종에 한 항목 검토

   데이터 체계반

ㅇIAEA 방사성폐기물 기록 리요건

ㅇ방사성폐기물 안 약 보고요건

ㅇWACID 필수 리 항목 반

시스템 요구 분석

ㅇ데이터베이스 입출력 요건 분석

   - 일반요건, 입출력요건, 데이터요건, 데이터 등 /그룹화

   - 상 기  보고 요건 : 등 화된 보고서 출력 등

ㅇ성능  요구사항

   - 폐기물 이력에 한 추 리

   - 데이터 여러 추출 조건의 명세  보고서 작성의 모듈화

   - 사용자의 등 화  정보공개 등 화

   - 데이터 백업  보안 사항

   - 로그  시스템 속자 정보 추

ㅇ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유지/보수에 있어서의 사용자 편의환경 고려

   - 사용자 인증 체계 

   - 시스템 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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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합화 략 수립

항   목 내                  용

KINS의 

WACID시스템과

의 연계방안 모색

ㅇ표 로토콜에 한 기 조사  용성 검토 : 웹기반 자료 송

ㅇWACID코드  연구소 해당코드 사용 : 연계성/효율성 제고

ㅇ 송 데이터 타입  폼의 정립 : 사  정의 형식(MS EXCEL)

ㅇ모든 내부문서  통계자료 산출에 MS EXCEL 시트 사용

ㅇ업무  자료 송에의 동시 효율성 제고

시스템의 H/W와 

S/W 선정안 작성

ㅇ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스템 유지보수 시의 착안

   - 확장성, 재구축, 시 의 발  방향, 시장 유율, 문가  

     의 수, 가격 등 고려

   - Database Server

    o H/W : Intel Geon Dual Processor Server 

    o OS : MS Windows2000 Server

    o DBMS : Oracle 9i Enterprise Edition

   - Application(Web) Server

    o H/W Pentium Ⅲ Processor Server 

    o OS : MS Windows2000 Server

    o Application Tool : Visual Basic 6, Spread 6.0,

                       Oracle Discoverer

시스템 구성도 

설정

ㅇ물리  네트웍  시스템 구성도

ㅇ데이터 흐름(정보트래픽)에 따른 논리  시스템 구성도

  (4) 폐기물 업무  데이터 분석

내                  용

 ㅇ폐기물처리 업무 역의 흐름도 작성 수행

 ㅇ폐기물처리 업무의 자료 입출력, 로세스, 엔티티 설정  목록 작성 수행

 ㅇ고체폐기물의 종류  분류체계 기  마련

- 과거 15년간의 데이터에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 폐기물 내용물의 빈도별 우선 순  항목선정

- 선정된 폐기물 내용물의 표기에 한 기 안 작성

- IAEA 분류체계, 연구소의  업무 흐름, WACID 내용물 분류체계 동시 고려

- 장래 폐기물 내용물의 미분류 상황을 고려한 고체폐기물 내용물 분류의 유지  

  보수 편의 요건 정립

 ㅇ 로세스 체계도  명세서 작성 수행

 ㅇ엔티티별 속성 정의 수행

 ㅇ엔티티 계도(E-R Diagram)  로세스 모델 정의 수행

 ㅇ입력 Demo 화면 설계 : 로토타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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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가의 착안  

주요 연구 결과물 가 치
(%) 과제 평가시 평가기

 ■ 폐기물 정보 략계획  업무 역 분석

  o 폐기물 DB 국내외 구축 사례조사 분석서

  o 폐기물 정보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분석서

  o 폐기물 업무  데이터 분석서  

    시스템 연계 방향 설계서

25

20

35

 

 o 조사 자료의 유용성

 o 요구 사항의 합성

 o 타 시스템과의 연계  호환성

 o 분석된 데이터의 타당성

 ■ 폐기물 업무 시스템 설계

  o 시스템 설계서

  o 코드 정의서

10

10

 o 시스템 설계 결과와 최종 목표

   시스템과의 근 성  합성

3. 2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평가의 착안

 가. 연구개발 목표

∙RAWMIS 기술설계  구축

∙RAWMIS 시험운   이행

 나. 연구개발 내용

  (1) RAWMIS 기술설계  구축

연구 항목 주요 연구 내용

①폐기물데이터

구조설계  

최 화

▸ 1년차 시스템 설계안의 연구소폐기물 특성  폐기물 

  처리 업무 역에의 데이터 합성 평가  미비사항 보완

▸ 사용자 요구사항 반 의 성 평가  미비사항 보완

▸ 시스템구축 후 폐기물 리  처리 분야 연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분석 기능의 반 정도 평가  미비사항 보완

▸ WACID 송 데이터 변환 조건별 내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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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항목 주요 연구 내용

② RAWMIS 환경 

범  설정

▸ 시스템의 구축 범  설정  구체화

 -방사성폐기물 리, 사용후핵연료 리, 보고서/통계 리,

  WACID 연계 등의 구축범  세부사항 정의

▸ 시 에서의 활용 방안과 미래 시스템 확장 가능성 반

  - 장 리, 감용 공정 리, 문서 리 등의 활용

  -변환시설  연구로 해체폐기물의 수용 가능성 검토

▸ 시스템 활용 목 에 맞는 시스템 아키텍쳐 구성

▸ 시스템 아키텍쳐에 따른 구성요소들의 구

  -PDA의 스냅샷 DB 테이블, 바코드시스템, 각종 인터페  

   이스 소 트웨어, 데이터분석 도구 도입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 검증  변환요건 구

▸ 정규화 3단계 과정을 통한 복 배제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 : DB서버에서 PDA 사용자를  

  한 스냅샷 DB 테이블 생성  검증

▸ 트랜잭션처리 : Insert, Delete SQL 구문 실행 시 트랜

잭    션 구문 수행  원시코드에 용

▸ 업무활용 내부 스키마와 WACID 송용 외부 스티마로 구성

④ 데이터 입출력 

응용 로그램 구축

▸ 폐기물 리 흐름을 반 한 로그램 구

  -데이터 리, 문서 리 기능, 기  통계자료 도출    

   기능 포함

▸ 입력시의 오류와 시간소요를 최소화한 User Interface 구

▸ 사용자 그룹 리를 통한 내부사용자 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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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AWMIS 시험운   이행

연구 항목 주요 연구 내용

① 단 , 통합  

시스템 테스트

▸ 정 /동 , 블랙박스/화이트박스 테스트 병행

▸ 단 테스트 : 인터페이스, 지역 데이터 구조, 경계 조건,  

  독립 경로, 오류 핸들링 경로에 한 시험 수행

▸ 통합테스트 : 진  모듈 통합을 이용한 인터페이싱 

  문제 해결

▸ 시스템테스트 : 모든 시스템 요소가 히 통합되고 

  할당한 기능의 수행 여부 검증

  -클라이언트/서버, 소 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트랜잭션  네트워크 통신 테스트

▸ 인수테스트 : 알 테스트, 베타테스트 수행

▸ 정보시스템 문 감리기 을 통한 아웃소싱 테스트 병

행

② WACID시스템

 연계시험  운

▸ 송데이터 변환 요건  검증 요건 확립

▸ 송데이터 변환 시 데이터 타입 확인

▸ 유 에서의 WACID 웹사이트에 한 블랙박스 

  테스트, 구성테스트, 데이터 호환성 테스트, 가용성

  테스트 수행

  ③ 사용자 교육 

▸ 사용자 매뉴얼 작성  사용자와 운 자 교육

▸ 알 테스트와 베타테스트를 수행시 시스템 리자  

  내부사용자 교육 병행

▸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기간 활용방안 확립 

④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수립

▸ 품질보증 계획  활동

　-개발 상 범 의 상세화, 명확화 검증

  -시스템 개발 산출물 재검토  일 성 유지

  - 측 가능한 험요소 발생에 한 리

▸ 보안  장애 방/복구 책 수립

  -방화벽 사용, UPS 사용, Mirror시스템 설정

  - 체백업, 부분백업, Raid, Data Mirroring 

▸ 유지보수 계획수립

  -하드웨어, 소 트웨어 life time 고려

  -IT기술 변화에 비 : 업그 이드 고려

  - 문유지보수 업체 활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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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가의 착안  

주요 연구 결과물 가 치
(%) 과제 평가시 평가기

 ■ RAWMIS 기술설계  구축

  o 데이터  로세스 흐름도

  o DB테이블 목록

  o 입출력 응용 로그램 구 서

  o 1차 감리 결과서

20

20

15

15

 

 o 사례분석  벤치마킹 타당성

 o 요구 사항의 합성

 o 업에 한 시스템 합성

 o 시스템 활용성

 ■ RAWMIS 시험운   이행

  o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o 사용자 교육  매뉴얼

  o 총  개발 산출물

10

10

10

 o 시스템 활용성

 o 시스템 완성도

 o 사용자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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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1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달성도(%)

폐기물 DB 

국내외 구축 사례
조사 분석

o IAEA의 WIRKS 지침 분석

o 8개국의 18개 유사시스템 분석

o 사례조사 분석 결과를 통한 리항목 도출 활용

o 국가별 방사성폐기물 리 행에서 연구소가 

  도입해야할 참고 사항 조사

100

폐기물 정보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분석

o 방사성폐기물의 이력 리 구축 목

o 폐기물 처리 공정 리 추가

o 방사성폐기물 분야에 있어서 물질수지 규명 

 연구에 토 를 마련 상

100

폐기물 업무 

 데이터분석

o 폐기물의 발생, 리의뢰, 수집, 임시 장, 처리,   
  처분 단계까지의 폐기물 리 업무 분석

o 폐기물에 한 이력을 리할 수 있는 방법론의   
  용

o 업무상 내부/외부 으로 사용되는 문서 조사

o 업무담당자의 문서생성 노력을 최소화 방안 마련

100

시스템 연계 

방향 모색

o KINS의 WACID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도출

o 데이터 교환매체, 용방안, 데이터 포맷을 정의

o 데이터요약 폼을 결정

100

폐기물 업무 

시스템 설계 

o 리 항목의 선정 완료

o 엔터티/어트리뷰트 정의를 완료

o 엔터티들간의 계  계도 작성완료

  -논리 , 물리  객체 계도(E-R diagram) 설정

o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정

o 정규화 3단계 과정을 통한 복을 배제

o 시스템과 네트웍 구성 설정

  -물리 인 측면

  -데이터흐름의 논리  측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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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달성도
(%) 비고

RAWMIS

기술 설계  

구축

 O 폐기물데이터구조 설계  최 화

   -데이터 무결성, 기 성, 가용성 확보

   -폐기물 리 업의 특성 반

 O RAWMIS 환경  범  설정

   -시스템 구조  활용방안 확정

 O 데이터베이스 구축

   -DB테이블 생성

   -내부스키마, 외부스키마 확정

 O 입출력 응용 로그램 구축

   -폐기물 통합 리용 로그램 구축

   -데이터 분석용 도구 포함

100

감리 문기 의

1차 정보시스템

감리 실시

⇓

연구수행내역

검  평가

실시 후 미비  

보완

RAWMIS

시험운   

이행

 O 단 , 통합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구성요소 별 테스트 수행

   - 체 시스템 운용 테스트 수행

 O WACID시스템과 연계시험  운

   -데이터 변환 요건  검증 요건 확립

   -WACID 데이터 송 테스트 수행

 O 사용자 교육

   -사용자 매뉴얼 작성  운 자 교육

 O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수립

   -품질보증 계획  활동

   -보안  재해 방/복구 책 수립

100

감리 문기 의

2차 정보시스템

감리 실시

⇓

연구수행내역

검  평가

실시 후 미비  

보완



- 262 -

2. 연구개발 추진 략

 가. 평가결과

  (1) 1차년도 종합의견

    ① 세부 인 내용과 탁내용의 범 가 많음

    ② 자료의 신뢰도 제고

  (2) 2차년도 종합의견

    ① 련DB자료를 주기 으로 검증하여 신뢰성을 향상하면서 활용성을  

       높이는 운  필요

    ②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속도 향상 필요

    ③ 시운  완료 후 로그램 효용성에 한 자체 검

 나. 종합의견 반  활동

  (1) 1차년도 종합의견 반

    체 인 과제 진행계획, 일정진행, 그리고 참여 연구원의 담당 분야에 

한 RAWMIS의 활용에 을 둔 체 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분야

와 체 시스템에서 정보 공학 으로 구 을 담당하는 분야 그리고 구 된 

로그램들에 한 정확성과 완성도를 검토하는 분야의 역을 구분하여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

  (2) 2차년도 종합의견 반

    구축된 RAWMIS를 시험운 (2개월간)을 실시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체 로그램에 한 튜닝과 성능을 보완하 으며, 자체 인 효용성 검을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 화 하 다. 이 과정에서 지 된 문제에 해 

수정을 실시하 으며 이에 한 사용자의 확인을 받았다.

 내부 사용자의 그룹 리를 통한 내부 보안 비 설계를 하여 먼  사용

자 그룹을 7개 그룹으로 정의한 후 그룹별로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시

스템에 근하면 해당 그룹의 권한을 가동하여 데이터와 시스템의 가용성을 

할당하 다. 사용자 그룹은 시스템 리자, 고체 리자, 액체 리자, 기체 

리자, 사용후핵연료 리자, 사용자 정의그룹, 폐기물 의뢰자로 분류하 으

며 업의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분류하 다. 이때 사용자 정의 그룹은 시스

템 리자가 정의하는 그룹으로 그룹 리의 유연성을 보강 하 다. 각 사용

자 그룹별 로 근 가능한 로그램 ID를 용하 다. Fig. 4-1은 이러한 사

용자 그룹과 로그램 ID를 구분하는 사항을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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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User Management

한, 트랜잭션의 처리를 하여 주키(PK ; Primary key)와 외부키(FK, 

Foreign key)에 한 재 정의를 수행하여 테이블 정의서를 보강하 고, 데이

터의 추가(insert)와 삭제(delete)의 SQL문 실행 시 트랜잭션 구문을 수행하

도록 원시코드에 용하 다. 이때의 우선순 는 만약 리자가 어떤 임의의 

테이블을 유하고 수정을 가하고 있고 일반 사용자가 이 테이블에 근을 

하여 정보를 갱신하는 동시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리자의 테이블 

유 권한을 상 에 부여하여 리자가 유하는 시간동안 일반사용자의 정

보갱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하다가 리자가 해당 테이블 유를 해제하

면 정보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 다. 다음은 이러한 원시 코드의 를 

나타낸 것이다. 

Fig. 4-2. Transaction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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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련분야의 기여도

1. 기술  측면

   ■ 연구소에서 발생․ 장 인 방사성폐기물의 리는 여러 종류의 양

식에 의해 수작업으로 리되어 왔다. 연구소 발생 폐기물의 특성은 연구, 

개발의 목 에 따라 발생 폐기물의 종류  형태, 핵종 등이 다양한 반면 폐

기물 각각에 한 발생량은 소량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최근에는 핵주기 

련 시설과 연구개발 과제의 증가로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이 증가하고 수

작업에 의한 폐기물 리의 효율 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다..

   ■ 연구소 폐기물의 특성은 상업운 의 발 소와 달리 연구와 개발의 목

에 따라 폐기물의 다양성과 소량이 불규칙 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에 한 

폐기물 이력이 리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의 다양한 형태, 다양한 핵종, 

각각에 한 소량의 발생량, 발생시기의 불규칙성 등은 폐기물처리에 어려움

을 야기한다. 폐기물을 같은 형태, 핵종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분류되고 처리

할 때 장드럼의 내용물, 드럼의 일련 번호, 드럼의 장 치 등이 체계

으로 추 되어야 효율 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폐기물의 발생      

장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 인 추 리의 필요성이 실히 요구된다. 

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은 수집부터 처리  처분까지 추  리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용한 종합 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 : DB)  련 시

스템의 구축을 완료하 다.

   ■ 최근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의 건설계획이 가시화되고 처분 안

성 측면에서의 필요한 상 폐기물의 이력정보의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 다. 

   ■ 재 문서화 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이력정보는 발생시 이나 처

리시 을 기 으로 리되어 폐기물 각각에 한 통계자료를 도출한다거나 

련 분야의 연구에 활용할 만한 통계 인 분석을 용하기 어렵다. 방사성

폐기물을 객체로 리하는 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물질수

지 연구  폐기물 재고량(Inventory) 규명에 한 기  정보가 제공될 것

으로 상되어 진다.

2. 경제  측면

   ■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업무의 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 /물  자원 감의 효과는 정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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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수작업과 문서에 의존한 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 

리 업무는 발생/ 량이 증가됨에 따라 리해야 할 정보의 수량 한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는 을 감안하면, 데이터베이스  련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성을 충족하 다.

   ■ 데이터베이스  련 시스템의 구축으로 그동안 여러 종류의 양식을 

통한 수작업에 의존한 방사성폐기물 리 업무에 있어서의 연구인력 소요를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법 개발 연구에 환원할 수 있다.

   ■ 최종처분시설에 한 본격 인 가동이 이루어지면 연구소의 처분 상 

폐기물을 한 련 정보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시 필

요한 리데이터의 범 를 종합 으로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련 시스

템을 구축한다면 결과 으로 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 방사성폐기물 리업무에 있어서, 작업자는 작업 장에서 처리의 상

이 되는 폐기물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폐기물의 정보 조회가 빠르고 정

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된다면 작업자의 안 을 보장하고 나

아가 폐기물의 발생을 미약하나마 감소시킬 수 있으며 리비용의 감을 

상할 수 있다.

  나. 사회  측면

   ■ 단  발생기 의 폐기물에 한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는 작게는 발생

기  경 자의 폐기물 처리 책 수립의 자료가 되며, 크게는 국가차원의 방

사성폐기물 정책 수립의 기 자료를 제공한다. 방사성폐기물의 국가  통합

리는 시  요구사항이며 단  발생기 의 폐기물 리 정보체계 구축은 

정확한 통계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 정부가 천명한 원자력 안 규제 5 원칙(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

성, 신뢰성)을 실 하기 하여, 재 산별 으로 리되고 있는 방사성폐기

물 안 리 련정보를 종합 으로 리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차원에서 통합 안  리 정보체계(WACID)에 방

사성폐기물 단 발생 기 으로써 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다.

   ■ 단  발생기 의 폐기물 리정보체계는 단  발생기 의 자료가 그

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통합 안 리 정보체계(WACID)와 연계

되어 개발될 필요성이 요구되며, 연계 개발시 데이터 형식  로토콜

(Protocol)의 표 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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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활용계획

1. 폐기물 리의뢰  수집에 활용

  발생된 폐기물의 리의뢰와 수집은 본 과제를 추진하는 부서의 고유 업

무로써 이미 1차년도 설계안에 자세히 구성되어 있다. 발생된 폐기물의 리

의뢰는 발생부서에서 폐기물의 발생 황에 한 데이터를 입력한 후 리를 

의뢰하면 폐기물 처리부서의 각 담당자들이 1차 으로 폐기물의 이력을 살

펴보고 이를 토 로 실사를 실시한 후 방사선학  폐기물 분류 등 과 리

번호를 부여한 후 장  처리를 하는 재의 리 차를 그 로 반 하

다. 발생부서는 연구소 특성상 인허가 기 과 과거 발생량을 고려하여 5가지

로 분류 하 는데, 핵연료주기시설을 세분하여 하나로(연구용원자로), 조사재

시험시설(IMEF), 조사후시험시설(PIEF)로 설정하 고, 동 원소(RI)이용시

설, 각 연구실(R & D Lab.)로 구분하 다. 물론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RWTF)도 발생부서이며 동시에 폐기물 리 부서로 리 된다. 이와 같은 

폐기물 발생부서의 데이터 입출력은 데이터입출력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다음의 그림은 폐기물 리의뢰  수집을 담당하

는 모듈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5-1. Using System : Was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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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리  처리 업무에 활용

  연구소에서 주로 발생하고 감용처리를 실시하는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과 액체 폐기물이다. 이  고체 폐기물은 처분시까지 간(임시) 장

을 하면서 감용처리를 거치거나 액체폐기물을 감용처리한 고화체를 임시

장하게 된다. 이때 작업자가 폐기물의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작

업자의 폐기물의 정보 조회에 있어 간편함을 제공하고 피폭을 최소로 하는 

리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내외 유사시스템 사례 조사 단계에

서 수집된 내용을 용하 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바코드시스템이 활용

된 사례를 면 히 검토 조사하여 3국의 시스템의 장 을 도출하여 휴 용단

말기를 통한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고체폐기물의 

용기 표면에 내용물의 포장형태를 볼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하는 리상의 변

화도 용하 다. 다음의 그림은  조사된 미국, 일본, 독일의 시스템 활용에 

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Fig. 5-2. Example of Using Bar-code

  액체폐기물의 처리 공정에 있어서도 공정을 리하는데 있어 측정 데이터

를 수집하여 공정연구와 물질수지연수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두 되었다. 

이에 측정된 데이터의 기록에 한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모듈을 구 하기로 하 다. 따라서 고체폐기물의 

정보조회와 액체폐기물 처리공정의 데이터수집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을 동

시에 만족하기 한 장비로 개인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ce), 바코드시스템 모듈이 추가 되었다. 다음은 폐기물 리 업무에 

활용되는 모듈을 구성을 표 한 것과 실제 PDA와 바코드 시스템을 용한 

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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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Using System :  PDA+Ba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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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리에 활용

  재 리  운 되는 내부문서(보고서, 일부 차서)는 수기로 작성되어 

리 되어 왔으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동출력 기능을 갖는 문서 리 

모듈도 구 하기로 하 다. 다음은 문서 리 모듈에 한 구성도 이다.

Fig. 5-4. Using System : Management of Document

4. 데이터 분석에 활용

  데이터베이스에 아무리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놓는다 하더라도 분

석하여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입출력응용

로그램에 통계 모듈을 용하기로 하 으나 SQL문과 몇 가지 통계알고리즘

을 구 하게 되면 처리시간과 부하가 상되고 이 게 되면 리목 을 상

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입출력응용 로그램에는 표 화된 

포트 출력, 사용자 정의 포트 출력 등의 조회  출력 등 주로 사용되는 

통계 기능을 부여하고, 좀더 체계 이고 심도 있는 통계분석을 하여 데이

터 분석용 도구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Oracle Discoverer
TM를 채택하여 분석 

모듈의 이원화 체제를 구성하 다.

  조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통계패키지(SPSS, SAS, Minitab 등)의 도구를 

데이터베이스에 근시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문 인 통계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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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목 으로 개발된 도구이다 보니 문 인 통계지식 없이 사용자가 

다루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단 하에 쉽게 그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도구로 선택하 다.

  Discoverer의 장 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 분석이 가능하며 각종 통계

함수가 내장되어 있고 SQL문의 특성을 모르더라도 최종사용자가 데이터베

이스 리자를 거치지 않고 직  데이터베이스에 근하여 데이터를 조회하

고 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단 으로는 문 인 통계분석용 도구

에 비해 통계함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도구는 필요에 의하여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다음의 그림은 데이터 분석 모듈에 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5-5. Using System : Analysis of Data

5. WACID 데이터 ETT(Extraction,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에 활용(분기보고 체)

  ETT방법은 소스 시스템의 종류, 데이터의 추출주기, 데이터의 양, 로딩속

도, 소스 데이터의 질, 과거데이터의 형식, 사용자의 요구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하여 한국원자력안 기술원(KINS)의 

WACID 추진 부서와 의와 검토를 거친후 한 송 형식을 정의하고 

송 일의 포맷 정의서를 토 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 하도록 하 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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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데이터는 Microsoft Excel 일로 장이 되며, 분기단  혹은 월단

의 주기를 갖는 데이터를 ETT하기로 하 다. 데이터의 양이 많을 경우 오

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데이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송속도와 처리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송하기로 결정하

다. 그리고 기 간의 네트워크 보안 방침으로 인하여 기 간 데이터베이스

를 함께 연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WACID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근하여 

추출  변환된 데이터를 로드하기로 결정하 다. 이 게 로드된 데이터는 

WACID에서 XML형식을 변환되면서 WACID의 데이터베이스로 삽입된다. 

앞의 그림은 이러한 ETT 모듈을 구성한 것이다.

Fig. 5-6. Using System : Data ETT to The W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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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스템 활용성을 높이고, 폐기물 정보에 한 항목과 내용의 질 수 을 재고하

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WACID에 정보를 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시스템의 개발을 하여 국내외 유사 시스템에 련된 사례조사  분석이 이루어졌

으며 폐기물 정보 사용자 요구사항의 정의  분석, 데이터 베이스  응용 로그램

의 성계  구축, 구축된 시스템의 시험운   WACID 연계 운 등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RAWMIS는 폐기물 리의뢰  수집에 실제로 용되고, 

패기물의 리와 처리시에 해당 폐기물의 검색에 사용되며, 문서의 생성  데이터의 

통계분석과 WACID 데이터 송등 연구소폐기물 리업무 반에 활용되게 된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정보 리시스템,  폐기물, 폐기물처리공정, 문서

리, 바코드시스템, 개인휴 단말기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e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454/2003

Title / Subtitle
 Establishment of Databas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KAERI Wastes

 Project Manager and Dept.

(or Main Author)

  J.S. Shon / Radwaste Treatment Facility

Management Department

 Researcher and Dept.
  K.J. Kim, S.J. Ahn, M.M. Lee,

  

 Radwaste Treatment Facility 

Management Dept.:

  S.M.Bae, I.S. Kang, Y.H. Lee, T.K. Kim, B.C. Lee,

  K.H. Kim, K.P. Hong, J.S. Joo, H.S.park, H.S. Cho

Pub.Place Daejeon Pub. Org. KAERI Pub.Date 2009.

Page 277P Fig.and Tab. Yes(○), No(  ) Size 29 ㎝

Note    2003 Management Report

Classified Open(○),Outside( ),_Class Report Type Management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About 300 Words)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by kaeri has various tyes, nuclides and 

characteristics. To manage and control these kinds of radioactive wastes, it 

comes to nee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ir records, dfficient research and 

quick statistics Getting information about radioactive waste generated and 

storedby KAERI is the basic factor to construct the rapid information system for 

national cooperation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In the study,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 (RAWMIS) was developed. It is Aimed at 

management of record of radioactive wastes, uplift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supprot WACID(Waste Comprehensive Integration Database 

System) which is a national radioactive waste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of korea. The major information of RAWMIS supported by user's 

requirements is generation, gathering, transfer. treatment, and storage information 

for soild waste, liquid waste, gas waste and waste related to spent fuel. 

RAWMIS is composed of database, software (interfaec between user and 

database), and software for a manager and it was designed with Client/Server 

structure. RAWMIS will be a useful tool to analyz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lso, this system is developed to 

share information with associated companies. Moreover, it can be expected to 

support the technology of research and developmet for radioactive was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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