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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국제 력 지원사업

Ⅱ. 연구의 목   요성

  본 연구의 목 은 원자력 기술 력 다변화, 양자간‧다자간 력을 상호 

복합 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술 수용능력 제고를 통해 원자력 기술선

진국 진입을 한 국제 력 체제를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력 확

를 한 FNCA와 RCA 사업 강화   동유럽, 남미의 개도국과 진  

력 확  추진을 통해 수출 기반을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변하는 국제

원자력정세에 효율 이고 능동 으로 처하기 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원자력 력을 지원하고 선진국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연구기 과의 효

율 인 력을 추진하는데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소 국제 력의 주요 상인 IAEA와의 활동, 

지역 력 의체인 RCA  FNCA 활동 그리고 양국간 국제 력 등 3분야

를 2004년도  추진 사항을 으로 다루었다. 우선 IAEA의 경우

에는 우리나라의 IAEA 기술 력사업에의 참여와 과학자/훈련생 수용사업

을 소개하 으며 국가 상제고를 한 략과 더불어 IAEA 기술 력

(TC) 로그램 을 소개하고 최근의 력내용을 소개하 다. RCA 분야에

서는 RCA의 주요 행사인 26차 RCA 국가 표자 회의와 제33차 RCA 총

회를 으로 다루었다. FNCA 분야에서는 제5차 FNCA장 회의와 

제5차 FNCA 국가조정 회의가 논의되었다. 한 양국간 국제 력 분야에

서는 양국간 원자력 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한 체계화 연구를 

해 우리 나라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공동조정 원회의 주요 국

가  2004년도 성과 등을 체계 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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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활용계획

원자력 국제 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심으로 한 다자간 

력과 특정국과의 양자간 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극 으로 원자력산업을 육성하면서 IAEA 안 조치 이행을 

하여 꾸 히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의 모범 인 국가

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IAEA 기술 력

사업에 극 참여함으로써 원자력 인력양성에 지않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IAEA를 심으로 한 기술 력사업을 통하여 우

리나라의 기술자립  인력양성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자력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우

리나라의 국제 인 상을 강화하고, 우리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을 진

하기 해서 그만큼 국제사회에 한 기여를 확 하고, 극 인 력기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 력 공동 원회를 통하여 제3국에 한 공동수출을 해 

력하는 한편, 원자력 선진국의 우수연구기 들과 공동연구사업을 지속

으로 발굴․확 하여 선진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우선순 에 따라 

선정하여 양국의 우수 연구인력간에 기술정보  인력교류를 진할 수 

있는 력기반조성과제를 지속 이고 집 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본 보고서는 에서 열거한 원자력 국제 력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특히 우리 연구소가 국제기구와의 력, 양국간 

 기 간 력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방향 정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5 -

S U M M A R Y

I .  Project Title

A Project in Support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II.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 bid to promote our nation's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communit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effectiv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nuclear climat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contained KAERI's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IAEA, with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s such as RCA, FNCA and 

bilateral cooperation with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The overview of 

IAEA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 was provided and strategies to 

enhance national statu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o effectively 

implement national nuclear policy and positively cope with 

developments taking place in international nuclear areas were also 

presented. 

To provide basic material for implementing bilateral cooperation with 

nuclear advanced countries, nuclear programs for and status of bilateral 

cooperation with U.S.A., Canada, Japan, China, Australia and Russia 

with which joint coordination committee was held annually, was also 

describ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nuclear energy can be divided into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IAEA, RCA, FNCA 

and bilateral cooperation. 

  To strengthen technical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ems including 1) activities with IAEA, RCA, FNC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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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perts joining the activities of and acquiring information 

through international nuclear organizations such as the IAEA 3) the 

strategic promo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was listed.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n exemplary country of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ith the strenuous efforts carrying out the 

Agency's safeguards. For the last 40 years, we have developed the 

human resources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Agency's TC 

programmes.  Continuous efforts to contributing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utilizing Korea's experience gained in 

the process of technical self-reliance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re needed. Also effort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make inroad into overseas nuclear 

markets for export of our nuclear technologies should be made.  

  Meanwhile in the bilateral cooperation, we need to beef up 

cooperation  with U.S.A. and Canada through the joint committee for 

the joint export to third countries. Also it is desirable to lea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technology by expanding 

the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worldwide recognized research 

institutes in  nuclear developed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nuclear energy, especially for the 

KAERI'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n effect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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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 은 원자력 기술 력 다변화, 양자간‧다

자간 력을 상호 복합 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술 수용능력 제고를 통

해 원자력 기술선진국 진입을 한 국제 력 체제를 강화하고, 아시아 국

가와의 력 확 를 한 FNCA와 RCA 사업 강화   동유럽, 남미의 

개도국과 진  력 확  추진을 통해 수출 기반을 구축하며, 한편으로

는 변하는 국제원자력정세에 효율 이고 능동 으로 처하기 해 국

제원자력기구와의 원자력 력을 지원하고 선진국  개발도상국과의 원자

력연구기 과의 효율 인 력을 추진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소 국제 력의 주요 상인 IAEA와의 활동, 지

역 력 의체인 RCA  FNCA 활동 그리고 양국간 국제 력 등 3분야를 

2004년도  추진 사항을 으로 다루었다. 우선 IAEA의 경우에는 

기술 력 개요를 소개하 으며 국가 상제고를 한 략과 더불어 

IAEA 기술 력(TC) 로그램을 소개하고 최근의 력내용을 소개하 다. 

RCA 분야에서는 RCA의 수행사업  방향을 소개하고 RCA의 주요 행사

인 제26차 RCA 국가 표자 회의, 제33차 RCA 총회 등을 다루었다. 한 

양국간 국제 력 분야에서는 양국간 원자력 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

하기 한 체계화 연구를 해 우리나라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공

동조정 원회의 주요 국가  2004년도 성과 등을 체계 으로 정리하 다.

일반 으로 원자력 국제 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심으로 한 다

자간 력과 특정국과의 양자간 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극

으로 원자력산업을 육성하면서 IAEA 안 조치 이행을 하여 꾸 히 노력하

여 온 결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의 모범 인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IAEA 기술

력사업에 극 참여함으로써 원자력 인력양성에 지않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IAEA를 심으로 한 기술 력사업을 통하

여 우리나라의 기술자립  인력양성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국제사회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자력선진국으로 인정받

는 우리나라의 국제 인 상을 강화하고, 우리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을 

진하기 하여는 그만큼 국제사회에 한 기여를 확 하고, 극 인 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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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미국, 카나다 등 양국간 력에서는 원자력 력 공동 원회를 통하여 

제3국에 한 공동수출을 해 력하는 한편, 원자력 선진국의 우수연구

기 들과 공동연구사업을 지속 으로 발굴․확 하여 선진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신규로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우선순 에 따라 선정하여 양국의 우수연구인력간에 기

술정보  인력교류를 진할 수 있는 력기반조성과제를 지속 이고 

집 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본 보고서는 에서 열거한 원자력 국제 력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특히 우리 연구소가 국제기구와의 력, 양국간 

 기 간 력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방향 정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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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 력지원

제 1   IAEA 기술 력사업 

 1.  IAEA 기술 력사업 수행 실   계획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 력 로그램은 매 2년 주기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1997-2002년간 국내, 아태지역, 지역간 기술 력사업 집행 실 은 

그림 1-1과 같으며, 동 기간  이의 수행분야별로 살펴 보면 그림 1-2와 

같다. 우리나라는 2003-2004년 동 로그램 하에 5개의 사업을 표 1-1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한 2005-2006년 주기의 사업으로 11개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표 1-2와 같이 8개 사업으로 조정이 되었다. 동 2005-2006년 

사업은 2003년말에 IAEA에 우리의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2004년 9월 

IAEA 정기총회시 개최된 한․IAEA 기술 력사업회의에서 토의를 거친 

후 11월말 IAEA 이사회에서 표 1-3과 같이 5개 사업이 확정되었다. 채택

되지 못한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수행될 계획이다.

             National Disbursements                         Regional and Interregional 

Disbursements 

(그림 1-1) 1997-2002년간 기술 력사업 집행 실

(그림 1-2) 1997-2002년간 기술 력사업 수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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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IAEA 2003-2004년 기술 력사업 (한국)    (Unit: USD)

로젝트 
코드

로젝트명 (수행기 )
2003-04

산
2003년 

산
2004년 

산

ROK/0/010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과학기술부)

458,340 195,850 262,490

ROK/4/031

Technology Development for 
Vitrification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s 
from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환경기술원)

61,220 28,020 33,200

ROK/5/034
Nutrient Efficient Crops and Safe Use 
of Pesticides in Sustainable Crop 
Production (농진청)

96,830 45,130 51,700

ROK/9/044
Strengthening Regulatory Competence 
and Effectiveness for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안 기술원)

89,500 45,580 43,920

ROK/9/045
Improving Medical Preparedness in 
Response to Radiation Emergencies 
(원자력병원)

76,050 36,830 39,220

합 계 ( 5개 사업 ) 781,940 351,410 430,530

< 표 1-2 > 2005-2006년 IAEA 기술 력사업 제안 과제

번호 사 업 명 (안)
사업책임자
(수행기 )

1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Ш)

Jong-Bae Choi
(MOST)

2

Improving Medical Preparedness in Response to 
Radiation Emergencies and Establishment of 
Regional Cyclotron Center and Hadron Therapy 
Technology in Republic of Korea

Youn-Sang Shim 
(KIRAMS)

3 Strengthening Regulatory Competence and 
Effectiveness for NPPs

Chang-Ho Park
(KINS)

4
Development of fertilization method and fertilizer 
types for the improvement of nitrogen use 
efficiency and reduction of gaseous losses

Han-Myeong Kim
(RDA(NIAST))

5
Minimization of the uncertainty of early phase 
source term using the measured radiation 
monitoring data

Moon-Hee Han
(KAERI)

6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Isotope Training 
Programme in Applied Radioisotope Research 
Institute(ARRI) of Cheju National 
University(CNU)

Jae-Woo Park
(CNU)

7
Demonstration Facility for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Using an Electron Beam)

Bum-Soo Han
(EB-TECH)

8
Technology Development for Vitrification,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Spent Fuel 
Management in Korea

Myung-Jae Song
(KHNP(N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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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2005-2006년 IAEA 기술 력사업 승인 과제

로젝트 
코드

로젝트명 (수행기 )
2005-06

산
2005년 

산
2006년 

산

ROK/0/010
(계속사업)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과학기술부)

160,020 67,620  92,400

ROK/4/031
(계속사업)

Technology Development for 
Vitrification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s 
from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환경기술원)

63,560 30,200 33,360

ROK/6/003
(신규사업)

Establishing a Regional Cyclotron 
Centre (KIRAMS)

90,390 46,570 43,820

ROK/8/008
(신규사업)

Establishing Environmental Isotopes 
Measurement Laboratories (제주 )

104,470 55,710 48,760

ROK/9/044
(계속사업)

Strengthening Regulatory Competence 
and Effectiveness for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안 기술원)

116,072 53,112 62,960

합 계 ( 5개 사업 ) 534,512 253,212 2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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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AEA 과학자/훈련생 수용 

  IAEA는 회원국간의 과학기술 력을 지원하기 하여 과학자/훈련생

(Scientific Visit & Fellowship) 방문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는 원자력연구소가 동 로그램 지원을 한 국내 실무 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동 방문 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1995년 

IAEA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3년 10월에는 동 MOU를 개정하

여 IAEA와 Agreement를 체결하 다.  

  우리나라는 향상된 원자력기술력과 기술 력 증진을 한 노력의 결과 

과학자/훈련생 방문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미  동

구권 국가로부터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학자/훈련생 방문 로그램은 기술 력의 실질 인 주체가 되는 문

가들의 교류임을 고려할 때 동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

을 하고 장기 으로 기술수출 기반을 확 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으므로 지속 인 심과 체계 인 지원으로 훈련생 수용을 확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15 -

<표 1-4> 2004년 IAEA 과학자/훈련생 수용 황

<표 1-5> 2003년 IAEA 과학자/훈련생 수용 황

국가명
구분

과학자 훈련생 합계

말 이시아 4 1 5

남아공 1 1

모나코 2 2

모로코 2 2

미얀마 1 1

방 라데시 1 1

베트남 6 6 12

세르비아 1 1

아르헨티나 1 1

인도네시아 1 4 5

국 1 1

카자흐스탄 1 1

터키 1 1

키스탄 1 1 2

폴란드 1 1

필리핀 1 1

합계 20 18 38

국가명
구분

과학자 훈련생 합계

말 이시아 1 1

미얀마 1 1

방 라데시 1 1

베트남 4 4

라질 1 1

아르헨티나 1 1

인도네시아 1 1 2

국 3 3

터키 1 1

키스탄 1 1

필리핀 1 1

합계 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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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RCA 력 

  1.  제26차 RCA 국가 표자 회의 

  제26차 RCA 국가 표자 회의가 2004년 4월 11-15일 키스탄 이슬라

마바드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김승  과

장(수석 표)과 원자력연구소 국제 력과 김명로 선임기술원이 참석하

다. 그리고 RCA 지역사무국(RCA Regional Office)에서는 김진경 국장과 

정 극 사업담당 , 권 신 사업담당이 참석하 다. RCA 회원국 17개국  

인도가 키스탄과의 정치 인 이유를 들어 불참하 다. 

  

회의 의제로는 제32차 RCA 총회 후속조치 사항, RCA 2003-2004년도 사

업, RCA 방사선방호사업, RCA 지역사무국 주도사업의 승인 등 총 13개 

의제가 상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RCA 사업의 운 리 개선을 해 RCA 사업에 한 

기 략 입안 등 4개 그룹으로 나 어 RCA 사업의 략기획회의를 개최

하 는데 이는 RCA 장기 인 발 을 해 매우 의의있는 것이었다. 

  RCA 지역사무국 운 과 련하여 RCA 지역사무국이 주도하는 사업을 

승인키로 결정하고 차후에는 례에 의거, 그와 같은 승인 없도록 결정하

다. 한 호주, 일본, 말 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으로 구성된 실무그룹

이 RCARO 주도사업 추진에 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04년도 9월 

제 33차 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동 가이드라인은 총회개최 1개월 에는 

회원국에 회람토록 결정하 다. 

제26차 RCA 국가 표자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표자회의 주요의제  회의결과

(1) 의장  서기 선출

 o 임시의장 : 스리랑카 표, Mr. J.M.A.C. Jayasinghe

 o 신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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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 M. Munim Awais ( 키스탄원자력 원회(PAEC) 국제 력&

훈련국장)

  -  태국의 제의와 호주의 재청으로 Mr. Munim Awais를 신임의장으

로 선출

 o 서기(Rapporteur): 키스탄원자력 원회(PAEC) 직원 (3명)

  -  Mr. Khawaja Munir Samad

  -  Mr. M. Salahuddin

  - Mr. M. Zubair Sadiq

 

(2) 회의의제 채택

 o 당  회의 4일차에 논의하기로 한 'Expansion of Participation in 

RCA Activities' 의제를 회의 첫날 논의하기로 변경함. (일본측 수

석 표의 제의를 수용)

 o 상기 내용 이외의 의제는 당  내용 로 논의하기로 채택

(3) 제 32차 RCA 총회(2003.9) 보고서 채택

  o 원안 보고서를 채택함. (오탈자 교정 필요)

  o Follow-up actions

   - Task force report to review past decisions

   - RCA logo 

   ․ RCARO가 디자인, 제안한 2개의 logo  국경선 없는 logo와

logo 사용방법(guidelines)을 채택함.

   ․ Logo와 함께 사용할 'RCA' 씨체는 좀 더 보완하여 제 33차 

RCA 총회(2004.9)에 보고하기로 함.

(4) Progress Report on ENO Project  Malaysia

  o ENO(Electronic Networking and Outreach) 로젝트의 황을 

동 로젝트의 Lead Country인 말 이시아가 발표함

  o 말 이시아는 Members Only Website를 개선하여 제33차 RCA 

총회(2004.9)에서 'Livelink'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정임을 밝힘.

(5) RCA Guidelines and Operating Rules     

  o 1997년 개정된 바 있는RCA Guidelines and Operating Rules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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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회의 기간  Strategic Planning Session에서 논의된 결과

에 따라 개정하기로 결정함.

   - 본 RCA 회의 기간  회의 3일차 되는 날 Strategic Planning 

Session을 개최하여 RCA 운 , 리 개선사항을 논의함.

(6) RCA Annual Report for 2003

  o 회원국은 RCA 2003년 연차보고서에 한 검토의견을 2004. 4. 

30일까지 RCA Coordinator에게 송부하기로 함.

   - RCARO는 'RCARO 연차보고서'를 'RCA 연차보고서'의 일부

로 포함해  것을 요청함.

   - 이에 하여 말 이시아 표는 RCARO 연차보고서의 승인

차도 RCA 연차보고서 승인 차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

을 표명함. ( 국이 말 이시아 의견에 동의)

(7) RCA Radiation Protection Programme

  o 호주는 Radiation Protection Programme의 기획 황에 하여 설명

하고, 동 사업 련 실무자 회의가 2004년 6월에 개최될 것임을 밝힘.

  o 일본과 말 이시아는 동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IAEA의 

Salema 국장도 방사선 방호의 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힘.

  o 한 Salema 국장은 동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사업 

참여를 한 Project Request를 제출해  것을 요청함.

(8) Sustainability and Self-Reliance of Nuclear Institutes

  o RCA Coordinator는 Mr. Peter Roberts가 제출한 'Sustainability and 

Self-Reliance of Nuclear Institutes' 내용에 하여 설명을 하 으

며, 회의참가자들은 동 내용과 RCA와의 연 성에 하여 논의함.

  o 논의결과, RCA 내 원자력 련 기 의 Business 개념 도입은 

아직 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9) Expansion of Participation in RCA Activities

  o 일본 표는 RCA 활동범 를 확 하기 하여 Non-RCA 국가들

과의 력 강화와 Potential Donor에 한 RCA의 홍보 강화방

안에 한 제안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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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본 내용 련, 구체 인 논의는 제33차 RCA 총회(2004.9)에서 하

기로 결정함.

(10) RCA Regional Office (RARO)

  o RCARO 자문 원회 의장인 호주 표 (Mr. John F. Easey)는 제

5차 자문 원회(2004. 4. 11) 회의 결과를 보고함. 

  o RCARO 사무국장(김진경 국장)은 RCARO Initiated Programme 

 2004년 Work plan을 보고함.

   - RCARO Initiated Programme

․Post Doctoral Fellowship Programme

․KAIST master Degree Programme

․KOICA Nuclear Medicine Internship Training Programme

o RCA Initiated Programme에 하여 각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함

  - 말 이시아

  ․RCARO Initiated Programme과 RCARO의 임무와의 연 성에 

하여 문의함.

  ․RCARO Initiated Programme에의 참여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을 요구함.

  ․RCA Initiated Programme이 RCA Framework에 합하지 않음

을 지 함. ( : RCA lead Country Coordinator의 참여가 없음)

  - 일본

   ․RCARO Initiated Programme 시행 시 IAEA Technical 

Officer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함.

  - 호주 

   ․IAEA가 자 지원하지 않은 사업에는 IAEA가 개입할 이유가 

없음. (일본 측 주장에 한 반론)

    ․Project를propose하는 것은 Donor가 아니고 Member States

임을 강조함.

   - RCA Chair ( 키스탄)

    ․RCA Initiated Programme은 Extra-budgetary Contribution

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함.

   - TCPA 국장 (Mr. Sel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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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A 사업의 약 80%가 IAEA로부터 지원되고 있음을 상기시킴.

 ․IAEA에 부분 으로 지원(funding)하는 RCA projects에도 

safety와 security 측면에서 IAEA의 개입이 필요함을 설명함.

o 한국 표(김승  과장)는 제32차 RCA 총회(2003.9)에서 

RCARO Resolution이 채택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이에 한 회

원국의 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명함.

※ 참고 (PC  린트 무상공 )

- RCARO는 본 국가 표자회의 기간  RCA ENO(Electronic 

Networking Outreach)사업 련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여 

RCA 회원국 4개국(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방 라데시)에 

각 국당 PC 2   이 린터 1 를 지원하 음.

(11) Issues deferred by the 25
th Meeting

o Implementation of RCA Vision 

- 2002년 인도네시아 잘루이스 박사가 제안한 RCA Vision에 한 

토의  감사를 표명함.

o Harmonization of Non-RCA Projects

- 동 의제는 제 33차 RCA 총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함. RCA 

Coordinator는 동 련 회의 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음.

o Responsibilities,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in the RCA

- Strategic Planning Session에서 논의하기로 함.

(12) Policy Issues

o Revision of Guidelines and Operating Rules

- 호주 , 말 이시아,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으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Guidelines and Operating Rules 개정안을 비하도록 함.

- 동 Working Group은 개정(안)을 비, 2004.7월 에 회원국에 회

람토록 하고 8월 에 최종안을 완성하도록 할 정임.

o Policy Meetings

- RCA 련 회의(국가 표자회의, 총회, Lead Country Coordinator 

Meeting 등)의 명칭  역할에 하여 동의함.

- 호주 표는 행 'Regular Meeting'(국가 표자회의)을 'Regional 

Meeting'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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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A 련Policy Meetings의 명칭  역할은 기본 으로 RCA 

Guidelines and Operating Rules에 따르기도 하고, strategic 

Planning Session에서 논의, 건의되는 바에 따르기로 함.

(13) FNCA

o FNCA 표로 참석한 Mr. Hideo Nakasugi가 FNCA의 최근 활동

황에 하여 발표함.

o RCA와 FNCA의 구체 인 력 분야의 도출 필요성에 하여 공

감하 으며, 동 문제는 RCA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14) Policy Level Meetings

  o 제33차 RCA 총회: 2004. 9. 22(수) 개최( 정)

  o 제27차 RCA 국가 표자회의(2004년): 말 이시아 (후보국: 태국)

  o IAEA 총회기간  개최되는 4자간 회의(Quadri-partite, RCA, 

ARCAL, AFRA  ARASIA) 련사항은 RCA Coordinator에게 

일임하여 타 지역 표와 의 결정키로 함.

(15) Strategic Planning Session

  o RCA의 운  리 개선을 하여 본 RCA 국가 표자회의 참가자를 

4개 그룹으로 나 어 다음 4개 주제에 하여 토의함.

  o Group 1

   - Group Leader: 호주 표 Mr. John Easey

   - 회의주제: Modalities for Formulating a Medium Term Strategy

   - RCA 로그램의 기 략 수립 차  로젝트 요건 도출

    ․Project Priorities를 설정하고, 로젝트는 3-5년 주기 사업으로 

6-10년간 수행하는 방안이 제안됨.

    ․RCA Project가 만족해야 할 상세 Criteria가 제안됨.

o Group 2

  - Group Leader: 한국 표 김승  과장

  - 회의주제: Procedure for formulation of new project proposals

  - 9개 상세 issue에 한 토의결과 각 issue에 한 

recommendation을 제안함. 

  ․RCA 로젝트의 선정에 있어서 Regional Priority의 필요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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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로젝트 Formulation 차  일정에 한 recommendation

을 제안함.

o Group 3

  - Group Leader: 말 이시아 표

  - 회의주제: Appointm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CA 

              Stakeholders

  - RCA Guidelines Operating Rules의 개정과 련하여 동 지침

에 포함될 RCA Stakeholder의 역할 책임, 임명 등에 한 정

의  차를 검토함.

       o Group 4

         - Group Leader: RCARO 사업담당  (정 극)

         - 회의주제: Annual Report and other ways and means of 

improving the visibility and viability of the RCA

         - RCA Report의 체계, 포함내용 등에 한 검토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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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3차 RCA 총회 

   제33차 RCA 총회가 2004. 9. 2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표단으로는 과학기술부 원자력 력과 신재식 사무   한국

원자연구소 국제 력과 최평훈 과장, 김경표 책임연구원이 참석하 다. 

한 RCA지역사무국에서는 정 극 사업담당 과 윤 정 정보담당이 참석하

다. 

   동 회의에는 RCA 17개 회원국 표와 IAEA 사무국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 으며, 주요 의제로는 제26차 국가 표자회의(2003. 4, 이슬라

마바드)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RCA 가이드라인  운 규칙 개정

안 채택, RCARO 주도사업에 한 가이드라인 등이 상정되었다. 

 

  RCA 지역사무국과 련하여 본 총회에서는 RCA 지역사무국장의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한 RCA 가이드라인  운 규칙 개정안이 합의되었으므로 

RCARO 추진사업이 RCA 일반사업과 같은 범주에서 추진되는 기반이 마

련되었다. 

제33차 RCA 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세션

 o 개회세션에서 Ms. Cetto 기술 력사무차장은 지난해 RCA 사업에 한 

성공 인 추진을 축하한 후 RCA 사업의 Partnership 증진의 요성을 강

조하고 RCARO가 Partnership 증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해  것을 요청

 o Mr. Brukart 원자력응용과학부 사무차장은 원자력응용과학부가 지역

, 국제 으로 요청되는 안 문제에 해 활발한 활동을 개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특히 Human Health 증진을 한 노력을 강조하 음.

2. 제26차 국가 표자회의보고서 채택

 o 제26차 국가 표자회의 보고서에 해 RCA 조정 의 보고가 있었음. 

앞으로 RCA 조정 이 국가 표자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서

를 정리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하고 이에 한 의견을 취합한 후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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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CA Guideline  운 규칙 개정

 o 우리측은 RCA 실을 반 한 RCA 가이드라인  운 규칙 개정을 

원칙 으로 지지하고, RCARO가 이미 RCA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RCA Stakeholder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함. 이번 개정시 가

이드라인에 RCARO 사무국장의 임명, 역할  책무가 포함된 Version 

Ⅰ을 채택할 것을 요청(신재식 사무  발언)

 o 필리핀, 베트남, 말 이시아, 호주 표들이 한국 표의 발언을 지지한 

결과 최종 으로Version Ⅰ이 채택되었음. 문장 등 기술 인 수정 등

에 하여는 RCA 조정 이 IAEA 법률부서와 의한 후최종안을 다

음 국가 표자회의에 보고키로 함.

4. RCARO 자문 원회 결과 보고  채택

가. RCARO 국장 선정 추진방안

 1) RCARO 선정 원회가 권고한 RCARO 사무국장의 선정 일정, 질무기

술서, 공모안에 해 수정된 내용이 총회에서 승인됨.

 2) 사무국장 직무기술서  (1) 사무국장의 업무평가는 자문 원회가 담담하

며 (2) 사무국장 고용계약은 출신국 계기 과 한국정부가 체결토록함.

 3) RCARO 사무국장 선정 원회 운 기   RCARO 사무국장 선정  

임명기 에 해 자문 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총회에서 승인함.

나. RCARO 주  Workshop 권고사항

 o 지난 6월 RCARO 주 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RCA 회원국 실무 표자 

Workshop에 한 권고사항  매 5년마다 RCA 회원국 장  회의 개

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RCA Database 개발, RCA 사업의 평

가를 한 기본 Format 개발 등에 하여는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다. 자문 원회 임기 연장

 o  RCARO 자문 원회 임기를 1년 더 연장하여 2006년 5월까지 활동

하는 내용을 제안함. 이는 RCARO의 잠정 운 기간에서 상설 운 기

간으로의 이 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아래와 같

은 사유로 추후 결정키로 함.

  - 말 이시아 표는 RCARO의 업무에 해 실질 인 평가를 할 것을 제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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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해 한국 표는 RCARO가 설립된 지 겨우 2년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RCARO 평가를  시 에서 실행하는 것은 시

기 상조임을 강조하 음.

  - 1시간에 걸친 토론 후 최종 으로 RCA 조정 이 RCA 사무국 입장에서 

RCARO가 본래 부여된 임무의 추진실  악, RCARO 잠정운 기간 

연장여부, 업무 수행과 련한 애로사항 등 반 인 RCARO의 사업실

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동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향후 RCARO의 추진방향 등을 검토키로 하.

  - 사무국장 공모는 동 평가작업과는 련 없이 당  일정 로 추진키로 함.

라. RCARO 련 Resolution 수정

 o 2003년 9월에 개최된 제 32차 RCA 총회에서 채택된 RCARO 설립에 

한 Resolution  RCARO 사무국장의 임무, 역할, 책임 등에 한 내

용을 추가한 후 수정안을 채택함. (Chapter (h) clause 2) : (별첨 참조)

  - 수정: 사무국장 역할  활동사항  주요지역  국제기구의 사업수

립에 RCA가 극 참여토록 함을 도모한다는 내용  "사업 수립"을 

"재원 지원"으로 변경 ("formulated and designed"  "funded")

  - 추가: 국가 표자회의에서 합의된 RCA 회원국의 결정 사항을 직  

수행(To implement directives of the RCA Member States as 

agreed upon at the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meeting)

5. 제 27차 RCA 국가 표자회의 일정 확정

 o 제 27차 RCA 국가 표자회의는 2005년 3월 21일-25일간 malaysia의 

쿠알라름 르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음. 3월 21일-22일간 Fusion of 

Knowled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Scientific Forum이 

개최되고 3월 23일-25일간 국가 표자회의를 개최키로 함.

6. 기타

 o RCARO 주도사업에 한 가이드라인 채택

  - 제 26차 국가 표자회의에서 RCARO가 주도하는 사업을 RCA사업의 

범주내에서 추진하기 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해 호주, 말 이시아,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등 5개국 국가 표로 구성된 Working Group

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차기 국가 표자 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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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hematic Sector 책임자회의 권고사항 채택

  - 지난 7월 Lead Country Coordinators Meeting (2004. 7. 26-7. 30, 

IAEA)에서 논의된 각 Thematic sector별 권고사항  2007-2008년 

로그램 등에 해 채택.

 o 4자회의 (RCA, AFRA, ARCAL, ARASIA) 참석

   - 9월 23일(목)에 개최되는 4자회의에 3개 의장국  RCARO 표가 

참석키로 함. 동 회의에서 국은 농업분야의 RCA 성공사례를 발표

키로 하고 RCARO는 RCA의 인식 증   트 쉽 증진 경험에 

해 발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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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아시아원자력 력포럼(FNCA) 참여

 1. 제5차 FNCA 장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004. 12. 1 (수), 고 실무회의 (Senior Official Meeting) 

: 11. 30 (화)

   ○ 장  소 : 베트남 하노이 Melia Hotel

   ○ 참석자 : 9개 FNCA 회원국 원자력장   고 계  등

   나. 주요 의제 

   ○ 고 실무회의

    - 제5차 FNCA 조정 회의 결과  FNCA 활동 경과 보고

    - FNCA 사업 리  운

    -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원자력의 역할“에 한 

보고

    - 각료  회의 원탁 토의에 한 사  회담

    - 원자력 인 자원 개발을 한 지역 력

    - 향후 FNCA 정책  로그램

    -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채택

  ○ 각료 회의

    - FNCA 활동 상황 경과 보고   고 실무회의(SOM) 결과 보고

    - 국가보고서 발표

    - 원탁토의

      ․ Topic 1 : 원자력 인 자원개발의 지역 력

      ․ Topic 2 : 향후 FNCA 정책  로그램

  다. 표단 구성

구  분 성명  직 비  고

수석 표

  표

 김용환 원자력국장

 조남  원자력 력과 서기

장 회의, 

고 실무회의
기술자문

 박종균 한국원자력연구소 단장

 김경표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의진 한국원자력연구소

 서민원 KONI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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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의 일정

     1) 고  실무 회의 (ＳＯＭ) [2004. 11. 30. (화)]

세  션 시  간 내  용

등록 08:30-09:30 Registration

개 회

(Opening)
09:30-10:00

 - 개회사

 - 참가자 자기소개

Item 1 09:45-10:30
 - 제5차 FNCA 조정 회의 결과  FNCA   

활동 경과 보고

Item 2 10:30-10:50
 -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원자력의 역할“에 한 보고

Item 3

11:10-14:30  - 장  회의 원탁 토의에 한 사   회담   

11:10-12:10  (1) 원자력 인 자원 개발을 한 지역 력

13:30-14:30  (2) 향후 fnca 정책  로그램

Item 4 14:40-15:10  -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채택

리셉션 18:30-20:30
 - 환  리셉션(VAEC  AEC주 )

 - 만찬(부페)

     2) 장  회의 (MＭ) [2004. 12. 1.(수)]

세  션 시  간 내  용

개 회
(Opening)

09:30-10:00
 - 개회사 
 - 축사 
 - 기념촬

Session 1 10:00-10:40
 - FNCA 활동 상황 경과 보고   고 실무회의(SOM) 

결과 보고

Session 2

10:40-14:00
 - 국가보고서 발표
  ＊주제：원자력 연구 개발 정책과 FNCA 활동

10:40-11:30   태국, 필리핀, 말 이시아, 한국

13:00-14:00   일본, 인도네시아, 국, 호주, 베트남

Session 3

14:00-16:20  - 원탁토의

14:00-15:00
 - Topic 1
   원자력 인 자원개발의 지역 력

15:20-16:20
 - Topic 2
   향후 FNCA 정책  로그램

폐 회
(Wrap-up 
Session)

16:40-17:10
 - 회의결과 요약(의장)
 - 제5차 FNCA 회의 안내
 -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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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회의 결과

1) 고 실무회의 (SOM)

  가) 개 요

  ○ 고 실무회의는 11. 30(화) 9개 FNCA 회원국의 고 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제5차 국가조정 회의  FNCA 활동 경과 보고

 제1차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원자력의 

역할”에 한 패 에 한 보고

 각료 회의 원탁토론 사  의

  나) 제5차 조정 회의 결과  활동경과 보고

  ○ 일본의 FNCA 조정 인 Dr. Sueo Machi는 2004년도 제5차 조

정 회의 결과와 활동 경과를 보고

      다)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원자력의 역할”에 한 

보고

  ○ FNCA 회원국 17명의 표들과 41명의 참석자(옵서버)들이 참석

한 가운데, 일본의 AEC 원장인 콘도 교수가 개회사를 발표

 속한 사회  경제 발 으로 인해, 향후 FNCA 국가 지

역의 에 지 수요가 가 르게 상승할 것으로 상 

 FNCA 지역의 이용 가능한 화석연료 매장량은 그리 높지 않으

며, 이 지역의 일인당 화석연료 매장량은 세계에서 가장 낮음

 일부 FNCA 국가들의 동 석유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에 지 공  두 에 한 경제의 취약성에 기인함 

 화석연료 연소시, 방출되는 CO₂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지

구온난화, SO₂에 기인한 공해와 석탄 연소에 의한 NOx가 

환경을 하고 있음

  ○ 에 지 정책에 한 다음과 같은 쟁 들이 언 됨

 국가의 에 지 수요  공 에 따른 략은 에 지 안  

정책 선상에서 세워져야 하며, 국가 에 지 안 은 국제 , 

지역 인 력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 

 장기 인 에 지 안 은 한정된 화석 연료 매장량과 FNCA 

지역의 에 지 수용 상승 때문에 요한 문제임

 CO₂방출을 이기 한 근법은 i) 에 지 약, ii) 연료 

환, iii) 풍력, 태양력 그리고 생물자원과 같은 체에 지 강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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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에 지 생산은 안정 인 에 지 공 과 환경 보호를 

한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서, 

원자력 에 지의 안 에 한 확신, 험과 수익에 비추어, 

 교육과 정보의 보   원자력 에 지의  수용성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상기 토의 의제에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목표, 범   연구계획

 2004년 12월 개최된 제5차 FNCA 장  회의의 1차 패  

회의에 한 요약본의 보고 

 2차 연구 회의는 2005년 가을 일본에서 개최 정

  라) 장 회의 원탁토론 토의 방향 사  의

  ○ 각료회의의 원탁토론 토의 주제인 “원자력 기술을 한 인

자원개발의 지역내 력”과 “향후 FNCA의 정책과 로그램”

에 하여 사  비 토의를 하 음

  마) 회의결과 요약보고서 채택

  ○ 동 회의에서는 회의 결과를 첨부와 같이 요약하 으며, 이를 

각료 회의에 보고키로 함

    2) 각료 회의 (MM)

  가) 개 요

  ○ 제5차 각료 회의는 베트남 VAEC의 Vuong Huu Tan 교수의 

참가자들의 소개를 시작으로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 인 Mr. 

Hoang Van Phong의 환 사와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 

장 인 Mr. Yasuhumi Tanahasi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음

  나) FNCA 활동경과  SOM 결과 보고

  ○ 베트남 VAEC의 Vuong Huu Tan 교수가 고 계자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함

  ○ 일본의 FNCA 조정 인 Dr. Sueo Machi가 FNCA 활동 경과

를 보고하 음

  다) 원탁토론

    ○ Topic 1 : 원자력 인 자원개발의 지역 력

 원자력인 자원개발은 원자력이용개발에 필수  사항으로 공

동 인식하 으며, 한 인 자원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으로 기획과 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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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이 제안한 ‘아시아 원자력 학 네트워크’는 IAEA 주도

의 아시아원자력 교육훈련네트워크 (ANENT)를 고려하여 

회원국 고 행정 회의에서 검토 연구되어야 한다고 합의하

음. 고 행정 회의는 2005년 HRD 로젝트 워크 과 연

계하여 개최할 것을 고려하 음. 한 HRD는 훈련생의 질

과 양의 에서 수요 심 이어야 함을 강조하 음

 회원국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원자력연구자교환 로그램’

이 회원국의 인 자원개발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에 해 감

사를 표명하며 상기 항목과 연계하여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함에 동의함

 원자력의  수용을 선포하는 민 정보와 교육의 요성을 

함께 인식하 음

  ○ Topic 2 : 향후 FNCA 정책  로그램

 향후 신규 사업 선정을 한 기존 사업의 평가가 강조되었음. 특

히 신규 로젝트는 회원국의 공통된 심분야와 필요성을 충족

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동 포럼은 평등한 트 쉽의 기본 원칙을 상기하면서 회원

국의 극 인 신규사업 제안과 이의 지원을 요청함

 부분의 회원국이 FNCA 일본 국가조정 인 Dr. Marchi의 

발제 발언에 하여 지지함. 필리핀은 비발 분야방사성폐

기물 장시설과 련하여 패 토론을 제안하고 이를 한 

회의 유치 의사를 표명함

  ○ 우리측 원탁토론 발언 요지

 HRD와 련하여 베트남측이 제안한 아시아원자력 학네트

워크 구축에 해 차기 실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

며, 동 사업은 인 자원개발 지역 력의 상승효과를 해 

ANENT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한국은 원자력 기술자립 과정에서 축 한 경험과 노하우를 

심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왔으며 회원국과의 인 자원

개발을 한 력을 지속 으로 추진할 것임

 R&D 분야의 End-user 연계에 하여 원자력기술 진흥을 

한 범국가 인 재정지원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동 포

럼에서의 심층토론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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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요국 수석 표 기조연설 요지

  ○ 일 본

       - 베트남이 제안한 아시아원자력 학네트워크 구축은 IAEA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와 

의가 필요. 그러므로 회원국 고 실무 의를 제안

       - 회원국을 한 MEXT 원자력연구자 교환 로그램의 발 을 

강조

  ○ 인도네시아

       - 새로이 제안되는 인 자원개발 력 메카니즘은 타 지역의 

력네트워크의 참조와 확인이 바람직함

  ○ 필리핀

       - 인 자원개발에 virtual institute의 활용을 제안하며 회원국에

서 받은 OJT 등의 교육훈련을 자국의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

       - 비 발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에 하여 FNCA 회원국의 

경험을 최 한 습득할 수 있도록 련회의의 유치를 희망함

  ○  국

       - 인 자원개발은 교육훈련 수요와 연계되며 우수한 은이들

이 원자력계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함

       - 베트남의 아시아원자력 학네트워크는 IAEA 사업과의 복

이며, 재정지원이 없으면 충분한 기여가 불가능하므로 재정 

확보가 건임

       - 일본 Dr. Marchi 원자력 원의 발제 내용에 해 극 인 

지원의사를 표명함

  ○ 말 이시아

       - 인 자원개발은 수요 차원에서 근해야 하며 산업체의 요구

에 의존함을 강조

  ○ 태 국

       - 지난 5년간 FNCA가 수행한 로젝트를 평가할 시 임을 인식

       - 성자 방사화 분석 로젝트가 계속 수행되기를 희망

       - 향후 FNCA 토의 주제로 “인 자원개발”을 제안

      마) 우리측 각료회의 기조연설 주요 요지

  ○ 최근 세계의 에 지 자원 동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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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공동 력체제의 강화  원자력 이용의 다변화

  ○ 우리나라 원자력기술개발 황 소개  회원국간 기술 력 

제안

     - GIF 련 활동, APR1400과 소형 해수담수화 원

(SMART) 등에 한 아시아국가와의 기술 력 제안

     - 아시아원자력안 네트워크 참여 구

  ○ FNCA와 RCA의 상호보완  력 구  우리의 기여의사 표

명

     - RCA 지역사무국과 KONICOF의 최근 활동 소개

  ○ 인 자원 개발  원자력 지식보 의 요성 강조

     - 지역내 력  련 네트워크 구축을 한 연계 노력을 구 

  ○ 지속가능 개발을 한 원자력의 역할 강조  우리의 원자력기술 

공여 의사 표명

  ○ 핵 비확산 국제 체제 수  투명성을 한 노력

      바) 종합 평가

  ○ FNCA가 아시아지역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논의가 

주목 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Tanahashi 장 의 기조연설

을 통하여 핵무기 비확산, 추가의정서 조기서명, 테러 비 

방사성물질보안 Code of Conduct 수, 국제핵융합사업 

(ITER) 유치 등 정치  사안들을 강도 높게 언 함  

  ○ FNCA 사업은 8개 사업분야에서 11개 로젝트와 1개 패 을 

수행 이며, 이  호주가 ‘연구로 원자력 안 문화’ 분야에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지

속 으로 트 쉽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신규사업 포함)에 한 심층  검

토가 필요함

  ○ 최근 FNCA에서 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인 자원개발 

(HRD) 은 부분이 IAEA 주 하에 추진 인 RCA 사업과 

유사한 성격임. 따라서 기 설치 운  인 RCA 지역사무소

를 극 으로 활용하여 FNCA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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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차 FNCA 국가 조정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04년 3월 3일(수) 09:00 ～ 5일( )

○ 장 소 : 일본 동경 이오 라자호텔

○ 참석자

- 아시아원자력 력포럼(FNCA :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9개국 국가조정   기술자문 표단 16명

- 국제원자력기구 (IAEA) RCA 조정  Dr. Prinath Dias

- 일본측 주요 인사 : 일본 원자력 원회 원 Sueo Machi, 

일본원자력연구소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이사장 Sinzo Saito, 

내각부 원자력과장 Nobuo Fujishima외 4명, 문무과학성 연구

개발국 원자력과 원자력국제 력과장외 2명, JAERI 동해연구

소 부소장 Masayuki Nomura, FNCA 사업 일본측 로젝트리

더 11명,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아시아 력센터 리더 Hideo 

Nagasugi외 10명 등

○ 표단 구성

- 우리나라의 국가조정 인 최종배 과학기술부 원자력 력과장

- 기술자문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이한명, 김경표 책임연구원이 

참석

   나. 주요 의제

○ 2003년도 주요 성과  제4차 본회의(장 회의) 개요 보고

○ FNCA 주요 활동에 한 국가보고서

○ 2004년에 신규 사업 검토

○ FNCA 로젝트의 효율  추진을 한 토의

○ 계속사업 추진 황  향후 계획 심의 등

 다. 회의 일정 

1) 첫날 회의 (3월 3일(수))

○ 09:00～09:30 개회 세션

개회사(일본원자력 원회 원 Dr.Sueo 

Machi)

기념 촬

참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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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 채택

세션 좌장  회의록 작성자 선임

○ 09:30～09:50 세션 1. 2003년 주요성과  제4차 본회의 개

요

보고 (일본국가조정  Dr. Sueo Machi)

○ 09:50～11:50 FNCA 주요 활동에 한 국가보고서

Part 1. 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

이시아

Part 2. 필리핀, 태국, 베트남, 호주

○ 12:50～14:30 세션 3. 2004년 신규 사업 검토

아시아의 지속가능 개발을 한 원자력의 

역할 (일본국가조정  Dr. Sueo Machi)

양 자단층촬  (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사이크로트론 (Cyclotron)  

의료용 동 원소의 이용   

 (말 이시아 페낭병원 Dr. Md. Ali Abdul 

Khader)

○ 14:55～16:20 세션 4. FNCA 로젝트의 효율  추진을 

한 토의 (일본국가조정  Dr. Sueo Machi)

○ 16:20～17:00 특별 발표 “아시아‧태평양지역 력 정 

(RCA)과 련 사업 황” (IAEA RCA 조정

 Dr. Prinath Dias)

2) 둘째 날 회의 (3월 4일(목))

○ 08:30～18:10 세션 5. 계속사업 추진 황  향후 계획 심의 

(Part 1)

연구로 이용 분야 체 (일본 

연구로이용운 그룹장 Mr. M. Nomura)

Tc-99m Generator (일본 PL Dr. T. 

Genka, 인도네시아 PL Dr. Abdul Mutalib)

성자 방사화 분석 (일본 PL Prof. M. 

Ebihara, 태국 PL Dr. Wanna Chueinta)

성자 산란 (일본 PL Dr. Y. Morii)

RI‧방사선의 농업 이용 분야 돌연변이 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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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L Prof. S. Tano, 국 PL Dr. 

Wang Zhidong)

RI‧방사선의 농업 이용 분야 생물 비료 (일

본 PL Prof. T. Ohyama, 베트남 PL Dr. 

Phan Van Toan)

○ 12:40～18:10 세션 5. 계속사업 추진 황  향후 계획 심

의 

(Part 2)

RI‧방사선의 의학 이용 분야 방사선치료 

(일본 PL Dr. H. Tsujii, 필리핀 PL Dr. M. 

J. Calaguas)

원자력의 국민이해 증진 (일본 PL Prof. Y. 

Tanaka)

방사성폐기물 리 (일본 PL Prof. T. 

Kosako)

원자력 안  문화 (호주 Dr. John Easey, 

일본 PL Prof. M. Ishikawa)

인 자원 개발 (일본 PL Dr. H. 

Matsuzuru)

RI‧방사선의 의학 이용 (일본 PL Dr. T. 

Kume)

3) 셋째 날 회의 (3월 5일( ))

○ 09:00～11:00 세션 6. 회의록 작성 

회의록 작성  토의

제5차 FNCA 본회의 (장 회의) 개최 계획 

발표 (베트남원자력 원회 원장 Prof. 

Vuong Huu Tan)

○ 11:00～11:20 폐회 세션

회의록 채택

폐회사 (일본 문부과학성 국제 력과장 Mr. 

M. Shinano)

○ 15:00～17:30 일본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 방문

NIRS 비디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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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S 주요사업 소개 (Dr. Y. Miki, Dr. S. 

Tanada)

의료용 입자 가속장치(HIMAC : Heavy 

Ion Medical Accelerator) 치료실, 가속기 

시설

입자선 암치료용 화상진단 시설

 라. 회의 결과

1) 개회 세션

○ 환 사 (일본원자력 원회 원 Dr. Sueo Machi)

- 3년  장 회의에서 채택된 “FNCA 비젼과 목표”를 인용하

면서 원자력기술의 평화 이며 안 한 이용에 있어서 극

인 지역의 partnership을 통한 사회‧경제  개발 증진을 

하여 FNCA가 효과 인 메카니즘으로서 인식될 수 있기

를 당부함

- 이 비젼에 따라 FNCA 로젝트는 과거 정보 교류 심의 

사업 추진 형테를 벗어나 이제는 문제 해결 는 수요 심

의 로그램으로 환되고 있음을 강조함 

- 한 FNCA 로젝트의 사회‧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산업, 의학연구소, 농업기 , 에 지‧환경부문 등의 최

종수요자와의 연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조정 에

게 노력을 당부함

- 2004년부터 신규로 착수되는  2개 사업, ① 지속가능 발 과 

원자력 ② 양 자단층촬  (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사이크로트론 (Cyclotron)  의료용 동 원

소의 이용에 하여 보다 나은 계획 수립을 한 많은 제안

이 토의되기를 기 함

- 첫번째 신규 사업과 련하여 원자력발 이 지속가능 발

을 하여 요한  에 지 자원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면서, 

동 로젝트 활동에 원자력, 에 지  환경 정책 련 정부 

료가 참여하도록 요청함

- 말 이시아가 제안한 두 번째 신규 사업이 제4차 고  실무

회의시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았음을 상기

하면서 양 자단층촬 법(PET)이 암의 조기 진단을 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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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 효과 인 원자력 의학 기술임을 강조함. 특히 PET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국, 일본, 한국, 필리핀과 

2004년에 도입할 말 이시아와 베트남 등 FNCA 회원국간

의 력을 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기 함

- 아울러 계속사업의 추진 황 과 향후 계획 심의와 련하

여 이번 회의에서 보다 나은 사업 수행  평가를 하여 

회원국 국가조정 과 청 문가가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

해 주기를 당부함

○ 회의 안건 채택

- 비된 안건을 이의없이 채택함

○ 세션 좌장  회의록 작성자 선임

- 좌장 선정 : 세션별로 9개국 국가조정  분담1)

- 회의록 drafter 선정 : 말 이시아원자력연구소 아드난, 필리

핀원자력연구소장 데라로사, 베트남원자력 원장 부옹후우

탄 총 3명

2) 2003년도 주요 성과  제4차 본회의(장 회의) 개요 보고 (세션 1)

○ 보고자 : 일본 국가조정  Dr. Sueo Machi

○ 제4차 본회의(장 회의) 련

- 사회‧경제  효과와 최종사용자와의 연계성을 강조함

- 지속성장을 한 원자력의 타당성에 한 논의가 있었으며 

CDM의 옵션으로 포함되도록 의견을 함께 함

- 아울러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로젝트를 통한 신품종 개발, 

생물 비료 로젝트를 통한 환경친화 등의 성과를 소개함

○ 고  실무회의 련

- 제4차 국가조정  회의 보고서를 승인함

- 특히 2004년 신규추진 사업으로 "양 자단층촬 (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사이크로트론 (Cyclotron) 

 의료용 동 원소의 이용"과 “아시아의 지속가능 발 과 

원자력을 한 패 ”이 채택‧승인되었음

1) 개회 세션의 사회는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아시아 력센터 Mr. Hideo Nakasugi, 세션 1의 발표

는 일본국가조정  Dr. Sueo Machi, 세션 2의 좌장은 국‧인도네시아, 세션 3의 좌장은 한국‧

태국, 세션 4의 좌장은 말 이시아‧필리핀, 특별발표 세션의 좌장은 베트남, 세션 5 part 1의 좌

장은 호주‧태국, 세션 5 part 2의 좌장은 인도네시아‧한국, 세션 6의 좌장은 호주‧ 국이 공동

으로 진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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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속가능 성장을 한 원자력 분야의 인력양성의 요

성이 강조되었음

3) FNCA 주요 활동에 한 국가보고서2)  (세션 2)

○ 호  주

- 2003년에는 지명된 로젝트리더의 인사 이동 등 여러 사정

으로 원자력안 문화(NSC)와 방사성폐기물 리(RWM)의 2

개 로젝트만 참여하 음

- 호주가 사업주도국인 원자력안 문화 로젝트와 련하여 

6개의 원자력안 문화 지표, 원자력안 문화 실행을 한 

11개의 기  그리고 원자력안 조약 7～10, 14, 16조에 근거

한 지표를 활용하여 안 문화 이행 황을 검하고 있음. 

한 안 문화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HIFAR의 

안 문화에 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 음

- 호주는 2003년 8월 사용후핵연료 리와 방사성폐기물의 안

성에 한 공동 약을 비 하 고, 호주방사선방호‧원자

력안 청 (APPANSA)이 호주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 음

- 한편, 과거 몇 년간 극 참여해 온 성자산란 로젝트의 

2003년 워크샵에 로젝트리더의 사정으로 불참하 으나 

2004년에는 참여할 계획임

- 과거 국민이해 증진을 한 FNCA 로젝트의 워크샵에 참

여해 왔으나 2002～2003년간 ANSTO 련 조직 개편으로 

최근 참여하지 못하 음. ANSTO는 동 로젝트리더로 새

로이 선임된 Mr. Craig Pearce가 2004년도 방콕에서 개최될 

회의에 참석할 정임을 밝힘

- 이밖에 원자력의 국민이해 증진을 하여 포 인 시장연

구와 략 수립, ANSTO의 과학기술에 한 국내외 미디어 

보도, 교육 방안 비, 웹사이트 운 , 지역사회에 한 강

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개하고 있음

○   국

- 진산 2호기가 정보다 4개월 앞서 지난 2월에 상업운 에 

돌입하여 3개 원자력 부지에 6,100MW의 시설을 보유하고 

2) FNCA 사무국은 원자력 정책  FNCA 사업 추진 황‧계획에 한 내용을 국가보고서에 기

술해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원자력 정책에 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는 한국, 일본, 국 3개

국임



- 40 -

있으며, 총발 량의 1.5%를 원자력발 으로 공 하고 있음 

- 4년  임계에 도달한 청화 학의 HTGR이 지난 1월 출력

에 돌입하 고,  CIAE는 추진 인 고속증식로 로젝트가 

건설단계에 있음 

- 이밖에 농업 분야에 있어서 방사선 육종과 식품조사, 의학 

이용 분야에 있어서 종양 진단‧치료, 산업 이용 분야에 있

어서 비 괴검사와 방사선 가교(cross-linking) 등이 리 

수행되고 있음

- 국은 상호 존 과 이해의 원칙하에 원자력 분야의 국제

력 정책을 극 추진하고 있음. 양자간 력으로는 16개국

과 원자력의 평화 이용 증진을 한 정을 체결하 고, 다

자간 력으로는 13개 국제 조약과 정을 비 하 음

- 국국가원자력기구(CAEA)는 FNCA가 유용한 정보와 경험

을 공유하는 요한 포럼이므로 기업과 연구소가 동 로젝

트에 극 참여하도록 계속하여 독려하고, 이와 련된 

국내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FNCA 8개 분야 11개 로젝트에 모두 참여

하고 있음

- 연구로 이용 분야의 신규 로젝트인 “Innovation of 

Research Reactors as Neutron Sources"를 지원하며 이에 

참여할 것임

- PZC(poly Zirconium Compound)를 이용한 Tc-99m 생산과 

련하여 QA/QC 로토콜의 비와 함께 방사성 의약품용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의거한 발생기의 설

치에 주력할 계획임

- 성자 산란 분야와 련하여 FNCA 회원국이 샘  데이터 

분석을 희망할 경우 BATAN-SANS 장치를 공유할 의향을 

밝힘

- 방사성폐기물 분야와 련하여 최근 사용후방사선원(SRS) 

리는 BATAN/ BAPETEN/보건부가 수행해야 할 긴  로

젝트로 인식됨에 따라 병원에서의 Ra-226과 기타 SRS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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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산이 증가되었음 

- 산업 이용과 련 향후 화력발 소의 배연 가스 처리와 염

색공장의 폐수 처리를 하여 자빔 이용 설비를 활용할 

계획임

- 생물 비료, 돌연변이 육종  원자력 안 문화 련 워크샵

의 유치를 희망하며, 2004년 10월 첫주, 12월 첫주(자카르

타), 12월 첫주(세르 )에 각각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일  본

- 지난 17년간 원자력 분야 연구원 교환 로그램으로 1,300명

이 일본에서 수개월 내지는 1년간 방문하 고, 약 600명의 

일본 문가가 기술이 을 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 음. 

한 훈련과 정보 교류를 하여 지역 워크샵과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 음 

- 2003년에 원자력과 련하여 “기본에 지계획”이 내각부에 

의해 승인되었음. 특히 원자력발 이 에 지 공  확보, 환

경 보호, 가격 경쟁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발 원

임이 확인되었음.3)4)  

- 가동 인 52기의 원 이 력 생산의 34%를 담당하고 있으

며, 5기가 건설 임. 교토 로토콜을 수용하기 한 국가 목

표에 따르면 2012년까지 10～13기의 신규 건설 정 

- 원자력발 을 장기 으로 지속 가능한 에 지원으로 이용하

기 하여 경수로와 고속로에 MOx 연료를 사용하는 핵연

료주기 확보를 원자력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방사선‧동 원소를 사용하는 공장, 병원  연구소는 4,800

개소임. 방사선 처리는 타이어, 선, 필름, 자동차부품, 튜

,  의료용 제품 등의 산업에 활용되며, 200개의 자선 

가속기가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의학  이용과 련하여 1,000여개의 방사선치료 장치가 가

동되고 있음.  특히 일본에는 5기의 양성자 가속기와 2기의 

입자 가속기가 있음. 핵의학용 진단을 하여 1,900개의 

3) 일본은 1차 에 지의 80%를 수입하고 있고, 국산에 지(20%)  16%가 원자력발 에 의한 것

임

4) 수입원유의 85% 이상을 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므로 에 지 안보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안한 

실정임



- 42 -

SPECT, 60개의 감마카메라, 80여기의 PET가 가동 임 

- 일본내 FNCA 활동은 원자력 원회와 문부과학성의 지원‧

감독하에 있으며, 이의 효율  수행을 해서 사업 계획과 

성과를 논의하는 각 로젝트그룹 회의가 매년 2～3회 개최

되고 있음. 한 사업 황의 검토를 하여 로젝트리더 

회의가 연 1～2회 국가조정 에 의해 개최됨

- 일본 정부는 방사선‧동 원소 이용  원자력발  분야에 

있어서 FNCA, IAEA/RCA  기타 다자간‧양자간 력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력을 보다 증진시켜 나갈 것임

○ 한  국

-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평화  목 으로 사용한다는 정책하에 

원자력을 이용한 발 과 응용연구에 집 하고 있음

- 원자력발 황을 보면 2003년말을 기 으로 18기를 운 하

여 국가 력생산량의 38.9%를 공 하 고, 2기는 건설 에 

있으며, 장기 력수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27기를 운

하여 국가 력생산량의 33%를 공 할 계획임

- 원자력발 에 필요한 핵연료는 량 국내 핵연료(주)에서 

생산 공 하고 있으며, 핵연료 생산에 필요한 우라늄을 

량 미국,  러시아, 국, 랑스, 카나다 등 해외에서 수입하

고 있는 실정임

- 1978년부터 원자력발 소의 상업운 을 시작하 고, 운 으

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는 량 각 부지에 

보 이며, 이를 한곳에 장하기 한 장소를 선정하기 

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이해의 문제로 인해 난

에 착하고 있는 상태임

- 연구용 원자로 분야는 TRIGA 2호기를 년말, 1호기는 

2008년까지 해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방사성동 원소 생산 

목 인 HANARO는 성자빔 이용실험, 핵연료  재료조

사 시험, 성자를 이용한 암치료 등의 연구를 수행 이며, 

Ir-192, I-131 등 10개 핵종 94,393 Ci를 생산하여 국내 방

사성 동 원소 수요의 18%를 공 하고 있음

- 원자력 R&D 분야는 원자력 장기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국책 형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방사선기술의 육성, 원자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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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4세  원자력시스템개발 등을 해 2003년도에 

1,911억원(2억$)을 투자하 으며, 특히 IAEA 심으로 수행

되고 있는 INPRO 사업과 미국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GIF 사업, 미국, 일본, 불란서 등을 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ITER 사업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한 해수담수화용으로 2002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까

지 설계  실증로 건설을 추진 인 SMART 사업은 계획

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UAE, 칠 , 인도네시아 등

과 력을 추진 에 있음

- 상기 원자력 정책  황에 한 발표에 이어서 FNCA 사

업 추진 황  계획에 한 내용을 발표함

○ 말 이시아

- 말 이시아는 보건부, 교육부  과학기술‧환경부를 통하여 

핵의학 분야의 기반 구축, 설비, 인력  연구개발을 확 해 

나가고 있음. 2004년에 PET-CT와 사이크로트론이 도입되

고 2005년에 PET-CT 1기가 추가로 도입될 정임. 이와 

련하여 신규 사업으로 “양 자단층촬  (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사이크로트론  의료용 동 원소

의 이용”을 제안한 바 있음

- 말 이사아에서 TENORM (Technologically Enhanced 

Naturally Occuring Radioactive Naterials)의 발생원으로는 

주석 제련, 희귀 속 채굴, 석유 슬러지 등이 있음

- 형 으로 양이 많고, 잔존 수명이 길며, 높은 독성을 지닌 

 방사성폐기물인 NORM/TENORM에 하여 말 이

시아에는 이들 물질의 분류나 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이와 련하여 말 이시아 정부는 MINT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 사업에 착수토록 승인하 음

- 아울러 말 이시아는 방사성폐기물 리 워크샵과 인 자원 

개발 워크샵의 유치를 희망하며, 각각 2004년 9월, 4/4분기

에 개최할 것을 제안함 

○ 필리핀

- Tc-99m 생산과 련하여 PZC(poly zirconium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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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의 성능시험을 3회 수행한 결과, 코 된 PZC가 원래의 

것보다 용출 수율이 높음을 확인함. 향후 PZC 물질의 유효

기간에 한 연구가 필요함

- 성자 방사화 분석과 련된 FNCA 로젝트인 “메트로 

마닐라의 기 분진 특성에 한 INAA와 XRF의 응용”은 

필리핀의 “청정 기법”에 따른 국가 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 임

- 성자 산란 분야와 련하여 KC (kappa carrageenan)의 

성자 소각 산란 (SANS) 실험을 계속하고 KC-PVP 

hydrogel의 SANS 연구를 착수할 것을 제안함

- 의학  이용 분야에서 자궁경부암 치료 CERVIX 1단계  

2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인강암 치료를 한 방사화학 

요법 CCRT (concurrent chemoradiotheraphy) 연구의 1단계 

 2단계에도 참여하여 왔음

- 2003년 12월 제31차 원자력주간 기념 개회식에 과학기술부, 

기획 산부 장   교육부 계 이 참가한 가운데 PNRI

가 제작한 멀티미디어 CD-ROM “원자, 방사선 그리고 방

사능”을 시연한 바 있음

○ 태  국

- 식량 작물( , 콩), 과일( 감, 망고), 야채(오크라, 후추, 감

황), 장식화(난 , 채송화), 수  등을 상으로 Kasetsart

학, 농림부  원자력청(OAP)은 돌연변이 육종 분야에 

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원자력 과학기술 응용의 지속가능 개발을 하여 인 자원 

개발이 요함. 태국은 유망한 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내 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치앙마이 학에 3기의 자선 선형가속기(30MeV, 10MeV 

 300 keV 각 1기) 설치‧완료하 으며, 향후 원자력청

(OAP)에 3MeV 자선 가속기 설치를 계획 임

- OAP와 학에서 키토산을 이용한 상처 치료용 연고 개발을 

착수할 정이며, Hydrogel 제조를 한 방사선가공 사업을 

계획 에 있음

- 태국은 방사성폐기물 리 련 TENORM 작업그룹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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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3～27), PI 로젝트리더 회의(2004. 10. 25～29), 

방사선 종양 워크샵(2004. 12. 13～17), 연구로 이용 워크샵

(2005. 1. 10～14)의 유치를 희망함 

○ 베트남

- 달라트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k0-NAA 방법을 사용하여 

산업 도시와 농  지역에서 채취한 기 입자 시료의 성

자 방사화 분석을 실시하 음

- 성자 방사화 분석의 QA/QC와 련하여 달라트원자력연

구소에서 분석 시설의 품질 리가 실시되었음. 재 기기

성자방사화분석(INAA)  환경연구 모니터링의 2종류의 핵

분석기술(NAT) 연구시설의 인증 취득을 해 비 이며, 

2년 이내에 ISO/IEC 17025에 상응하는 국가 규격의 인증 

취득이 망되고 있음

- 2003년에 달라트원자력연구소 INAA 직원을 상으로 

k0-DALAT 소 트웨어의 이용을 포함한 k0-NAA 훈련을 

실시

- 자궁경부암을 상으로 週單位 Cisplatin(항암제)과 방사선치

료가 하노이국립암센터와 호치민종양병원에서 실시되었음. 

동 로그램하에 8명의 암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음

- 비인강암에 한 방사화학 요법 로토콜(표 치료 차서)

의 용이 2개 병원에서 실시되었음

- 베트남은 HDR (high dose rate) brachytherapy 시스템의 

지원을 FNCA에 요청함 

- 베트남은 자선 가속기 이용에 한 FNCA 로젝트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다 력을 강화할 계획임. 

2003년 11월 호치민에서 개최된 방사선처리의 산업 이용에 

한 워크샵에 지역내 기업, 공장  학이 참여하 음

- 자선 가속기에 의한 농업용 의료용 재료의 개량에 한 2

개 연구 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음. 

4) 2004년에 신규 사업 검토 (세션 3)

○ 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2개 사업, ① 지속가능 발 과 원자

력 ② 양 자단층촬  (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사이크로트론 (Cyclotron)  의료용 동 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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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검토되었음 

○ 첫번째 신규 사업은 2001년 제안된 이후, 수차례의 검토를 거

쳐 올해부터 과제가 착수되게 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Role of 

Nuclear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임. 본 

과제에서  추진되어야 할 방향으로 ① 에 지 안보  지

구온난화 에서 원자력의 역할 ② 원자력발  로그램의 

이행을 한 메카니즘 ③ 원자력발 에 한 이해  수용성 

제고를 한 outreach 활동이 도출되었음. 호주는 RCA 련 

사업과의 시 지효과를 강조하 으며, 필리핀은 련 3개 부처

의 참여를 추진할 계획임

○ 두번째 신규 사업에 하여 작년 회의에서 권고된 로 구체

인 사업계획과 기술  검토가 논의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Cyclotron and Radioisotope in 

Medicine"임.  이미 PET  사이크로트론을 보유하고 있는 한

국, 호주, 국, 일본, 필리핀의 운  경험을 다른 참가국들과 

교류하기로 함. 동 사업은 말 이시아가 제안하 으며, 베트남

과 한국이 이의 극 인 참여 의사를 밝힘.

○ 한편,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Maintenance network for nuclear 

medical instrumentation"은 제4차 국가조정 회의에서 토의된 

로 사업계획 수립을 한 제 조건으로 감마카메라의 운

보수에 한 조사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인도네시아가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합의함.5)   

5) FNCA 로젝트의 효율  추진을 한 토의 (세션 4)

○ 설명 : 일본 국가조정  Dr. Sueo Machi

○ 내용 요약

○ 토의 내용

- 동 포럼의 인지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효율 인 사업추진

을 한 방안으로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평

가 차 등을 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government 

commitment로서 FNCA 사업이 각각 자국의 국가사업의 한 

5) 제4차 국가조정 회의록에 따르면 마  일본 국가조정 이 FNCA 회원국의 감마카메라 보수상

에 문제 과 상황에 하여 IAEA 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토의하 으나, 번 제5차 국가조

정 회의에서 이의 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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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이 강조됨

- 아울러 IAEA/RCA 사업과 FNCA의 한 교류를 통한 시

지 효과의 창출이 강조됨

- PI, NSC, RWM의 3개 사업은 국민이해 증진 측면에서 공통

을 갖고 있는 바, 각국이 동 3개 사업의 활동으로 워크샵, 

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자국내 련 로젝트

원이 최 한 참여하도록 유도키로 함

6) 특별 발표

○ 국제원자력기구(IAEA) RCA 조정  Dr. Prinath Dias가 아시

아‧태평양 지역 력 정(RCA)과 련 사업 황에 하여 발

표함

○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력 정 개요, RCA 

비 , 련 stakehoders, RRU(regional resource units), RCA 

가이드라인  운 규칙, thematic areas  사업 황, 주요 

추진 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임

7) 계속사업 추진 황  향후 계획 심의 (세션 5)

○ 재 추진 인 사업 분야는 연구로 이용, 농업 이용, 의료용 이

용, 원자력국민이해, 방사성폐기물 리, 원자력 안 문화, 인

자원 개발, 산업 응용의 8개 분야이며, 각국의 추진 황, 

needs의 충족도, 건의사항 등을 으로 토의함

○ 연구로 이용 분야에서는 기 입자분석과 함께 베트남이 제안

한 해양환경 분석이 추진될 것임. 한국은 신규로 제안된 

“Research Reactor Technology for Effective Utilization" 과제

에 극 참여할 계획이며, 이 과제를 통하여 각국은 연구용 원

자로의 운   이용을 획기 으로 향상할 수 있는 연구로 기

반 기술을 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함. 한 과제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하여 IAEA/RCA의 연구로 과제 활동과 상호 

연계되기를 바람

○ 농업 이용 분야  돌연변이 육종에 하여 한국은 RCA 련 

사업 RAS/5/037과 RAS/5/040의 결과가 본 로젝트에 반 되

기를 바람. 한 한국은 제4차 국가조정 회시 매뉴얼이 웹사

이트에 올려질 것으로 보고하 음을 지 함. 이에 해 일본 

리더는 매뉴얼을 조만간 웹사이트에 올릴 정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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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비료 로젝트에 하여 한국은 2003년 11월에 베트남에

서 개최된 워크샵이 련 국제기  공동으로 개최된 것이 긴

한 력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하 고, 동 워크샵이 2002년도 

워크샵에서 결정된 로 돌연변이 육종 워크샵과 분리 개최된 

것을 환 함. 한 한국은 제4차 매뉴얼, 뉴스 터, Who's 

who 등의 활동이 지속 으로 추진되기를 기 함

○ 의료용 이용 분야에서는 정보 , 환자 리, RCA와의 력

이 강조됨. 한국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open-lecture에 우리 문가가 4회 연속 활발하게 참여해 오고 

있음을 강조하며, IAEA에 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긴

한 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 함 

○ 원자력 국민이해 분야에서는 Regional Speaker's Bureau의 지

속 인 추진에 인식을 함께하고,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

정하기로 함. 한국은 공동 여론 조사가 성공 으로 추진된 것

을 축하하며 다나까 일본 리더의 노력을 치하함. 한 한국은 

동 로젝트가 국민이해 분야에 있어서 유일한 지역 력사업

임을 강조하면서 지속 인 추진을 바라면서, 2003년 11월에 개

최된 로젝트리더회의에서 토의된 WIN 지원과 원자력분야 

communicator를 상으로 한 훈련 계획을 환 함

○ 방사성폐기물 리 분야에서는 TENORM (Technically 

Enhanced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의 체계

인 리방안의 수립 필요성이 논의됨. 한국은 동 로젝트가 

통합보고서, SRSM (spent radiation source management) 활

동보고서, 뉴스 터, 웹사이트 등 가시 인 성과를 보이고 있

음을 높이 평가함. 한국은 제4차 국가조정 회의 보고시 정책

결정자의 보다 깊은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통합보고서가 효과

으로 활용될 것을 상기하면서 이의 구체 인 추진을 강조함

○ 원자력 안 문화 분야에서는 회의 참석자의 정보   후속 

조치의 요성이 논의됨. 한국은 동 로젝트가 peer review와 

self assessment를 통해 연구로의 안 성과 이용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 한 지난 2월 에서 개최된 제7차 원

자력안 문화 워크샵에 해 호주와 일본의 기여에 감사를 표

하면서 동 워크샵의 결론  건의사항, 특히 련 기 과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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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력을 한 3가지 제안을 환 함

○ 인 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인력의 략  육성은 각국의 고유 

책임이며, ANENT와의 연계 등이 논의됨. 한국은 2003년도 방

콕 워크샵의 결론과 건의사항이 제4차 고 실무회의(SOM)에

서 부분 채택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인 자원 개발에 한 

SOM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의 성공 인 개최를 축하하며,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IAEA ANENT 회의에 일본이 

극 참여하고 있음을 치하함. 한 한국은 HRD 기  자료 

분석을 토 로 회원국들의 지속 인 원자력 이용개발의 증진

을 해 회원국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 인 자원개발에 한 

정책, 교육훈련 정보교류 그리고 인  교류사업에 극 으로 

참여할 것이며, 2003년도 워크샵에서 논의된 회원국 공통 교육

자료 개발을 한 Task Force Team 구성, HRD Model 연구 

등의 활동에 한국의 경험을 제공할 것임을 밝힘

○ 산업 응용 분야에서는 자선가속기 (Electron Beam Machine)

의 보 을 해서는 재정 확보가 요하며, 이와 련 원자력

기술의 사회․경제  우수성에 한 홍보의 요성이 거론됨. 

한국은 자선가속기 이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산업계의 

수요가 많으며 새로운 기술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극 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힘

8) 회 의 록 (세션 6)

○ 회의록 작성  토의

○ 제5차 FNCA 본회의(장 회의) 개최 계획

- 베트남은 제5차 FNCA 본회의 (장 회의)를 2004. 11. 2

3～24 하노이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9) 폐회 세션

○ 회의록 채택

10) 시설 방문

○ 일본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s)의 의료용 입자 가속장치 (HIMAC : 

Heavy Ion Medical Accelerator)와 입자선 암치료용 화상진

단 시설을 시찰하고 동 포럼 련 사업의 추진에 한 토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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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사항

○ 인도네시아 로젝트리더 변경

- PI : Mr. Adi Wardoyo ( 임 Arianto Iskandar 퇴직)

- NSC : Dr. Alfahari Mardi ( 임 Johnny Situmorang)

- HDR : Mr. Karsono ( 임 Guritno Lokollo)

○ 국민이해 증진 로젝트리더 회의 : 2004. 10. 25～29, 태국

 마. 종합 평가 

○ 일본은 FNCA 사업의 주도  재정 지원을 통하여 아시아 시장 

개척을 한 사  비를 장기 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업 

기에 일본은 회의 참가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동 사업에 한 

각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정보를 축 하여 왔음.  그러나 

차 각국의 자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호주와 같이 우리

나라에 해서도 재정 부담과 같은 극  참여를 희망하고 있

음

○ 따라서 본 사업에 한 우리나라의 치를 종합 으로 재검토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며, 이를 해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사업목표  추진 략, 사업 참여시 이  등에 한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 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될 동 포럼 장 회의의 기조 테마는 

“아시아의 원자력 인력양성을 한 력”이며, 주최국인 베트남

이 신규 원  도입을 한 비를 해 제한한 것으로 단됨. 

따라서 동 회의에 국내 원  사업체  원자력연수원의 참여가 

바람직함.  아울러 주최국은 동 포럼 기간  회원국과의 양자 

력 증진을 기 하고 있는 바, 이에 한 비가 필요할 것으

로 단함

○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아시아의 지역 력사업 의체는 국제원

자력기구 기술 력사업의 RCA와 FNCA인 바, 동 2개 임워

크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과 인 추진  복성 배제

를 하여 상호 긴 한 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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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양국간 원자력 공동조정 원회 개최

 1. 제25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 원회 

한-미 원자력 력 정( ‘1973. 3 발효)에 의거 양국간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진하기 해 매년 양국에서 교 로 개최하는 정부간 력기구로 

2004년에는 제25차 공동 를 2004. 7. 16 - 7. 16 서울(과기부)  에

서 개최 하 다. 

  - 7.12-13, 16: 과기부 회의실에서 의제설명  합의서 서명

  - 7. 14-15 :  KAERI  KINS에서 실무회의 개최

  - 7. 15-16 : 본 원회와 련하여 NERAC 조사단이 2명이 KAERI 연

구  조직 등 미국의 원자력 련 기  설립에 따른 참고 

황 조사차 방문 

본회의에 한국측은 과기부 원자력국 조청원 국장이 수석 표로 참석하

으며 (KAERI는 박 수 선임단이 표 총19명 참석) 미국측은 국무부 Dr. 

Alex Burkart 등 25 명이 참석하 으며 차기 원회는 2005년 반기 미

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 으며 연구소 련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정책의제 : INEEL and KAERI Arrangement for Nuclear 

Cooperation 외 1개 의제로 기 간 력약정 체결에 한 내용임 

     - 기술의제  : Development of the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ALMR) 등42개의제로 38개 의제는 계속 력하기로 하

으며 이   5개 의제는 자  등의 부족으로 단하기로 합의 함,

A-2-2  INEEL and KAERI Arrangement for Nuclear Cooperation

제24차 JSCNEC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 측은INEEL과의 약정 추진에 한 

그간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INEEL가 최종 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제48

차 IAEA총회 때 양측이 약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 음. 

A-2-3 ANL and KAERI Arrangement for Nuclear Cooperation on AFCI

한국측은  MOST-DOE간에 제47차 IAEA 총회시 체결한 "AFCI의 연구개발 지

원 력" 부속약정 VI 에 한 추진의 일환으로 ANL-KAERI간 약정 체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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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하 음. 

양측은 "KAERI/ANL간 AFCI에 한 원자력 력 약정"추진에 동의하고, 

약정 조속한 체결을 하여 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함.

B-1  Development of the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ALMR)

양측은 KAERI / U.S.의 기  간 계속 인 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DOE는 국립연구소가  MOST. KAERI가 요구한 제안에 하여 검토하기

로 하고 사안별로 제안을 검토하여 승인하기로 함.   

양측은 본 안건의 장래 력을 하여 2001년 발행한 정책 보고서 " 국내 

에 지 공  증가" 5장의 권고안의 잠재력 요성을 주지하 음.

B-2 Technology Development for Radioactive Waste Treatment, 

Decontamination, Decommissioning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양측은 본의제의 제목을 "Technology Cooperation for Decontamination 

& Decommissioning and Environment Restoration"로 변경하고 

KAERI/INEEL간의 력을 지원하기로 함,  KAERI/ORNL  

KAERI/PNNL/ANL 간의 제염해제, 폐로  환경 복구에 력하기로 함.

B-3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DUPIC)

24차 공동 원회 이후 한국 측은 발 된 DUPIC 로그램을 설명함,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 로그램 검토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련자

를LANL에 청할 것을 제안함. 

미측은 이 로그램에 련 장기간 원자력통제에 력하여  것을 인식

하고 본 의제를 B-21-1   B-24에서 추가 논이 하고 있음. 

 

B-4 US-ROK Cooperation in Plate Type Research Reactor Fuel Technology

양측은 제24차 JSCNEC에서 연구로 용 상핵연료의 제조기술을 RERTR 

로그램 을 포함한 모든 희망하는 기 에게 양여하기로 한 것을 인식 함. 

양측은 본 기술을 조속히 양여할  수 있는 법 서류가 필요하다는 언

하고 한국 측은 미국 측이 제안 약정 안을 마련하기로 함. 

양측은 U.S.-ROK간  연구개발  로그램  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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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Cooperation in Radioisotopes Production, including Development 

of LEU targets

양측은 본 의제가 (B-4) 연구용 상 핵연료 의제와 련한 특허 문제로 

보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특허 문제가 해결되면 Mo-99 LEU target 개

발을 계속하기로 합의 함. 

B-6 Implementation of the Joint Determination on PIE Activities

 한국 측은 제24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 원회 이후 당 연구소의 조사후 

시험활동의 각 분야에 하여 재 상황을 발표하 음 

- 한국의 장조건에서 PWR 사용후 핵연료의 장기 용해 행태 

- 조사재시험시설(IMEF) 활동 

- 조사후시험시설(PIEF) 활동 

- DUPIC 시설의 핵연료제조활동 

한국 측은 2006년 운 목표로 기존의 IMEF 지하에 실험실 규모 ACP 시

설을 비하고 있음을 설명함. 이와 련하여 한국 측은 IAEA로부터 시

설부록을 체결 한 후 미국산 사용후 핵연료 재사용을 하여 미국 측에 

련된 JD 안을 송부할 계획임을 설명함. 

미국 측은 사용후 핵연료가 포함된 ACP 로그램에서의 활동은 2002년 

재순환/ 환기술에서의 한미양측의 력에 한 서신교환에서 합의한 범  

내에 있지 않으며, 미 측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할 때까지 한국 내에서의 

건식재처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련된 사용후 핵연료 conditioning 

작업은 DUPIC 로그램에서 활동을 제외하고는 조사핵연료나 특수 핵물

질이 포함하지 않는 활동에 국한할 것에 합의하 음을 상기시킴. 

미국 측은 새로운 제안서가 마련되면 수하겠지만 ACP 로그램의 범

에 한 미국의 정책은 가까운 장래에 변경될 것 같지 않음을 주지시킴 

B-8 Agreement between the Idaho National Engineering & 

Environmental  Laboratory (INEEL) and the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for the Final Design and Analysis of the 

Instrumented Lead Capsule and the Associated Umbilical Tube for use 

in Irradiating Fuel Pins in the HANARO Test Reactor

조만간 체결될 양 기  TCA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ATR and 

HANARO) 이용에 한 타 분야 이용 력을 긴 히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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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1  Fission Product Neutron Data Evaluation

19개의 분열 생산물의 ENDF/B-VII평가를 년 으로 완료할 것임. 

KAERI/BNL 은 토리움 핵연료주기에 한 분열물질의 추가 인 평가 

력을 희망함. KAERI/ORNL은 새로운 분야에 핵분열 생산물의 자료에 

한 상호 력을 진행하고 있음. 

 

B-9-2  Severe Accident Test and Evaluation Technology

ANL과 KAERI는 IVR의 달성을 한 개발 력을 계속하기로 하 음, 

한 I-NERI등으로부터 재정 확보를 추진하기로 하고 노심 내에서 용해물

의 상호작용 연구와 평가 연구 가능성을 추가하기로 함. 본 건은 ALWR 

을 지원하고 원자로 설계를 개선할 것임. GEN-IV 원자로 목표를 하여 

노심 손상의  사고를 감소하는 기  설계가 요구됨.  

ANL과 INEEL은 IVR을 달성하기 한 냉각수의 주입 기계  시험 자료 

의 개발 력을 마련한다. 양측은 I-NERI 로그램으로 재원 조달 방법을 

강구하며 융용 노심 물질을 획득하기 한  기술 개발을 평가할 것임. 

B-9-3 Advanced Monitoring, Diagnostics and Control

KAERI와 ANL은 R&D 력  재정 지원을 한 논의를 진행 에 있으

며, GEN-IV 발 소의 통합 감시  진단 기술을 개발에  력하기로 함.

B-9-4 Development of a Supervisory Control technology for NPP

원  성능 최 화를 한 감독자 제어기술개발 응용과 련된 공동연구와 

감시와 련한 정보를 계속 교환하기로 함, 진행 인 I-NERI 로젝트를 

하여 한국측 담당자 KAERI 김창희 박사 와 미국 측 ORNL의  Richard 

T. Wood가 본 과제를 하여 연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함. 

B-9-5 Radiation Dose Analysis on Graphic Simulator

양측은 본 의제를 삭제하기로 함의함. 미 측의 SNL은 참여할 자 이 없음.

B-9-6 Structural Mechanics, Seismic Isolation Technology, and Codes 

& Standards

독립 3차원 면진시스템 은 GEN IV에 필요하며 원자로의 획기 인 개념으로 



- 55 -

지진 분야의 요한 분야가 될 것임.

고온 구조 설계 개발은 경제 인 수소 생산 요구에 부합하는 GEN-IV 원

자로에 유익할 것 임.  독립 3차원 면진시스템의 동(1), 고온 구조 설계

개발이 양측에 유익할 것임.

KAERI와 ANL은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 으며, 조속한 시일 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보교환  과학자 방문을 계속하여 력하기로 함.

B-9-7  Precision Tomographic Analysis of Reactor Fuels

KAERI와 ANL은 본 의제를 단하고, 자   기타 여건이 조성되면 다

시 고려하기로 함.

B-10 Development and Performance Assessment Technical 

Cooperation  on HLW Disposal Technology 

양측은 본 의제를 삭제하기로 함의함. 미 측의 SNL는 참여할 자 이 없

음.

B-11 Collaboration with the Idaho National Engineering Environmental 

Laboratory on Research Reactor Decommissioning

제1단계 1999. 9완료, 제2단계  2001. 6완료ㅡ  과거 20여 년간  KAERI, 

NETEC의 문가에게 제염 해제 경험을 성공 으로 수함. 본 건은 보

다 효율 이고  안 한 제염해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음.   

B-12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Integrity Assess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KAERI, KINS, ORNL과의 세미나를 통한 문가 방문, 기술회의, 논문교

환은 단히 유용하 음. KAERI와 ORNL의 교류는 유용하 으며, 양국은 

Digital I&C system integrity 에 하여  본 력을 계속하기로 함. 

B-13 Technology Development on Improvement of Seismic Evaluation 

Methods and on Structural Mechanics Applies to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BNL과 KAERI는 효율 인 력을 하여 정보  문가 교환을 한 

재원 조달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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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6 Collaboration on an Accelerator Transmutation System          

  Development

 가속기 미 임계 핵변환 기술개발 력을 하여 KAERI와 LANL은 정보 

교환  문가 교환을 하기로 하고  KAERI와 ANL-W는 핵연료 개발

력을 지속하기로 함.  KAERI와 LANL은 2004. 3월 승인된 I-NERI 

로그램으로 lead-alloy기술을 력하여 개발하기로 함.

B-18-2 Cooperation of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pplication

양측은 새로운 동 원소 생산  응용과 련 KAERI의 최선주 박사와 

DOE의 Mr. John. S. Carty를 카운터 트로 정하고 RIT와  방사선 치료

제 개발 력을 하여 연락을 유지하기로 함. 

B-19 Nuclear Space Applications

DOE는 우주 발사 계획과 련  방사성동 원소 워 시스템  원자로 

워 시스템을 소개하 음. 이와 련된 문제는 DOE의 우주방어국과 

의 할 것이며 미국 측은 한국의 기술 력에 한 아이디어를 환 함.

  

B-20 Proton Accelerator and  Applications

양측은 ORNL과 KAERI와 련된 R&D 력에 지원하기로 하고 미 측의 

문가를 KAERI 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함.

2004년 가을에 체결 정인 ORNL과 KAERI간에 비 인 MOU 를 근

거로 매년 JSCNEC에서 검토하기로 함.

B-21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I-NERI Cooperation

주한 미 사  (2002. 7. 8) 과기부(2002. 9. 13)의  서한 교환을 인식함.

미 측은 한국 측의 건식처리를 포함한 핵주기/변환이 미국의 핵비확산과 

핵에 지 개발에 련하여

1) 건식처리를 포함한 핵변환에 한 기 연구와 고속원자로의 연료를 

한 변환을 물질에 하여 논문연구에 력하며, 

2) 한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미국 련분야에서 핵물질은 실험  조사하며

3) 가속기, 핵물질 통제  원격조작 개발에 한국 측과 참여하며, DUPIC

로그램이외의  조사과정  특별 핵물질은 제외한다. 

본 건의 특별한 사업에 하여는  DOE가 10CFR 810  필요한 허가를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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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이와 련 미국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한국은 사용후 연료  련 연료와 

DUPIC 로그램을 포함하여  건식으로 처리 하고 다른 핵물질은 포함하

지 않기로 함. 

KAERI와 미국 측은 AFCI를 2003년 I-NER로 기술 력을 시작하 으며,  

2004년에도 2개의 과제를 착수함. 한  이 분야의 개발을 계속 할 것임.

B-21-1 Development of the Voloxidation Process  

양측은 KAERI와 미측 AFCI 련기 이 산화공정연료 기술 력을 하기

로 함. 양측은 I-NERI로 KAERI, ANL   ORNL이  휘발성 산화물의 

생산  효과 인 핵물질의 분리를  평가한다, 본 I-NERI  과제명은 

"Development of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LWR Spent 

Fuel"로 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 사업은  MOST/DOE가 체결한 

MOU  Annex VI의 조건에 따라 가능한 자 을 조달한다. 

양측은 휘발성 산화공정개발 공동연구를 제안하기로 하 으며  KAERI와 

미축은 AFCI 로그램 명칭을  "Development of Clean-up and Waste 

Immobilization Technologies for Molten Salt Residue (Voloxidation 

Process)". 신  "Development of the Voloxidation Process"로 하기로 함. 

B-21-2 Development of Efficient Pyrochemical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Irradiated High-Temperature Gas Reactor Particle (TRISO) Fuel

고온가스로에서 조사한 특별연료의 효율 인 공정에 한 비확산성 기술

의 가치를 인정하며, 고체연료를 포함한 방사선을 충분히 차단하고  장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공정이 되어야 한다. 

이 합의를 지원하기 하여 KAERI와 ANL은 2004년 TRISO Fuel 취 을 

한 별도의 I-NERI과제를 제출하 으며 기간은 3년 자 은 DOE의 

AFCI 기 으로 ANL이 담당할 것이다.  

본건의 조사  평가는 논문  thermodynamic 연구를 기  평가를 지원 

할 것이며 자   조건은 MOST-DOE 간에 체결한 부속서 IV에 따른다. 

.

B-21-3  Development of Oxide Reduction Process for Treating 

Advanced  Oxide Fuels

MOST-DOE와 체결한 MOU Annex VI의 조건에 따라 첨단산화핵연료 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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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화를 감소하는 분야의 공정을 합의 함.

양측은 DOE의 GEN-IV연료의 기술에 역 을 두기 하여 본 사업의 제

목을 "Development of Oxide Reduction Process for Treating Advanced 

Oxide Fuels" 로 변경하는  합의함. 

B-22 Proliferation Resistance of Pyroprocessing

건식처리 기술의 개발이 핵통제가 요구된다는 것을 양측이 인식하고, KAERI, 

ANL, LANL  PNNL 핵물질 계량  통제기술의 력을 하기로 함.

B-23 Advanced Simulator for Remote Maintenance of Process Cell in 

Virtual Environment.

양측은 공동연구를 한 필요 재원을 획득하기 하여 노력하기로 함.

B-24 Advanced Dry Recycling Fuel Cycle for Low Proliferation Risks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본건의 력연구 제안을 논의하기로 함. 본건은 

열수력 LWR  고속로의 AIROX공정 연장과 련된 것임.  

B-25 Laser Application Technology for Semi-real Time Monitoring of  

Environmental Radioisotopes 

KAERI은 원자 trapping photoionization기술과 ORNL은 원자분 학

photoionization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실한 성공을 하여 두기 이 

노력하기로 함. 미국 측은 보다 효율 인 력을 하여 새로운 자 을 확

보하기로 함.

B-26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and Nuclear Hydrogen 

수소원자력생산 연구개발은 자원이 제한된 양국에 필요함. 양측은 기분

해를 하지 않고  원자력 에 지를 이용한 수소생산의 가능성에 심이 있

으며, 10개국이 참여한 Gen-IV 포럼(GIF)에서 수소생산을 한 고효율의 

각종 원자로 개념이 채택되었다.  

미국과 한국은 GEN-IV원자로 개념을  이용한 수소생산 공정 개발을 

력하고, 이 분야의 개발을 하여 기술자와 기술정보를 교환  하기로 함.

B-27 Joint Development on Integral Reactor Technology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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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월 미국 Windsor. CT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Westinghouse와 

KAERI는 IPSR에 하여 력을 하기로 하 으며,  I-NERI 는 INTD 

로젝트로 가능한 력을 하기로 함. 

B-28 Collaboration on Neutron Scattering Researches and 

Instrumentation (KAERI)

KAERI측은 H9A 재설치 와 하나로 장비를 이용한 성자 산란 공동연구

를 제안하고 미 측은 BNL 의 Bill Horak이 본건을 력하기로 제안 함.

B-29-2 International Youth Nuclear Congress

DOE는 KAERI의 원자력기술자 훈련 지원  개발 로그램 교환에 력

하고 심 있는 학생들이  미국 학과 원격 학습의 제도에  도 하는 양

국의 원자력 기반에 하여  하나의 제도로  인식함.  

B-29-3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INU)

양측은 세계  교육 훈련망이 교육에 한 정보, 자료와 인력훈련에 유용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ANENT 로그램  WNU 로그램의 개발을 기

하 으며, ANENT 와 WNU는 INU 만들어 기타 지역망과 연결하기를 

기 함. DOE 는 한국의  원자력훈련 확 를 지원할 것임. 

B-29-4 Cyber Training Course Cooperation

양측은 기술정보 교환, CYBER 훈련 로그램  교과과정 , 로그램 

문가  로그램의 실험 등 에 하여 상호  력을 하기로 함. 

한국은 양국간의 실질 인 력과 정보교환을 하여 단기간 1-2명의 정

문가를 WISCONSIN 학에 견하는 것을 제안하 으며 동 학과 가능성

에 하여 계속 의하기로 함. 

B-30 INEEL and KAERI  Arrangement for Nuclear  Cooperation

양측은 KAERI / INEEL이 TCA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함.

양국정부의 승인을 포함한 행정 인 조치는 완료되었으며 체결은 제48차 

IAEA총회시 하기로 합의함. 

양측은 본 약정이 양기 간 미래 력을 진하기 한  석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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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  Development of food products and living environments for a space 

mission with an ultimate safety using ionizing radiation(New Item)

양측은 NASA FTCSC와 KAERI가 다음에 하여 력하기로 한 것을  확인함.

1. 우주개발을 한 조사식품개발은 계속하기 한 양기간  계를 계속하

기로 함. 

2. 이를 하여  변명우  조철훈 박사를 NASA 측과 업무를 추진할 것

임 3. 개발 문가 교환, 보고서  해로운 공정, 생산  우주식품의 신기

술  우주 임무에 한  정보 입수. 

본  력에 한 양기 간의 연구원 방문 등에 하여는 2004년 4분기에 

방문하여 구체 인 사업 품목과 MOU를 만들기로 함. 

B-33    Nuclear Energy Research Advisory Committee (NERAC) 

Study of Best Laboratory Practices

DOE는 증가하는 첨단 원자력의 R&D를 지원을 하여 INL을 설립할 계

획 이며, INL은 10년 이내에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소가 될 것임. 

DOE는 NERAC로 하여  첨단 연구소의 설립 조건에 한 각 분야의 정

보를 조사하여 제출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 으며, Dr. Beverly Hartline 

and Dr. Robert Schock,가 7월 15부터 16일 까지 JSCNEC기간  에 

참여하여 KAERI에서 필요한 자료의 조를  요청할 것임 

미국 측은 이들의 방문을 주선하고 그들에 한 력하여 감사를 표하 음. 

이들의 부속 임무는 이번 1회로 종료되며 본 안건은 25차 JSCNEC에서 

drop하기로 함. 

B-35-1 Nonproliferation Aspects of Stable Isotope Separation 

System(New Item)

본건은 2003년 JSCNEC 에서 양측이 논이 하기로  하 으며  2004회의에

서는 동 원소의 분리 시스템 가능한 핵확산의 연 에 한 기술 인 검

토에 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함. 

올 해말 있을 회의에서 문가들이 구성될  것이며 DOE의 수출정책  

력을 KAERI와  추후 결정할 것 임.

B-35-2 Commodity, Identification, Watch List, etc. (New Item)

양측은 수출통제 기술  훈련 (특별 물품 검증 ) 수출통제 워크샵을 개

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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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6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laser peening process for nuclear 

power plant use(New Item)

PWR 원자력발 소의  단조기술 개발 력에 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함. 

-LLNL : Laser peening and stress measurements for the coupons or 

parts prepared by KAERI 

-KAERI : Mechanical and chemical tests of irradiated coupons and the  

 preparation of coupons and parts of interest to KAERI 

-Exchange of personnel, technical material, and information for mutual  

  cooperation 

양측은   단조기술의 요성을 인식하고 KAERI와 LLNL이 원자력산

업에 이  기술을 용하는 의를 계속 하는 것을  확인함.

C-7 Severe Accident Research Cooperation

미 측은 사고 연구 분야의 력약정이 2001. 12월 공식 으로 종료되

었으며 양측은 2002. 7. 16 새로운 약이 확정되었음을 환 하며 이 약정

이 2005.1.1일 부터 3년간 연장됨을 언 함. 

미 측은 한국 측이 CANDU설계 로그램 RELAP 5를 개발한 것과 력을 

가속화하기 한 기술교환에 하여 언 함.

양측은 사고 코드개발을 한IRIS SMART-P, ACR 700(CANDU) 원

자로 설계 의 비-재산권 자료의 교환에 동의함. 

C-9 Cooperative Research on Human Factors Using KAERI's  

Integrated Test Facility

미국 측은 KAERI의 종합실험환경(ITE)를 신뢰하고  인간공학시설을 방

문 할 것임. 양측은2000. 10. 6 NRC와 KAERI간 인간공학 연구 분야의 실

행 력약정을 인식함.  KAERI는 내부 로젝트로 약정에는 NRC 규제사

업을 지원하기 한 첨단 조종실을 인간요소 연구를 하여 사용할 것임.

양측은 최 의 시험결과를 NRC/RES 에게 제출하 으며 NRC/RES는 

2002년 가을 시험결과를 KAERI에 회신함. 이에 한 개발 력이 양기

간에 일정에 따라 진행되기를 기 함

양측은 KAERI의 오 박사와 NRC/RES Persensky박사는 2004. 9월 Ohio

에서 있을 제4차 원자력발 소 장비 국제회의에서 의하기로 함.  자 과 

컴퓨터 코드의  교환은 포함되지 않지만 력이 상호 유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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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Physical Security Issues at Nuclear Power Plants

한국 측은 최근 법 황에 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에 한 기술

요구사항의 수량화가 필요하며 이에 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 함.

양측은 핵 시설에 한 에 공동 처하기로 합의함. 

D-1  안 조치 이행(Safeguards Implementation)

국가계량 리체제가 경수로에 한 모든 계획사찰을 수행하는 반면,  

IAEA측은 연례 물질수지검사  물질수지검사 이후의 사찰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의선택(Randomly selected) 사찰에 참여함. 

미국 측은 미-IAEA 안 조치 정 하에서 실행되고 있는 IAEA 안 조치 

이행의 황에 해 요약하여 설명함. 

미국 측은 IAEA가 직 사용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4 곳의 미국시설에서 

매월 사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미국의 4 곳의 상업핵연료 생산 공장

으로부터 오는 핵물질계량 리 보고서를 IAEA측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D-2 추가의정서 이행(Implementation of Additional Protocols)

한국 측은 추가의정서가 년 2월 19일에 발효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IAEA

에 정보제공(확 신고)을 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행정 차를 설명함.

한국정부는 시설운 자들이 제출한 정보를 검토 에 있으며, 검토 후 

합한 시 에 IAEA에 제출할 계획임.

미국은 추가의정서의 발효를 해 취하고 있는 제반 노력들을 요약 설명

함. 미측은 미국 상원이 2004년 3월 만장일치로 미국의 추가의정서의 비

승인에 한 의회조언을 제공하 음을 설명함. 

추가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우선순

에 들어가지만, 추가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 에 법, 고시  행정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D-3 안 조치강화에 한 상호 의견교환 (Exchange of Views on 

Strengthened Safeguards

한국정부는 추가의정서의 비   발효 이 부터 IAEA와 이미 안 조치 

강화를 한 ' 력강화'를 이행해왔음. 

감시체제는 이러한 안 조치 강화의 요한 부분임이 나타났음. 안 조치 강화

체제는 향상된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디지털 원격감시체제를 내포하고 있음. 



- 63 -

한국정부는 경수로에 이어 IAEA와 월성에 있는 수로에 해서도 가까

운 시일 내에 력강화 로그램의 체결을 비하고 있음.

안 조치는 추가의정서의 비   효력발생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음. 

미국 측과 한국 측은 IAEA의 최근 SAGSI 보고서에 해 그리고 련 보

고서가 제기하는 많은 문제들에 해 논의함. 양측은 본 보고서가 IAEA가 

추구해야 하는 수많은 귀한 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건설 이라고 평가함.

D-4  Suspension of Safeguards Transfer Arrangement

미국 측은 제24차 공동 에서 우리 측이 문의한 내용에 한 입장을 설

명

- 정지의정서 3조에서 언 한 만족의 상으로 IAEA를 포함시키는 것에 

하여 IAEA도 이를 유지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정지의정서 3조에서 언 한 만족의 수단으로, 미국은 양국간 원자력

정에서 규정된 안 조치권을 필요시 행사할 수 있음

한국은 정지의정서 체결을 하여 2가지 방안을 련기 과 논의 임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미국 측에 통보하기로 함

- 1안)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정지의정서 체결시 재의 내용 로 양

자간 외교각서를 교환

- 2안) 양자간 외교각서 교환을 배제하고, 미국이 원래 제안한 방식 로 

일방  외교각서만 수령D-5 안 조치 련 연구/개발  용

(Safeguards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D-5-1 미국의 IAEA 력 로그램 (U.S.  IAEA Support Program: POTAS)

CANDU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 이송에 한 안 조치 이행 련 USSP

에 해 논의함. 

미국측은 학생  최근 졸업한 학생들을 상으로 IAEA에 1년간 견하

는 2002년에 개설된 인턴쉽 로그램에 해 설명함.

D-5-2 한국의 안 조치 연구/개발  용(Korean Safeguards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한국 측은 MSSP 련 업무  과기부-DOE 약정서 련하여 추진되는 

최근의 연구/개발 활동에 하여 기술함.

한국 측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다발의 검증을 한 비 괴 측정방법  기구

개발에 한 미국 측 LLNL과 TCNC 사이의 최근 력활동에 하여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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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과기부-에 지부 안 조치 력 약정(MOST-DOE Safeguards 

Cooperative Arrangement)

D-6-1 Overview of Current Safeguards Cooperation

미국 측은 과기부와의 기술 력약정 하에서 진행된 최근 활동들에 해 

요약 설명함. 이러한 활동에는 다양한 안 조치와 련되어 재 8개의 진

행의제가 있음.

미국 측은 차기 한-미 원자력상설조정 원회 회의(PCG Meeting)를 2004

년 11월 15일 주 혹은 12월 13일 주에 개최하자고 제의함.

한국 측은 차기 PCG Meeting의 미국 내 개최에 동의하고 미국 측이 제

안한 날짜에 해 답변을 주기로 함.

D-6-2 지역 력 로젝트(Regional Collaborative Initiative)

원자력의 지역 력은 근본 으로 모든 련 지역 국가 사이에 투명성  

상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함. 한국 측은 본 의제가 2004년도 제8차 PCG 

회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 함. 

D-6-3 Advanced Fuel Cycle Safeguards(New Item)

미국 측은 MOST-DOE 안 조치 약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DUPIC 안

조치  사용후 핵연료의 ACP(일종의 최신 재처리공법)에 한 기술

력에 한 최근 활동에 해 요약 설명함.

양측은 재 진행 인 핵연료 핵심 주기 개발 련 기술 력이 핵비확산

체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결실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동의함.

D-7 핵물질의 물리  방호(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한국 측은 제7차PCG Meeting에서 결정된 기술 력이 실질 으로 수행되

기를 표명함.

한국 측은 TCNC 문가가 SNL에서 개최된 DBT 련 워크샾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한 미국 측에 하여 으로 감사를 표시하 으며, 아울

러2004년 9월 에 있을 KAVI 소 트웨어 강화방안 련 워크샾에도 

TCNC의 문가가 참석할 수 있기를 요청함. 

양측은 핵물질  련 시설에 한 물리  방호가 국제  국내 차원에서 아주 

한 목표라는 것에 해 동의함. 양측은  양자간 력 로그램이 지속

인 기술 력의 요성을 일깨우고 물리  방호조치의 강화를 한 상호 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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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 다고 동의함.

양측은 가능한 한 상기 목 을 더욱 강화하기 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

기로 동의함.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물질  련 시설에 해 강화된 물리

 방호조치의 향상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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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차 한-  원자력공동 원회 

본 원회는 과기부와 국 CAEA( 화인민공화국국가원자능기구)와의 원

자력 평화  이용 약정(1999. 10발표)에 의거 양국 원자력의 평화  이용 

진을 하여 매년 양국에서 교 로 개최하고 있으며, 본 원회의 다른 

원회와 달리 실무그룹 원회와 본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함. 

- 실무그룹 원회에서는 력의제에 하여 본회의 이  충분히 검토하고 

력방안을 모색하여 합의된 내용 등 요한 내용에 하여 본회의 개

최시 최종 확인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운 함.

  2004년 실무회의는  2004. 11. 01- 04  KAERI (INTEC)에서 개최

하 으며 한국 측은 과기부 원자력 력과 조남  서기 이 표로 

(KAERI 김학노 연구지원부장 등 11명) 국 측은 CAEA Mr. Huang 

Wei Deputy Director 등 9명이 참석하 으며 연구소 련 의제는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등 12개 의제에 하여 력방안을 

의함. 

- 본회의는 2004. 12. 01 - 04간 제주 (롯데)에서 개최하 으며  한국 측은 

과기부 최석식 차 등 18명이 (KAERI 김학노 연구지원부장등 5명) 

국측은  CAEA 장화축 주임등 13명이 참석하여 실무회의 내용을 확인 

승인하 음. 차기회의는 2005 하반기 , 국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함.

- 연구소 련의제는 아래와 같음. 

B-1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INET와 KAERI는 2004년 4월 북경에서 한-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를 설립하 다, 본 NH-JRC는 양측의 합동 운 원회를 통해 운 될 것

이며, 첫 번째 원회는 2004년 4월 북경에서 2차 회의는 동년 10월 

22-23 에서 개최되었음.  

- HTGR 개발 실무 공동연구를 제2차 SCM에서 결정하 고 양측은 HRGR 

개발  수소 생산에 한 합동 웍샵을 2005년 가을에 개최하기로 함.

B-2 Development of Thermal-Hydraulic Model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iques for a Two-Phase Flow

양측은 각국의 독자 인 원자력안 을 한 여 다음의 열수력 분야에 

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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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2005. 5. 24-25까지 공동 웍샵 개최, 국 NPIC, CIAE, Xi'an 

Jiaotong University에서 참석할 것임 

2) 양측은 문가와 기술정보를 교환하여 KAERI and NPIC, Xi'an Jiaotong 

University기 이 B-2 력 계를 강화하고 양국은 다음 력을 계속할 것임  

- 2상 유도를 한 열수력 모델 측정결과를 교환 

- 2상 유도를 한 첨단 측정기술  열수력 모델  신기술 개발 

- 선진 안 실험 상분석코드의 물리  모형개발

B-3 Development of a Heat Transfer Experiment and the Application 

Technology 

- B-2 의제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2005. 5. 24-25까지 공동 웍샵 개최 

-양측은 원자력발 소  련 응용 기술의 열 달 로젝트 수행을 하

여 력을 계속하기로 함.

B-4 Development of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 양측은 문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국 측은 2005년에 개최되

는 3차 ACFA HPPA  DTL 가속기기술 미니 웍샵에  참석하기로 함

B-5Technical Cooperation for Research Reactors 

-1차 CARR요원 훈련을 높이평가하고 2차 요원 훈련을 희망하면서 다음

과 같이 하기로 하 다.

▪Trainee: operator of a Research Reactor;

▪Total number: 10 people;

▪ Time: 1 month during August to September, 2005;

▪Content: same as the first operation training group;

▪Expense: two sides will discuss it by referring to the expense of 2004.

-CIAE는 훈련과정을 KAERI에 제출하고 양측은 차기 과정에 하여 추

가 논의하기로 함. 양측 담당자 Mr. Wang Yullin  병진 부장 임.

-한국측은 CARR 설계  건설의  심사 의와  HANARO의 경험을 교환하

기 하여 한국 문가가 2005년   CARR 건설 장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달함. 양측은 이 건에 하여 더 논의하기로 하고 만일 한국의 제안을 수락한

다면 방문일정 등을  의하기로 하고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정함.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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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Mr. WANG Yulin, Mr. KE Guotu of CIAE, Korean side: Mr. 

PARK Cheol of KAERI.

-양측은 2005년 CIAE에서 개최하는 냉 성자 연구시설 련 공동 웍샵을 

상호지원하기로 함. 양측은 문가 교류  기술정보 교환을 통하여 성

자산란, 성자 분  연구  핵심 부품개발에 력하기로 함. 한 양측

은 력 사업에 한 가시 인 효과가 있을 때 HANARO에 공동연구센터

를 세우는 것에 하여 제안 함. 

B-8 Joint Research on the Fundamentals of Inertia Fusion 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양측은 공동설계연구, 단  고출력 이  제조, 라즈마 확산 이 를 

이용한 진단기술, 이  증폭 혼합기제작  고속 화, 표  제작  컴

퓨터 코드 등에 하여 공동연구를 계속 하기로 함 . 한 한국 측은 보다 

효율 이고 범 한 분  력을 하여 SIOM, CAEP 를 본 연구에 포

함시키는 것에 하여 제안함. For CAEP: Prof. PENG Hansheng;For 

SIOM: Academician LIN Zunqi.

국은 한국측에 제안에 하여 이용주 박사가 SIOM  CAEP 계자로 하여  

본 제안에 하여 그들에 동의여부를  Mrs. YANG Lin 에게 통보하도록 함. 

B-9 Development of Nuclear Data 

CIAE 측은 본 의제에 하여 심을 표시하고 장종화 박사가 

CIAE/CNDC 의 Mr. GE Zhigang과 연락 하도록 함. 

C-1. Nuclear Fuel Cycle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양측은 한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리 공동 웍샵을 2005년7월 개

최하기로 합의하고 연구기  학 산업체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권

유하기로 함 

다음분야의 문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

1) Decontamination & decommissioning and waste treatment technology

2) High level waste disposal technology

3) Partitioning and ADS transmut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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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ent fuel management and pyro-processing technology

5) Nuclear safeguards technology

6) Chemical analysis and nondestructive assay of radioactive wastes

7) Equipment design and simulation used in experiment hot cells.

 C-2. Coopera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Technology

 양측은 KAERI와 NPIC가 1-2명의 PIE 문가를 약 1주간 상호 방문하

는 것에 하여 합의함. 

 양측은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한  공동 웍크샵을 통하여 HOT 

CELL운   보수에 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

 C-3. Decommissioning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y Application

 양측은 기술정보  문가를 교환하기로 하고 BINE  (Beijing Institute 

of Nuclear Engineering)는 제6차 한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리 

웍샵에 참석하여 장래 력사항을 토의하기로 함   

E-4.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radioisotopes and 

radiopharmaceuticals

양측은 KAERI  CIAE간에 체결한 MOU에 의거 방사성동 원소생산 

 응용에 력하기로 합의함. 

력 사업은 방사성동 원소의 back-up system설치  방사성동 원소 생

산 기술 개발  문가를 교환하기로 함.

E-7. Application of irradiation technology for ensuring food safety 

and  quality 

양측은 CASS 와 KAERI 간에 식품 조사의 안 성과 품질 리에 있어 

조사기술 응용연구 력  문가 교환과 장래 훈련자 방문에 하여 논

의하기를 희망함. CASS 와 KAERI 간의 력 련 1차 회의가 조만간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1차 회의에서 각 측은 력 제안서  합의안에 

한 상세 내용을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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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9차 한․러 원자력공동 원회

제9차 한․러 원자력공동 원회가 2004. 12. 13-16일간 한국 과학기술부에

서 우리나라 표로 김용환 원자력국장이 러시아 표로 연방원자력청 

Yury Orlov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회의 일정은 표 3-   

과 같다.

양측의 수석 표는 한․러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력에 

한 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 온 양국의 원자력 분야 력을 높이 평

가하면서 각국의 원자력정책을 소개하고 원자력 개발에 한 의견을 교환

하 다. 

한국측 수석 표는 한국은 소형 원자로(SMART) 2008년까지 설계  건설

할 계획이며 칠 , 인도네시아, UAE 등과 활발한 국제 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언

하 다. 그리고, SMART 개발에 있어 선진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력을 기 한다고 강조하 다. 방사선기술 분야에 하여 한국은 방사선기술 

이용 확 를 하여 2005년까지 첨단방사선연구센터를 건설 임을 소개하

으며, 2001년 시작된 한‧러 공동 워크샵을 2005년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 다. 한 한국측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국가원자력기술지도 마련, 

RT 진흥계획, 원자력 R&D 계획 등 우리나라의 장기 원자력 정책에 

해 설명하 으며, 재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자간  양

자간 원자력 력 활동을 소개하 다. 

러시아 수석 표는 러시아의 원자력 R&D 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 으

며, 특히 러시아가 2020년까지의 장기 에 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 음을 

언 하면서 ROSATOM (연방원자력청 ; The Federal Atomic Energy 

Agency) 신철 등 최근의 원자력 련 정부 조직  리 체계의 변화를 

설명하 다. 신설된 연방원자력청은 (The Federal Atomic Energy 

Agency) 2004년 3월에 과거 원자력부(MINATOM)를 신하여 설치된 기

으로 원자력 발  등 원자력 산업, 원자력 방 산업단지, 핵연료 싸이클, 

원자력 연구개발과 안 , 원자력 련 국제 력   원자력 안 과 보호를 

한 물리  방호  통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 러시아는 “러시아 원

자력  방사선안 청 (GOSATOMNADZOR)이 2004. 5.20일 총리직속으로 생

태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원자력안 과, 방사선안

과,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의 기능을 수행)으로 개편되었음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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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수석 표는 양국 학간의 과학자  문가 교환 분야 력에 공동

의 이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양측 정부가 극 으로 지원하기로 확인하

다. 한, 양측은 방사성동 원소 생산  응용, 방사선의 의학, 농업, 생명

공학 이용 등 방사선 분야의 력 강화에 동의하 다. 

양측은 차기 회의인 제10차 한‧러 원자력공동 원회를 2005년 하반기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 다.

2004년도 동 원회에서는 3개 정책의제, 30개 기술 력의제6)가 논의되었

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정책의제

   A-1. 러시아 원자력 개

   A-2. 한국의 원자력정책

   A-3. 국제 력

B. 기술 력의제

   B-1. 소멸처리 련 핵연료주기 기술연구(KAERI-VNIINM, FEI, 

NIIAR)

   B-2. 수로형 원자로의 압력변화 연구 (KAERI-VNIINM)

   B-3. 방사선 안   환경감시분야 력

(MOST/KINS-MINATOM/Minatom SCC)

   B-4 원자력발 소 기기․설비 재료의 노후화 평가  열화회복기술에 

한 연구 (KAERI, KINS-Rosenergoatom concern/VNIIAES)

   B-5. 신형 액체 속로 개발 (KAERI-FEI, NIIAR) 

   B-6.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력 (KAERI-RIAR)

   B-7. 의료용  산업용 동 원소 생산(KAERI, SYU, RIAR, IPPE)

   B-8. 양국간 학, 연구소 원자력 문가 훈련(MOST-MINATOM)

   B-9. 한국 과학기술부-러시아 원자력청 간 공동 워크샵(KAERI-FEI, NIIAR)

   B-10. 이 를 이용한 분 학  안정동 원소 분리연구(KAERI-TRINITY)

   B-11.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  반응해석에 한연구(KAERI-MRRC RAMS)

   B-12. SMART 개발을 한 기술 력

(KAERI, DOOSAN-OKBM, FEI, NIIAR)

   B-13. 러시아 납냉각 고속증식로 설계개념 평가 (KAERI-RDIPE)

B-14.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  연구용 방사성 동 원소 기술개발   

6) 이  2004년도 신규 제안 의제 8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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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SYU-IPPE/RIAR)

   B-15. 러시아 VVER형 련 공동연구

      (KNICS-KI,VNNIA,Atomenergoproekt)

   B-16. 의료용 동 원소 생산로 (KAERI-IPPE, KI, MRRC RAMC)

   B-17. 방사성의약품 생산  방사선 치료법 용을 한 한-러 공동랩 

설립 (KAEPI, SNU, KIRAMS-MRRC RAMS)

   B-18. 유도가역식 온로(ICCM) 용융유리의 기 도도  도의 

장 측정 는 측 방법(KHNP, SIA-GUP MosNPO Radon)

   B-19. 소형 해상원자력발 랜트의 개발  상용화에 한 

력(Minatom/OKBM-MOST/KAERI)

   B-20. 원자력  방사선 안  규제분야 기 간 력 

(MOST/KINS-Gosatomnadzor of Russia-NSC)

   B-21. 일체용원자로 개량 U-Zr 핵연료 기술개발(KAERI-Kurchatov 

Institue, VNIINM )

   B-22.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 원료 공   기술개발

(KAERI/SYU-RIAR)

C. 2004년도 신규 제안 의제

   C-1. 안 한 우주식품  생활용품 제조기술 개발(KAERI-IBMP)

   C-2. 방사선에 의한 발암과 기형 발생평가를 한 네트워크 구축  

역학연구(KHNP)

   C-3. 한·러 방사선비상진료분야에 한 력(KIRAMS)

   C-4. 기체냉각로 개발분야 기술 력(KAERI-OKBM)

   C-5. VVER 원자로가 설치된 한국의 연구쇄빙선 설계·건설 

기술 력(MOST/KAERI-Rosatom/OKBM, "CKB Iceberg")

   C-6. 모듈형 납냉각 고속로 개발을 한 기술 력(KAERI-IPPE)

   C-7. 핵융합과학기술 력(KAERI-RIEPE, KI, TRINITI, NIKIET, 

VNIINM)

C-8. 노내 계측기를 이용한 노심 보호시스템 연구(KEPCO-KI)

양측은 B-4 (원자력발 소 기기‧설비 재료의 노후화 평가  열화회복기

술에 한연구), B-13 (러시아 납냉각 고속증식로 설계개념 평가) 등 2개 

의제를 삭제하기로 합의하 으며, B-10 ( 이 를 이용한 분 학  안정

동 원소 분리연구)은 차기 회의에서 의하기 합의하 다. 한 B-14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  연구용 방사성 동 원소 기술개발)  B-22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 원료 공   기술개발) 등 2개 의제는 B-7 (의

료용  산업용 동 원소 생산) 의제와 합쳐서 토의하기로 합의하 으며,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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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납냉각 고속로 개발을 한 기술 력) 의제도 B-5 (신형 액체 속로 

개발) 의제에서 의하기로 합의하 다.. C-5 (VVER 원자로가 설치된 한

국의 연구쇄빙선 설계·건설 기술 력)은 추후 여건이 되면 력하기로 합의

하 다.

아울러 주요 기술 력의제의 합의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로형 원자로의 압력변화 연구 : 양측은 수로형 원자로용 압력과 

개선 2단계 연구의 성공 인 결과를 평가하고 3단계 연구(개량 압력

의 노내 성능 시험  개선 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함

○ 방사선 안   환경감시분야 력 : 제8차 한‧러 공동 에서 합의한 

KINS-SCC간 비상통신훈련을 4차례 실시한 결과 비상 커뮤니 이션 

채 을 확보한 것에 만족하며, 향후 지속 으로 비상통신훈련을 하기

로 합의함

○ 신형 액체 속로 개발 : 양측은 한국에서 개최될 차기 한‧러 공동 워

크샵에서 구체 인 력계획을 의하기로 합의하 으며, 동 의제 주제

에 모듈형 납냉각 고속로 개발을 포함하기로 함

○ 양국간 학, 연구소 원자력 문가 훈련 : 양측은 러시아 학  연구

소와 한국의 6개 학(KAIST, 서울  등)간의 훈련 로그램 교환에 

합의함

○ 한국 과학기술부-러시아 원자력청 간 공동 워크샵 : 양측은 2005년 10월 한국의 

KAERI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  반응해석에 한 연구 : 양측의 동 분

야에 한 지 까지의 력이 상호 이익이 되었으며, 방사선의 상승작

용 분야 등을 포함한 문가 교환 등에 력하기로 합의함

○ 원  디지털 I&C 개발  용 력 

○ 방사성의약품 생산  방사선 치료법 용을 한 한-러 공동랩 설립 : 

양측은 동 의제명을 “방사선 치료에 있어 방사선의약품의 생산  

용 력”으로 변경하여 구체 인 력 분야를 찾는데 력하기로 함

○ 원자력  방사선 안  규제분야 기 간 력 : 양측은 8차 공동 에

서 양측 규제기 간 력 강화를 해 체결하기로 한 력약정을 2005

년 3월까지 체결하기 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핵융합과학기술 력 : 양측은 산업용 자가속기의 공동 설계 력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문가  정보 교환 등과 같은 구

체 인 력 계획을 가까운 미래에 상호 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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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차 한․불 원자력공동 원회

제16차 한-불 원자력공동 원회가 2004. 10. 20부터 10. 22까지 과학기술

부에서 우리나라 표로 조청원 원자력국장이 불란서 표로 원자력청

(CEA)국제 력과 티에보(Thieb명) 과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측 수석 표인 조청원 원자력국장은 개회사에서 원자력안 분야가 양

국간 력  가장 요한 분야이며 Gen-IV, INPRO와 같은 신 인 에

지시스템 개발  핵의학, 핵융합 등이 향후 력 가능분야가 될 것으로 

망하 다. 특히 불란서 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원  서비스  핵연

료 등 원자력시장 개방 련 산업정책 추진 황에 해 양측이 의를 통

해 력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 다.  

불란서 티에보 과장은 양측이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 인 비 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양국간에 Gen-IV, INPRO와 같은 미래 원자력시스

템  원자력개발 분야에 비 을 공유하는 것과 경제성과 지속 인 개발을 

해 원자력의 개발이 요함과 이를 해 정부는 산업체와의 력하에 이

러한 원자력개발에 한 비 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양측은 정책, 기술의제 외에 미래 원자로 개발, 폐기물 리, 핵융합, 핵의

학 등 분야에 한 Technical Highlights를 발표함으로써 양국에서 추진되

고 있는 연구개발 황을 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의 원  서비스  핵연료 등 원자력시장 개방 련 산

업정책 추진 황에 해 양측이 비공식 인 의를 하 으며 한-불 양측

은 제17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 원회를 18개월 후인 2006년 상반기에 

불란서에서 개최키로 합의하 다.

번 회의시 양국 원자력 문가들이 참석한 기술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주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B. Implementation of Exist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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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KAERI/IRSN Agreement 

B-1-1 PHEBUS Fission Products Prtogram 

KAERI는 PHEBUS 핵분열 로그램으로 발간된 모든 보고서를 입수하고 

있으며 MELCOR 산코드와 함께 이를 분석하고 있음. KAERI는  

PHEBUS FPTI 시험 련 ISP에 참여하 음. IRSN은 FPT3 실험후인 

2010년까지 PHEBUS 실험활동을 연기하는 IRSN의 결정을 KAERI에 통

보하 음 

B-1-2 Severe Accidents Experiments and Computer Codes 

신규의제인 B-8 "Management of Severe Accidents in LWR Cores" 참조 

B-1-3 CABRI RIA Programs for PWR

KAERI는 물기여 형태로 SCANAIR 코드로 수행된 분석계산을 제공할 

계획임 

B-1-4 Use of CATHARE computer code(LOCA accident)

KAERI가 1997년 이후 련 연구활동이 없어 의제를 삭제키로 제안함 

B-1-5 Research in the field of radiation protection 

KAERI가 련 연구활동이 없어 의제를 삭제키로 제안함 

B-2. KINS/IRSN Agreement 

B-2-1 Cooperation on Safety Evaluation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유리고화시설  사용후핵연료 장시설

과 같은 핵주기시설과 련된 안 문제를 다루기로 제안됨 

B-2-2 CABRI RIA Programs for PWR 

KINS가 주도하는 한국측 컨소시엄과 IRSN간 CABRI 정은 2003년 5월 

28일 체결됨 

B-2-3 Methodologies and software tools for radiological emergency 

KINS는 련 연구활동이 없어 의제를 삭제키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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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 PSA(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비슷한 내용의 의제 복을 방지하기 해 양측은 B-3-2-, B-3-6 B-2-4

를 B-2-4 의제로 통합하기로 합의함. 규제활동에서의 PSI 사용이 동 의제

에서 다루어질 것임 

B-2-5 PSR(Periodic Safety Review)

양측은 주기  안 성 분석분야에서 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IRSN이 

력추진을 해 력제안서(안)을 KINS에 송부할 계획임 

B-3 MOST-KAERI/CEA Agreement 

B-3-1 General Information on Regulatory Matters

양측은 력이 필요할 경우 구체 이고 상세한 력 제안서가 공동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한국측은 2004년 11월 25-26일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차 FRAREG 회의개요에 해 불란서측

에 알려  

B-3-2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PSA)

B-2-4 참조 

B-3-3 Lifetime Management 

양측은 재 lifetime management하에서는 가시 인 력이 없어 한국측

은 동 의제 제목을 “Steam Generator(S/G) tube aging management"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데 해 불란서측은 력가능성을 검토후 추진여부

를 알려주기로 함 

B-3-4 Severe accident management 

한국측은 울진 1,2호기에 한 사고 리 가이드라인이 재 사업자가 

비하고 있음을 불란서측에 알려주었으며 불란서의 SAMG에 심이 있

음을 나타냄. 

B-3-5 Cooperation on Safety Regulations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한국측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유리고화시설 경험 등을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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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함. 불란서측은 이 분야 력을 해 정보와 경험 교환, 련 

문가 방문 등으로 추진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함 

B-3-6 Risk Informed Regulation (RIR)

양측은 동 의제를 B-2-4 의제에서 의키로 합의함

B-3-7 Miscellaneous 

1) Safety evaluation of severe accident for magnetic fusion facility 

한국측이 마그네틱 융합시설을 이용해 사고 안 평가에 한 정보교

환을 제안한 것에 해 불란서측은 불란서 로그램이 Euratom 로그램

으로 통합되었기에 유럽연합과 추후 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2)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regulatory organizations 

(WENRA, INRA, ANSN)

-WENRA  INRA : WENRA  INRA는 조직체가 아니라 인 조직이

므로 이 체제에서 력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IAEA  NEA : 불란서측은 특정분야 력이 아닌 정보교환을 추진하는 

데는 동의함 

B-4 MOST-KAERI/CEA Agreement 

B-4-1-1 Cooperation for spent fuel and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동 의제는 B-4-3 (cooperation on spent fuel management option)에 통합

되어 신규의제인 B-7 cooperation on advanced fuel cycle options으로 됨 

B-4-1-2 Cooperation on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양측은 재까지의 력성과에 만족을 표했으며 한 2005년 5월 한국에

서 제4차 해체에 한 기술정보교환 회의 개최를 확인하 음. 

B-4-2 Cooperation on the Liquid Metal Reactor 

KAERI가 KALIMER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양측은 

GEN-IV  KALIMER 로그램하에서 소듐냉각 속로 개발에 있어 

KAERI와 CEA간 력을 추진키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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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3 Cooperation on spent fuel management option 

동 의제는 B-4-1-1 (Cooperation for spent fuel and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과 통합되어 신규의

제인 B-7 “cooperation on advanced fuel cycle options"로 됨 

B-4-4 Safety cooperation : severe accident project(steam explosion 

risk)

B-8 "management of severe accidents in LWR cores" 참조 

B-4-4-1 Evaluation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for 

high power PWRs

양측은 2005년 5월 한국에서 개최 정인 제4차 KAERI와 CEA간 IVR 회

의기간  제3차 회의 논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함 

B-5 CEA/MOST-KNEF agreement in the field of public acceptance 

양측은 PA 분야 력 강화를 해 내년 불란서에서 개최 정인 PA 세미

나때 력의 범  등을 조정하기로 합의함 

B-6 KNFC/Framatome Cooperation Agreement 

양측은 재 력약정을 통해 향후 력을 개발하기로 합의함 

B-7 Cooperation on advanced fuel cycle options (New Item)

양측은 핵확산 항의 첨단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지속

인 원자력시스템의 개발 향상을 해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 인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B-8 Management of severe accidents in LWR cores(New Item)

양측은 OECD/SERENA 로그램의 2단계 수행을 해 KROTOS  

TROI 시설을 이용하여 스  폭발 실험 로그램 공동제안서를 이행하는데 

노력하기로 함 

한 번 회의시 양측이 신규의제로 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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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and physical models development 

for advanced computer code 

KAERI와 CEA는 원자로안 과 련하여 2相 유동에 용할 수 있는 첨단

산코드 개발을 해 실험기술  DB 분야에서 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N-2 MOST-KHNP/CEA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radiation 

measurement 

불란서측은 동 의제 수행을 해 국내에서 가장 합한 연구소를 추천하

기로 했으며 한국측은 불란서에서 추천된 기  가장 합한 연구소를 

선정하여 기술 력 MOU를 체결하기로 함 

N-3 Development of vitrification process for spent resin containing 

transition metals 

양측은 공동연구 분야 범 를 확정하고 향후 정 조건을 결정하기 해

2004년 검토회릐를 개최키로 합의함 

N-4 Site closure technology for the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양측은 천층처분시설의 다 폐쇄 시험  시연 련한 부지폐쇄 기술에 

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함 

N-5 Cooperation between KAIF(Korea Atomic Industrial Forum) and 

FAF(French Atomic Forum)

양측은 ENC 2005 행사와 연계하여 2005년 불란서 KAIF-FAF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N-6 Strengthening public confidence via effective public communication 

한국측은 양국에서 실무 연락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불란서

측은 2003년 KINS와 DGSNR간 개최된 회의결과를 토 로 이 제안을 검

토하기로 함 

N-7 비공식 의 : Perspective of evolution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and France for opening of the nuclea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services,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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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 Research Reactor 

 양측의 상보 인 기술수 을 고려하여 연구용원자로 분야에서 KAERI와 

CEA간 추진되고 있는 재의 력을 공식하는 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향

후 력분야를 개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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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차 한․칠  원자력공동 원회

한․칠  양국은 과학기술 력에 한 정 (‘96. 7. 8발효)  한․칠  

원자력 력 정 (’02.11.12발효)에 의거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진하기 

한 2003년부터 양국간 원자력공동회의를 교 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2차 

회의를 2004. 12. 28- 29 칠 , 산티아고에서 개최하 으며 한국 측은 과

기부 원자력국 김용환 국장 등 11명 (KAERI 노병철, 병진, 최평훈)이 

첼  측은 원자력 원회  Mr. Roberto Hojman 원장 등 30명이 참석하

음. 

-연구소 련의제는 2003년 련 계속의제로 A feasibilit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nuclear plants in Chile 등 7개

의 계속의제가 있으나, 칠  측의 력 범 등 내용에 하여 불명확 한 

것이 있어 아래 의제  B-1, C-1,  D-1등에 하여는 심층 토론하기로 

하 으며 기타의제는 확인하는 수 에서 합의됨.   

B-1, 칠 의 -소형 원자력발 소 도입 타당성 연구 

-칠 의 소형 원자력발 소 건설을 한 한-칠 -IAEA 3자간 국제공

동연구 수행을 한 약 체결합의 

-칠 는 화력발 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도입선으로 아르헨티나에 의존하

고 있으나 천연가스 확보가 불안하고 지리  특성으로 인하여 소형원자

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SMART에 많은 심을 표명함. 

-공동연구 약은 2005. 9월 IAEA 총회시 체결하기로 하고 연구기간은 

2005. 10 - 2007. 12 까지 하기로 합의.

- 공동연구 비용은 IAEA  TC 로그램에서 지원하기로 함.

C-1 .연구용원자로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구리용기 설계

- 의제 담당자 간에 상호 연락에 문제가 있었으며, 재 스웨덴과 의 

에 있으며 한국이 동의하면 차기 원회에 다시 상정할 수 있음.

C-2. 연구용 원자로용 U-Mo 연료 개발  

- 양국은 각자 자국의 연구로용 핵연료를 제조하는 설비를 운 하고 있으

므로 앞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수 의 력을 지속하기 바람. 

D-1. 칠  연구로의 활용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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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측이 2005년 연구용원자로(RECH-1, RECH-2)에서 활용한 실리콘 

도핑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KAERI가 자문하기로 함. 

- 동 평가결과 가능성이 있으면 2006년에 최 설계를 하여 KAERI 

문가가 칠 를 방문하기로 함. 

E-1.  고기  해산물의 검증을 한 원자력  련 기술을 이용한 화학

 측정분석 

- KAERI는 방사화 분석 그룹에서 외부 이용자에 한 분석을 주로 하므

로 분석 기술과 련된 력 범 를 제한하도록 요청하고 본 의제제목 등

을 수정하기로 함. 

E-2 . 농약의 사용  제어에 있어서의 방사선이용 기술 

- KAERI는 칠  측에 2003년도 발표 자료를 달함. 

E-3. 의료  산업용 방사성동 원소 생산 

-칠  원자로에서 Ho-166을 생산하는 것은 용이할 것으로 제안하고, 반면 

방사능이 높은 Ir은 칠 가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한국에서 수입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 우리측 자료를 달함. 

E-4. 비 괴검사 자경인증

- 칠 측은 훈련을 IAEA FELLOWSHIP을 이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한국

에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조를 요청함, 우리 측은 자료를 달함. 

E-5. 산업용 자가속기 공동설계 타당성 검토 

- 우리 측은 자료를 달하 으며, 칠  측은 COUNTER PART를 정하

여 알려주기로 함.



- 83 -

6. 제2차 한-베트남 원자력 력회의 

한-베트남간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진하기(원자력 력 정 1996. 11월 

발효) 하여 2003년부터 양국에서 교 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2차 원자력

력회의는 2004. 3 .22  베트남, 랄라트에서 원자로 건설 50주년 기념 행

사에 맞추어 개최하 다. 한국에서는 과기부 원자력국 조청원 국장 

(KAERI 김 진 부장  남 미 박사)이 베트남 측에서는 VAEC Dr. Le 

Van Hong 부 원장이 표로 참석하 음.

- KAERI 련의제는 다음과 같음.  

III. 3. 연구용 원자로 기술 력 

양국은 베트남의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에 한 상호 력을 강화하고 사

 이용 가능성을 연구 하여 문가, 정보  서류를 교환하기로 함.  

III 7. 방사성폐기물 리 분야 

KAERI 는 방사성폐기물 리 공동연구를 하여 VAEC 2명을 청하기로 

함, VAEC와 KAERI 는 용염산화폐기물처리 공동연구를 하여 논의하기

로 함. 

III. 8. 인력양성 분야 력

KAERI는 훈련  리 기술을 하여 2004년  VAEC 2명을  1주간 

청하기로 하고 VAEC가 ANENT를 설치하는데 지원 력하기로 함. 

III. 9. 기타 련 분야 

방사성동 원소, 방사선의약품, NDT, 방사선량측정기, 환경 분석 생산  

동 원소 공 을 한 경험, 문가 교류 정보교환을 확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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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차 한-카자흐스탄 원자력 력 의회 

한-카자흐스탄간 원자력분야 력의 활성화를 해 양국간 장 이 서명한 

한-카자흐스탄간 원자력 력 정체결(2004년 9월 20일)에 따른 실질 인 

력방안을 의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 1차 한-카자흐스탄 원자력

력 의회가 2004년 9월 17일 카자흐스탄 INP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의 참석자는 과기부 원자력 력과 이 배 사무 외 6명이 참가하

으며 카자흐스탄측에서는 뚤 바에  물에 지부 국장 외 4명이 참석하

다.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간 “원자력 력 의회” 매년 개최 (‘05년 서울 개최)

  ․ 한국 : 과학기술부 / 카자흐스탄 : 물에 지부 

  ․ 정기 으로 양국간 원자력기술공동 력을 한 워크샵 개최 

- 카자흐스탄 원자력의학원 설립 지원 (원자력의학원/INP)

  ․ 카자흐스탄은 인력훈련, 장비설치, 정보교환 등에 해 심 표명 

  ․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방사선 치료기술  방사선 진단장비 개발에 

력하기로 합의 

  * 이와 련, 카자흐스탄 물에 지부 과장  INP 소장 등 실무 계

자들이 2004. 12. 13-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련기 인 과학기술

부,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연구소, 삼 유니텍 등을 방문하여 실무 의

를 하 다. 한 카자흐스탄 원자력의학센터 설립 력방안 지원을 

한 국내 문가회의가 2004. 11월 1일 련기  문가들의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에서 개최되었다. 

- 동 원소 생산  이용 기술 공동개발 (원자력연구소/카자흐 핵물리연

구소(INP))

  ․ 동 원소 생산기술, 장비, 인력개발을 한 정보교환  력 

- 해수담수화용 일체형원자로 개발 경험, 정보교환 합의 (원자력연구소/카

자흐 국립원자력센터(NNC))

  ․ 한국의 최신 원자로 개발 경험과 카자흐스탄 운  경험 력

- 원자력시설의 안 운  경험 교환(과학기술부/ 물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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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한 력분야를 조속히 발굴하도록 합의 

  * 카자흐스탄은 3기의 연구용원자로 보유, 상용 원 1기는 ‘95년 수명 

종료 

- 카자흐스탄의 핵융합장치 개발 력(기 과학연/카자흐 원자력연구소

(IAE))

  ․ 핵융합로 건설을 한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연구 등 합의 

- 양국 원자력 련 기 간 약정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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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기술 력약정  체결 황

한국원자력연구소는 3개 국제기구, 17개국  34개 기 과 총 54건의 원자

력 기술 력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국 CIAE, 러시아 

RIAR  아랍에미 이트 ADWEA와 새로운 원자력 력약정을 추가 체결

하 고 국 INET와는 NH-NRC 설치를 한 약정 내용 개정 , 일본 

JNC  JAERI와는 기존 력약정의 기간을 연장하 음

한 제24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 원회(2003. 6, 워싱턴) 합의사

항에 의거, 미국 INEEL (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과 기  간 기술 력 약정을 계속 추진 

에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의 ANL와는 신규약정의 체결을 일본의 

CRIEP와는 방사성 폐기물 력을,  캐나다의 AECL와는 기존 부속

약정 내용의 보완을, 호주의 ANSTO와는 기간연장을 추진 에 있

으며 체 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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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약정 황 7)

상 국 기 명 약   정   명 유효기간 주   요   분   야 비  고

미 국 

MIT  양해각서 2002～2007 신형원자로 분야 기술 력  인력교류 MIT(CANES)/KAERI(ART)

USNRC
력약정 2002～2004 사고연구 로그램 참여 USNRC-KAERI-KINS

실행약정 2000.10～ 첨단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인간요소 검토 말료기간 없음

카나다 AECL

 기술 력약정 1992～2007
원자로, 핵주기, 방사성폐기물, 원자력 안 성  환경, 
수로, 기 과학, 교육 

2003/9연장

 부속약정 10 : 
1991～

완료시 까지
AECL에 의해 진행  혹은 기 수립된 연구개발 로그램
에의 KAERI인력 참여 가능성 모색 

 50명 견 로그램/8명 
견완료 

 부속약정 11 : 2001～2004
CANDU 원자로내에 SEU 이용  기타 개량핵연료주기 
허용을 한 CANFLEX 핵연료다발시험개발과 증명

CANFLEX  핵연료

 부속약정 11A :
 

2001～2006
조사된 핵연료다발의 조사후시험에 의한 CANFLEX-SEU
의 20-100다발의 CANDU 원자로내에 소규모 시험조사 

 CANFLEX-SEU 

 부속약정 15 :  1994～2002
CANDU내 사용후경수로핵연료의 직  연계사용의 기술타
당성평가

연장추진 

 부속약정 16 :  2001～2006
연구용원자로의 설계, 인․허가, 운   이용에 한 기술
정보교환 

연구용원자로정보교환

 부속약정 17 : 2000～2005
공동연구개발센터(JRDC)를 통한 KAERI-AECL간의 수
로핵연료 기술개발

 수로핵연료 기술개발

 부속약정 18 : 2000～2005 AECL 산코드의 KAERI로 이  진
 KAERI-AECL 
산코드(S/W) 약정

부속약정 2000～2005
AECL과 KAERI는 자국내에서 CANFLEX 상표의 소유권
을 가짐 

CANFLEX 상표권 약

랑스

IPSN

 기술 력약정 1995～자동연장
열수력, 냉각재상실사고, 사고시핵연료 거동연구, 사고, 
확률론  안 평가 연구, 환경생태학, 방사선방호 력 

 

 부속약정 1992～자동연장 분석코드 이용(CATHARE Software)   

부속약정 
1991～최종실험

종료시
PHEBUS 원자로에 의한 핵연료 손상  분열생성물 이
에 한 검증시험 

 

CEA

 일반 력약정 1997～2007
방사성동 원소 생산  이용, 연구용 원자로 운   이
용, 경수로 노심내 사고 리, 원자력시설 해체, 방사 
성폐기물 리정책  기술, 액체 속로  핵융합 연구개발 

 02/4연장

부속약정 03.6-06 사고  미래 원자로설계를 한 IVR 력

부속약정 03.12-2007 경수로 노심의 사고 리 (KAERI-KINS-CAE-IRSN) 03/12  2004추가보안

  국
AEAT  기본약정 2001～2004 정보, 기술, 경험 교환 

BNFL  기술 력약정 1996～2006 개량핵연료주기, 개량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리 력 

호  주 ANSTO  실행약정 1995～2005
방사성의약품, 방사성동 원소 생산  응용, 방사성폐기물
리, 개량물질  기술, 원자력시설의 험  신뢰도 분

석, 핵물질 보장조치, 교육  훈련
2001연장

우즈벡 INP  기술 력약정 1997～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한 력  

칠  CCHEN  양해각서 1998～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한 력

7) 17개국 /  3개 기구/   34개 기  / 총 54개의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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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국 기 명 약   정   명 유효기간 주   요   분   야 비  고

러시아 

GPI  과학기술 력약정 1991～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  이용 (기 과학  기술 력)

KIAE  특별약정 1991～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한 력 

IPPE  특별약정 1991～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한 력 

PNPI  과학기술 력약정 1997～자동연장 성자를 이용한 공동실험 수행 

OKBM  원자력기술 력약정 2002～2007 신형 원자로개발 력 2003연장

RIAR
기술 력약정 2003.6-자동연장 신형원자로, 신형핵연료, 핵주기, 동 원소  오염해제  

해체  력
2003 신규

력약정 2004.11-2008.11 LWPR, 각종실험로, 핵비확산에 한 원자력과학 엔지니어링 
력 

2004 신규

독  일

 FZK  특별약정 1986～자동연장
방사성폐기물 리  장, 원자력안정성연구  환경 향 연구 

력 
2003 연장

GRS   약정 1998～2003.06 핵 안 연구   연장

FZR 의향서 2003.12-5년 ion 빔 물리, 재료연구, 방사선의약품, 안 연구 개발 력 2003 신규

체  코
CNRI  양해각서 1995～자동연장

건 성  핵물질 련 문제, 원자력 안정성연구, 방사성폐기

물 리, 신형 원자로기술, 원자로물리학연구, 방사성 동 원

소 생산, 방사선 응용 력 

  

NPI  기술 력약정 2002～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  이용, 정보, 기술 인력교환  상호 심사 력  

폴란드  INP 양해각서 1995～자동연장
고 LET 방사선원이 조사, 방사선에의한 DNA 손상 복구연

구

  국

INET 양해각서 1994～자동연장
성자 변형에 의한 crystal silicon 도핑, 연구로 핵연료 개

발, 방사선, 동 원소에 한 첨단재료   원자력수소 연구 
040412변경  

CNNC 력약정 1995～자동연장
원자력안 , 원자로  연료, 핵물질, 기 연구, 핵융합, 방사

성폐기물 리, 방사선  동 원소 연구
  

NPIC 력약정   1999～2004 핵연료 리, 신형로 개발

YUST 력 약 2002～자동연장 방사서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 력      

CIAE 양해각서 2004- 자동연장 방사성 동 원소 생산  응용에 한 력 2004 신규

일  본

JAERI 력약정 2004～2007
원자력발 소안 , 방사선방호   환경감시, 방사성동 원소 

 방사선 응용 연구 력 등 
2004연장

CRIEPI 양해각서 1995～2005 열수력, 소디움 반응, 지진, 고온구조물  엔지니어링 2000 연장

JNC 력약정 2003-2008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질처분 연구 2003 신규

인  니

BATA

N

력약정 1995～자동연장

원자로  원자로 계통, 핵연료주기, 원자력 기획  에 지 

경제학, 방사성 폐기물 리, 원자력안정성, 환경, 기  과학, 

핵의학, 방사성동 원소, 교육/ 훈련에 한 정보교류  공

동 로그램 수립 

 

부속약정 원자로운   이용의 증진 력 2003신규

BATAN

IAEA

력약정 2001.10～2004
인도네시아 마두라섬의 력  식수공 을 한 원자력해수담수화 

경제  타당성 공동연구

 BATAN/IAEA/ 3자 체결  

2001 신규

필리핀 PNRI 양해각서 1994～자동연장
방사성폐기물 리, 원자력안정성연구, 원자로 빔실험, 방사성

동 원소 응용, 연구용 원자로 설계 력
 

모로코 CNESTEN 력약정 2001-2006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한 정

UAE ADWEA 햡략액정 2004-3년 SMART 해수담수롸 타당성 연구 2004신규

국제 

기구

OECD/

NEA

 약정 2000～2002.12
원자력발 소 통제, 로세서 컴퓨터 응용, 핵연료의 신뢰도 

연구개발 HALDEN Reactor Project 
  연장 추진

 약정 2001～2003.06

노심용융물 내부  원자로용기와의 열 .화학  반응에 

한 산모델 개발, 핵연료 용융물의 물성치 측정 MASCA 

Project

연장 추진

ITU/EC  공동연구약정 1998～2003 핵종변환 기술 력 연장 추진

IAEA 력약정 2003～자동연장 IAEA 훈련생  방문과학자 경비 지출  신상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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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국제 력 련 외국인 방문 황 

□ 미국 NRC 부 원장 일행

 - 일  시 :  2004. 02. 02  

 - 방문자 : USNRC 부 원장 Mr. Jeffrey S. Merrifield, 등 NRC 간부 3

명(미 사  Bruce Howard, 과학 이 수행) 

 - 방문목   : 원자력기  고 인사와 원자력안   규정에 한 토의

     원자력 련시설 방문(KAERI, KINS, KNFC,  원 , 두산

공업 등)

□ 일본 JAIF 인사 

 - 일시 : 2004년 2월 9일 - 10일

 - 방문자 : Mr. H. Nakasugi, General Manager of Asia Cooperation 

Center (ACC), JAIF 외 1명

 - 방문 목  : 한.일 원자력 력 강화방안 의

□ Norway 인사 

 - 일시 : 2004년 2월 20일

 - 방문자 : Dr. Tore Lasse,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novation Norway 외 1명

 - 방문목  : 한.노 R&D 력방안 의

□ 만 INER 소장 일행 

 - 일  시 : 2004. 04. 02

 - 방문자 : 만 INER   Dr. YANG, Chao-Yie, Director General 등 3

명

 - 방문목  : KAERI와 연구업무 의  원자력 련시설 방문 (KAERI, 

울진 원 ) 

□ 베트남 산업부 차  일행 

- 일자 : 2004. 4. 16. 

- 방문자 : 베트남 산업부 차  Bui Xuan Khu 외 9인

- 방문목  : 양국간 원자력 력 강화 방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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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ISTC 표단 

- 일자 : 2004. 5. 12. 

- 방문자 : ISTC 표단 (Dr. Wright Lawrence, Deputy Executive 

Director, Dr. Anna Filchenko, Project Analyst, Dr. Gil. 

W. Suh, Partner Project Manager)

- 방문목  : ISTC 사업 설명회 발표  토의 

□ 카자흐스탄 INP 소장 일행 방문

 - 일시 : 2004년 6월 2 - 3일

 - 방문자 : Dr. Kairat K. Kadyrzhanov, Director of INP, 외 2인

 - 방문목  : 한.카자흐스탄 원자력 력 방안 의

□ RCA 지역사무국 주  워크샵 참가자 

- 일자 : 2004. 6. 16. 

- 방문자 : RCA Coordinator Dr. Prinath Dias 등 30명 

- 방문목  : RCA 지역사무국에서 주 한 RCA 업무담당자를 한 

워크샵 참가 일환으로 방문 

□ 남아공 물에 지부 국장 일행

 - 일  시 :  2004. 06. 17 

 - 방문자 : 남아공 물에 지국 Mr. Haresh Haringharun, Director, 

Nuclear Technology,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Ministry 등 물에 지부 직원 3명

 - 방문목  : 한국의 산업  원자력 황 악 

□ IAEA 안 조치담당 사무차장 일행 

- 일자 : 2004. 7. 9.

- 방문자 : IAEA 사무차장 Pierre Goldschmidt, 섹션헤드 André 

Lagattu

- 방문목  : 한․IAEA 안 조치 력 강화

□ 한미 원자력상설 원회 미국 표단 일행

 - 일  시 :  2004. 7. 14-16 

 - 방문자 : 미국 DOS Dr. Alex Burkart 외 18명  NERAC 조사단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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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목  : 의제 의  미국에서의 신 원자력연구기  설립을 한 

모델 조사의 일환으로 KAERI 황 악

□ 나이지리아 외교부 아.태국장 일행 

- 일자 : 2004. 8. 10. 

- 방문자 : 나이지리아 외무부 국장 Christopher Ariyo, KOICA 정종

 장

- 방문목  : 양국간 원자력 력 강화 

□ 일본  원자력 원회 원장 일행  

 - 일  시 :  2004. 09. 4 - 7

 - 방문자 : 일본 임 원자력 원회 원장 Fuijie 박사 외 JAERI  

JNC 3명 

 - 방문목  : 한-일 원자력 력 강화  

□ 주 오지리 사 

- 일자 : 2004. 10. 6. 

- 방문자 : 주오지리 조창범 사

- 방문목  : IAEA 안 조치 련 안 토의 

□ 미국 INEEL Dr. Bennett  

- 일시 : 2004. 10. 7

- 방문자 : Dr. Ralp G. Bennett, Director, Advanced Nuclear Energy.

- 방문목  : INEEL-KAERI 와의 력약정 체결 사  의 양 기 간 

업무 의  

□ IAEA 기술 력부 한국담당  일행 

 - 일  시  : 2004. 10. 13  

 - 방문자 : IAEA 기술 력부 한국담당  Dr. Kamel 외 2명 

 - 방문목  : IAEA 기술 력사업 련 국가사업 추진방안 의  

□ 국 NSFC 표단 

 - 일  시  :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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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자 : Professor JI Peiwen, Executive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 NSFC 등 5명 

 - 방문목  : 원자력 황 악  력강화

□ 러시아 RIAR 소장 일행 

 - 일시 : 2004. 11. 6

 - 방문자 : RIAR 연구소장인 Prof. A. Grachev 등 7명 

 - 방문목  : KAERI-RIAR 력약정 체결  기술 력 의 

□ KDI 주  Forum 참가자 일행 

 - 일시 : 2004. 12. 7

 - 방문자 : 아르헨티나, 라질, 칠 , 카자흐스탄, 멕시코, 러시아, 세계

은행등 총17명

 - 방문목  : 한국의 경제모델을 조사하기 하여 포럼에 참가하여 원자

력연구소의 운  등 참고자료 조사차 방문

□ 베트남 과학기술부 표단 

- 일자 : 2004. 12. 10. 

- 방문자 : 베트남 과학기술부 표단 (Dr. Ta Doan Trinh, Deputy 

director, Finance and Planning외 7명)

- 방문목  : 양국간 력 강화 

□ 한.러 원자력공동  참가 러시아 표단 

- 일자 : 2004. 12. 15. 

- 방문자 : 제9차 한․러 원자력공동 원회 표단 (Dr. Yury Orlov, 

Deputy Head, Department of Atomic Science and 

Techniques, Rosatom외 6명)

- 방문목  : 양국간 력 강화 

□ 카자흐스탄 표단 

- 일시 : 2004. 12. 16

- 방 문 자 : 카자흐스탄 에 지 물자원부 과장 Mr. Almaz Tulebayev외 3명 

- 방문목  : RI 생산  이용에 한 기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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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서비스 강화를 한 정보통신기반 구축

                                      연 구 실 명 : 정보통신담당

                                      사업 책임자 : 황 인 아

                                      연  구   원 : 고  철

                                          “       : 강 신 복

                                          “       : 황 혜 선

                                          “       : 김 진 희

                                          “       : 문 동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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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정보화서비스 강화를 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

II. 연구의 목   요성

정보화 시 에 변하는 환경에 처하기 해서 고객, 경쟁자는 

물론 일반 인 경 환경에 한 정보의 효과 인 수집, 처리, , 공

유는  조직체에 있어 가장 요한 해결과제로 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비약 인 발 은 인력, 과제, 자

, 재무 등에 한 정보의 통합 리가 연구소의 효율 인 경 에 있어 

선택의 범 가 아닌 필수  요소로 환시키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

에서 연구소는 생존을 해 그리고 성장을 해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

한 업무 생산성 향상  외 경쟁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 은 연구소 정보자원에 한 소내  국민 상의 체계 인 

서비스 제공을 한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III.  연구의 내용  범

- 정보통신망 운   리

연구소의 정보통신망과 인터넷망을 운 하고 리하여 원자력 

연구업무 개발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보 검색  획득을 효율 으

로 하기 한  인 라를 운  리하 다. . . 

소원 PC의 장애와 정보통신망의 과부하로 정보통신망 가동 지

의 원인이 되는 웜, 바이러스  악성코드들의 활동을 방지하기 하

여 자동패치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활동 인 웜, 바이러스를 방

하고 신규 발생하는 것들에 한 신속한 방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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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개발  운

홈페이지에 연구소 보도자료  성과물들에 한 동 상 자료를 

보강 하고 외 홍보를 하여 원자력질의/응답 게시 을 활용을 활

성화아 으며, 참여마당  민원처리 게시 을 활용하여 외 원자력

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  국민 원자력홍보에 기여하 다. 한 

홈페이지 게시 의 보안을 하여 불법 홈페이지 조작 등을 방할 

수 있도록 하 다. 

더불어 연구소 홈페이지  과제/부서 등 국민 서비스용 홈페

이지들에 한 보안 검을 실시하여 불법 인 행 로 인한 홈페이지 

변조  운  단에 한 방 책을 검토하고 비책을 실행하

다. . 

- 재난복구시스템 리  운  

정보인 라 사업으로 구축된 이 재난복구시스템을 운 하여 

MIS, 홈페이지 자료 등의 연구소 요서버  자도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비상 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리하여 연구와 연구업무

지원에 단이 없는 안정된 정보통신 시스템을 리  운 하 다. 

IV. 연구결과  활용계획

정보통신망, 재난복구시스템  홈페이지 등 효율 으로 운 / 리

하여 원자력연구개발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을 구

축하 고, 지속 인 홈페이지의 리와 국민과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원자력 연구의 홍보를 강화하고 연구소의 상 확립에 기여하 다. 

한 홈페이지의 보안을 강화하여 홈페이지 사용자와 리자가 안

정된 환경 하에서 효율 인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홈페이지의 운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 재난복구시스템, 홈페이지 리/운 과 보안 강화에 따

라 안정 이고 효율 인 정보통신 기반 구축되었으며 향후 소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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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 국내 유일의 원자력 련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정

화를 이루어 국민 원자력정보의 질 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한 기반

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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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I. Objective of the Project

In order to dealing with the extremely rapid changes of 

environments, there is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are collection, 

processing, propagation and sharing of the information for management 

environments. Essential factor for KAERI management is inform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for manpower, project, funds. Finance, and so 

forth.

Our goal is to establish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to automatic business flow and to improve 

business productivity through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III. Scope and Contents od the Project

We have accomplished the perfect maintenance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fourteen business system of KAERI 

according to the following

o Improve user interface for business system

o Develop new business system

o Tune integrated database system

o Establish development methodology for KAERI information 

system

o Establish backup and recovery procedure for maximizing 

availability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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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mprove business process and so forth

IV. Results and Project for Application

We have operated fourteen business systems successfully and 

accomplished the results according to following.

o Establish integrated database system and information system for 

KAERI

o Establish development methodology using IEF CASE tool.

o Accumulate the tuning techniques for database and system 

o Establish backup and recovery procedure for database system

o Establish infrastructure in order to using management 

information of KAERI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oper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we need the joint working with end users and the persistent 

support of top management, and the persistent for business proces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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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배경  필요성

정보화 시 에 변하는 환경에 처하기 해서는 일반 인 경

환경에 한 정보의 효과 인 수집, 처리,   공유는  조직체

에 있어 가장 요한 해결과제로 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비약 인 발 은 인력, 과제, 자

, 재무 등에 한 정보의 통합 리를 연구소의 효율 인 경 에 있어 

선택의 범 가 아닌 필수  요소로 환시키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

에서 연구소는 생존을 해 그리고 성장을 해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

한 업무 생산성 향상  외 경쟁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 은 연구소 정보자원에 한 소내  국민 상의 체계 이

고 안정 인 서비스 제공을 한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최근의 모든 업무는 정보통신망 사용이 필수 이다. 따라서 안정되

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하드웨어 측면의 정보통신망에서

부터 이를 이용하여 효율 으로 정보를 송수신하고 활용하여 연구 개

발 업무를 극 화 할 수 있는 환경  기반 구축 리, 운 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개발된 간 생산물  최종 성

과물들을 유지 리하고 이를 방해하는 불법 인 요소들로부터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를 차단하고 이를 신속하게 복

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안정 인 리와 데이터의 오류와 삭제로

부터 신속한 복구를 한 재난복구시스템 환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반 에서 생산된 성과물들을 소내 뿐만 아니라 소외, 국

내.외에 홍보하고 력할 수 있는 체계 인 정보서비스 인 라의 유지 

리는  연구 업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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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연구의 목표  구성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 인 제공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안정화하고, 정보 보호를 한 방법으로 소내 사용자의 

PC 시스템에 최신의 운 체제 업데이트와 백신 로그램을 유지하기 

한 툴을 설치 운 하 으며 연구소 요 서버들의 정보들의 안정된 서

비스와 오류의 방으로 이  백업/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재난복구시

스템의 운 을 수행하 다. 한 연구의 최종성과물과 산.학.연 력등

을 한 홈페이지에 한 정보보안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인 시도  

응용 로그램들의 보안 허 에 한 비책을 구성하 다. 

정보통신망 운  리는 소내 BBS의 KAERI-Net 기술지원 게시

을 이용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서비스의 on-line화를 실

행하 으며, IP등의 리를 하여 On-line 게시 에서 신청, 수정  

답변을 받아 통신망 사용 단으로 인한 업무의 단 시간을 감소시켰

다. 

근의 웜 는 바이러스 등은 부분 사용자 PC 운 체제의 보안패

치 는 백신 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정보통

신망에 향을 주는 감염사태를 미리 방할 수 있다. 그러나 업데이트 

 보안패치 설치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용자들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하여 앙에서 사용자들의 PC에 보

안패치  백신 로그램의 최신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자동패

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하고 운  이다. 

최근의 정보들은 멀티미디어 형태의 데이터들로 한 개의 일에 텍

스트, 이미지  동 상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의 용량이  커지고 

있다. 한 부분의 업무와 자료들이 인터넷 상에서 종이 일이 아닌 

자문서화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정보의 양과 그에 한 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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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조직이나 연구소의 인사, 재무, 총무, 

연구 리등의 정보들은 DB화 되고 통합되어 한 개의 서버에 장된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는 장 스토리지등에 오류가 발생하면 업무에 

막 한 지장을 래하고 데이터의 복구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나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복구되는 데이터들은 아주 은 양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에 한 백업 책은 정보 리에 있어서 아주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 백업으로부터 신속하게 데이터들을 복구

할 수 있어야 함을 물론이다.  ‘01년 설치되어 운  이던 자동백업시

스템을 ’04년 정보화사업으로 이  구성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효율 인 스 쥴 구성과 리에 체계를 갖추어 소내 요  MIS 

DB, 포탈시스템DB, 자결재 DB  정보, 5GB에 달하는 데이터 백업

없이 운 되던 자도서  데이터와 외 홍보용으로 운  인 홈페

이지 서버들에 한 백업과 복구를 실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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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보통신망 체계  리  

  제 1   개 요

가. KAERI-Net 구성

   두 개의 백본에 46개의 서 넷으로 운 되고 있다.

101 백 본  치 102 백본  치

147.43.11.X 정보과학동 1층 147.43.15.X
정보과학동 기계실

정보통신 서버 네트워크

147.43.12.X 정보과학동 2층 147.43.17.X
방화벽과 백본 스 치 간

연결 네트워크

147.43.13.X 정보과학동 3층 147.43.21.X 본  1층

147.43.14.X
정보과학동 기계실

연구실 서버 네트워크
147.43.22.X 본  2층

147.43.19.X
정보과학동 기계실

정보통신 서버 네트워크
147.43.23.X 본  3층

147.43.51.X 제3연구 1층 147.43.24.X 연수원

147.43.52.X 제3연구 2층 147.43.25.X 정문

147.43.53.X 제3연구 3층 147.43.26.X 국제연수원

147.43.71.X 창업보육센타 지하, 1층 147.43.28.X 독신료 구매과

147.43.72.X 창업보육센타 2, 3층 147.43.31.X 제1연구 1층

147.43.73.X 창업보육센타 4, 5층 147.43.32.X 제1연구 2층

147.43.74.X
DUPIC동, 로 시험, 원격

취
147.43.33.X 제1연구 3층

147.43.75.X 폐기물처리 147.43.34.X 제1연구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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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백 본  치 102 백본  치

147.43.76.X
핵연료재료, 변환시설, 

사고
147.43.42.X 제2연구 1, 2층

147.43.77.X 조사후시험시설, 화학특성 147.43.43.X 제2연구 3층

147.43.78.X 크린룸 147.43.48.X
엔지니어링, 앙창고, 

유틸리티

147.43.81.X 하나로 RX 147.43.61.X 제5연구 1층

147.43.82.X 하나로 IMEF 147.43.62.X 제5연구 2층

147.43.83.X 하나로 RI 147.43.63.X 제5연구 3층

147.43.84.X 새빛연료 147.43.102.X 백본 2

147.43.85.X 하나로 RI
147.43.16.X

외부망 라우터와 방화

벽 간 연결 네트워크147.43.89.X 하나로 POOL

147.43.101.X 백본 1
147.43.100.X

백본1과 백본2 간

연결 네트워크147.43.104.X 백업 네트워크

나. KAERI-Net 구성도

<그림1> KAERI-Net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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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Net 2개의 백본 사이에는VRRP(Virtual Router 

Redundant Protocol)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개의 백본에 이

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백본으로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우선 VRRP는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라우터를 하나의 라우터로 

보이게 함으로써 하나의 라우터가 장애가 발생하여도 다른 라우터가 

그 역할을 신할 수 있도록 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주된 역할을 하

는 라우터를 마스터 라우터로 두고 그 라우터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신할 수 있는 라우터를 백업 라우터로 두게 되는데 이때 

VRRP 로토콜이VRID(Virtual Router Identifier: 가상 라우터 식별

자), 인터넷 주소(IP), Priority 등의 정보를 마스터 라우터와 백업 라

우터 간에 교환하게 해 으로써 장애에 비한다.  VRID에 의해 

하나의 라우터가 여러 개의 가상 라우터 그룹에 참가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마스터 라우터나 백업 라우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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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KAERI-Net 리 황

    가. 네트워크 장애  복구 황  

총 장애 횟수 총장애 시간 가동률

313회 87일 20시간 29분 99.7%

     

    나. 네트워크 장애  복구 황  

  

날 짜 일 반 / 회 선 날  짜 일반/회선

2004-07-04 2 2004-10-03 3

2004-07-11 5 2004-10-10 6

2004-08-01 1 2004-10-24 63

2004-08-08 6 2004-10-31 57

2004-08-15 2 2004-11-07 2

2004-08-22 124 2004-11-14 1

2004-09-05 4 2004-11-21 5

2004-09-12 1 2004-11-28 4

2004-09-26 26 2004-12-05 1

Total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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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백본 리 황

    가. KAERI-Net 지원 건수 : 27건

    나. KAERI-Net 백본 리 내역

    1) 독신료 리모델링 공사

     * 포설된 이블 불량 시정 조치

    2) 창업보육센타 

     * 연구소 벤처 회사 용망 설치 건  네트워크 설계

    3) KAERI-Net 네트워크 장비 OS 업그 이드(2.9  3.22)

     * 배곤 장비(10 ), 서 넷 장비(95 )

    4) 하나로 센터 공개망 이

     * 공개망 스 치  이블, 포트 이

    5) KAERI-Net IP 주소 DB화

     * IP 주소 실명화  DB 구축

    6) 화상회의실 네트워크 설치  테스트

* 과기부, 안 기술원, 원자력 발 소, 의료원 담당자와 화상회

의 작업

    7) 정읍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구성도  포트 치와 구성 장비 설계

    8) IT 재난복구시스템 네트워크 설치 

* 스 치 설치  이블 포설, 서버 장비 수정

    9) 연수원 네트워크 포트 지원

    10) 바이러스 웜으로 네트워크 백본 장비 Down에 한 조치

* 바이러스 웜이 네트워크 역폭을 모두 유하여 네트워크 불가

* 네트워크 모니터링으로 바이러스 웜 색출하여 네트워크 차단

* 지속 인 네트워크 모니터링으로 미리 바이러스 웜 색출

    11) 본  백본 장비 불량 - 2연구동 네트워크 속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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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본 모듈 교체로 2연구동 네트워크 속도 개선

    12) 사이버 수사   해킹과 련 지원

* 피해 시스템 검과 모니터링

    13) 외부망 특정 Site 속도 하

* 외부의 보라넷 망에서 BGP 연동 수정 잘못으로 발생. 수정 

조치 요구  완료

    14) 고없는 정 으로 백본  UPS Down

* 체 네트워크 장비 검

* UPS 앞쪽에 PC 연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15) 3연구동 네트워크 문제

* 백본 장비의 Supervisor 모듈에 문제 발생하여 모듈 교체

    16) IPMS 구축

* KAERI-Net 상의 모든 노드에 한 IP 주소 모니터링

* 허가받지 않은 IP 사용자 색출  차단

    17) 본 동 국정감사장 네트워크 구축  사용 후 철거

* 허  6  설치

* 이블 40 포트 설치

    18) 특수동 서 넷 스 치 교체

* 서 넷 스 치 오동작으로 장비 교체 후 정상가동

    19) 연구 산망(KISTI) 45Mbps 증설 작업 지원 

* 이블 포설 

* 외부망 라우터 수정 작업

    20) 나트륨동(무선랜 구간) 네트워크 연장

* 네트워크 이블 포설  장비 테스트

    21) 하나로 보안망 이블 포설

* KAERI-Net과 별도로 운

* 원자로동과 원자로 Pool에 이블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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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bps 로 구축

    22) 5연구동과 하나로동 연상회의 지원

* 5연구동 상황실과 하나로 RI동과 실시간 훈련 상황 보고

    23) 을지훈련 비 서버 취약성 검 지원

* 공개망 운  서버들 취약성 검  메일 발송

    24) 모의 해킹 네트워크 지원

* 공개망 운  서버 리스트 재작성  취약성 검 리스트 작

성

    25) 정문 네트워크 공사 지원

* 스 치 설치  사용자 PC 네트워크 지원

* 검수실 이블 설치  네트워크 지원

    26) DNS 서버 DB 리  입력 작업

* 메일로 신청 받아 DB 입력

    27) WINS 시스템 운

* 패치 업데이트

* WINS DB 검  시스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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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사용자 지원 황

    가. 사용자지원 업무 차 

<그림2> 사용자지원 업무 차

신규 속 장애 복구 이  설치 IP 신청

(신규, 변경, 반납)

화 상담

(T.2094)

품목 선정

품목 수령

( 앙창고)

BBS에 신청

(bbs.kaeri.re.kr의 KAERI-NET

신청란에 신청)

화로 문제

해결

IP 신청

(신규, 변경, 반납)

처리

방문 처리

BBS에

처리사항 알림

KAERI-NET

사용

담당자확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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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규지원 

  1) 총 신규 건수 : 218건

  2) 월별 신규 건수 

월 별 건 수

1월 18

2월 22

3월 21

4월 19

5월 20

6월 18

7월 16

8월 19

9월 17

10월 15

11월 20

12월 13

합 계 218

 3) 건물별 신규 건수 

월 별

정보과학 

 부속

동(3)

본  

제2연구
제1연구 제3연구

제5연구 

 부속

동(4)

창업보육  

부속동(23)

하나로  

부속동(4)
합 계

1월 3 2 - 2 3 5 3 18

2월 2 5 1 3 2 7 2 22

3월 4 3 2 1 - 8 3 21

4월 2 2 - - 1 12 2 19

5월 2 3 - 2 - 9 4 20

6월 1 3 2 - 1 11 - 18

7월 1 3 - 1 - 9 2 16

8월 3 4 - - 1 10 1 19

9월 2 3 1 - - 8 3 17

10월 3 4 - 1 - 4 3 15

11월 1 4 - - 1 10 4 20

12월 3 3 - - - 5 2 13

합 계 27 39 6 10 9 98 2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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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애지원 

  1) 총 장애 처리 건수 : 886건

  2) 월별 장애 처리 건수 

월 별 건 수

1월 74

2월 79

3월 81

4월 87

5월 71

6월 77

7월 60

8월 72

9월 78

10월 83

11월 78

12월 46

합 계 886

          3) 건물별 장애 처리건수 

월 별

정보과학 

 부속

동(3)

본  

제2연구
제1연구 제3연구

제5연구 

 부속

동(4)

창업보육  

부속동(23)

하나로  

부속동(4)
합 계

1월 6 16 8 5 8 22 9 74

2월 8 20 6 3 6 29 7 79

3월 10 12 5 7 7 26 14 81

4월 14 19 3 5 10 29 7 87

5월 13 14 6 4 7 21 6 71

6월 11 14 4 6 9 25 8 77

7월 11 10 6 3 8 15 7 60

8월 16 20 7 4 5 15 5 72

9월 15 19 6 5 7 23 3 78

10월 12 23 9 3 9 20 7 83

11월 15 18 6 4 7 24 4 78

12월 9 10 3 2 4 13 5 46

합 계 140 195 69 51 87 262 82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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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장애 발생 유형 

 

  1) 사용자 네트워크 셋업 미숙

장애 발생이 제일 많은 것은 도우 운 체제에서 IP 주소 입력이 

잘못되어 있거나 ‘자동으로 IP 주소 사용’을 사용하도록 선택되어 

있는 경우로 PC의 네트워크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해결됨 

* 참조 : 정보통신도우미(http://kis.kaeri.re.kr:7780/kis21/ 

bbs/faq.htm)에 각 운 체제별 네트워크 셋업 방법 

  2) 네트워크 공유 문제

Windows 98  Windows 2000 기 버 에서는 도우에서 폴

더 고유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러스  해킹

에 한 비책으로 도우의 폴더 공유 방법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사용자들이 폴더 공유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기술지

원 건수가 격히 증가함

* 참조 : 정보통신도우미(http://kis.kaeri.re.kr:7780/kis21/bbs/ 

faq.htm)에 각 운 체제별 네트워크를 이용한 폴더 공유방법  

  3) PC의 네트워크 카드 는 허  문제

PC의 네트워크 카드나 허 에 문제가 발생하여 네트워크를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로 네트워크 카드를 교체하거나 허 를 교체하여 문

제를 해결함. PC를 올바르게 다운하지 않고 강제 으로 PC를 다운하거

나 정 으로 인해 PC의 랜카드가 불량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허

의 경우도 동일하며 원이 불안정하면 가끔 오동작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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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4) 바이러스 문제

‘04년도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 상의 하나로 바이러스로 인해 네

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PC가 다

른 PC를 감염시키기 해 네트워크의 모든 역폭을 차지하므로 

다른 정상 인 PC의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가 없다.

* 참조 : 정보통신도우미(http://kis.kaeri.re.kr:7780/kis21/bbs/ 

faq.htm)에 바이러스에 한 비책  

    마. 이  설치 지원

  1) 총 이  지원 건수 : 79건

      2) 월별 이  지원 건수 황

월 별 건 수

1월 7

2월 12

3월 8

4월 9

5월 4

6월 4

7월 4

8월 5

9월 8

10월 9

11월 8

12월 1

합 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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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물별 이  지원 건수 황

월 별

정보과학 

 부속동

(3)

본  

제2연구
제1연구 제3연구

제5연구 

 부속동

(4)

창업보육  

부속동(23)

하나로  

부속동(4)
합 계

1월 5 2 7

2월 7 4 1 12

3월 1 1 2 4 8

4월 7 3 2 9

5월 1 4

6월 1 2 1 4

7월 1 3 4

8월 5 5

9월 2 5 1 8

10월 1 1 1 1 5 9

11월 4 4 8

12월 1 1

합 계 3 24 2 11 4 32 3 79

    사. 상담 지원

  1) 총 상담 건수 : 924건

  2) 월별 상담건수 

월 별 건 수 월 별 건 수

1월 77 7월 53

2월 63 8월 56

3월 82 9월 87

4월 92 10월 91

5월 90 11월 86

6월 88 12월 59

합  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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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내용 분류

분         류 건   수

1. 네트워크 속 불가 324

2. 네트워크 공유 련 220

3. IP 련 152

4. 신규 속 련 108

5. 이  설치 련 72

6. 기타 48

합 계 924

 

    아. 상담 지원

     1) 총 IP 리 건수 : 188건

     2) 월별 IP 리 건수 

월 별 건 수 월 별 건 수

1월 15 7월 17

2월 14 8월 17

3월 12 9월 17

4월 12 10월 21

5월 8 11월 16

6월 22 12월 17

합 계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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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KAERI-Net 월간 기술지원 황

구 분 내     역 비  고 

1월

1. 신규 IP Address : 15건

2. 신규설치 : 기숙사동 1층 구매과, P334T 설치  연동, 

Cable Patch  User 연결 작업

3. 이 설치 : 재무과 이  설치, Cable User 연결 작업

2월

1. 신규 IP Address : 14건

2. 신규설치 : 5연구동 1층 Line 포설, 연수원동 SH-24 Port 

Switch 설치

3. 이 설치 : 기획과, 산실 이  설치  

   - Cable 연결작업, 하나로 RI동 공개망 이  설치

3월

1. 신규 IP Address : 12건

2. 신규설치 : 연수원동 3층 Line 포설

3. Virus로 인한 user 지원(15-20일)

4. Virus로 인한 장비 Down 복구

5. 각동 Switch 장비 O/S Upgrade

4월

1. 신규 IP Address : 12건

2. 신규설치 : 3연구동 지하

3. 이 설치 : 3연구동 천장, 내부 도색작업으로 인한 부서이동 

설치(1층,2층)

5월

1. 신규 IP Address : 8건

2. 신규설치 : 1연구동 지하(Cable 포설작업)

3. 이 설치 : 연수원동 3층 --> 연수원 3층 휴게실 4 Port 이

설치(RCA 사무국)

4. 5월 18일 - 5월 20일 웜바이러스로 인한 백본 Down 장애복

구, 네트워크 모니터링 (바이러스 차단)

6월

1. 신규 IP Address : 22건

2. 신규설치 : 18건

3. 이 설치 : 4건

4. 백본 네트워크 모니터링 (바이러스 검출  차단)

5. 사이버수사  지원(6/11-6/23)

6. 본  백본 장비  2연구동 M5520-TX 모듈 교체(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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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역 비  고 

7월

1. 신규 IP Address : 17건

2. 신규설치 : 1건(조사후시험시설 cable 1 line 포설)

3. 이 설치 : 4건

4. 백본 네트워크 모니터링 (바이러스 검출  차단)

5. 본  백본 장비  2연구동 M5520-TX 모듈 교체

(P120)

6. 외부망 속도 하 --> 보라넷망 수정

8월

1. 신규 IP Address : 17건

2. 신규설치 : 5건(부서이동), 구매과, 인사과, 총무과, 

앙창고, 재무과

3. 정 으로 인한 백본 장비 Down 복구

4. 바이러스 모니터링

9월

1. 신규 IP Address : 17건

2. 신규설치 : 3건

  - 정보과학동 기계실 UPS 입력단 원부 모니터링 

    PC 연결작업, 변환동 컨테이  신규(UPT 2 Line) 

    설치, 3연구동 259호 신규(UPT 1 Line) 설치

3. 백본 네트워크 모니터링 (바이러스 검출  차단)

4. PineNet 정보과학동 설치

5. 3연구동 P882 Supervisor 모듈 교체

10월

1. 신규 IP Address : 21건

2. 신규설치 : 1건

  - 국정감사장 행사지원 : Hub 8  설치  이블 포

설작업

3. 백본 네트워크 모니터링 (바이러스 검출  차단)

4. PineNet 백본망 설치

5. 특수동 P334T 장비 교체

11월

1. 신규 IP Address : 16건

2. 신규설치 : 1건, 소듐동 UTP Cable 1 Line 포설

3. 백본 네트워크 모니터링 (바이러스 검출  차단)

4. KISTI(연구 산망) 45Mbps 증설 작업

12월

1. 신규 IP Address : 17건

2. 신규설치 : 1건

   - 하나로 원자로 Pool -> 하나로 RI동 이블

(Optical cable) 포설

3. 백본 네트워크 모니터링 (바이러스 검출  차단)

4. KISTI(연구 산망) 45Mbps 증설 작업완료

5. 정문 검수장 UTP Cable Line RJ45 작업

6. 첨단 방사선 이용연구센터(정읍) 네트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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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  산망 원격지 모니터링

   제 1   개요 

소내, 소외에서 운 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수는 약 150여개로 정

보통신담당부서에서 리하는 공용서버에서 약 100여개 부서/과제별로 

별도의 시스템에서 운 하는 50여개이다. 이들 홈페이지 서버는 모두 

외 홍보서비스  산.학.연 연구 력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내 보안망이 아닌 공개망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경로로 

하여 외부의 불법 인 침입에 노출되어 있어 안 이고 효율 인 보

안 리 체계 구축  유지가 필요하다. 

체계 이고 효율 인 보안 리 하에서는 보안 사고 발생 시 로그 

확보  신속한 응체계를 운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단없이 

는 단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정상화 시킬 수 있다. 한 리 인 

측면에서는 보안 이벤트의 발생으로부터 응까지의 체계 인 침해사

고 응 리 로세스를 수립하고 운 할 수 있게 된다. 

    가. 구축 기간 : 2004년 12월 1일 ~ 12월 31일 

    나. 서비스 내용 

연구소 홈페이지 외 6개 사이트에 한 보안을 강화하고, 침입차

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의 로그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상황을 

수하고 근정책을 용하며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 으로 실시간 앙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사고에 한 신속한 응체계로 연구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

며, 상 기 의 감사  지침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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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된 보안시스템의 체계 이고 효율 인 리와 운 이 가능해졌고 

보안정책의 집 화와 앙 통제화를 수행하여 단  이벤트의 감시  

리수행에 있어서 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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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구축 내용

     가. 구축 결과 

    나.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내  용 기  간  상

o 홈페이지  산망에 

한 24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o 월간 정기보고서 작성

o 월간 정기 방문보안

검

o 온라인 Help desk 서

비스

‘04. 12. 1 

~ 

’04. 12. 13

o 연구소홈페이지 외 6개 사이트

- 연구소 홈페이지

- 5개단 홈페이지

- 연구실 홈페이지

o Firewall SVC

- CISCO PIX-515-R-BUN

- CISCO PIX-535-R-BUN

- 침입차단시스템 정책 운   로그 

분석

o Detction SVC

- ISS RealSecure Network Sensor

- 침입탐지시스템 정책 운   로그

분석

o 24*365 장애  해킹 감시  비 

o 24시간 상시 상황 수  기술지원

o 취약  권고문 발송

o 보고서 서비스

서비스항목 기  간 결과물

웹감리
2004. 12. 1 - 12. 14

(14일간)
- 모의해킹 진단보고서 총 6회 발행

원격지 

모니터링서비스

2004. 12. 1 - 12. 31

(31일간)

- 일간 보고서 총 31회 발행 

- 차단 상 IP에 한 정책설 정결과

보고서 총 2회 발행

- 이상 징후 통보 총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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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침입시험(Penetration Test)

내 용 회수 상

o 침입시험 상에 한 침입시험

o 침입시험 결과 보고  취약  보

안 방안 제출

 1회
o 홈페이지 서비스를 포함 기타 인

터넷 련 서비스

    라. 원격지 모니터링 일간보고서 

<그림 3> 원격지모니터링 일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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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스템 보안 검 내용  조치 결과 

  1) 1차 검 : 2004년 12월 3일

 가) 내용 : http://www.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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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용 조치방안

화일 업로드 

취약

 o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를 

업로드 후 서버측에서 실

행가능

 - 서버내부 화일에 한 

근  실행가능

 o 특정 확장자를 가진 화일에 

한 업로드 제한

 o 업로드 디 토리내 실행권한 

제거

웹서버 

실행권한

o 웹 서버가 root 권한으로 실

행 임

 o 웹서버를 한 실행계정 생성

 o 일반 으로 nobody, nogroup

 o httpd.conf 내 설정 변경

디 토리 

인덱싱
o 디 토리내 정보 열람 가능  o httpd.conf 설정 변경

         나) 세부사항

 * File Upload 취약

        (1) ‘공지사항’ 게시 이 리자용 게시 인 것을 알아냈으며, 한 

개의 에 한 라미터 주소값 획득을 시도함.

        (2) 비정상 인 페이지에 해서 Check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리자 로그인이 안 된 사항이라면 쓰기, 수정 페이지 

근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3) 그러나, 소스분석 결과 Check 과정이 Client측에서 Script 형

식으로 이루어지고 Client측에서 이 Script를 실행을 안 시켜 

다면 수정 페이지에 한 근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고 

공격을 시도함 

        (4) 일 업로드 성공  루트 권한을 획득하여 패스워드 일 

열람이 가능함.

        * 취약 에 한 조치 

        (1) 모든 게시 에 하여 실행 가능한 일은 첨부할 수 없도록 

조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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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 검 : 2004년 12월 3일

        가) 내용 : http://www.kaeri.re.kr/npet/proton

 구 분 내용 조치방안

열린마당->

FAQ, 

공지사항

o 리자 페이지 인증 우회 : 

리자 권한으로 사용이 

인증되어진 리용 게시

에 인증 우회 가능

 o 리자 디 토리 유추가 어렵

게 지정 session을 이용한 

리자 페이지에 한 session 

check 필요

o 일업로드 취약  :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를 업로드 

후 서버내부 일에 한 

근  실행 가능

 o 특정 확장자를 가진 일에 

한 업로드 제한  업로드 디

토리내 실행권한 제거

o XSS(Cross Site Script) : 

Script를 이용한 공격 

Active X 실행  Cookie 

sniffing 등 다양한 방법의 

공격 가능성이 높음

o 게시  내에 html 태그 사용 제

한

        나) 세부사항

 * Zero Board 취약 을 이용한 게시  데이터 일 유출

        (1) Zero Board 버 확인 : 재 운 인 Zero Board는 4.1 pl 

2 로 게시  데이터 일(MySql Dump File)에 한 백업기능

을 제공하나 이 과정에서 한 사용자/세션 인증을 수행하

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일 유출이 

 구 분 내용 조치방안

열린마당 

-> 앨범

 o Zero Board zb4.1pl2/3 DB 

Dump : 제로보드의 

mysql DB내용 유출가능

 o 최신 제로보드로의 업그 이

드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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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

 * 게시  리 페이지의 우회 가능

        (1) URL 유추에 의한 리 페이지 근게시  속 url 을 근거

로 리용 페이지 속 경로를 유추하여 리용 페이지에 

속함

 * 일 업로드 취약

        (1) URL 유추에 의한 쓰기 페이지 근

 * XSS(Cross Cite Script) 취약  

        (1) 공지사항 등록 시 javascript 등록 

다) 취약 에 한 조치 

 * Zero 보드 버  업그 이드  보안 패치 완료

* session check 기능 추가

 * 첨부 일의 확장자가 실행가능한 경우의 일은 첨부할 수 없도

록 조치

* 게시  등록 시 HTML 태그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2) 3차 검 : 2004년 12월 9일

  가) 내용 : http://www.kaeri.re.kr/t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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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용 조치방안

자유게시

 o 일 업로드 취약  :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를 업로드 

후 서버 내부 일에 한 

근  실행 가능

 o 특정 확장자를 가진 일에 

한 업로드 제한  업로드 디

텍토리 내 실행권한 제거

다운로드가 

가능한 

게시  

o Path traversal : 리자 권

한으로 사용이 인증되어진 

리용 게시 에 인증 우

회 가능

 o 다운로드 변수값  ../  기

타 해당 다운로드 디 토리외

의 입력값 검증

  나) 세부사항

 * 자유게시 에서의 일업로드 기능 

        (1) 자유 게시 을 보면 일반 유 권한으로 쓰기  일첨부

가 가능하며 일을 첨부 후 첨부 일의 디 토리를 유추하

여 일을 실행함. 이후 업로드 된 일을 이용한 루트 권한

을 실행하고 내부의 일을 열람 함. 

 * XSS (Cross Site Scritp) : Script를 이용한 공격 ActiveX 실행 

 Cookie Sniffing등 다양한 방법의 공격 가능성 높음

         다) 조치사항

 * 자유게시 에서의 일업로드 기능에 특정 확장자를 가진 일

을 첨부할 수 없도록 조치함 

 * 게시   출력시 다음 문자에 한 변환 :  "<"  ð  "&lt", ">"  

ð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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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우즈 자동패치 시스템 구축

 제 1   개 요 

    가. 목

최근에 부분 사용자 PC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 체제인 

Windows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 으로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 하도

록 하고 있다. 이는 운 체제에 한 새로운 약 이 계속하여 발견되

고 이를 이용한 불법 인 침입들이 발생하므로 이를 비한 보안패치

가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 PC들도 빠르게 등장하

는 보안패치를 업데이트 하여야 하나 이를 수동으로 유지하는 것은 업

무를 수행하면서 번거롭고 어렵다. 

모든 보안사고의 90%는 소 트웨어 인 보안의 결함에 의하여 발

생한다. 따라서 보안패치가 발표되는 즉시 사용자 PC에 용하게 되

면 부분의 보안사고는 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

우패치 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 패치의 자동 배포와 산자원에 

한 일 ㄹ 용으로 PC의 보안 결함을 이용한 해킹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나. 기간 : 2004년 12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다. 황 

한정된 

인 자원

- 소수의 리인원으로 체 서버  사용자 PC 리 불가능

- 1,000 당 3명의 패치 담인력 필요,  1 당 25~30분 소요 

   (출처:  NewsFactor Network,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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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패치

- 2002년 Microsoft사, 평균 5.5일에 1개의 보안패치 발표

    (출처: NewsFactor Network, 2003.05.14)

- 2003년 51개의 보안 취약  발견 (출처: Reuters, 2004.04.13)

- 운 체제 패치 + Microsoft 기타 제품군 패치 + 타사 제품 패치 = ∞

취약  

악용 코드 

출  단축

- 보안 취약  발견 이후  공격이 출 하기까지의 시간 단축 추세

- 블래스터웜은 Microsoft의 보안취약  발표 이후 26일만에 등장

 (출처: Symantec Internet Security Threat Report, 2003.09)

  제 2   구축 내용 

    가. 설치 황 

설치된 사용자수 설치된 권고 패치수

   2413명 126건

    나. 운 황( 용범 : 2005. 1. 7 · 2005. 1. 13)

      1) 패치 건수

패치종류 패치 수 등
등 별 

패치 수
비고(패치 소 트웨어)

운 체제

패치
3

긴 2 보안업데이트 890175, 891711

요 1 보안 업데이트 871250

보통

보안

바이러스

백신 패치
4

긴

요 4

V3Net For Windows Server SE update

V3 Pro 2002 Deluxe sp update

V3 Pro 2000 Deluxe update

V3 Pro 2004 update

보통

보안

합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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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패치 율 (Agent 설치 수 : 2421)

패치 종류 패치 소 트웨어 패치자 미패치자 미조건자
패치

율(%)
비고

운 체제

패치

보안업데이트 890175 1651 208 562 98%

2005.01.

12
보안업데이트 891711 1009 134 1278 88%

보안업데이트 871250 1001 139 1281 88%

바이러스 

백신 패치

V3Net For Windows Server 

SE update
36 1 2384 97%

2005.01.

13

V2Pro 2002 Deluxe sp  update 9 0 2412 100%

V3 Pro 2000 Deluxe update 1591 23 807 99%

V3Pro 2004 update 29 1 2391 97%

평균

패치율

(%)

95%

      3) 설치 황 화면 

<그림 4> 보안업데이트 설치 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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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패치 황 화면

 

<그림 5> 패치 황 화면

    다. 기 효과

도우자동패치시스템의 도입으로 바이러스 백신과 최신의 도우

즈 보안 패치 로그램을 일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바이러스의 감염

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속 인 보안패치의 용으로 침해

사고를 방할 수 있었고 일 인 보안 정책 용이 가능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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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IT 재난복구시스템 리

  제 1   개 요 

    가. 목

연구소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요 정보들을 시스템 데이터를 

복구하는 수 을 넘어서서 연구소의 인 구성, 물  구성 반에 

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확 된 개념으로 연구소의 모든 시스템

을 리하는 데이터를 원상태로 지속 으로 유지함을 목 으로 한다. 

    나. 필요성 

리자의 실수, 해커 등 고의 인 괴와 인재에 의한 재해, 화재, 

지진, 수재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스템  네트워크 설

비에서 래되는 정보통신 시스템 기능장애 등 여러 가지 재해에서 

발생하는 산시스템의 기능장애를 보호하고 복구하기 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IT 인 라, 인 자원, 물  자원 등 사업의 연속성 

유지, 외 신뢰도 향상, 서비스 수  향상을 도모한다. 

    다. 황 

‘04년 4월까지 운 되고 있던 소내 백업시스템은 ’01년 말에 설치

된 시스템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용량 때문에 총 용량 

1.04TB 장치로서는 약 3주간만의 데이터를 보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 다. 한 데이터 복구 시에도 증가된 데이터 용량으로 인하

여 성능이 하되었으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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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용량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자도서 의 백업 책

이 없는 상태에서 용량을 반드시 추가 하여야 하 다. 따라서 2004년 

정보화사업으로 이 화된 IT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도서

의 백업  복구와 소내 MIS의 Database인 ORACLE에 한 백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T재난복구시스템의 백

업정책을 효과 으로 수립하여 정보서비스들에 하여 18개의 시스템

에 하여 매일 incremental backup, 주 1회 full backup을 수행하고 

있으며, ‘05년 정읍 방사선연구센터의 건립과 함께 이 될 백업이 화

시스템에는 백업 인덱스를 매일 1회 백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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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비 사양  구성도

    가. 장비 사양 - ‘00년 12월 도입

      1) 백업 라이 러리 : OverlandData Enterprise Library Express

제 품 번 호 내   역 수 량

LXE700016

LXB8210D

Web-TLC

OverLand Data Enterprise Xpress
- 7 High Rack w / no DLT
- One  LXG Module
- 16 Cartridges Slots
- Include Barcode Reader and Label 
- SCSI 2  F/W Differential
LXB Library Xpress
- Two DLT 8000 Drive 
- 10 Cartridges Slots
- 400GB Capacity
- Include Barcode Reader and Label 
- SCSI 2  F/W Differential
Web based Total Library Control
DLT Tape IV Media
DLT Tape III Media (DLT Cleaning Tape)

1

1

1
52
5

      2) 백업서버 : Compaq ML370(미국 HP)

제 품 번 호 내   역 수 량

161060-371

128277-B21
128278-B21
128279-B21
142671-B22

295643-B21
174818-B21
386326-B24

Compaq ML370T01
- 866Mhz Intel Pentium III
- 256 K Cache
- 128 MB ECC SDRAM DIMM
- 10/100 Base-TX PCI UTP Controller
- 3.5" FDD 
- 32X CD-ROM DRIVE
- 6 PCI slots 
128MB Registered SDRAM DIMM
256MB Registered SDRAM DIMM
512MB Registered SDRAM DIMM
9.1GB Pluggable Wide Ultra-3(10K) HDD
Adaptec Diff Controller
Smart Array 3200
NC6143 64PCI 1000SX-Gigabit Controller
19"  FD Flat Color Monitor
V3  Virus Check S/W

1

1
1
1
6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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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백업소 트웨어 : Time Navigator(Atempo/미국)

제 품 번 호 내   역 수 량

LNATINASRVNTI

LNDTINADRVOD01

LNDTINADRVOD03

LCATINACLIU001

LCATINACLIU005

LCATINACLIN001

LCATINACLIN005

LCBTINACLIW001

LAOTINAAPP7(8)D

01

LAMTINAAPPENI0

1

LAQTINAAPPNI01

LPETINADOCESET

LPETINADOCEOPT

Time Navigator Server for NT Intel

Driver for Overland Data LXB

Driver for Overland Data LXG

1 Class a Client for Unix

5 Class a Client for Unix

1 Class a Client for NT

5 Class a Client for NT

Time navigator Client for Windows 95/98

Time Navigator for Oracle7(8) on Unix

Time Navigator for Exchange 5 / Intel

Time Navigator for SQL Server on NT / 

Intel

Document Set(3 manuals)-English

Option Manual English

1 

1 

1 

2 

2 

3 

1 

2 

1 

1 

1 

1 

3 

  나. 장비 증설  업그 이드 - ‘04년 4월 도입

    1) 백업 라이 러리 : StorageTek L180(StorageTek/미국)

제 품 번 호 내   역 수 량

L180080-0000

LTO2001-0000

 L180080-9931

L180080-RMPS

MEDLTO2-0000

MEDCLNT-UNCL

 Storagetek L180,80 slot,Tape Library

 - Capacity   16TB uncompress

 - Media       84slots/max.174slots

 - Add bar code reader

 LTO Gen2 Drive for L180/L700 

 - 30MB/sec Backup Performance per drive

 200-240V Harmonic No Plug

 Redundant Power Supply

 LTO Media,GEN2 

 - Capacity   200GB Uncompress

 LTO Universal Cleaning Cartridge 

1

3

1

1

8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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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업서버 : HP ML570(HP/미국)

제 품 번 호 내   역 수 량

271245-371

244949-B21

291967-B21

286775-B22

P9621D

 ML530T02 X3000-512K 2P 1GB

 - CPU : Two Intel Xeon 3.0 GHz Processor standard

 - Cache Memory : 512-KB level 2 cache per processor

 - Memory : 1024 MB (Standard) 16,384 MB (Maximum) 

 - Network : Embedded NC3163 Fast Ethernet NIC PCI

 - H.D.D : None ship standard

 - Power Supplies : Redundant 600W Hot Plug

 - Drive Cages : Two 6 x 1² Drive Cages 

 - 1.44 MB, 40x IDE CD-ROM Drive

 - Keyboard, Mouse

 - Graphics : Integrated Rage XL Video Controller 

 HP NC6770 PCI-X Gigabit Server Adapter

 Smart Array 642 

 18.2GB Pluggable Ultra320 SCSI 15K Universal Hard 

Drive(1") 

 Adaptec LVD/SE SCSI Controller 

 TFT L1702

1

1

1

4

2

1

    3) 백업 소 트웨어 : Time Navigator(Atempo/미국)

제 품 번 호 내   역 수 량

L37SVWS

L37DRWST2

L37DRWST3

L37FAUX05

L37FALX05

L37FAWS05

L37DAUXOR

L37DALXOR

 Time Navigator Workgroup Package for Windows

 Tape Drive Connection for Windows Tier2

 Tape Drive Connection for Windows Tier3 

 5 Time Navigator Agents for Unix(Single or 

bi-processor) 

 5 Time Navigator Agents for Linux(Single or 

bi-processor)

 5 Time Navigator Agents for Windows(Single or 

bi-processor)

 Time Navigator for Oracle on Unix(up to 100GB) 

 Time Navigator for Oracle on Linux(up to 100GB)

 Time Navigator Reporting Tool on Web

1

1

3

2

1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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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비구성도

재 IT 재난복구시스템은 내부  DMZ 구간의 시스템을 구분하여 

자동백업을 수행 에 있으며, 요 DB 데이터에 해서는 내부에서 생

성된 백업 데이처를 리모트에 존재하는 백업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이

화  복제를 수행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6> 장비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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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백업 일정, 용량  수행시간

    가. 백업 일정

호스트 명 O/S 백업 상
백업

략
백업시간

www Solaris / A
Full : 매주, 월요일 00:00
Incr : 일-토, 05:00

web Linux / A
Full : 매주, 월요일 1:00
Incr : 화-토, 04:00

pm3 Linux / A
Full : 매주, 일요일 19:00
Incr : 화-토, 06:00

mis-server
WindowsN

T
/d A

Full : 매주, 일요일 16:00
Incr : 화-토, 02:00

kportal Solaris / A
Full : 매주, 일요일 12:00
Incr : 화-토, 01:00

kisgw Solaris / A
Full : 매주, 일요일 1:00
Incr : 월-토, 22:00

mykis Linux
/home1, /home2 

/home3, 
/usr/local

A
Full : 매주, 일요일 17:00
Incr : 화-토, 03:00

dshia
WindowsX

P
/ A

Full : 매주, 요일 12:00
Incr : 월-목, 12:00

WEB
Windows20

00

/d/Engine,/d/user A
Full : 매주, 일요일 10:00
Incr : 화-토, 03:00

MS-SQL A
Full : 매주,월요일 00:00
Incr : 화- , 19:00

kis31 Solaris

/ A
Full : 매주, 토요일 22:00
Incr : 월- , 21:00

Oracle
A Full : 매일 , 23:00

D Full : 매일, 12:00

kis Solaris

/ A
Full : 매주, 토요일 19:00
Incr : 월-  , 20:00

Oracle A Full : 매주,월요일 00:00

db-bk
Windows20

00
/D /E A

Full : 매주, 토요일 19:00
Incr : 월-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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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명 O/S 백업 상
백업

략
백업시간

NDIS2000 Solaris

/ A
Full : 매주, 토요일 18:00

Incr : 월-  , 18:00

/vod B
Full : 매주, 일요일 00:00

Incr : 화-토, 02:00

Oracle
A Full : 매주,월요일 23:00

B Incr : 매일, 21:00

swing Linux

/home/swing/
data/ksindex2 
/home/swing/
http_root/htdo
cs/admin/l_upf

iles 
/home/swing//
mysql/data/kis

tidb

A
Full : 매주, 일요일 14:00
Incr : 월-토, 20:00

kornis21 Solaris

/ A
Full : 매주, 일요일 7:00

Incr : 월- , 23:00

/vod B
Full : 매주, 일요일 17:00

Incr : 화-토, 00:00

Oracle(oracle8

)  ORANDIS
A Full : 매주,월요일 23:00

backup.cat
Windows200

0
/ A Full : 매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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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업용량  수행시간

호스트 명 백업 상 백업용량 백업시간 백업제외

www /
Full : 73.3G/week

Incr : 2.7G/day

Full : 93분

Incr : 36분

/proc/dev/fd /etc/mnttab 

/xfn core

web /
Full : 41.8G/week

Incr : 1G/day

Full : 220분

Incr : 20분

/dev/shm /proc /tmp 

/cdrom /mnt core

mis-serve

r
/D

Full : 71.7G/week

Incr : 24K/day

Full : 480분

Incr : 12분

kportal /
Full : 131.3G/week

Incr : 4.2G/day

Full : 480분

Incr : 26분

/proc /dev/fd /etc/mnttab 

/xfn core

kisgw
Full : 74.3G/week

Incr : 14.0G/day

Full : 1200분

Incr : 100분

/proc /dev/fd 

/xfn /net /tmp core

mykis

/home1 

/home2 

/home3 

/usr/local

Full : 71.7G/week

Incr : 24K/day

Full : 480분

Incr : 12분

WEB

/D/Engine

/D/user

Full : 4.8G/week

Incr : 1.8G/day

Full : 900분

Incr : 480분

MS-SQL
Full : 14.3G/week

Incr : 234K/day

Full : 120분

Incr :  8분

kis31
/

Full : 26.1G/week

Incr : 1.7G/day

Full : 60분

Incr : 9분

/proc /dev/fd /etc/mnttab 

/var/run /xfn /mnt /net 

core

ORACLE Full : 122.3G/week Full : 420분

kis /
Full : 86.6G/week

Incr : 10.2G/day

Full : 270분

Incr : 22분

/proc /dev/fd /etc/mnttab 

/var/run /xfn /mnt /net 

core

db-bk
/D

/E

Full : 30.3G/week

Incr : 250K/day

Full : 120분

Incr :  5분

swing

/home/sw

ing/data/k

sindex2

/home/sw

ing/http_r

oot/htdocs

/admin/l_

upfiles

/home/sw

ing/mysql

/data/kisti

db

Full :  19.4G/week

Incr :  189K/day

Full : 60분

Incr :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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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명 백업 상 백업용량 백업시간 백업제외

NDIS2000

/
Full : 73.3G/week

Incr : 2.7G/day

Full : 93분

Incr : 36분

/Vod /dev/fd /proc 

/cdrom /tmp /etc/mnttab

/VOD
Full : 164.1G/week

Incr : 1.8G/day

Full : 820분

Incr : 38분

ORACLE
Full : 79.1G/week

Incr : 1.7G/day

Full : 140분

Incr : 5분

kornis21

/
Full : 78.3G/week

Incr : 270K/day

Full : 360분

Incr : 11분

/Vod /dev/fd /proc 

/cdrom /tmp /etc/mnttab

/VOD
Full : 93.1G/week

Incr : 0K/day

Full : 420분

Incr : 0분

ORACLE
Full : 72.4G/week

Incr : 1.6G/day

Full : 170분

Incr : 6분

backup.cat / Full : 3.8G/week Full : 7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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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리 황  내역

    가. IT 재난복구시스템 검  내역

시작 종료 검 내역

1월 13일 14:30 1월 13일 17:00

장애원인 : 테이  미디어 오류

조치사항 : 테이  리사이클링

 - DLT 불량 미디어 교체요망

 - 카트리지 공간 부족으로 리사이클링

 - 드라이  클리닝

1월 14일 13:00 1월 14일 17:00
nuke, web 리 스 시스템 백업 

클라이언트 설치

1월 16일 13:00 1월 16일 17:00

백업소 트웽 버  Upgrade

 - Old : 3.6.0.3 P1048

 - New : 3.7.0.2 P1101

2월 2일 13:30 2월 2일 15:00 www, WEB 백업시간 문제로 의

2월 5일 14:00 2월 5일 15:30
장애원인 : 백업 미더어 용량 부족

조치사항 : 테이  리사이클링

2월 17일 16:00 2월 17일 17:30

장애원인 : 백업 카탈로그 디스크 장애

조치사항 : 카탈로그 백업  복구

기타사항 : 도서  시스템 백업모듈 설치

2월 23일 13:00 2월 23일 13:50 도서  시스템 백업 설정 변경

6월 25일 13:00 6월 25일 14:00 도서 서버 추가 설정

7월 8일 13:00 7월 8일 14:00 kis-ora 백업일정 변경

7월 27일 13:00 7월 27일 14:00 백업일정 변경  kis32 설정변경

9월 21일 13:00 9월 21일 17:00

장애원인 : 백업소 트웨어 실행 일 손상

치사항 : 소 트웨어 제설치

 - 카탈로그 백업  복구

 - 라이 러리 재설정

 - 패치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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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종료 유지보수내역

10월 28일 13:00 10월 28일 17:00
백업 성능을 한 스캐  재조정

카트리지 라벨링

11월 22일 13:00 11월 22일 17:00

카탈로그 사이즈 증설

디스크 추가후 카탈로그 경로 변경

백업설정 테스트

12월 10일 13:00 12월 10일 17:00

백업 클라이언트 IP주소 정리

장애시스템 백업 테스트

카탈로그 경로 변경

로그램 재설치

    나. IT 재난복구시스템 리방법 

      1) 서버의 시작과 종료 

        가) 서버의 시작

① 백업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백업 라이 러리(STK L180)의 

원을 켠다.

② 라이 러리의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

③ 백업서버의 원을 켠다.

        나) 서버의 종료

① TiNa Job Manager에서  실행 인 작업이 있는지 확인

② 실행 인 Job이 있다면 Job을 Abort 시킨다.

③ 라이 러리(STK L180)의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



- 147 -

④ 백업서버의 원  라이 러리의 원을 끈다.

        다) 서버 백업서비스의 지

① Job Log에 실행 인 작업이 있는지 확인

② 실행 인 Job이 있다면 Job을 Abort 시킨다.

③ 라이 러리(STK L180)의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

지 기

④ Windows2000의 서비스 리자에서 Time Navigator 서비

스를 종료 시킨다. 

     (시작 -> 설정 -> 제어  -> 리도구 -> 서비스 -> 

Time Navigator 서비스 지)

        라). 서버 백업서비스의 시작

① Windows2000의 서비스 리자에서 Time Navigator 서비

스를 시작한다. 

     (시작 -> 설정 -> 제어  -> 리도구 -> 서비스 -> 

Time Navigator 서비스 시작)

      2) 클라이언트 시작과 종료 

① 시작 : Windows2000의 서비스 리자에서 Time Navigator 

서비스를 종료한다. 

     (시작 -> 설정 -> 제어  -> 리도구 -> 서비스 -> 

Time Navigator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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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료 : Windows2000의 서비스 리자에서 Time Navigator 

서비스를 종료 시킨다. 

     (시작 -> 설정 -> 제어  -> 리도구 -> 서비스 -> 

Time Navigator 서비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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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T 재난복구시스템 리 

      1) 백업 리자 인터페이스

백업에 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창으로 모든 명령을 이곳에서 

실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창이다.

      2) 백업 작업의 리

① Time Navigator의 리자 창을 실행 (tina_adm)

② 리자 창에서 Job 창을 실행(Monitoring -> Jobs)

③ Job 창에서 History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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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백업 이벤트의 확인

① Time Navigator의 리자 창을 실행 (tina_adm)

② 리자 창에서 Event 창을 실행(Monitoring -> Events)

      4) 백업 테이 의 사용량 확인

① 리자 창에서 Cartridge Information 창을 실행

  (Cartridge -> Operations -> Management)

② 사용량을 알고 싶은 Pool을 선택 후 OK 버튼 선택

  

      5) 라이 러리 리

① 리자 창에서 로  창을 실행(Library -> Ope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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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6) 라이 러리 Reinilization

① 리자 창을 연다.

② Library -> Operations ->Reinitialization -> Bar Code를 실행

      7) 백업 작업의 지

① Time Navigator의 리자 창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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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로그램 -> Time Navigator -> 

Administration)

② 리자 창에서 Job 창을 실행(Monitoring -> Jobs)

③ Job을 Abort

      

      8) 매뉴얼 백업의 실행

① Full 백업 실행

      9) 백업데이터의 복구

① TiNa 인터페이스에서 Depth Of Field 를 이용하여 삭제된 

일을 확인한다.



- 153 -

② 복구할 일을 선택후 복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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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구된 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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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과거 시 으로의 복구

① 탐색기에서 Test 하고자 하는 일을 삭제 한다.

② 탐색기에서 복구할 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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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iNa 리자에서 과거 시 으로 동기화를 한다.

④ 복구할 일을 선택한후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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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복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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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S-SQL 손상된 데이터 일의 복구(Closed Database)

① 리자 창에서 복구할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한 후 tina 

interface를 실행

② MS-SQL 서비스 종료후 pubs database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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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구하기 원하는 database 를 선택후 synchronizer 로 동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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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atabase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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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database 일복구 완료

⑥ 시작 -> 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 엔터 라

이즈 리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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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액세스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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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database 복구 완료

      12)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복구

아래의 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불완 복구를 한다는 가정

을 배제하고 Archive를 사용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완 복구방

법들을 유형별로 를 구성하 습니다.

   가) 손상된 데이터 일의 복구(Closed Database)

① 리자 창에서 복구할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한 후 tina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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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행

② oracle 계정의 Unix 패스워드를 입력

③ Restore(복구)를 원하는 이미지의 시간을 선택(가장최근 것

을 복구하기를 원하면 시간

      부분을 한시간 앞으로 변경)

④ 복구하기 원하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선택( 에서는 User 테

이블 스페이스를 선택)

⑤ 오라클의 udump와 control.sql부분을 선택

⑥ Backup -> Restore -> Choice를 선택

⑦ Restore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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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복구가 완료된 후 나타나는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⑨ 복구된 시스템의 oracle 사용자로 로그인 한후 udump 디

토리로이동

⑩ 오라클 svrmgrl로 들어간 후 udump 디 토리에 있는 

control.sql을 실행

⑪ 데이터 베이스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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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상된 데이터 일의 복구(Opened Database)

① 리자 창에서 복구할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한 후 tina 

interface를 실행

② oracle 계정의 Unix 패스워드를 입력

- 정상인 경우의 

- user 데이터 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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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베이스가 Open된 상태에서 손상된 일이 어떤 것인

지 볼 수 있다.

   (오랜지 색으로 표시된 부분)

③ 손상된 일을 선택한 후 Select -> Information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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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백업을 수행하여 받은 데이터 일  가장 최근 버 은 맨 

에 것이므로 가장 의 것을

      선택한 후 Synchronize 버튼을 선택

⑤ Backup -> Restore -> Choice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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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Restore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⑦ 복구가 완료된 후 나타나는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⑧ 데이터베이스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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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상된 리두로그의 복구

① 리자 창에서 복구할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한 후 tina 

interface를 실행

② oracle 계정의 Unix 패스워드를 입력

③ Restore(복구)를 원하는 이미지의 시간을 선택(가장최근 것

을 복구하기를 원하면 시간

     부분을 한시간 앞으로 변경, 에서는 2001년 12월 19일 

12시 선택)

④ 복구하기 원하는 리두로그 일을 선택

⑤ 오라클의 udump와 control.sql부분을 선택

⑥ Backup -> Restore -> Choice를 선택

⑦ Restore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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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복구가 완료된 후 나타나는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⑨ 복구된 시스템의 oracle 사용자로 로그인 한후 udump 디

토리로이동

⑩ 오라클 svrmgrl로 들어간 후 udump 디 토리에 있는 

control.sql을 실행

⑪ 데이터 베이스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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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손상된 컨트롤 일의 복구

① 리자 창에서 복구할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한 후 tina 

interface를 실행

② oracle 계정의 Unix 패스워드를 입력

③ Restore(복구)를 원하는 이미지의 시간을 선택(가장최근 것

을 복구하기를 원하면

      시간 부분을 한시간 앞으로 변경, 에서는 2001년 12월 

19일 12시 선택)

④ 오라클의 udump와 control.sql부분을 선택

⑤ Backup -> Restore -> Choice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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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Restore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⑦ 복구가 완료된 후 나타나는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⑧ 복구된 시스템의 oracle 사용자로 로그인 한후 udump 디

토리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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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오라클 svrmgrl로 들어간 후 udump 디 토리에 있는 

control.sql을 실행

      (컨트롤 일을 제 구성하여 다.)

⑩ 데이터 베이스 복구 완료

      14) 데이터베이스의 체 복구

① 리자 창에서 복구할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한 후 tina 

interface를 실행

② oracle 계정의 Unix 패스워드를 입력

③ Restore(복구)를 원하는 이미지의 시간을 선택(가장최근 것

을 복구하기를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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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부분을 한시간 앞으로 변경 에서는 2001년 12월 

19일 12시 선택)

④ 복구하기 원하는 테이터 베이스를 선택

⑤ 오라클의 udump와 control.sql부분을 선택

⑥ 오라클의 redo로그 부분을 선택

⑦ Backup -> Restore -> Choice를 선택

⑧ Restore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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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복구가 완료된 후 나타나는 창에서 OK 버튼을 선택

⑩ 복구된 시스템의 oracle 사용자로 로그인 한후 udump 디

토리로이동

⑪ 오라클 svrmgrl로 들어간 후 udump 디 토리에 있는 

control.sql을 실행

⑫ 데이터 베이스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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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향후계획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 은 새로운 경 기법과 결합하여 요한 신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환경은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동 인 

환경으로 바 고 이에 따른 내부조직 역량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최근 기업의 가치를 유형 자산인 재무 리 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이 

지 자산을 새롭게 측정 평가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이러한 무형 자산 

의 하나인 기술이 특히 요한 지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을 자산으로 하는 연구 리의 필요성이 두

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리 운 되는 정보통신망, IT재난복구시스템, 

도우자동패치시스템은 새로운 정보기술 시 에 발맞추어 네트워크를 이용

한 이용한 원자력연구 정보 교류의 기반을 확장하 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서비스를 강화하기 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기본 인 연구소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한 

이를 기반으로 정보의 사용자들의 변화하는 폭넓은 요구에 부합하는 컨텐

츠의 개발이 요하다. 따라서, 정보통신 련 부서만이 아닌 컨텐츠를 창

출하는 연구원들과 연구소 운 진의 폭넓고 지속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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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네트워크 장애  조치 황

번호 장비명 종료 시간 여부 번호 장비명 종료 시간 여부

1 변환 07-09 16:08 07-09 17:47 99 분 180 white 09-30 21:04 09-30 21:10 6 분

2 BLUE 07-25 19:37 07-25 21:43 126 분 181 net-3 09-30 21:05 09-30 21:10 5 분

3 BLUE 07-28 18:47 07-28 18:49 2 분 182 P120 09-30 21:05 09-30 21:10 5 분

4 BLUE 07-29 09:05 07-29 09:15 10 분 183 WEB 09-30 21:05 09-30 21:10 5 분

5 BLUE 07-29 20:17 07-29 22:42 145 분 184 net-3 10-01 21:04 10-01 21:20 16 분

6 BLUE 07-30 01:36 07-30 01:41 5 분 185 핵동-사무 10-01 21:04 10-01 21:22 18 분

7 BLUE 07-30 01:46 07-30 02:13 27 분 186 IMEF 10-01 21:04 10-01 21:22 18 분

8 BLUE 07-30 02:19 07-30 02:24 5 분 187 POOL 10-01 21:04 10-01 21:22 18 분

9 BLUE 07-30 02:41 07-30 02:45 4 분 188 RI-3층 10-01 21:04 10-01 21:22 18 분

10 BLUE 07-30 03:21 07-30 03:28 7 분 189 RX 10-01 21:04 10-01 21:22 18 분

11 BLUE 07-30 03:30 07-30 03:42 12 분 190 핵동 10-01 21:05 10-01 21:22 17 분

12 BLUE 07-31 07:28 07-31 10:37 189 분 191 핵동-연구 10-01 21:05 10-01 21:22 17 분

13 BLUE 07-31 10:45 07-31 10:47 2 분 192 IMEF#2 10-01 21:05 10-01 21:22 17 분

14 BLUE 07-31 11:02 07-31 11:04 2 분 193 RI 10-01 21:05 10-01 21:22 17 분

15 BLUE 07-31 11:10 07-31 11:12 2 분 194 POOL 10-06 03:17 10-06 03:19 2 분

16 BLUE 07-31 11:23 07-31 11:25 2 분 195 특수 10-12 13:09 10-12 13:51 42 분

17 BLUE 07-31 11:36 07-31 11:38 2 분 196 특수 10-12 13:52 10-12 13:57 5 분

18 BLUE 07-31 12:34 07-31 14:15 101 분 197 특수 10-12 13:59 10-12 14:02 3 분

19 BLUE 07-31 14:17 07-31 15:54 97 분 198 IMEF 10-22 15:44 10-22 15:48 4 분

20 BLUE 07-31 17:03 07-31 17:16 13 분 199 IMEF#2 10-22 15:44 10-22 15:48 4 분

21 BLUE 07-31 17:18 07-31 17:22 4 분 200 나트륨 10-28 14:11 10-28 14:34 23 분

22 BLUE 07-31 17:24 07-31 17:27 3 분 201 하나로 10-30 11:45 10-30 11:55 10 분

23 BLUE 07-31 22:57 07-31 23:24 27 분 202 핵동 10-30 11:45 10-30 11:55 10 분

24 BLUE 07-31 23:30 07-31 23:32 2 분 203 연수 10-30 11:46 10-30 11:58 12 분

25 BLUE 07-31 23:43 07-31 23:46 3 분 204 RI 10-30 11:47 10-30 11:55 8 분

26 BLUE 07-31 23:55 07-31 23:58 3 분 205 숙소 10-30 11:47 10-30 11:58 11 분

27 BLUE 08-01 03:21 08-01 03:44 23 분 206 본 10-30 11:48 10-30 11:53 5 분

28 BLUE 08-01 05:07 08-01 05:10 3 분 207 정보#1 10-30 11:48 10-30 11:53 5 분

29 BLUE 08-01 05:35 08-01 05:38 3 분 208 1연구 10-30 11:48 10-30 11:55 7 분

30 BLUE 08-01 05:40 08-01 05:44 4 분 209 IMEF 10-30 11:48 10-30 11:55 7 분

31 BLUE 08-01 08:35 08-01 08:38 3 분 210 RX 10-30 11:48 10-30 11:55 7 분

32 BLUE 08-01 08:55 08-01 08:57 2 분 211 POOL 10-30 11:48 10-30 11:56 8 분

33 BLUE 08-02 01:13 08-02 01:20 7 분 212 3연-2층 10-30 11:49 10-30 11:53 4 분

34 정련 08-02 08:54 08-02 08:56 2 분 213 본-3층 10-30 11:49 10-30 11:54 5 분

35 BLUE 08-02 18:46 08-02 18:49 3 분 214 정보#2 10-30 11:49 10-30 11:54 5 분

36 BLUE 08-03 05:50 08-03 06:03 13 분 215 kis31 10-30 11:49 10/30 11:54 5 분

37 08-04 11:47 08-04 12:39 52 분 216 net-3 10-30 11:49 10-30 11:54 5 분

38 1연-1층 08-06 17:42 08-06 17:44 2 분 217 공작#1 10-30 11:49 10-30 11:56 7 분

39 5연-1층#3 08-06 17:42 08-06 17:44 2 분 218 DUPIC 10-30 11:49 10-30 11:56 7 분

40 5연-2층 08-06 17:42 08-06 17:44 2 분 219 5연-1층 10-30 11:49 10-30 11:58 9 분

41 공학-무선 08-06 17:42 08-06 17:44 2 분 220 5연-1층#2 10-30 11:49 10-30 11:58 9 분

42 국제-2층 08-06 17:42 08-06 17:44 2 분 221 5연-1층#3 10-30 11:49 10-30 11:58 9 분

43 원격 08-06 17:42 08-06 17:44 2 분 222 5연-3층 10-30 11:49 10-30 11:58 9 분

44 정보-1층 08-06 17:42 08-06 17:44 2 분 223 국제 10-30 11:49 10-30 11:58 9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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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2층 08-06 17:42 08-06 17:44 2 분 224 폐수 10-30 11:49 10-30 11:58 9 분

46 조사후 08-06 17:42 08-06 17:44 2 분 225 1연-1층 10-30 11:50 10-30 11:54 4 분

47 IMEF 08-06 17:42 08-06 17:44 2 분 226 1연-2층 10-30 11:50 10-30 11:54 4 분

48 kaeri-FW 08-06 17:42 08-06 17:44 2 분 227 본-2층 10/30 11:50 10-30 11:54 4 분

49 RI-3층 08-06 17:42 08-06 17:44 2 분 228 5연-2층 10-30 11:50 10-30 11:58 8 분

50 공작#1 08-08 13:07 08-08 13:15 8 분 229 본-1층 10-30 11:50 10-30 11:58 8 분

51 공작#2 08-08 13:07 08-08 13:15 8 분 230 열유B 10-30 11:52 10-30 11:56 4 분

52 열유A 08-08 13:07 08-08 13:15 8 분 231 본 10-30 11:54 10-30 11:59 5 분

53 열유B 08-08 13:07 08-08 13:15 8 분 232 5연구 10-30 11:59 10-30 12:06 7 분

54 핵동-사무 08-11 09:14 08-11 09:39 25 분 233 숙소 10-30 12:01 10-30 12:05 4 분

55 핵동-연구 08-11 09:14 08-11 09:39 25 분 234 5연-1층 10-30 12:01 10-30 12:06 5 분

56 핵동 08-11 09:15 08-11 09:39 24 분 235 국제 10-30 12:01 10-30 12:06 5 분

57 핵동 08-11 13:57 08-11 14:12 15 분 236 국제-2층 10-30 12:01 10-30 12:06 5 분

58 핵동-사무 08-11 13:57 08-11 14:12 15 분 237 5연-1층#2 10-30 12:02 10-30 12:05 3 분

59 나트륨 08-18 12:09 08-18 13:41 92 분 238 연수 10-30 12:02 10-30 12:05 3 분

60 BLUE 08-18 18:36 08-18 18:38 2 분 239 BLUE 10-30 18:55 10-30 18:58 3 분

61 BLUE 08-18 18:44 08-18 18:46 2 분 240 BLUE 10-30 19:06 10-30 19:08 2 분

62 3연-2층 08-22 11:09 08-22 11:13 4 분 241 BLUE 10-30 19:19 10-30 19:21 2 분

63 2연-3층 08-24 00:53 08-24 08:15 442 분 242 2연-3층 11-01 09:13 11-01 09:20 7 분

64 원격 08-24 00:53 08-24 08:15 442 분 243 3연구 11-01 09:13 11-01 09:20 7 분

65 2연-1층 08-24 00:54 08-24 08:15 441 분 244 정보-1층 11-01 09:13 11-01 09:20 7 분

66 핵동 08-24 01:36 08-24 02:05 29 분 245 본 11-01 09:13 11-01 09:22 9 분

67 IMEF 08-24 01:36 08-24 02:05 29 분 246 정련 11-01 09:13 11-01 09:22 9 분

68 3연구 08-24 01:36 08-24 03:12 96 분 247 1연구 11-01 09:14 11-01 09:21 7 분

69 3층#2 08-24 01:36 08-24 03:12 96 분 248 핵동 11-01 09:14 11-01 09:21 7 분

70 국제 08-24 01:36 08-24 03:12 96 분 249 핵동-사무 11-01 09:14 11-01 09:21 7 분

71 국제-1층 08-24 01:36 08-24 03:12 96 분 250 RI 11-01 09:14 11-01 09:21 7 분

72 방사-1층 08-24 01:36 08-24 03:12 96 분 251 RX 11-01 09:14 11-01 09:21 7 분

73 숙소 08-24 01:36 08-24 03:12 96 분 252 변환 11-01 09:14 11-01 09:22 8 분

74 열유A 08-24 01:36 08-24 03:12 96 분 253 5연구 11-01 09:14 11-01 09:36 22 분

75 정보-2층 08-24 01:36 08-24 03:12 96 분 254 IMEF#2 11-01 09:15 11-01 09:18 3 분

76 크린 08-24 01:36 08-24 03:12 96 분 255 방사-1층 11-01 09:15 11-01 09:23 8 분

77 폐수 08-24 01:36 08-24 03:12 96 분 256 화학 11-01 09:15 11-01 09:23 8 분

78 net-3 08-24 01:37 08-24 02:02 25 분 257 5연-1층#2 11-01 09:15 11-01 09:27 12 분

79 핵동-사무 08-24 01:37 08-24 02:03 26 분 258 국제 11-01 09:15 11-01 09:27 12 분

80 RI-3층 08-24 01:37 08-24 02:03 26 분 259 폐수 11-01 09:15 11-01 09:27 12 분

81 RX 08-24 01:37 08-24 02:03 26 분 260 국제-1층 11-01 09:15 11-01 09:36 21 분

82 IMEF#2 08-24 01:37 08-24 02:06 29 분 261 방사-2층 11-01 09:16 11-01 09:22 6 분

83 핵동-연구 08-24 01:37 08-24 02:07 30 분 262 열유A 11-01 09:16 11-01 09:22 6 분

84 RI 08-24 01:37 08-24 02:07 30 분 263 열유B 11-01 09:16 11-01 09:22 6 분

85 1연-2층 08-24 01:37 08-24 03:11 94 분 264 원격 11-01 09:16 11-01 09:22 6 분

86 1연-3층#1 08-24 01:37 08-24 03:11 94 분 265 공작#1 11-01 09:16 11-01 09:23 7 분

87 1연구 08-24 01:37 08-24 03:11 94 분 266 숙소 11-01 09:16 11-01 09:36 20 분

88 3연-2층 08-24 01:37 08-24 03:11 94 분 267 방사-3층 11-01 09:17 11-01 09:22 5 분

89 3연-3층 08-24 01:37 08-24 03:11 94 분 268 크린 11-01 09:17 11-01 09:22 5 분

90 5연-1층#2 08-24 01:37 08-24 03:11 94 분 269 DUPIC 11-01 09:17 11-01 09:22 5 분

91 5연-1층#3 08-24 01:37 08-24 03:11 94 분 270 국제-2층 11-01 09:17 11-01 09:36 19 분

92 방사-2층 08-24 01:37 08-24 03:11 94 분 271 연수 11-01 09:17 11-01 09:36 19 분

93 방사-3층 08-24 01:37 08-24 03:11 94 분 272 5연-1층#2 11-01 09:29 11-01 09:36 7 분

94 방사선 08-24 01:37 08-24 03:11 94 분 273 5연-1층#3 11-01 09:29 11-01 09:36 7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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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본-3층 08-24 01:37 08-24 03:11 94 분 274 국제 11-01 09:29 11-01 09:36 7 분

96 연수 08-24 01:37 08-24 03:11 94 분 275 폐수 11/01 09:29 11-01 09:36 7 분

97 정보-3층 08-24 01:37 08-24 03:11 94 분 276 5연-1층 11-02 08:41 11-02 18:12 571 분

98 공작#1 08-24 01:37 08-24 03:12 95 분 277 5연-1층#2 11-02 08:41 11-02 18:12 571 분

99 공작#2 08-24 01:37 08-24 03:12 95 분 278 5연-2층 11-02 08:41 11-02 18:12 571 분

100 정련 08-24 01:37 08-24 03:12 95 분 279 5연-3층 11-02 08:41 11-02 18:12 571 분

101 국제-2층 08-24 01:37 08-24 08:15 398 분 280 5연구 11-02 08:41 11-02 18:12 571 분

102 본-2층 08-24 01:37 08-24 08:15 398 분 281 국제 11-02 08:41 11-02 18:12 571 분

103 조사후 08-24 01:37 08-24 08:15 398 분 282 숙소 11-02 08:41 11-02 18:12 571 분

104 특수 08-24 01:38 08-24 03:11 93 분 283 연수 11-02 08:41 11-02 18:12 571 분

105 폐기 08-24 01:39 08-24 03:11 92 분 284 폐수 11-02 08:41 11-02 18:12 571 분

106 3연-1층 08-24 03:15 08-24 08:15 300 분 285 국제-2층 11-02 08:41 11-03 09:13 1472 분

107 3층#2 08-24 03:15 08-24 08:15 300 분 286 핵동-사무 11-02 08:48 11-02 17:47 539 분

108 5연-1층 08-24 03:15 08-24 08:15 300 분 287 RI-3층 11-02 08:48 11-02 17:47 539 분

109 5연-2층 08-24 03:15 08-24 08:15 300 분 288 하나로 11-02 08:48 11-02 17:52 544 분

110 연수 08-24 03:15 08-24 08:15 300 분 289 IMEF 11-02 08:48 11-02 17:52 544 분

111 정보-2층 08-24 03:15 08-24 08:15 300 분 290 RX 11-02 08:48 11-02 17:52 544 분

112 DUPIC 08-24 03:15 08-24 08:15 300 분 291 POOL 11-02 08:49 11-02 17:48 539 분

113 1연-1층 08-24 03:16 08-24 08:15 299 분 292 핵동 11-02 08:49 11-02 17:52 543 분

114 3연-2층 08-24 03:16 08-24 08:15 299 분 293 공작#1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15 3연-3층 08-24 03:16 08-24 08:15 299 분 294 공작#2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16 3연구 08-24 03:16 08-24 08:15 299 분 295 방사-1층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17 5연-1층#2 08-24 03:16 08-24 08:15 299 분 296 방사-3층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18 5연-1층#3 08-24 03:16 08-24 08:15 299 분 297 변환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19 5연-3층 08-24 03:16 08-24 08:15 299 분 298 열유A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20 5연구 08-24 03:16 08-24 08:15 299 분 299 열유B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21 공작#2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0 원격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22 국제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1 조사후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23 국제-1층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2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24 방사-1층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3 폐기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25 방사-3층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4 화학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26 본-3층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5 DUPIC 11-02 08:52 11-02 17:56 544 분

127 본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6 방사선 11-02 08:53 11-02 17:53 540 분

128 숙소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7 크린 11-02 08:53 11-02 17:53 540 분

129 열유A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8 3연-1층 11-02 08:53 11-02 17:58 545 분

130 열유B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09 3연-3층 11-02 08:53 11-02 17:58 545 분

131 정련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10 3연구 11-02 08:53 11-02 17:58 545 분

132 폐기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11 3연-2층 11-02 08:54 11-02 17:58 544 분

133 폐수 08-24 03:16 08-24 08:15 299 분 312 1연-1층 11-02 08:56 11-02 18:03 547 분

134 1연-3층 08-24 03:17 08-24 08:15 298 분 313 1연-2층 11-02 08:56 11-02 18:03 547 분

135 방사선 08-24 03:17 08-24 08:15 298 분 314 1연-3층 11-02 08:56 11-02 18:03 547 분

136 크린 08-24 03:17 08-24 08:15 298 분 315 1연-3층#1 11-02 08:57 11-02 18:03 546 분

137 1연-3층#1 08-24 03:18 08-24 08:15 297 분 316 특수 11-02 08:57 11-02 18:03 546 분

138 특수 08-24 03:18 08-24 08:15 297 분 317 3층#2 11-02 09:00 11-02 18:07 547 분

139 kis31 08-24 08:16 08-24 08:30 14 분 318 본-1층 11-02 09:00 11-02 18:07 547 분

140 3연-1층 08-25 11:32 08-25 11:41 9 분 319 본-3층 11-02 09:00 11-02 18:07 547 분

141 3연-2층 08/25 11:32 08-25 11:41 9 분 320 본 11-02 09:00 11-02 18:07 547 분

142 3연-3층 08-25 11:32 08-25 11:41 9 분 321 2연-1층 11-02 09:03 11-02 18:07 544 분

143 3연구 08-25 11:32 08-25 11:41 9 분 322 본-2층 11-02 09:03 11-02 18:07 544 분

144 방사-3층 08-26 07:45 08-26 07:47 2 분 323 2연-3층 11-02 09:04 11-02 18:07 543 분



- 181 -

145 하나로 08-26 07:45 08-26 07:47 2 분 324 정보-2층 11-02 09:44 11-02 09:55 11 분

146 RI-3층 08-26 07:45 08-26 07:47 2 분 325 정보-3층 11-02 09:44 11-02 09:55 11 분

147 kis 08-26 07:45 08-26 08:23 38 분 326 공학-무선 11-02 09:44 11-02 14:31 287 분

148 kis31 08-26 07:45 08-26 08:27 42 분 327 공학P120 11-02 09:44 11-02 14:31 287 분

149 kornis21 08-26 07:45 08-26 09:14 89 분 328 나트륨 11-02 09:44 11-02 14:31 287 분

150 P120 08-26 07:46 08-26 08:06 20 분 329 net-3 11-06 11:03 11-06 11:07 4 분

151 SWSS 08-26 07:46 08-26 08:09 23 분 330 P120 11-06 11:03 11-06 11:07 4 분

152 WEB 08-26 07:46 08-26 08:12 26 분 331 WEB 11-06 11:03 11-06 11:07 4 분

153 kis 08-26 08:45 08-26 08:53 8 분 332 white 11-06 11:03 11-06 11:07 4 분

154 kis31 08-26 08:48 08-26 08:55 7 분 333 kaeri-FW 11-07 20:07 11-07 23:00 173 분

155 공작#1 09-01 18:43 09-01 18:50 7 분 334 white 11-07 20:07 11-07 23:01 174 분

156 공작#2 09-01 18:43 09-01 18:50 7 분 335 수송용기 11-11 13:19 11-11 13:56 37 분

157 열유A 09-01 18:43 09-01 18:50 7 분 336 나트륨 11-13 10:44 11-13 10:56 12 분

158 열유B 09-01 18:43 09-01 18:50 7 분 337 조사후 11-19 13:38 11-19 15:26 108 분

159 3연구 09-08 11:16 09-08 12:51 95 분 338 본-2층 11-20 18:44 11-20 19:01 17 분

160 3연-1층 09-08 11:17 09-08 12:51 94 분 339 조사후 11-21 13:49 11-21 13:54 5 분

161 3연-2층 09-08 11:17 09-08 12:51 94 분 340 조사후 11-21 14:06 11-21 16:03 117 분

162 POOL 09-10 22:26 09-10 22:31 5 분 341 UPS-SERVER 11-23 10:07 11-23 10:17 10 분

163 POOL 09-11 01:15 09-11 01:20 5 분 342 핵동-연구 11-23 15:28 11-23 15:30 2 분

164 POOL 09-11 07:28 09-11 07:31 3 분 343 www 11-30 19:27 12-01 09:29 842 분

165 POOL 09-11 18:02 09-11 18:07 5 분 344 핵동 12-03 14:52 12-03 15:30 38 분

166 POOL 09-11 18:14 09-11 18:21 7 분 345 핵동-사무 12-03 14:53 12-03 15:30 37 분

167 POOL 09-11 20:23 09-11 20:27 4 분 346 kornis21 12-12 17:26 12-14 15:39 2773 분

168 BLUE 09-15 19:02 09-15 19:04 2 분 347 WEB 12-12 19:23 12-14 15:39 2656 분

169 BLUE 09-15 19:21 09-15 19:23 2 분 348 WEB 12-14 15:40 12-14 15:57 17 분

170 조사후 09-18 14:55 09-18 14:58 3 분 349 BLUE 12-14 15:40 12-14 16:12 32 분

171 핵동-사무 09-19 19:47 09-19 19:57 10 분 350 www 12-14 15:40 12-14 16:27 47 분

172 POOL 09-26 22:36 09-26 22:39 3 분 351 kornis21 12-14 15:40 12-14 16:59 79 분

173 POOL 09-27 20:35 09-27 20:40 5 분 352 www 12-14 16:34 12-14 16:54 20 분

174 POOL 09-28 04:00 09-28 04:05 5 분 353 WEB 12-14 17:09 12-14 17:11 2 분

175 POOL 09-28 11:03 09-28 11:07 4 분 354 kornis21 12-14 17:54 12-14 17:59 5 분

176 POOL 09-29 11:47 09-29 11:52 5 분 355 kornis21 12-14 18:14 12-14 18:17 3 분

177 POOL 09-30 09:55 09-30 09:57 2 분 356 kornis21 12-14 18:48 12-14 18:52 4 분

178 white 09-30 20:57 09-30 20:59 2 분 357 www 12-15 01:55 12-15 01:57 2 분

179 white 09-30 21:01 09-30 21:04 3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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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네트워크 가동율 황

장비명 역폭

포트 이용률

입력 출력

최 (%) 최 (bps) 평균(%) 평균(bps) 최 (%) 최 (bps) 평균(%) 평균(bps)

www 100M 0.68% 681.38K 0.24% 237.78K 5.92% 5.92M 1.56% 1.56M

white 100M 11.06% 11.06M 4.74% 4.74M 36.60% 36.60M 24.99% 24.99M

white 100M 21.39% 21.39M 7.87% 7.87M 3.13% 3.13M 1.02% 1.02M

WEB 100M 1.27% 1.27M 0.10% 95.85K 3.50% 3.50M 0.26% 263.00K

pixfirewall 100M 20.02% 20.02M 4.06% 4.06M 1.60% 1.60M 0.46% 457.70K

pixfirewall 100M 1.61% 1.61M 0.46% 455.93K 20.04% 20.04M 4.13% 4.13M

kaeri-FW 100M 11.04% 11.04M 4.71% 4.71M 38.14% 38.14M 25.04% 25.04M

kaeri-FW 100M 36.48% 36.48M 24.44% 24.44M 11.04% 11.04M 4.71% 4.71M

핵동 1G 0.18% 1.84M 0.08% 762.14K 0.15% 1.53M 0.02% 173.12K

핵동 1G 0.07% 733.01K 0.01% 106.91K 0.13% 1.28M 0.01% 148.89K

핵동 1G 0.15% 1.54M 0.02% 154.93K 0.19% 1.87M 0.07% 699.43K

하나로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나로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나로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나로 1G 0.15% 1.55M 0.02% 171.04K 0.18% 1.83M 0.08% 762.08K

하나로 1G 0.87% 8.73M 0.04% 395.46K 2.40% 23.97M 0.29% 2.87M

하나로 1G 2.19% 21.94M 0.12% 1.20M 0.73% 7.30M 0.08% 757.59K

하나로 1G 0.28% 2.82M 0.02% 173.80K 0.12% 1.24M 0.03% 292.59K

하나로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나로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M 0.32% 318.60K 0.04% 37.31K 0.58% 581.56K 0.03% 30.82K

정보#2 1G 0.33% 3.31M 0.01% 111.46K 1.30% 12.99M 0.08% 766.78K

정보#2 1G 0.72% 7.17M 0.17% 1.71M 1.16% 11.58M 0.45% 4.51M

정보#2 1G 0.14% 1.37M 0.01% 81.02K 1.00% 9.96M 0.16% 1.65M

정보#2 1G 0.48% 4.83M 0.06% 558.61K 0.65% 6.53M 0.12% 1.16M

정보#2 1G 1.16% 11.62M 0.05% 452.63K 0.37% 3.72M 0.01% 63.43K

정보#2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보#2 1G 0.61% 6.12M 0.19% 1.87M 1.03% 10.33M 0.38% 3.81M

정보#2 1G 0.27% 2.71M 0.01% 120.27K 0.29% 2.90M 0.06% 634.80K

정보#2 1G 0.27% 2.68M 0.01% 89.28K 0.12% 1.19M 0.00% 46.60K

정보#2 1G 0.10% 1.04M 0.01% 68.89K 0.11% 1.08M 0.04% 353.57K

정보#2 1G 0.12% 1.23M 0.01% 54.41K 0.06% 597.61K 0.00% 20.38K

정보#2 1G 0.20% 1.99M 0.07% 658.31K 2.20% 22.03M 0.38% 3.78M

정보#2 100M 0.37% 366.25K 0.06% 58.67K 2.53% 2.53M 0.50% 497.14K

정보#2 100M 4.09% 4.09M 0.24% 241.52K 0.31% 310.18K 0.03% 28.36K

정보#2 100M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보#2 1G 2.94% 29.43M 0.76% 7.63M 1.88% 18.81M 0.42% 4.25M

정보#2 1G 3.43% 34.33M 1.15% 11.55M 0.04% 354.24K 0.00% 32.26K

정보#2 1G 0.23% 2.33M 0.01% 53.87K 0.00% 0.00 0.00% 0.00

정보#2 1G 0.00% 48.00 0.00% 1.70 0.00% 0.00 0.00% 0.00

정보#2 1G 0.00% 0.00 0.00% 0.00 0.55% 5.49M 0.04% 409.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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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 1G 0.00% 0.00 0.00% 0.00 0.03% 277.82K 0.00% 3.69K

정보#2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보#2 1G 0.00% 2.82K 0.00% 1.85K 0.03% 261.65K 0.00% 31.97K

정보#2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보#2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보#1 1G 1.88% 18.75M 0.43% 4.27M 2.95% 29.50M 0.75% 7.48M

정보#1 1G 0.04% 353.96K 0.00% 32.60K 3.43% 34.30M 1.17% 11.75M

정보#1 1G 0.00% 0.00 0.00% 0.00 0.23% 2.33M 0.01% 53.26K

정보#1 1G 0.00% 0.00 0.00% 0.00 0.00% 48.00 0.00% 1.63

정보#1 1G 0.55% 5.48M 0.04% 403.51K 0.00% 0.00 0.00% 0.00

정보#1 1G 0.03% 281.32K 0.00% 3.65K 0.00% 0.00 0.00% 0.00

정보#1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정보#1 1G 0.00% 8.61K 0.00% 2.13K 0.00% 38.04K 0.00% 10.22K

정보#1 1G 0.02% 246.89K 0.00% 9.96K 0.14% 1.36M 0.00% 23.85K

정보#1 1G 0.64% 6.39M 0.09% 884.09K 0.91% 9.12M 0.38% 3.76M

정보#1 1G 0.02% 221.48K 0.00% 7.33K 0.09% 888.08K 0.01% 69.92K

정보#1 1G 0.01% 86.13K 0.00% 3.54K 0.88% 8.82M 0.09% 926.29K

정보#1 1G 0.71% 7.13M 0.06% 555.32K 0.59% 5.93M 0.22% 2.16M

정보#1 1G 0.50% 4.99M 0.04% 353.80K 0.05% 507.50K 0.00% 6.49K

정보#1 1G 0.33% 3.28M 0.01% 114.78K 0.65% 6.47M 0.05% 450.38K

정보#1 1G 0.65% 6.51M 0.07% 662.67K 0.98% 9.76M 0.27% 2.69M

정보#1 1G 0.14% 1.35M 0.00% 27.14K 0.38% 3.78M 0.02% 227.85K

정보#1 1G 0.06% 560.37K 0.03% 257.39K 0.00% 36.09K 0.00% 11.86K

정보#1 1G 0.49% 4.85M 0.11% 1.12M 0.03% 303.39K 0.01% 118.71K

정보#1 1G 0.17% 1.74M 0.03% 316.24K 0.06% 606.50K 0.02% 155.48K

정보#1 100M 3.01% 3.01M 0.24% 237.31K 2.97% 2.97M 1.02% 1.02M

정보#1 100M 4.59% 4.59M 0.68% 682.51K 12.07% 12.07M 1.55% 1.55M

정보#1 100M 3.37% 3.37M 1.46% 1.46M 0.16% 162.66K 0.06% 55.53K

정보#1 100M 38.39% 38.39M 25.27% 25.27M 11.15% 11.15M 4.84% 4.84M

정보#1 100M 4.01% 4.01M 0.32% 323.01K 0.35% 349.60K 0.09% 90.76K

정보#1 100M 4.63% 4.63M 0.32% 320.50K 0.20% 196.02K 0.05% 50.77K

정보#1 100M 3.90% 3.90M 0.09% 86.22K 0.08% 76.23K 0.03% 27.17K

정보#1 100M 2.31% 2.31M 0.17% 169.86K 1.25% 1.25M 0.15% 149.61K

열유A 100M 0.69% 690.27K 0.08% 80.92K 0.41% 410.36K 0.01% 14.67K

본 1G 0.06% 573.68K 0.01% 66.38K 0.17% 1.68M 0.02% 186.81K

본 1G 0.30% 2.98M 0.01% 115.18K 0.81% 8.10M 0.09% 903.05K

본 1G 0.13% 1.32M 0.01% 84.83K 0.02% 246.38K 0.00% 3.29K

본 100M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본 100M 0.00% 76.00 0.00% 0.52 0.00% 141.00 0.00% 0.96

본 100M 0.04% 36.28K 0.00% 2.55K 0.11% 105.10K 0.01% 13.41K

본 100M 1.36% 1.36M 0.08% 79.51K 1.95% 1.95M 0.15% 151.57K

본 1G 0.14% 1.36M 0.00% 23.87K 0.02% 246.40K 0.00% 9.95K

본 1G 0.91% 9.11M 0.38% 3.76M 0.64% 6.38M 0.09% 883.85K

본 1G 0.09% 888.15K 0.01% 69.70K 0.02% 220.96K 0.00% 7.42K

본 1G 0.03% 342.77K 0.01% 52.94K 0.17% 1.65M 0.05% 492.81K

본 1G 0.07% 661.94K 0.01% 52.74K 0.19% 1.88M 0.02% 213.81K

본 1G 0.04% 385.05K 0.00% 31.29K 0.15% 1.53M 0.04% 357.23K

방사선 1G 0.06% 612.17K 0.01% 55.54K 0.35% 3.46M 0.04% 398.83K

방사선 1G 0.31% 3.14M 0.02% 211.79K 0.29% 2.86M 0.10% 953.45K

방사선 1G 0.09% 936.75K 0.01% 119.07K 0.21% 2.06M 0.07% 694.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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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1G 0.10% 983.35K 0.00% 26.44K 0.23% 2.34M 0.01% 94.41K

방사선 1G 0.02% 155.34K 0.00% 7.82K 0.09% 895.54K 0.01% 75.81K

방사선 1G 0.10% 1.03M 0.01% 76.24K 0.20% 2.00M 0.04% 410.85K

방사선 1G 0.05% 458.96K 0.01% 64.67K 0.25% 2.47M 0.05% 490.16K

방사선 1G 0.14% 1.43M 0.02% 242.18K 0.39% 3.92M 0.07% 726.96K

방사선 1G 0.19% 1.91M 0.05% 460.53K 0.39% 3.89M 0.08% 753.63K

방사선 100M 6.27% 6.27M 0.37% 369.03K 2.98% 2.98M 0.71% 712.15K

방사선 100M 0.12% 122.91K 0.00% 2.96K 0.18% 176.12K 0.01% 10.50K

방사선 100M 0.62% 619.46K 0.06% 64.71K 1.69% 1.69M 0.16% 164.29K

방사선 100M 0.01% 13.02K 0.00% 753.18 0.18% 175.22K 0.01% 8.32K

방사선 1G 1.30% 12.99M 0.08% 762.23K 0.33% 3.31M 0.01% 110.94K

방사선 1G 1.16% 11.55M 0.45% 4.48M 0.72% 7.18M 0.17% 1.70M

방사선 1G 1.00% 9.97M 0.17% 1.67M 0.14% 1.37M 0.01% 80.66K

방사선 1G 0.22% 2.20M 0.01% 89.47K 0.52% 5.24M 0.07% 714.79K

방사선 1G 0.19% 1.87M 0.02% 232.71K 0.35% 3.47M 0.09% 866.82K

나트륨 10M 0.50% 49.54K 0.02% 1.81K 3.46% 346.31K 0.15% 14.56K

나트륨 11000K 3.26% 358.16K 0.16% 17.78K 0.47% 52.10K 0.02% 2.71K

국제 1G 0.10% 1.04M 0.02% 200.65K 0.05% 482.07K 0.00% 43.52K

국제 1G 0.04% 372.83K 0.00% 30.94K 0.08% 829.46K 0.01% 137.03K

국제 1G 0.10% 1.01M 0.00% 13.97K 0.08% 768.36K 0.00% 21.31K

국제 1G 0.01% 96.65K 0.00% 8.08K 0.10% 1.03M 0.01% 54.67K

공학-무선 100M 0.35% 346.38K 0.02% 15.94K 0.05% 50.65K 0.00% 2.07K

공학-무선 11000K 0.30% 32.79K 0.02% 2.35K 3.26% 358.37K 0.17% 18.35K

5연구 1G 0.18% 1.85M 0.01% 144.37K 0.02% 172.26K 0.00% 3.74K

5연구 1G 0.61% 6.11M 0.01% 91.42K 0.33% 3.30M 0.04% 362.09K

5연구 1G 0.29% 2.87M 0.01% 66.29K 0.07% 734.73K 0.00% 39.42K

5연구 1G 0.05% 484.20K 0.00% 43.37K 0.10% 1.04M 0.02% 198.60K

5연구 1G 0.00% 41.61K 0.00% 5.65K 0.03% 340.90K 0.01% 58.17K

5연구 1G 0.01% 123.45K 0.00% 5.06K 0.00% 12.80K 0.00% 367.60

5연구 1G 0.65% 6.47M 0.05% 469.14K 0.33% 3.29M 0.01% 120.44K

5연구 1G 0.98% 9.76M 0.27% 2.67M 0.65% 6.51M 0.06% 649.35K

5연구 1G 0.38% 3.79M 0.02% 226.53K 0.14% 1.35M 0.00% 33.08K

5연구 1G 0.23% 2.34M 0.02% 210.62K 0.78% 7.77M 0.16% 1.55M

5연구 1G 0.33% 3.32M 0.02% 196.35K 0.03% 306.75K 0.00% 5.60K

5연구 1G 0.16% 1.59M 0.01% 113.94K 0.53% 5.29M 0.12% 1.15M

3연구 1G 0.89% 8.86M 0.40% 4.03M 0.53% 5.32M 0.12% 1.17M

3연구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연구 1G 0.28% 2.85M 0.03% 292.12K 0.40% 4.03M 0.07% 684.00K

3연구 1G 0.39% 3.87M 0.06% 603.61K 0.22% 2.16M 0.03% 262.95K

3연구 1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연구 1G 0.88% 8.84M 0.09% 935.24K 0.01% 85.67K 0.00% 3.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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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1G 0.59% 5.93M 0.21% 2.15M 0.71% 7.12M 0.06% 554.67K

1연구 1G 0.05% 509.52K 0.00% 6.59K 0.50% 5.00M 0.04% 358.85K

1연구 1G 0.01% 100.26K 0.00% 15.94K 0.09% 888.38K 0.02% 249.75K

1연구 1G 0.13% 1.25M 0.00% 27.93K 0.00% 21.01K 0.00% 856.68

1연구 1G 0.70% 6.98M 0.03% 293.03K 0.40% 4.04M 0.10% 991.84K

1연구 1G 0.22% 2.19M 0.01% 106.32K 0.01% 65.51K 0.00% 2.01K

1연구 1G 0.35% 3.53M 0.02% 238.52K 0.40% 4.00M 0.09% 868.37K

1연구 1G 0.10% 1.04M 0.01% 147.83K 0.40% 3.97M 0.04% 382.81K

1연구 1G 0.11% 1.15M 0.01% 111.34K 0.28% 2.76M 0.07% 666.00K

1연구 1G 0.14% 1.44M 0.00% 43.66K 0.00% 41.93K 0.00% 2.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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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네트워크 장비 응답시간

장비명
응답시간

장비명
응답시간

최 값(ms) 평균값(ms) 최 값(ms) 평균값(ms)

1연-1층 10ms 10ms 정련 21ms 16ms 

1연-2층 11ms 10ms 정보#1 12ms 10ms 

1연-3층 11ms 10ms 정보#2 10ms 10ms 

1연-3층#1 10ms 10ms 정보-14 18ms 12ms 

1연구 17ms 10ms 정보-15 11ms 11ms 

2연-1층 12ms 10ms 정보-1층 10ms 10ms 

2연-3층 10ms 10ms 정보-2층 14ms 10ms 

3연-1층 12ms 10ms 정보-3층 11ms 10ms 

3연-2층 12ms 10ms 조사후 20ms 16ms 

3연-3층 10ms 10ms 16ms 13ms 

3연구 17ms 10ms 크린 17ms 13ms 

3층#2 10ms 10ms 특수 11ms 10ms 

5연-1층 10ms 10ms 폐기 22ms 16ms 

5연-1층#2 13ms 11ms 폐수 12ms 11ms 

5연-1층#3 10ms 10ms 하나로 12ms 10ms 

5연-2층 11ms 10ms 핵동 12ms 10ms 

5연-3층 11ms 10ms 핵동-사무 10ms 10ms 

5연구 18ms 10ms 핵동-연구 12ms 10ms 

공작#1 16ms 13ms 화학 22ms 16ms 

공작#2 13ms 11ms BLUE 10ms 10ms 

공학-무선 12ms 10ms DUPIC 20ms 16ms 

공학P120 16ms 11ms IMEF 11ms 11ms 

국제 13ms 10ms IMEF#2 11ms 11ms 

국제-1층 12ms 10ms kaeri-FW 11ms 10ms 

국제-2층 12ms 10ms kis 10ms 10ms 

나트륨 25ms 9ms kis31 11ms 10ms 

방사-1층 13ms 10ms kornis21 11ms 10ms 

방사-2층 11ms 10ms net-3 58ms 14ms 

방사-3층 10ms 10ms NMS-2 11ms 10ms 

방사선 15ms 10ms P120 16ms 13ms 

백업 12ms 10ms P120 13ms 11ms 

변환 17ms 13ms pixfirewall 12ms 10ms 

본-1층 12ms 10ms PM3 13ms 10ms 

본-2층 12ms 10ms POOL 15ms 12ms 

본-3층 13ms 10ms RI 10ms 10ms 

본 19ms 10ms RI-3층 11ms 10ms 

수송용기 14ms 10ms RX 10ms 10ms 

숙소 11ms 10ms SWSS 10ms 10ms 

연수 11ms 10ms UPS-SERVER 10ms 10ms 

열유A 19ms 13ms WEB 13ms 10ms 

열유B 16ms 13ms white 14ms 10ms 

원격 17ms 13ms www 12ms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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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문정보서비스 제공

                                      연 구 실 명 :   기술정보과 

                                   단 사업책임자 :    이 지 호 

                                      연  구   원 :    오 정 훈

                                          “       :    김 태 환

                                          “       :    천  춘 

                                          “       :    유 재 복 

                                          “       :    유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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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 제목

   원자력 문정보서비스 제공

Ⅱ . 운 의 목   요성

국내 원자력 문 정보센터로서의 역할과 IAEA의 국제원자력정보시스

템(INIS)의 National Cen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련 

문헌의 국제  유통과 해외 원자력문헌의 국내 확산을 통하여 국내 원자

력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Ⅲ . 운 의 내용  범

- National Center 활동 

  INIS 사무국과의 상호 력  창구로서 INIS 데이터베이스의 운

과 련한 정책 , 기술  조를 하며, 국내 이용자에 한 기술  지

원을 수행하고, INIS 사무국과의 련 통계자료 등을 교환. 

- INIS 데이터 입력활동 

INIS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이 제공하는 INIS 입력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활용하므로, 국내에서 간행되는 원자력 련 문헌을 수집하여 INIS 입

력 기술규칙에 따라 입력  송부. 

- INIS 정보서비스 활동 

INIS 입력 결과물인 INIS CD-ROM DB, INIS ATOMINDEX, INIS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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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full-text) CD-ROM 등을 이용하여, INIS 데이터베이스 검색, INIS SDI 

서비스, 원문헌제공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수행. 

- INIS DB Host Site 운

 INIS DB Host site(INIS2)의 본격 인 서비스를 하여 공식 오 식 

거행하 으며 국/내외 이용자에게 시범서비스를 하 으며, 비엔나 본부와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한 데이터 갱신작업을 수행하 고 INIS2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홍보활동 개. 

Ⅳ .  운 결과  활용계획

- 국내 원자력분야의 발 으로 인한 INIS 입력 상문헌이 많이 발표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 INIS 주제 문가를 활용하여 INIS 입력량증 에 

노력한 결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우리나라의 상을 제고하 다. 

년에도 3,137건을 입력하여 입력순  6 를 유지하 다. 따라서 차후에

도 지속 인 노력과 산 확보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  수 (G7)에 걸

맞는 입력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한 원자

력 강국으로서 INIS 련 국제활동에 극 참여하여 INIS에 한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 INIS DB Host site 서비스 제공을 통해 INIS 회원국 이용자에게 신

속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특히 우리 나라 INIS DB의 이용을 활성화하

여 원자력 연구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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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 Project Title

Management of nuclear information service

II.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upport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by playing a role of not only specialized information 

center of nuclear energy in the country but also national center of 

INIS of IAEA.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A national center of IAEA

 Domestic INIS project has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on 

supporting a decision-making for INIS Secretariat, exchanges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between INIS and the country,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domestic end-users using INIS database.

- Input to the INIS database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INIS database sent by member states, 

the data published in the country has been gathered, collected, and 

inputted to INIS database according to the INIS referenc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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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S information services

 Using the INIS output data, it has provided domestic users with 

searching INIS CD-ROM DB and INIS online database, INIS SDI 

service, and non-conventional literature delivery services. 

- Operation of  INIS DB Host site in Korea

INIS DB Host site open ceremony was held in Korea on June 2004  

and trial service of INIS2 was provided to domestic and neighboring 

INIS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maintain the same data as Vienna 

center, the data update process has been performed. Also, publicity 

information activities were performed by many way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 In this year, the record number of input to INIS database was kept 

up the same lever of previous year. So the number of INIS input in 

our country ranks 6th in the world. In order to input the 

comprehensive domestic publication related to nuclear energy, and rise 

in position of the national center,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and support budgets.

- In 2004 INIS Host DB site was launched in Korea. It enables the 

users in the member countries to get quick information. It will also 

bring the active use of the domestic INIS DB and the increase of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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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이하 IAEA로 표기) 

산하의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이하 

INIS로 표기)은 원자력정보를 평화 으로 이용하기 하여 세계 각 국에서 생산

되는 원자력 련 기술정보(연간 약 9만건)를 국가간의 력에 의해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한 이용자에게 시에 공 하기 하여, IAEA가 

심이 되어 1969년도에 설립한 원자력분야의 국제 인 정보유통시스템이며, 

INIS의 총 회원국가는 재 111개국과 INIS에 참가하는 주요 국제기 으로는 

CERN(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JINR(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NEA(Nuclear Energy Agency, OECD), WEC(World Energy Organization) 등 

19개 기 이다. 

INIS의 운 은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련 문헌을 회원국의 INIS 

National Center가 INIS 기술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입력하는 분산방식

(Decentralized System)을 채택하 으며, 사무국에서는  세계의 회원국으로부

터 입력된 서지 데이터를 산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인터넷을 통한 자

료 제공  각종 출력물을 제작하여 다시 회원국에게 공 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데이터의 질  향상  좀 더 편리한 서

비스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상용 데이터베이스외에 국제기구 산하에서 각각의 

정 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서비스하던 일련의 정보활동을 수행하던 국제

정보시스템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정보요구 행태와 

변하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INIS 사무국에서는 INIS 홈페이지를 운 하여 

인터넷 검색과 검색속도 향상을 한 지역별 INIS DB Host Site 설치, 자출

물 입수, INIS DB 원문 제공(full text)을 한 회원들간의 작권 문제 해결, 

INIS의 진로, INIS DB의 상업   근, 자동색인, 디소러스의 다국어 지원, 

인터넷을 이용한 NCL 배포  근 등 회원간의 업무 조 등에 활용하고,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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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enter가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NIS는 그 어느 정보시스템보다 회원국의 National Center 역할이 요한 만

큼,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에 INIS 사무국과의 상호 력  원자력 문정보센터

로서의 INIS 데이터베이스 운 과 련한 국내 이용자에 한 기술  지원활동, 

INIS 데이터베이스 검색, INIS SDI 서비스, 원문헌제공 등의 서비스 활동 그리

고 국내에서 간행되는 원자력 련 문헌을 수집하여 INIS 입력 기술규칙에 따라 

입력하고 송부하는 데이터 입력활동을 심으로 기술하 다. 

  특히 년도에는 INIS Host site(이하 INIS2)의 본격 인 서비스를 하여 공식 

오 식을 거행하 고, 국내외 이용자에게 시범서비스를 제공하 다. 한 데이터

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하여 IAEA INIS 사무국과 긴 한 조 체제로 DB를 

주단 로 갱신하 고, INIS2를 리 홍보하기 한 활동을 극 으로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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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National Center 활동

우리 나라는 1969년 INIS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오고 있다. 년도 INIS DB의 입력량은 작년과 동일한 세계 6 권을 유

지하고 있으며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 INIS 

연락  (Liaison Officer)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의 조남수 사무 이 담당하

고 있으며, 국가 원자력 문 연구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과가 INIS 

National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ational Center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한 후 

INIS DB에 입력하여 INIS 본부에 송부하는 한편, 세계 원자력 련 정보를 국

내 이용자들에게 확산, 보 시키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한, 이용자와 

INIS간의 창구 역할과, INIS 데이터베이스의 운 에 정책 , 기술 으로 참

여하고 INIS 정보의 국내 활용 통계자료, 국내 년간 활동보고  국내 INIS 이

용자에 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갖는다. 국내에서의 연 별 주요 INIS활동

은 다음과 같다. 

1969년 : INIS에 가입  

1978년 : 국내의 원자력정보의 INIS에 입력 개시

1979년 : INIS SDI 서비스 실시 

1980년 : INIS-RS 시스템 개발  RS 검색용 File구성시작 

         (원자력연구소의 software package system 2000 사용)    

1982년 : Worksheet에서 OCR 방법으로 입력시작 

1984년 : Dacom-net을 통한 IAEA computer 교환망에 가입.

        OCR 입력방식에서 personal computer를 이용한 diskette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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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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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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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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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 INIS SDI 서비스 Web기반으로 정비 

1998년 : INIS full-text CD-ROM 도입  활용 

1999년 : INIS와 ETDE 데이터통합을 한 공동 주제분류표 통합 작업

2000년 : INIS와 ETDE 공동 주제분류표  WinFibre 3.0 사용

2001년 : INIS DB Mirror Site 한국내 설치 결의

2002년 : INIS DB Host site 한국내 설치

2003년 : INIS2 Host site 구축 완료  시범서비스 제공 시작

2004년 : INIS2 Host site 서비스 공식 오 식 거행  시범서비스 제공 

INIS 운 과 련한 제반 사항은 사무국과 각 회원국의 연락 들이 격년으로 

개최되는 INIS 연락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연락 회의는 INIS운 에 필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는 등 INIS 운 의 심이 되는 회의로서,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의 INIS 운  방향을 알 수 있다. 

2004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랑스 Saclay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Strategies, Information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회의에 과학기술부 조남수 사

무 (INIS 연락 )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천 춘 선임기술원이 참가하 으며 련 

자료는 KAERI/0T-1369/2004 해외출장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2004년 6월 17일 IAEA/INIS2 DB Host Site 공식 오 식을 한국원자력연구소 

계단식세미나실에서 RCA 참가자를 포함한 국내외 원자력 련자 70여명이 참가

하여 성 히 거행되었고, 본격 인 서비스를 국내외에 제공하 다. 한 이를 

리 알리기 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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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입력활동  

1. 자료 수집  선정 

 INIS National Center로서의 가장 요한 업무 의 하나인 데이터 입력을 

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원자력 련 모든 자료이나, 수집의 경제성  기증‧교환

을 통하여 입수하 다. 자료의 수집은 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입수되는 자료를 

상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기 에 의뢰하여 입수하 다. 입력 상자료의 

비는 우선 자료의 수집으로, 수서분야에서 입수한 국내 발간 자료(학술지, 연구

보고서, 학간행물, 회의자료 등)를 수시로 체크하 다. 

입력 상이 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물리 으로 책자형태는 물론이고 오디

오,  비디오매체  디지털형식까지 원자력에 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가 상이 

된다. 종류별로는 학술지 논문ㆍ연구/기술보고서, 단행본, 회의자료, 학 논문, 특

허 등이 상이 된다. 2003년 12월 31일 재 실제로 INIS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하는 문헌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학술지 논문이 54% 이상을 차지

하고, 보고서 16%, 도서 14%,기타 16%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도 2004년 12월 31일 재 INI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총 17,599

건   <표 1>과 같이 학술지 논문이 42%를 차지하고, 도서가 40%를 차지하고, 연

구  기술보고서가 17%를 차지한다. INIS 데이터베이스의 문헌종류별 구성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도서의 비 이 높은 편이다.

             <그림 1> 문헌종류별 INIS 데이터베이스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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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별   학술지논문 도  서  연구보고서      기 타 

  비 율 (%)      42 %      40%   17 %     1 % 

<표 1> 국내 문헌 종류별 INIS 데이터베이스 구성비율        

다음은 이 게 수집된 자료들을 상으로 INIS의 기 에 부합하는 문헌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진다. INIS에서는 입력자료의 기 을 INIS 주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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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과학기술문헌으로 최근 5년안에 자국에서 출 된 문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정기간행물 

입력 상자료 선정을 해 정기 으로 조사하는 학술지  학교 논문집 등

의 목록 (regularly scanning journal list)은 <부록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 

재 총 53종이다.  

<부록 1>에 수록된 학술지  수록된 논문이 최근 3년간 (2002 ～ 2004) 최소

한 1건 이상 선정된 학술지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INIS 국내 주요 학술지 목록         

  번호       제                목        발행기  

    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한화학회 

    2  The Ewha Medical Journal  이화여자 학교

    3  Journal of Korean Chemical Society  한화학회지

    4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한국원자력학회 

    5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한국물리학회 

    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한국해양학회 

    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adio-

 logical Technology
 한방사선기술학회

    8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산업기술연구소



- 203 -

    

  번호     제                목    발행기  

    9
 Korean Journal of the Environment    

  Biology
 한국환경생물학회

   10  KSME International Journal  한기계학회 

   11  Physics & High Technology  한국물리학회

   12  Power Engineering  한국 력기술(주)

   13  RIST 연구논문  포항산업과학연구소

   14
 The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한핵의학회지

   15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orean Radiological

 Society

   16  기계   한기계학회 

   17  논문집 
 한국해양 학교. 

 해사산업연구소 

   18  한 속학회지  한 속학회 

   19  한기계학회논문집 A,B  한기계학회

   20  한방사선의학회지  한방사선의학회지 

   21  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  한방사선종양학회

   22  분석과학  한국분석과학회 

   23  새물리  한국물리학회 

   24  생산기술연구소논문집 
 부산 학교 
 생산기술연구소 

   25  소음ㆍ진동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6  요업학회지  한국요업학회

   27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회의 

   28  응용물리  한국물리학회 

   29  정보 리학회지  한국정보 리학회

   30  한국결정성장학회지  한국결정성장학회

   31  한국부식학회지  한국부식학회

   32  한국육종학회지  한국육종학회 

   33  한국재료학회지  한국재료학회 

   34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한국지진공학회 

   35  한국키틴키토산연구회지 
 한국키틴키토산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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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자료(도서) 

원자력 련 학회의 학술 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수집되는데, 이 

논문들의 많은 양이 젠테이션 주로 작성되어서 록  본문 등의 서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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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소요된다. 최근 3년간 (2002 ～ 2004) 입력 상으로 수집  선정된 회의자

료는 <표 3>과 같다. 

<표 3> INIS 국내 회의자료 목록 

  번 호                     회 의 명  

    1  Meeting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2  DUPIC fuel workshop

    3  Workshop on radioactive waste treatment technologies

    4  KAIF-JAIF seminar on nuclear industry

    5  KAIF-KNS annual conference 

    6  Proc. of the APCTP Winter School

    7  Proc. of the APCTP-ICTP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8  Proc. Of the Sympo. On Nuclear Materials and Fuel

    9  Proc. Of Inter. Sympo.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10  Symposium on Laser Spectroscopy

   11  Workshop on Nuclear Data Production and Evaluation  

   12  Meetng  of the International Group on Research Reactors

   13  Proc. of the KSME

   14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Nuclear Medicine

   15  Proc. of the Korean Society Nuclear Medicine

   16  Proc. of NTHAS

   17  Proc. of ISRSM

   18  Proc. of HANARO workshop 

   19  Proc. of the Workshop Organized by KAERI and 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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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 보고서가 거의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

로 RR(연구보고서),  TR(기술보고서), AR(기술 황분석보고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집된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간행물이 부분으로 그 주제가 거의 

INIS주제범 에 합당하여 거의 량 선정ㆍ입력된다. 

라. 기타 

입력 상자료의 다양화  포 성을 해 원자력 련 국내 Computer Medium 

자료의 수집도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이 구입한 도서류의 정보를 얻기 

해  정기 으로 스캐닝하며, 회의정보의 수집을 해 자게시  등을 이용하고 

있다. 

2. 자료 입력   

  

2004년 재 INIS 데이터베이스는 코드 수는 총 2,541,950건이나, 우리 나라

의 총 입력건수는 2004년 12월 31일 재 17,599건으로 불과 0.7% 정도를 차지

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고로 2003년 INIS 입력 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미국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8%로 가장 많으며, 독일이 8%, 일본,  러

시아가 6%, 국, 한국이 4％ 이상의 높은 입력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랑스, 인도, 라질,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이다. 나머지 국가는 1％  이하의 낮

은 입력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4%로 세계6 를 차지하 으며, 원자력선

진국 11개국 (미국, 국, 네덜란드, 일본, 러시아)에서 입력한 양이 47%를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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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3년 국가별 INIS 입력 황

※ US: 미국, DE: 독일, JP: 일본, RU; 러시아, CN: 국, KR: 한국, FR: 랑스, 
   IN: 인도, BR: 라질, PL: 폴란드, UA: 우크라이나, KZ: 카자흐스탄, HU: 헝가리

국내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문헌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최근에 와

서

회의자료의 입력량이 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년도 작년과 비

슷한 수 의 입력을 하 다. 2004년의 국내 INIS 입력량은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세계 6 권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 이다.   

INIS에 입력량은 회원국의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분야의 발 척도  연구활동

의 활발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 INIS 주제 문가를 

활용하여, INIS 입력량 증 에 노력한 결과 많은 량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우리나

라 상을 제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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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NIS 문헌형태별 입력건수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문 

  헌 

  별 

 도서

(회의자료)
  112   76   108   157  454 2,264 1,694 2,082

학술지   127  376    40   875 1,330 662 1,166  881

보고서   201  174   270   328  291 139 230 174

  합    계   440  626   418  1,360 2,075 3,065 3,090 3,137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은 데이터가 출 된 후 얼마나 신속히 입력되느냐에 달

려있다. INIS에서 제공하는 2003년도 통계에 의하면 데이터가 출  후 입력되기

까지의 시간이 평균 14개월이며 국내의 경우는 10개월로 나와있다. <표 5>는 

INIS 입력데이터 time lag을 나타낸다.

<표 5> INIS 입력데이터 time lag

  문 헌 별  INIS 평균time lag (월)  국내 평균 time lag (월)

  보 고 서           20            12

  학 술 지           19            11

  단 행 본           25            11

     총           19            11

 데이터의 입력은 크게 2가지로 별되는데,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부분

과 주제분야를 기술하는 부분이다. INIS 데이터베이스는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입력하게 되므로, INIS 사무국은 다양한 언어와 형식을 수용하

는 기술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입력에 필요한 INIS 참고문헌  서지사항과 련

된 자료로는 Descriptive cataloging rules (IAEA-INIS-1), Descriptive 

cataloging samples (IAEA-INIS-2), Terminology and codes for count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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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s (IAEA-INIS-5), Authority list for corporate e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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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INIS-11) 등이 있고, 주제분석 련 자료로는 Subject catego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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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INIS-4), Thesaurus (IAEA-INIS-13)등이 있다. 각 퍼런스별로 개정시

기가 다르며, 근래에는 부분의 퍼런스들이 입력용 로그램(WinFibre)에 내

장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INIS 입력 데이터의 처리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가. FIBRE

INIS 주제범 에 맞게 수집ㆍ선정한 자료의 입력은 INIS에서 제공하는 입력용 

로그램인 FIBRE (Friendly Input Bibliographic REcords)를 활용함으로써 

에 워크시트에 수기로 작성하던 때와 비교하여 데이터작업이 용이해졌다. 

FIBRE는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INIS 사무국에서 회원국이 보내온 데이터의 체

킹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기능을 향상시켜  INIS 회원국에서 입력시 이를 사용하

도록 제공한 것이다.   

FIBRE의 기능을 살펴보면, 동일한 tag를 갖는 문헌 형태에 따라 별도의 매트

릭스를 생성할 수 있다. 를 들면, 한 회의자료에 수록된 여러 편의 article을 입

력할 때 자 (tag 100), 서명 (tag 200), 조사항 (tag 500)을 제외한 회의정보 

(tag 210-215), ISBN (tag 320), 출 정보 (tag 401-404), 언어 (tag 600) 필드가 

동일하므로 이 회의자료에 맞는 매트릭스 일을 생성하여 복되는 tag의 입력

을 일 수 있다. 

한 디스크립터  subject categories 선정 시에도 종 에는 수작업으로 일일

이 찾던 방식에서 keyword를 이용해 수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tag별 spelling  구두  체크 기능을 이

용해 데이터를 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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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신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의 입력시간을 감소시

키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 2003년 6월에 발행한 WinFIBRE 3.0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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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NIS 입력데이터의 처리과정도

    나. 서지사항 입력 

INIS 데이터 코드는 가변장 구조로 각 필드를 tag로 나타낸다. 입력문헌에 

한 일반 인 정보를 지시하는 header부분과,  서지정보 tag을 살펴보면  <표 

6>,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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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INIS Header 

   tag                  header 

   001  임시 코드번호 ( temporary record number ) 

   007  연  코드/임시 코드 번호 ( related RN/TRN )

   008  서지통정데이터 ( bibliographic control data )

                      <표 7> INIS 서지정보 tag 목록     

   tag   서지데이터 요소 ( bibliographic data elements )

   100  개인 자 ( personal author / editor )

   107  공동 자 ( collaboration )

   109  기 단체 ( funding organization )

   110  단체 자 ( corporate entry )

   111  학 정보 ( academic degree )

   200  본 서 명 ( primary title )

   210  회의명 ( conference title )

   211  회의장소 ( conference place )

   213  회의일자 ( conference date )

   215  원회의명 ( original conference title )

   229  학술지명 ( full journal title )

   230  원서명 ( original title )

   250  차 ( edition )

   300  보고서/ 특허 번호 ( report / patent number )

   310  보고서/특허 제2번호 ( secondary numbers )

   320  isbn / ipc/ issn

   321  coden

   330  계약/ 로젝트 번호 ( contract/project number )

   401  출 지 ( place of publication )

   402  출 사 ( name of publisher )

   403  출 년 ( date of publication )

   500  조사항 ( physical description )

   600  출 언어 ( publication language )

   610  주기사항 ( general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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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어로 번역하여 입력한다. 서지 련 tag의 변경추세를 살펴보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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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칙이 완화된  결정은  INIS/ETDE 기술 원회 회의에서 tag 100 에서 

개인명의 입력시 성 (last name)을 제외한 이름의 경우 initial로 바꾸어 입력하던 

것을 문헌에 문헌에 기재된 로 풀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9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 200, 230 tag에서도 숫자, 공식, 권호의 일부 표시에 있어서 

입력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 주제분석 

디소러스에 의한 주제분석을 근간으로 하는 INIS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헌의 주제분석이라 할 수 있다. 효율 인 주제분

석을 해서는 입력 상 문헌의 주제배경도 필요함은 물론이며 디소러스에 들어

있는 디스크립터로 주제를 표 하는 테크닉도 필수 이다.  

INIS의 주제분석 련 tag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제범  선정, 

indexing 작업, 록작성의 3단계로 별된다. 이외의 주제분석작업으로는 문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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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INIS 주제분석 tag 목록

             
  1) 주제범  선정 

2001년부터 INIS는 ETDE의 주제분류를 통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제범 는 

   tag      주제 데이터 요소 

   008   주제범   문헌지시자 (subject categories, data flagging)

   620   서명보충 (title augmentation)

   800

   811

  디스크립터 (descriptors) 

  추가 디스크립터 (proposed descriptors)

   860   록 (abs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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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크게 6개의 Main Categories와 21개의 Sub categories로 분류

된다. 

     ⇒ Basic Scope Issues: Nuclear Safety, Nuclear Power and           

        Research Reactors, Nuclear Technology/Non-Power Applications,

        Nuclea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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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ological Aspects in Nuclear Context,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 of Non-nuclear Energy

하나의 문헌에 최소한 1개 이상 최  3개 이하의 주제범 를 선정해야한다. 

단, 2개 이상의 주제범  선정시 동일 계층구조에 속하는 주제범 나 하부주제범

의 선정은 피해야 하며, 각 주제범 에 정의된 스코 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2003년 국내입력문헌의 주제범  선정 개수는 문헌당 략 1.5개 수 이며, INIS 

체입력문헌의 경우는 1.4개 수 이다.  2003년도 INIS에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주제분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2003년도 입력한 INIS 데이터베이스 주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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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크립터 선정 

디스크립터 선정작업의 목 은 보다 효과 인 검색을 해서이다. 따라서 색인

작업은 문헌의 'concepts'를 좀 더 자세하게 표 하는 것으로, 색인자는 자신이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디스크립터를 선정해야한다. 다른 모든 주제분석도 마찬가

지로 계속 인 실습과 주제  배경을 넓 가는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원자력분야의 과학ㆍ기술 발 에 보조를 맞추어 갱신하는 것이 디소러스 개발

의 목 이므로, 입력과정  문헌의 'concepts'을 표 하는 디스크립터가 디소러

스에 부재인 경우 입력자가 디스크립터를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신규 디스크립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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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구조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디스크립터의 선정 개수는 국내의 경우 문헌당 략 8개 수 이며, INIS 체 

입력문헌의 평균 개수는 9개 정도이다. 

 

3) 록 작성

입력할 문헌에 문의 자 록이 있는 경우는 문헌의 내용을 자가 가장 잘 

표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거의 부분이 수정없이 자 록을 입력하게 되나, 

록자체가 없거나 문 록이 없는 경우는 록을 작성하여 입력하게 된다. 

INIS에서는 자 록과 제3자 록을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다. 

록을 작성할 때는 연구 주제, 연구목   범 , 실험방법, 결과, 결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록 작성은 주제배경  문번역 실력이 필수인 작업으로 매

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 출 시 정보의 국제  교류  배포의 

목 을 해서도 표 화된 서지형식의 용이 실하다.  

컴퓨터 기록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1999년 록의 길이를 최장 문 6,000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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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이면 본문을 록으로 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록의 길이 확장과 

더불어 코드의 길이도 9,000자에서 32,000자로 증가하 다. 

<표 9>는 INIS 국내 입력문헌의 록작성 비율을 나타내는데, 최근에 부분 

자가 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입력자가 직  록을 작성하여 입력한 자료의 

비율을 보면 체 문헌수 비 약 1% 이하의 극히 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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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부  결과 수   

이상과 같이 주제분석까지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된 데이터를 INI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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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재는 e-mail이 가장 리 쓰이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

해야 하는 비시  문헌의 경우는 문헌과 데이터를 담은 디스켓을 우편으로 송부

하고, 나머지는 e-mail로 송부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Time lag을 이기 해 가능한 한 자주 데이터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2004년에는 10번에 걸쳐 송부하 다. 

INIS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에서 보내오는 비시 문헌을  CD-ROM으로 제작하

여 매하고 있다. 비시 문헌의 CD-ROM제작에 맞추어, 사무국에서는 회원국

의 비시 문헌 송부시 원문헌을 PDF 일 형태의 자 일로 송부하고 있다. 송

부된 데이터를 INI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후, 사무국에서는 에러체크, 임시 코

<표 9> INIS 국내 입력문헌의 초록작성 비율  

  년 도   입력문헌수  록작성 문헌수    비 율 (%)

   2000      1,400        40       3 %

2001      2,075        46       2 %

2002      3,065 35 1 %

2003      3,090 11       1 %

2004      3,137 18       1 %

총     12,755        15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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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번호와 INIS 코드번호의 매치, 등재된 코드 수, Indexing 련 통계를 보내 

온다.

제 3   정보서비스 활동  

2004년 INIS 데이터베이스는 체 코드 수가 250만건을 넘어섰으며, 매년 약 

90,000건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INIS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한 입력과 

더불어 INIS의 가장 요한 과제이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정도는 INIS 사무국, 

National Center, 이용자의 심정도, 주변환경 등에 달려 있다. 특히 INIS 출력

물을 활용한 정보서비스를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National Center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산환경도 매우 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이용자의 다양

한 산환경을 고려하여 INIS출력물들을 하게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1. INIS CD-ROM 데이터베이스 활용 

INIS사무국에서 INIS 데이터베이스를 월단 로 CD-ROM CD를 제작하여 배

포  매하게 됨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이를 입수하여 CD-Net을 통하여 활용

하 다.(<그림 5> INIS CD-ROM 데이터베이스 검색화면 참조). 

 INIS CD-ROM을 필요로 하는 기 은 각 기 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우리 연

구소는 INIS에서 CD-ROM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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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도별 DB 선택화면      

                       

② 탐색화면  체 코드출력화면

 

               <그림 5> INIS CD-ROM 데이터베이스 검색화면

2. INIS 온라인 검색서비스

 

CD-ROM 데이터베이스와는 별도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INIS 호스트에 직  

연결하여 INI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서비스가 있다. 

이 온라인 검색서비스는 실시 기에는 INI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 데

이타량과 원자력 분야의 문 인 데이터베이스라는 에서 이용자들의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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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지만, 종 에는 INIS CD-ROM 데이터베이스로 체되고 있는 실정이 다. 

1998년 10월 INIS 사무국에서는 기존의 INIS 온라인 검색시스템을 인터넷을 통

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BASIS기반 하에 WEB 버 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 다. 

(< 그림 6> INIS 인터넷 검색 화면 참조) 국내 INIS 인테넷 검색이용료는 일년

간 구독하면 검색회수나 시간에 계없이 정액제로서 <표 10>과 같다.  변경된 

사항으로는 연락 회의의 의결사항에 따라 Academic 기 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① INIS 기화면

② 탐색식 입력 Main 화면 

☞

          <그림 6> INIS 비엔나 본부 인터넷 검색 화면

2002년 부터는 INIS 사무국에서 id 근방식이 아닌 site license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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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리 연구소는 IP 범 를 통한 근방식으로 소내에서는 INIS Online DB

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10>  INIS DB 인터넷 검색 이용료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검색서비스는, CD-ROM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에 필

요한 CD-NET용 장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CD-ROM 데이터베이스가 월별로 

갱신되는 반면 온라인은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국내 INIS2 site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상된다.

3. INIS SDI 서비스

INIS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에서 송부하는 최신 데이터들을 매주 단 로  모아 

ATOMINDEX라는 이름으로 2회분씩 CD-ROM으로 제작하여 회원국에 배포하

고 있다. ATOMINDEX는 2004년도 (V.35)에는 44회 (no.44)배포를 하 다. 1년

간 신규데이터가 약 70,000 - 100,000건 정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최신의 INIS데이터를 입수하여, INIS S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IS SDI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심분야를 키워드로 표 하여 개인

별 검색 로 일를 구성한 후, 신규데이터 입수시 정기 으로 로 일과 데이

터 일을 매치시켜 이용자별 검색결과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79년 SDI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의 산 

  이용자 형태  연간비용(US$)      비   고 

    개  인       400

  단 

  체

 학교       무료 기존 $ 400

 기업체      2,000

 연구소 

      800  직원수 500명 이하

    1,600  직원수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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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서비스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INIS사무국

의 데이터 송부형태도 마그네틱 테이 에서 1997년부터 CD-ROM으로, 이용자 

SDI 신청방식도 페이퍼에서 WEB으로, 이용자에 한 검색결과물 제공 형태도 

페이퍼, 디스켓, FTP 송, e-mail로 개선되었다.  

SDI 서비스 신청은 자도서  홈페이지(소내: http://nuclis21.kaeri.re.kr, 소외: 

http://kornis21.kaeri.re.kr)의 최신정보제공 서비스 화면에서 이용자가 직  원하

는 자신의 심분야를 키워드로 입력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용자는 Web을 통해 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그림 

7> INIS SDI  화면 참조. ) 2004년에도 이용자 서비스 확 를 한 홍보를 하

으며, 이용 황은 <표 11>에 나와 있다. INIS SDI 서비스 이용자 수가 2004년에

는 총  28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7> INIS SD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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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명 이용자 수 로화일 수

한국원자력연구소 46 166

과학기술부                1 2  

식품의약품안 청 1 5

원자력안 기술원          16 59

원자력환경기술원         2 5 

한 원자력연료(주)      2 3

한국 력기술(주) 8 29

한국 력공사 1 1

한국 공업(주) 1 5

한국국방연구원 1 5

한국기계연구원            2 10

한국색채연구원 1 1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 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 1 

한국자원연구소      2 10

한국 력연구원 1 3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1 1

삼성서울병원 1 1

한국수력원자력(주) 1 7

한 기공(주) 1 4

삼성SDS 1 3

삼창기업 1 4

론티어정공     1 5

건설         2 2

동아건설                1 1

애경산업                 2 10 

(주)링크소 트 1 2

KRIA(한국인터넷 의회) 1 3

동양텔 콤 1 1

< 표 11 > INIS SDI 서비스기 별 이용자  로화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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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IS 원문헌(Full-text) 제공 서비스

INI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문헌  연구보고서 등과 같이 일반 상업 인 경

로로는 입수할 수 없는 비시 자료에 한 원문을 CD-ROM으로 제작하여 매

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이들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용자가 INI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회원국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의 원

문이 필요한 경우, 마이크로피쉬나 CD-ROM 형태로 된 원문헌을 국내 이용자는 

이용가능하다. 한 잡지나 단행본의 원문헌이 필요한 경우 소장여부를 확인하여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시 자료는 구입을 통하여 원문헌을 확보하며, 

비시 자료(INIS Non-conventional Literature)는 마이크로피쉬나 CD-ROM으로 

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피쉬를 하드카피로 복사하여 제공하고 있

다. 비시 자료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타국의 INIS 입력센터나 혹은 

INIS 사무국의  clearinghouse나 서지정보를 입력한 national center로 연락하여 

필요로 하는 원문헌을 입수할 수 있다. 

INIS 사무국에서는 1996년까지는 마이크로피쉬로만 제작하다가 1997년 

(ATOMINDEX V. 28) 반 입력된 비시 문헌의 문(full-text)을 자이미지

화 하여 CD-ROM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NCL 이용화면 참

조)  각 CD-ROM은 약 12,000 페이지를 수록하며 해상도 300 dpi이며, 가격은 

마이크로피쉬 가격의 1/4로 매우 렴하다.  INI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비시

문헌의 경우 원문헌 입수처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식 인 원문헌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 우리 나라에서 입력한 문헌정보에 한 원문을 다른 나라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2004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입력량 증가로 국내 입력분에 한 원

문요청이 격히 증가하여 년 41회에 이르 으며, 해당 요청사항을 국제 력의 

차원에서 최 한 범 까지 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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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CL 이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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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INIS2 Site 운

2000년 INIS 연락 회의에서 비엔나 본부의 인터넷 폭증으로 인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하여 몇군데 IAEA/INIS DB Mirror Site 지역설치에 한 토의가 있은

지 3년만인 2003년에 마침내 INIS2 Site가 국내에 국축되어 시범서비스가 제공되

기 시작하 다. 2004년은 INIS2 Site의 공식 오 식을 거행하여 국내외 INIS 이

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 다. 특히 2004년 9월 5일부터 9

월 12일까지 랑스 Saclay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Strategies, Information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회의에 천 춘 선임기술원이 참가하여 “Reginal acces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rough the INIS2 site in Korea"란 제목으로 9

월 9일 발표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 (참조 부록 2)

1. INIS2 DB Host Site 오 식

 가. INIS2 DB2 Host Site 추진 경과

1998년부터 IAEA INIS 사무국에서 INIS DB 웹검색을 제공하 으나 이용자 

증에 따른 검색속도 하로 인하여 제28차 INIS 연락 회의(2000)에서 본부인 

비엔나 Site외 Mirror Site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여, 2000년 12월 이지호 선

임기술원이 설치에 한 기 조사를 IAEA 사무국 직원과 의하고 아국의 INIS 

연락 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 고 다음 회의인 

제29차 INIS 연락 회의(2001)에서 아국이 INIS DB Mirror Site 지역 유치에 

한 의사 표명을 하 고 회의 결과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결하 다. 한 2002년 

제30차 INIS 연락 회의에서 INIS 사무국의 Mirror Site에서 Host Site로 변경을 

요구하 고 이를 수용하여 INIS Host site 설치에 필요한 정보 문가(유안나 선

임기술원, BASIS 한국내 공 업체인 포도소 트웨어 김용각 차장)가 IAEA/INIS 

사무국을 방문하여 설치  운 에 한 교육을 이수하 다. INIS DB Host Site

용 서버를 구입하고 INIS데이터로 INIS2(www.inis2.com) 홈페이지 구축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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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테스트를 하 다. 2003년 4월부터 INIS2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INIS DB 시범 

서비스 제공하 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학/ 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부쓰를 운

하는 장 홍보, 연구소를 방문한 국내외 원자력 련자들을 상으로 하는 홍

보, 언론기 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극 으로 INIS2를 알리는데 주력하

다. 

 나. INIS2 DB Host Site 오 식

오 식 행사를 하여 원자력 련자  과학기술정보 련자들에게 청장을 

발송하 고 한 <그림 9-14>와 같이 오 식 행사 수막을 설치하 다. 연수원

의 조로 RCA 회의 참가자들 30명과 <그림 15>와 같이 행사를 거행하 다. 

<부록 3> 참조

 

<그림 9> INIS2 DB Host Site 오 식 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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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NIS2 DB Host Site 오 식 축사 장면

<그림 11> INIS2 DB Host Site 오 식 격려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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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NIS2 DB Host Site 오 식 경과보고 장면

<그림 13> INIS2 DB Host Site 오 식 시스템 시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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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INIS2 DB Host Site 오 식 개회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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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일시: 2004. 6. 17 (목) 12시 - 13시 30분  

   - 장소:  1부 한국원자력연구소 본  2층 계단식세미나실

            2부 한국원자력연구소 본  2층 빈  

□ 식순( 어로 진행)

                                        사회: 김경표 책임연구원

   - 개회사   ......................................................... 사회자

   - 경과보고 ......................................................... 이지호 책임기술원

   - 축사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일  단장

   - 격려사   ......................................................... 과학기술부 김진경 RCA국장

   - 시스템 시연 ................................................... 천 춘 선임기술원

□ 참석자(약 70명)

   - 과학기술부 김진경 RCA국장  INIS 계자

   - 원자력 련 산∙학∙연 종사자(INIS사용 계자 포함)

   - RCA 회의 참가자 30명 

   - 연구소 국일  단장  주요 간부 

   - 연구소원

   - 과학기술정보 리 의회 회원

   - 지역 문도서   학도서  직원

<그림 15> INIS2 DB Host Site 오 식 개요

INIS2 DB Host Site 오 식 련 기사가 소내 홍보지인 “원우”를 비롯해 일간

지에 게재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 리 의회의 기 지인 ‘STIMA BULLETIN"

에도 게재 되었다. 원자력 련기   학회에 공문을 발송하 으며, 원자력지

식 문국을 통한 자 홍보도 병행하 다. 특히 IAEA INIS 홈페이지에 련 

기사가 게재되어 INIS회원들이 이를 보고 격려 메일과 이용에 한 문의가 많

았다. 참고로 <그림 16-17>은 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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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IAEA/INIS 홈페이지 Host Site 오 식 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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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IAEA/INIS 홈페이지 Host Site 오 식 련 기사 내용

2. INIS2 시스템 운

 가.  INIS2 서버 운

     INIS2 site 운 에 있어서 가장 요한 은 본부와 동일한 데이터를 제

공한다는 에 있다.  이를 해 INIS2 시스템은 비엔나본부로부터 데이터를 주

단 로 제공받아 데이터를 갱신하는 작업(2004년 50회 작업)을 하 다. 갱신방법

IAEA/INIS Database Host Site 
opened in the Republic of 
Korea 

A message from the Host Institute:  
The IAEA/INIS DB Host Site was officially opened in 
Korea on 17 June 2004.

Easy and quick access to IAEA's nuclear-related information is now also 
available through INIS2(www.inis2.com) site that was recently opened at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based INIS2 offers a better 
internet server environment thus enables the users to access mor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the INIS database. It is noted that access to INIS database from 
Asia and the Pacific region has been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heavy-load 
of hits to IAEA-based INIS site. The INIS2 is a regional portal site of 
IAEA/INIS database that is being operated independently of IAEA-based site.
The IAEA-based INIS database has been operating since 1970 and now covers 
more than 2.3 million technical papers, reports and books pertaining not only to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also general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to the already reserved information, INIS also can annually 
accommodate more than eighty thousands new information produced throughout 
the world. INIS is recognized as a thriving treasure-island of nuclear-related 
information and the number of users is ever-increasing. The full INIS DB 
launched on the internet, under a modern web-based user-friendly retrieval 
software since 1998. However, because of the heavy traffic in the INIS 
information network, a lot of users face difficulties to retrieve necessary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Korea's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elps solving this limitation. It is particularly so for 
most of Asian users who are geographically afar from the Vienna-based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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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부데이터의 변동이 생길 때 마다 본부 서버의 정해진 경로에 데이터를 올

려주고 이 사항을 email로 한국센터에 통보해 다.  한국에서는 email 통보를 받

고 해당경로에서 ftp 방식으로 갱신 일을 가져와 INIS2 서버로 올린 후 데이터 

갱신작업을 실시하 다.  

나. 이용자 리

INIS2 이용자 리는 Web상의 리자 모드에서 이루어졌으며, id 방식과 

ip(site license)방식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2003년 4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련분야를 조사하여 이용가능성이 있는 기 을 악

한 후 시범서비스 이용신청공문을 발송하 으며 <표 12>와 같이 국내 36개 기

과 국외 8개국이 시범서비스를 신청하 다. 국외 신청기 은 인도, 이란, 필리

핀,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 호주, 과테말라 등이다.

다. Site 속 통계

   INIS2 DB Site 월별 속 통계는 <표 13>과 같다. 2003년에 비하여 속 

횟수가 다소 어 들었다. INIS DB는 원문을 검색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들의 이

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INIS사무국에서 신속히 원문을 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이용이 늘어 날 것으로 상된다.

<표 13> INIS2 DB 월별 속 횟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3 96 56 1,020 804 127 698 599 719 537 160 311 55 5,182

2004 141 88 69 120 184 836 185 343 184 392 154 131 2,827

<표 12 > INIS2 시범서비스 이용자 신청 황

국      내  

국  외
  학

연구기   

기업체
개  인

17 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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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IS2 DB Host Site 홍보활동

가. 장홍보

 2003년 INIS2 site 시범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이를 극 홍보하고자 2004

년에도 련분야 학회  시회에 2회 참가하 으며, 국제회의에도 INIS2 

site에 한 발표를 하 다.  각 시회, 학회  회의 참가 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 장홍보활동 황

     회     명 일  시 장  소 비    고

제 18차 KAIF/KNS 연차 회 4.25 - 27 서울 장 시 참가

 ‘04 한방사선방어학회/한국방사성

폐기물학회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11.9 - 11 제주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9.7 - 10 리 발표 참가

  

 활동과 련하여, 동 상 홍보물, 발표자료, 넬, 수막, 기념품 등을 제작

하여 활용하 으며, 원자력지식 리 국제회의에서 ‘Regional Acces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rough the INIS2 site in Korea'란 제목으로 천 춘 선임기

술원이 발표하 다.  

나. 언론홍보

  한 신문  학/ 회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개하

다.   연합뉴스, 자신문, 내외경제, 덕넷, 디지털타임스, 도서 문화, STIMA 

Bulletin에 게재되었으며 <그림 18>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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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042-868-8063

     한국원자력연구소                   Fax:042-868-8043
▄▄▄▄▄▄▄▄▄▄▄▄▄▄▄▄▄▄▄▄▄▄▄▄▄▄▄

IAEA/INIS DB 지역호스트 서비스 공식 Open

-국제원자력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張仁 )는 2003년 4월 IAEA/INIS DB의 아시

아지역 호스트 Site를 IAEA 본부와 동일하게 한국내에 구축하여 시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04년 6월 17일에 공식 서비스를 개시하 다.

  IAEA/INIS DB는 세계 각 국에서 생산되는 연간 평균 8만건의 원자

력 련 연구기술정보가 추가되며, 1970년 이후부터 재까지 28만여건

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국제 인 원자력정보검색시스템이다.  

  정보수록 분야로는 공학, 에 지,  생명과학, 원자, 분자물리학, 일반물

리학, 핵 물리학, 동 원소, 화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형태는 

서지사항  록형태이다.

  한국내 INIS DB Site(www.inis2.com)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와 

동일하게 호스트 site를 구축하여 국내  아시아지역 이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국제원자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원자력정보이용의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망된다.

 

<그림 18> IAEA/INIS 홈페이지 Host Site 오 식 련 보도 자료

* 문의처 :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과 (042-868-2195)
            한국원자력연구소 홍보실 (042-868-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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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사항

   IAEA/INIS2 DB Host Site 운 과 련 추진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 다

o 2005년도 부터 INIS2 DB Site 유료화로 운

o INIS DB 원문(full text) 근할 수 있도록 DB 구축  서비스  

o 이용자 리  계속  운 (유지, 보수 등)

o 이용 활성화를 한 지속 인 홍보 활동 강화  이용자 세미나 개최

o ANENT(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로젝트

에 지속 인 력



- 235 -

 결          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지식정보

콘텐츠의 확보  이용은 국가 생존경쟁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DB 의 하나인 INIS는 원자력 련연구개발에 있어 정보의 조사  

황 악에 필수 으로 이용되고 있다. 년에는 INIS2 DB Host Site 공식 오

식을 거행함에 따라 본격 인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2004년도 

INIS 입력량 세계 6  유지  INIS 홍보활동을 강화하 다. 2004년도 주요활동

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원자력분야의 발 으로 인한 INIS 입력 상문헌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회의자료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년과 같이 외부 INIS 주제 문

가를 활용하여 INIS 입력량을 유지하고 있다. 년도 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입력순  6 를 유지하 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 인 노력과 산 확보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  수 (원 기수 기  세계 7 )에 걸맞는 입력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한 원자력 강국으로서 INIS 련 국제

활동에 극 참여하여 INIS에 한 주도 인 역할을 우리 나라가 담당하려고 한

다. 

둘째, INIS2 DB Host site 공식 오 식을 RCA회원국 참가자들과 함께 거행함

에 따라 정상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INIS 홈페이지에 소개함에 따라 

INIS회원국이 많은 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내년에는 INIS사무국과 동일한 형

태인 유료로 서비스됨에 따라 더욱 더 이용자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 하여 이용

의 펀리성을 둘 수 있도록 로그램 수정 등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INIS2 site의 보다 많은 활용을 도모하고자 홍보활동에 극 으로 하

다.  2회의 장홍보  발표, 신문  학/ 회지 안내를 통하여 극 인 홍보활

동을 개하 다. 그 결과 INIS2 시범서비스 신청 황은 2003년 국내 23개 기 , 

국외 2개국에서 2004년 국내 36개 기 , 국외 8개국으로 늘어 났다. 향후 국내/외 

이용자에게 INIS2 DB를 리 알려 국제원자력 정보 확산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

야의 연구생산성을 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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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INIS Scanning 정기간행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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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명                               출 사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한화학회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Korean Astronomic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한화학회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한국원자력학회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The Korean Physic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한국해양학회

Korean Journal of The Atmospheric Sciences     Korean Astronom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The Kore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The Korean Chem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          The Korean Society of Ko-

 macology                                       rean Physiolog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Radiology                      The Korean Radiological 

                                                  Society

KSME International Journal                      한기계학회

Metals and Materials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The Korean Superconductivity  

                                                   Society

Publication of the Korean Astronomical          Korean Astronomical 

society

 Society    
고무기술                                             한국고무학회 

공학교육과 기술                                 한국공학기술학회

기계기술                                        기술정보

기계와 재료                                     한국기계연구원

기계                                         한기계학회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기술 신학회지                                  한국기술 신학회

한 속.재료학회지                             한 속학회

한 속학회회보                                한 속학회

한기계학회논문집A                               한기계학회

한기계학회논문집B                              한기계학회

한방사선기술학회지                            한방사선기술학회

한방사선종양학회지                            한방사선종양학회

한방사선의학회지                              한방사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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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                          한치료방사선과학회

한핵의학회지                                  한핵의학회

동 원소회보                                    한국방사성동 원소 회

물리교육                                        한국물리학회

물리학과 첨단기술                               한국물리학회

발명특허                                        한국발명진흥회

방사선방어학회지                                한방사선방어학회

분석과학                                        한국분석화학회

새물리                                          한국물리학회

소음ㆍ진동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에 지 리                                      에 지 리공단

에 지공학                                      한국에 지공학회

엘라스토마                                      한국고무학회

요업학회지                                      한국요업학회

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응용물리                                        한국물리학회

자동화기술                                      첨단

재료마당                                        한재료 속학회

기기술                                        첨단 기기술

기학회논문지                                  한 기학회

자공학회지                                    한 자공학회

자과학                                        자과학사

자기술                                        첨단

정보 리학회지                                  한국정보 리학회

정보처리논문지                                  한국정보처리학회

제어계측                                              자동제어계측사
도와 온공학                                    한국 도 온공학회

한국결정성장학회지                              한국결정성장학회

한국기상학회지                                  한국기상학회

한국박용기 학회지                              한국박용기 학회

한국부식학회지                                  한국부식학회

한국어업기술학회지                              한국어업기술학회

한국육종학회지                                  한국육종학회

한국폐기물학회지                                한국폐기물학회

한국항해학회지                                  한국항해학회

한국해양학회지 바다                             한국해양학회

해양안 학회지                                  해양안 학회  

NICE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공학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교육                                        한화학회

화학세계                                        한화학회

화학장치                                        화학공업조사회

환경생물                                        한국환경생물학회

RIST연구논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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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Regional Acces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rough 

the INIS2 site in Korea"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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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IAEA/INIS DB Hosting site in Korea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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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지식정보 Contents 구축

                                 연  구  실  명 : 지식경 담당

                                    단 과제책임자 : 유 재 복

   연    구    원 : 장 수 동

      황 인 아

      고  철

      오 정 훈

                                                     이 지 호

                                                     김 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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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 지식정보 Contents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지식경 을 성공 으로 도입 운 하기 해서는, 그 조직의 특정과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식경 의 하드웨어 인 요소와 소 트웨어 인 요소를 

설계하고 운 하는 것이 요하다. 이는 지식경 이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닌 조직 반에 걸친 경 상의 신 인 큰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소 지식경 의 기본 인 토 이자 지식교류

의 장이 될 지식경 시스템을 구축하 고, 조직의 구성원들의 지식경  마인

드 제고는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극 이고 자발 으로 지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모든 측면에서의 기반을 조성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가. 지식경 시스템 구축

  연구소 포탈시스템 내 지식경 시스템을 통합시키고 지식활동을 한 여

러 가지 포틀릿을 개발 완료함으로써 소원들이 지식경 시스템에 쉽게 근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연락, KMS, 

자도서 , 연구소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일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주)K*Cube의 지식경 시스템 패키지인 KMS-R3을 우리 연구소 환

경에 맞도록 커스트마이징 개발을 완료하 다. 

  나. 지식경  추진 황

  경 신의 일환인 지식경 이 연구소에서 성공 으로 도입 운 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 이고 극 인 참여가 요

하다. 이를 해서는 지식경  환경에 부합되는 조직문화의 조성이 선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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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식경  담부서에서는 특히 조직 구성원들의 지

식경 에 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해 많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식경  담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수행한 주요 활동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지식경  마인드 제고 측면 

       - 지식경  마스터 랜 수립  공표(10.6)

       - 지식경  마인드 제고 홍보물(동 상) 제작  BBS 게시          

        (9.9-10.4)

       - 지식경 선포식 개최(11.1)

       - 지식경 /지식경 시스템 설명회(11.1-3)

       - 지식경 /지식경 시스템 리 렛 제작  배포(11.1)

       - 지식경  토론회 개최(11.23)

       - 지식경  시범부서(Leading Group) 선정  운 (11.22-12.31)

       - 시범부서 지식마스터 워크샵 개최(12.23)

       - “1인 1지식 등록 캠페인” 실시(12.16-12.22)

       - CoP 개설  운  지원(11.1-12.31)

    2) 지식 컨텐츠 측면

       - 소차원 지식맵 재설계

       - 소차원 지식유형 재설계  재정의

    3) 지식마스터  제도 측면

       - [지식경 담당] 부서 신설(8.16)  인사발령(8.17)

       - 지식마스터(189명) 장 수여

       - 지식경  운 요령 신설  공포 

    4) 시스템 측면

       - 지식경  본격 실시에 따른 시스템 환경설정

       - 시스템 오류 수정  기능 개선

    5) 지식활동 주요 황      

       - 지식 등록신청  등록 건수 : 등록신청(439건), 등록(326건)

       - 지식유형별 등록신청 건수 : 연구/업무노하우(153건, 35%),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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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안내(83건, 19%), 교육자료/교재(66건, 15%), 기타(137건,       

     31%)

       - CoP 개설 건수 : 부서별/주제별 CoP(36개), 동호회별 CoP (12개)

Ⅳ.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우리 연구소는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지식경  컨설 을 수행

하 고, 그 결과를 토 로 년도 상반기에는 소차원의 지식경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지식경 을 운 할 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식경 을 본격 

추진하기 한 모든 비가 완료됨에 따라, 2004년 11월 1일 인 ‘지식

경  선포식’을 갖고 본격 인 지식경 체제에 돌입하 다. 

  특히 담부서에서는 지식경 에 한 연구소원들의 마인드 제고가 시

하다고 인식하고 다양한 변화 리 로그램을 용 실시하 을 뿐만 아니라 

련 규정을 신설하고, 지식마스터를 하 으며, 지식맵과 지식유형을 재

설계하는 등 연구소에서의 지식경  실시에 따른 사실상의 모든 조치를 마

무리하 다.

  재 우리 연구소에서의 지식경 은 시행 기단계로서, 2005년과 2006년 

2년간에 걸쳐 이를 소차원으로 확산시킨 후 2007년부터 정상 인 괘도에 

진입시켜 소원들의 인사평가와 승격에도 반 시킬 정으로 있다.

  우리 연구소에서의 성공 인 지식경 은 아마도 연구소 장기 비 인 ‘21

세기 한국의 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성공 인 목표달

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재 지식경  도입을 고

려하고 있는 다른 연구기 이나 기업체에도 상당히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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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Construction on knowledge Contents in the Nuclear Science & 

Technology Field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successfully introduce knowledge management, it is important that 

we design all aspects of software factors as well as hardware factors on 

knowledge management as considering the feature and the culture in its 

organization. That is because knowledge management(KM) is a big 

innovative transition in the view of management rather than introduction 

of a merely new system.

  So, in this study, we have prepared the foundation in all aspects 

including construction 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KMS) and 

enhancement of the mind of KAERI's members on KM.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Construction 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We integrated all unit systems of KMS in our portal system and 

developed various portlets so that our members can easily access the 

system. In addition, we provided the combined searching function for the 

duty communication, the KMS, the Electronic Library and KAERI's 

homepage and customized KMS-R3 package of K*Cube to exactly 

correspond to our environment.

  2. Results of Performing Knowledge Management 

  To successfully achieve knowledge management in our research 

institute, it is important that our members take part in it volunt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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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sitively. For this, first of all, we have to make our 

organization's culture in accord with knowledge management 

environment. Therefore, we have done our best to enhance mind of our 

members on knowledge management. Our records of performance this 

year are as follows :

    1) aspect of members' mind on KM

       - establishment of KM master plan(10.6)

       - production of materials for KM public relations(9.9-10.4)

       - opening the ceremony for KM proclamation(11.1)

       -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 leaflet about our KM &         

         KMS(11.1)

       - opening KAERI's open forum for activating KM(11.23)

       - selection and management of KM leading group(11.22-12.31)

       - opening workshop with masters of KM leading groups(12.23)

       - opening campaign for "registration 1 knowledge per 1 member"   

         (12.16-12.22)

       - supporting to open and use of CoP(Community of Practice)      

        (11.1-12.31)

    2) aspect of knowledge contents

       - re-design of knowledge map

       - re-design and re-definition of knowledge type

    3) aspect of Knowledge Master and rule

       - establishment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 for KM(8.16) and 

         personnel changes(8.17)

       - awarding letters of appointment to Knowledge Masters(11.1)

       - establishing of rules for KM in KAERI

    4) aspect of KMS

       - setting KMS environment in accord with our KM

       - revision and improvement of errors and function on KMS

    5) main status quo of knowledge activity in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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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mber of knowledge : offer - 437 items, registration 

       - 326 items

       - number of offering knowledge by type : know-how(153 items,   

        35%), 

         tendency/news/guide(83 items, 19%), educational materials(66     

      items, 15%), the others(137 items, 31%)

       - number of CoP : meeting by duty/subject(36 items), lover's     

        society (12 items)

Ⅳ. Results of Projec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KAERI performed KM consulting for 3 months from september last 

year, constructed our KMS on the base of the results and established the 

responsible department for KM this year. According to finishing all 

preparation for knowledge management in KAERI, we opened large-scale 

KM's proclamation ceremony on November 1 2004.

  Especially, the responsible department introduced various programs for 

managing changes to enhance our members' mind about KM, established 

new rules relating to KM, appointed Knowledge Masters and re-designed 

knowledge map and types.

  We are going to diffus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to our all members in KAERI for 2 years(2005-2006) and 

apply to personnel evaluation and promotion of our members from 2007. 

  The successful knowledge management in KAERI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successfully achieving the goal and mid/long-term vision 

and mission of KAERI: 'KAERI, representing the latent power and hope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applied 

and utilized usefully to other specialized organizations as well as general 

enterprises who want to adopt knowle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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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지식이 국가나 조직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강조되어 온 것은 최근의 일만

은 아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고 표 한 

Peter F. Drucker 역시, “ 통 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효용가치

는 더 이상 그 한계에 이르 으며 앞으로는 지식만이 유일한 요한 생산요

소이다”라고 하면서 지식의 요성과 지식사회의 도래를 강조하 다. 지식이

야말로 국가나 조직의 성장에 있어서 유일한 잠재 인 핵심 자원이라는 것

이다. 

  이처럼 지식이 조직의 가장 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조직 내에서 이

를 효과 으로 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속히 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 인 경쟁 우 를 획득하기 해 지식경 을 도입하기 시작하

고, 1990년  반부터 서구 선진국들을 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식경

이 1997년 후반기를 기 으로 한국의 기업들 사이에서도 속하게 확산되

고 있다.

  우리 연구소 한 2003년 9월에 지식경 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식

경  선진사례 조사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소 지식활동 황을 

분석하 고, 최고경 진과 실무자로 구성된 지식경 추진 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제반 제도  방안을 설계하도록 하 으며, 보다 효과 인 지식

경 체계 구축을 해서 지식경  문 컨설 업체인 (주)날리지큐 와 공동

으로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조직 내에서 지식경 을 성공 으로 도입하기 해서는 구성원들이 보

유한 지식을 축 하고 공유할 기본 인 토 인 지식경 시스템 구축은 물

론이고, 구성원들이 극 이고 자발 으로 지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소차원의 지속 이고 체계 인 변화 리 로그램이 으로 

필요하다. 지식경 은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의 도입이 아닌 조직 반에 

걸친 경 상의 신 인 큰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 인 지식경

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경 에 합한 지식경 시스템 구축은 물론 

조직 차원의 경 신을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변화 리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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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소 지식경 의 기본 인 토 이자 지식교

류의 장이 될 지식경 시스템을 구축하 고, 조직의 구성원들의 지식경  마

인드 제고는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극 이고 자발 으로 지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모든 측면에서의 기반을 조성하 다. 

  이를 토 로 2004년 11월 1일부터 본격 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차원의 

지식경 을 통해 구성원들의 축 된 지식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함으로

써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연구소의 자산 가치와 연구경쟁력 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게다가 지식경 을 성공 으로 수행할 경우 이는 

우리 연구소의 ‘2010년 원자력 G5 진입’  ‘2020년 세계3  원자력 랫폼 

구축’ 비 의 주춧돌로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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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식경 시스템 구축

제1  시스템 구축 개요 

  우리 연구소 포탈 시스템(http://kportal21.kaeri.re.kr) 내 지식경 시스템

(지식마당, 커뮤니티)을 통합시키고 지식활동을 한 여러 가지 포틀릿을 개

발 완료함으로써 소원들이 지식경 시스템(이하, KMS)에 쉽게 근할 수 있

도록 하 다. 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연락, KMS, 자도서

, 연구소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일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우리 연구소 지식경 시스템 개발업체인 (주)날리지큐 (이하, K*Cube)사의 

KMS-R3 패키지를 우리 연구소 환경에 맞도록 커스트마이징 개발을 완료하

다. 

  가. 구  내용

     1) 연구소 환경에 알맞도록 K*Cube KMS R3 S/W 설치

     2) 오라클 포탈에 SSO(Single Sign On) 통합 작업

     3) 오라클 포탈 포틀릿 개발 작업

     4) 통합검색(업무연락, KMS, 자도서 , 연구소홈페이지) 용

     5) K*Cube KMS 시스템과 연계한 지식등록 모듈 제공

     6) MIS 시스템과 조직정보 연동 모듈 개발

 

  나. 개발기간 : 2004년 2월 20일 ~ 2004년 8월 31일

  다. 소 트웨어 구성

 구  분 내  용

- WAS Server Oracle 10G AS

- KMS Server K*Cube KMS R3.06

- Database Oralce 10G

- OS SUN OD 5.8

- Protocol TCP/IP

<표 1> 연구소 포탈 시스템 소 트웨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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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소 포탈 시스템 소 트웨어 구성도

  라.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2> 연구소 포탈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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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발 일정

  

개 발 일 정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 트웨어 설치/환경분석

KMS 구축
(포틀릿 개발, SSO)

통합검색

Test Open

포탈시스템과 연동

리자 교육

테스트에 한 수정

<표 2> 연구소 포탈 시스템 개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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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1.  시스템 특징  장

    

구   분 주요 특징

포탈시스템
o 오라클 SSO(Single Sign On) 통합

o 지식마당/ 커뮤니티 포틀릿 그룹 제공

지식 리시스템

o 다차원 지식맵에 의한 체계 인 지식 리 체계

o 신청, 승인, 폐기까지의 지식 리 로세스

o 평가  마일리지 체계 리  모니터링

o 커뮤니티, 게시 지식, 업무질의, 개인맞춤지식, 설문,

  토론방 등 부가기능

통합검색

o 지식, Q&A, CoP에 한 통합검색

o 업무연락, 지식 리시스템, 자도서 , 연구소 홈페이  

지 검색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합

o 결과 내 검색/하이라이트 기능

o 세부 상세 검색 기능 

   <표 3> 연구소 포탈 시스템 특징  장

<그림 3> 지식은행 Life Cycle

등록이전
등록이후

지식은행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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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데이터베이스 리

     가. 데이터베이스 : Oracle 10g Enterprise Edition(10.1.0.2.0 6t4bit)

     나. Host : kis31.kaeri.re.kr

     다. SID : MIS3

     라. 테이블 스페이스 : 

        1) R3_DAT : /data/oradata/KMS/R3_DAT.DBF

        2) R3_IDX : /data/oradata/KMS/R3_IDX.DBF

        3) R3_LOB : /data/oradata/KMS/R3_LOB.DBF

        4) R3_TMP : /data/oradata/KMS/R3_TMP/DBF

  3.  지식경 시스템

     가. 설치제품 : K*Cube KMS R3

     나. Host : kis.kaeri.re.kr

     다. Directory 

        1) /data1 : kCube UNIX User home

        2) /data1/pilatus : K*Cube KMS R3 Installation Directory, 

        3) /data1/pilatus/WEB-INF/classes 

          - log4_KAERI.Properties : KMS 로그 설정

          - Resource_ko_KR_KAERI.properties: 용어  포틀릿 정의 설   

            정 일

        4) /user2/asmiddle/j2ee/KMS : KMS Instance HOME

        5) /data2/kms-repository : 첨부 일 리

     라. 시작, 종료, 상태 보기

        1) 시작 : dcmctl start -co KMS

        2) 종료 : dcmctl stop -co KMS

        3) 상태 : dcmctl getstate -v

     마. 로그 보기 

        tail -f /user2/asmiddle/opmn/logs/OC4J~KMS~default)isla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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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KMS crontal 설정

        1) 련 directory : /data1/cron

        2) 실행 일: /data1/cron/SYNC_KM_HRMS.sh

        3) 설정 내용 

         0 4 * * * /data1/cron/SYNV_KM_HRMS.sh > dev/null

     사. KMS ScheduleJob 설정

        1) URL : http://kis.kaeri.re.kr:7780/pilatus

        2) 메뉴 : Admin > System > ScheduleJob

 Job name 설 명 설정

ExpireAction..DoExpire 기간만료 매일 0시30분

MileageAction.Jbo 마일리지 매일 01시

HistStatAction.Job 통계 매일 01시30분

KItemMaster.NotifyNeglected 검증지연(1회) 매일 03시

KItemMaster.RemindMasters 검증독 (매일) 매일 03시 20분

KItemMaster.CompleteApproved 평가완료 매일 03시 40분

SyncOrgAction.Job 인사정보연동 매일 05시

ImageAction.RemoveJob 임시이미지 일삭제 매주 일요일 23시

<표 4> KMS Scedule Job 일정

     아. 인사연동 환경설정

        1) 항상 인코딩  일을 버 으로 리한다.

        2) jdk1.3이 깔린 PC에서 Resource 일을 인코딩 한다 

          native2ascii-encoding KSC5601 리소스 일이름 encoding될    

         일이름

        3) 서버를 stop시킨다. 

        4) 인코딩된 Encoding_Resource_ko_KR_KAERI.properties 일이   

          름을 Resource_ko_KR_KAERI.properties로 바꾸어 서버의 해     

        당 치에 복사한다.

        5) 서버를 restart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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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합 검색엔진

     가. 구조도 

  

<그림 4> [통합검색] 엔진 구조도

     나. Work Flow

<그림 5> [통합검색] Work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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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earchI 정보  구동 방법

        1) 통합검색을 하여 KMS와 련된 모든 데이터를 색인기에 보내

주는 Data Manager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색인을 수

행하며, 색인데이터를 검색기에서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한

다.

        2) 검색은 DataManager -> KMS_IDX -> KMS_Search 순서로    

          실행된다. 

        3) 검색기 구동

           - 기구동 : 기 모든 KMS 데이터를 일 로 색인하기 해   

                       서는 kms_manager  ../conf/manager.inf 

           - 상시구동 : 기 구동이 종료한 후에 근 실시간으로 색인기를 

구동하여 색인을 실시하기 하여 crontab을 이용

하며 그 설정은 kms_manager ../conf/manager.inf 

           - 검색기의 경우 계속해서 상주해 있으면서 색인이 완료되면 새

롭게 색인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로딩되므로 기 한 번만 실행해

주면 된다. 

           - 검색기의 구동 확인 : 검색 확인을 하거나, 실행 일이 있는   

             디 토리에서 _START, _SVR_PIDF 일의 존재 

        4) 검색기 종료

           - 검색엔진의 종료

              search_,manager  ../conf/Start.ini stop

        5) 기 실행  Crontab 설정

           - 일  색인 

             kms_manager  ../conf/manager.inf 0

           - 검색기 기구동

             search_,manager  ../conf/Start.ini start

           - crontab 설정 : 재 색인  검색을 하여 설정한다. 

             0,10,20,30,40,50 * * * * /home2/iasr2/search/KMS/bin/kms_

             manager/home2/iasr2/search/KMS/conf/manager.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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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통합검색 엔진 화면 

       1) 통합검색 검색하기  

<화면 1> [통합검색] 검색 화면

       2) 통합검색 실행화면 

        <화면 2> [통합검색]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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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탭을 이용하여 각 세부 검색하기 

          - KMS 검색결과

          <화면 3> KMS 검색결과 화면

         - 자도서  검색 결과

      <화면 4> [ 자도서 ] 검색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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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검색 실행하기 : 검색범 , 검색어, 제목, 내용, 첨부  등   

                               록자, 기간 등 상세 검색 가능

       <화면 5> [상세검색]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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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식경  주요 추진내용  황

제1  지식경  추진내용

  1.  지식경  마인드 제고 측면

  일반 으로 조직 내에서의 새로운 제도나 문화의 도입은 시행 에 충분

한 공감 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그 구성원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부정 인 

반응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닌 조직문화의 일  

신이자 경 상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지식경 제도의 도입 역시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 지식경 을 도입한 부분의 조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식경 은 조직 구성원들의 충분한 공감  아래 그들의 자발 이고 극

인 조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2004년 8월 16일자로 기획부 산하에 신설된 “지

식경 담당” 부서를 통해, 다양한 변화 리 로그램을 체계 이고 단계

으로 용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들의 지식경 에 한 마인드를 제고시키

기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연구소원들이 지식경 에 한 

사  지식이 거의 없음은 물론 거부성향 한 높을 것이라는 을 고려하

여, 지식경  담부서에서는 지식경 에 한 홍보물을 일반 텍스트 형태

가 아닌 동 상으로 자체 제작하여 연구소 자게시 (BBS)을 통해 수시로 

게시함으로써 홍보의 극 화를 꾀하 다. 홍보물의 내용 역시 처음에는 지

식경 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해 간 으로만 다루면서 지식경 에 한 

심을 서서히 증폭시킨 다음, 나 에는 지식경 의 실체까지 게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한 연구소원들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데 을 맞추었

다.

  지식경  담부서에서 연구소원들의 지식경 에 한 마인드 제고를 

해 수행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지식경  Master Plan 수립  공표

    - KAERI 지식경  추진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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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안) 소장님 보고  BBS 게시를 통한 공표

  O 지식경  마인드 제고를 한 홍보물 제작  BBS 게시

    - 제1탄 : 청자의 슬픔!(9.9)

    - 제2탄 : 아쉬움을 뒤로 한 채...(9.11)

    - 제3탄 : 뉴스로 본 지식경 (9.16)

    - 제4탄 : 태극기 휘날리며(9.22)

    - 제5탄 : 이제, 지식경 의 실체를 밝힌다.(10.4)

    - 제6탄 : 도우미와 함께 하는 지식경 (11.29)

   O 지식경  선포식 행사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4.11.1 10:00-11:00

      - 장 소 : 연구소 계단식 세미나실

      - 참석자 수 : 확 간부회의 참석자  소원 (약 200명)

      - 주요내용

         (제1부) 지식경  선포식

         * KAERI 지식경  선포 / 지식마스터 장 수여 / 소장님 격려사/제1  

           호 지식등록

         (제2부) 지식경  설명회

         * 지식경  일반 / 지식경  련 제반 제도  운 요령 / 지식경 시스  

           템 설명 

   O 지식경 /지식경 시스템 리 렛 제작  배포

      - 지식경  안내자료 발간  소원에게 배포(1,500부)

      - [지식경  도우미] 동 상(20분용) 제작  BBS를 통한 홍보

   O 지식경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4.11.23 14:00-18:00

      - 장 소 : 국제원자력연수 (INTEC) 소회의실

      - 참석자 수 : 23명 (소내 19명, 소외 4명)

      - 주요내용: 지식경 에 한 소원들의 인지도 악 / 지식경  활성화 방  

                  안  주요 문제 논의 / 지식경  시범부서 운 요령 등 토

론

   O 지식경  시범부서(Leading Group) 선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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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부서 선정 : 지식맵상 8개 분류  19개 소분류 선정

      - 운 기간 : 2004.11.22-12.31

      - 운 방법 

         * 분야별 시범부서 직  방문을 통한 설명회 개최

         * 화나 이메일을 통한 시범부서 구성원들의 지식활동 수시 독려

         * 소속 구성원들의 자발 인 지식활동을 한 지식마스터의 극 인   

           조 요청

      - 설명회 주요내용:

         지식경  일반사항 / 제반 운 요령  제도 / KMS 사용법 / 지

식유형 악 / 지식자원 발굴 / CoP 운 요령 / 지식경  활성화  

시범부서 지원방안 논의 등

   O 시범부서 지식마스터 워크샵 개최

      - 일 시 : 2004.12.23 16:00-18:00

      - 장 소 : 국제원자력연수 (INTEC) 회의실

      - 주요내용 : 

         * KAERI 지식경  추진 황 발표

         * 시범부서  소차원 지식활동 황 발표

         * 2005년도 지식경  추진방향 소개

         * 지식활동 활성화 방안  향후 정책방향 토론

   O [1인 1지식 등록 캠페인] 실시

      - 목 : 지식경 에 한 연구소원들의 이해 증진과 극 인 참여 유

도  지식교류의 장인 지식경 시스템 속을 유도하기 함

      - 행사기간: 2004.12.16-12.22(1주일)

      - 특 : 행사기간 내 지식을 등록한 소원에게 특별마일리지 수 부여

         * 검증형 지식: 50 (A형), 40 (B형), 30 (C형)

         * 비검증형 지식: 20

   O CoP 개설  운  지원

      - 기존 CoP(Community of Practice; 온라인 지식동아리)의 흡수/통합

방안 검토



- 291 -

      - CoP 개설  운 요령 동 상(지식경  도우미) 제작  BBS를 통한 홍보

      - 자발 인 CoP 활동 참여를 한 지속  홍보  지원

  2.  지식 콘텐츠 측면

  지식경 에 있어서의 공유 상인 지식 콘텐츠는 조직 내 모든 지식을 담

을 수 있는 분류체계, 즉 소차원의 체계 인 지식맵 아래 등록된다. 따라

서 소차원의 지식맵은 조직의 특성, 즉 연구과제나 지원부서의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히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어야 한다. 지식의 유형 역시 마찬가지이다. 구성원들이 지식경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유형의 지식을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지식경  담부서에서는 지난해에 1차 으로 설계된 소차원의 

지식분류체계와 지식유형을 <표 5>와 <표 6>와 같이 다시 설계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지식을 등록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지식맵과 지식유형에 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특히 공식 인 차에 의해 발생되어 도서

이나 산학 력실 등에 납본 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식, 이를테면 학

술논문, 보고서, 세미나 발표자료, 특허 등은 지식경 시스템의 지식유형에

서 아  삭제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 이 으로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하

다.

<표 5> 지식맵  지식마스터

분류 분류 소분류
지식 마스터

정 부

1 원자로 개발

11 노심설계

111 경수로(SMART/SCLWR포함)

지성균

이정찬

112 액체 속로 김 일

113 가스로 주형국

114 기타 원자로( 수로,연구로포함) 최항복

12 핵연료 설계   제
조

121 핵연료  설계
정연호  

 
손동성

구양

122 핵연료집합체 설계 송기남

123 핵연료 재료 송근우

124 핵연료 제조/시험 김창규

13 유체계통설계

131 경수로(SMART/SCLWR포함)

한도희

윤주

132 액체 속로 김성오

133 가스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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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기타 원자로( 수로,연구로포함) 박   철
민병주

14 기계/구조 설계

141 경수로(SMART/SCLWR포함)

박근배

김용완

142 액체 속로 이재한

143 가스로 이기

144 기타 원자로( 수로,연구로포함) 류정수

15 계측/제어계통설계

151 계측/제어/보호계통

구인수

박희윤

152 감시계통 이정운

153 인간공학 이용희

154 방사선계측 김용균

155 인허가/검증 권기춘

156 계장설비계통 정종은

16 사고해석

161 경수로(SMART/SCLWR포함)

한도희

김희철

162 액체 속로 이용범

163 가스로 이원재

164 기타 원자로( 수로,연구로포함) 박   철
민병주

2 원자력 안  

21 부지/설비/소재 
     안 성

211 부지/지진 안 성 

홍 화

서정문

212 구조 건 성/신뢰성 선

213 기기 건 성/신뢰성 김재희

214 부품/소재 건 성/신뢰성 이 상

22 열수력 검증/해석 

221 열수력 실험

백원필

송철화

222 열수력 코드개발 정법동

223 열수력 거동해석 정재

23 사고 검증/해석 

231 사고 실험

김희동

송진호

232 사고 코드개발 김동하

233 사고 거동해석 박수용

24 Risk/환경 리

241 PSA/RIA 기술

하재주

양 언

242 신뢰도 DB 한상훈

243 인 요인 정원

244 사고 리 김상백

25 안 기   비원  
     안 성

251 안  기 /규제
하재주

장승철

252 비원 시설 안 성 김태운

3 핵주기 
   방사성 폐기
물 
   리

31 사용후핵연료 리

311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

박성원

서기석

312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 서 석

313 원격취 장치 윤지섭

314 사용후핵연료 특성계량화 김호동

315 사용후핵연료 실증시설 유길성

32 사용후핵연료 재활
용

321 건식처리 기술

양명승

이정원

322 재활용 핵연료 제조 박장진

323 재활용 핵연료 조사/시험 송기찬

33 장수명 핵종 
     분리/변환

331 폐기물 처리기술

유재형

김 형

332 장수명핵종 분리 김응호  
이일희

333 장수명핵종 변환 송태

334 핵융합연료주기 정흥석

335 삼 수소 리/활용 안도희

34 방사화학기술

341 핵주기 방사화학

김원호

지 용

342 악티나이드 화학 박 재

343 고온/고압 화학기술 연제원

344 화학물질 검출기술 박용

35 핵주기시험

351 조사 핵연료/재료 시험평가

홍권표

용범  
주용선

352 방사성폐기물 처리/ 리/시험기술 김기홍 
손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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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방사성물질 취 시설 안상복

36 방사성폐기물 처분 

361 처분 안 성 평가

한필수

강철형

362 지층 처분기술 최종원

363 처분 부지특성 평가 배 석

364 처분기술 실증실험 조원진

37 제염해체사업 

371 제염

박진호

백삼태

372 해체 정운수

373 부지복원 황성태

374 해체 폐기물 리  재활용 이근우

38 제염해체  환경복
원  
     기술

381 원자력시설 제염

오원진

정종헌

382 원자력시설 해체 이근우

383 해체폐기물처리 최왕규

384 환경복원 원휘

4.연구로/방사선
   이용  방호 

41 연구로 운

411 연구로 운 리

병진

임인철

412 연구로 계통 리 우종섭

413 연구로 기술개발 김헌일

414 성자 조사 황승렬

415 하나로 기술 리 장천익

42 연구로 이용

421 방사성동 원소 생산

김 진

한 수

422 성자빔 이용 이창희

423 조사시험 이정

424 방사화 분석 정용삼

425 성자 래디오그래피 심철무

426 냉 성자원 이기홍

43 방사선 이용

431 식품  생명공학 이용

변명우

조성기

432 공업/환경 이용 노 창

433 의학  이용 최선주

44 방사선 방호

441 방사선 환경 감시평가

이창우

최근식

442 방사선량 측정  방사선차폐 장시

443 방사선 생태 향 평가 이한수

444 방사선 기확산/사고 책 한문희

445 방사선 생체 향 평가 김인규

5. 원자력 기반
    기술

51 원자력 기

511 원자/핵 물리

김원호

오수열

512 방사성물질 화학시험 김종구

513 KOLAS 공인 화학시험 손세철

514 방사선생물학 김국찬

52 핵융합

521 핵융합 라즈마

홍 근

김성규

522 핵융합 장치 오병훈

523 성 핵융합 임창환

524 라즈마 응용 김성규

525 핵융합로 홍 근

53 양자공학

531 이  장치

유병덕

차병헌

532 안정동 원소 생산 정도

533 이  원자력 응용 이용주

534 극 단 핵자빔 유병덕

54 입자가속기

541 자 가속장치  응용

유병덕

이병철

542 양성자 가속장치  응용 조용섭

543  이온 가속장치  응용 김 연

55 핵 자료

551 핵 구조자료

장종화

장종화

552 핵 반응자료 측정 이 욱

553 군정수 라이 러리 길충섭

554 X-선 자료 장종화

56 원격 조작  제어
561 원격 랜트감시

김승호
이동

562 실시간 원격 제어 이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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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원격 이동  취 정승호

564 로보틱스  자동화 김승호

57 원자력 재료

571 내열 고강도 슈퍼재료

홍 화

류우석

572 내방사선 안정재료 권상철

573 내부식 면역재료 김정수

574 정  고기능재료 김흥회

575 합/비 괴검사/진단감시 정용무

6 원자력 정책/  
   교육

61 원자력 정책

611 기술정책

오근배

김

612 경제정책 이만기

613 외정책 양맹호

614 환경/PA 정책 정환삼

615 지원/ 력 이한명

62 원자력 교육

621 교육 로그램 연구

한경원

이의진

622 국제훈련과정 이한

623 산업체훈련과정 유병훈

624 원자력 R&D요원 교육 서경원

7 경 /연구지원

71 감사 김백겸 윤형모

72 경 기획

721 행정기획

이규정

안기정

722 산 리 장재호

723 홍보 력 한 오

724 기술정보 리 오정훈

725 국제 력 리 최평훈

726 정보통신 리 고 철

727 노무 리 노남철

728 지식경 리 유재복

73 행정지원

731 총무 리

김진업

김인철

732 인사 리 라경호

733 재무 리 천성호

734 구매 리 이효세

735 시설 리 조성원

736 자산 리 이후승

737 안 리 반창기

74 연구지원 리

741 연구기획

김학노

원병출

742 산학연 력 리 배장인

743 방사선안 리 장시

744 핵물질보장조치 소동섭

745 품질보증 임남진

746 장치개발지원 김종균

747 원자력방재 강병

75 첨단방사선이용연구

751 기획 리

김진업

우충근

752 행정 리 김일권

753 사업 리 한창선

754 건설지원 곽김구 송인택

76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

761 가속기개발

최병호

조용섭

762 건설 김 연

763 실용화 이재형

764 빔이용Lab 김계령

77 일체형원자로연구개
발

771 기술 리
김시환

이두정

772 사업 리 노병철

78 원자력기술사업개발
781 사업개발기획

장덕규
최 덕

782 벤처지원 리 김승심

8 소공통지식 81 연구소 황/통계

811 조직 황
이규정
김진업

안기정

812 과제 황 원병출

813 산 황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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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식유형

814 자산/시설 황 이후승

815 기타 황 안기정

82 규정/지침
821 국내

이규정
안기정

822 국외 안기정

83 연구역량향상

831 보고서작성방법 

이규정

오정훈

832 정보수집요령 오정훈

833 PC활용 고 철

84 성공/실패사례
841 소내 

김학노
배장인

842 소외 배장인

85 자료실

851 원자력 련기사

이규정

한 오

852 연구소홍보자료 한 오

853 행사기획자료 한 오

854 업무양식 고 철

855 산매뉴얼 고 철

856 S/W자료 고 철

857 생활정보 오정훈

858 기타자료 오정훈

86 정책/기술동향
861 국내기

오근배
김

862 국외기 김

분류 분류 유형정의 가 치

1. 연구/업무노하우

연구노트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간략히 기록한 자료 A

기술메모 연구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간략히 기록한 문서 B

작업보고서 연구수행 결과에 한 보고서로서 등록되지 않은 보고자료 B

기법/TIP/요령 제반 업무분야에 있어서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한 자신만의 기법/TIP/요령 A

소내 성공/실패사례 소내에서 발생하는 업무 련 성공/실패 사례 A

소외 성공/실패사례 소외 사례나 연구소 업무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단되는 성공/실패 사례 B

2. 과제 계획/평가

과제공모자료 과제 공모 련 각종자료 비검증

과제기획자료 과제 기획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 B

과제계획자료 수행 과제에 한 상세 계획 자료 B

진도보고자료 과제 수행에 따른 한 진도 상황 보고자료(발표자료 포함) 비검증

과제평가자료 수행 과제에 한 평가 련 자료 비검증

보고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비완성 형태의 보고서 (연구소 미납본자료에 한함) 비검증

3. 매뉴얼/ 차서

업무 매뉴얼 각 분야별 업무내용  처리방범에 한 완성본 형태의 설명서 B

로그램 매뉴얼 각종 컴퓨터 로그램에 한 사용 매뉴얼 B

계획서/ 차서 각 분야별 업무에 용할 요건, 체제  이행 차(품질보증, 실험, 장치, 공정 등) B

업무양식 연구소 내/외에서 사용되는 제반 업무 련 양식자료 비검증

4. 학술발표자료 학술발표자료 비공식 인 각종 세미나/학술회의 등에서의 발표한 자료 B

5. 회의/업무보고
업무보고 상사에게 정기 으로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 비검증

회의자료 각종 회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학술 세미나 자료 제외) 비검증

6. 보고자료

기술/정책분석자료 원자력 기술/정책과 련된 각종 분석 자료 A

기 평가/감사자료 기 평가 는 각종 감사와 련된 자료 비검증

외기 보고자료 외부기 에 보고하는 각종 보고자료 비검증

7. 도면/도표
도면/Diagram 각종 도면  Diagram B

설계문서 건설공사, Plant도면, 내역/설명서 등 포함하는 설계 련 문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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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표>에서의 ‘가 치’란 지식의 요도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 A, B, C는 해당분야 지식마스터의 검증/평가가 필요한 검증

형 지식을 말하며, 비검증형은 이미 검증되었거나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식마스터의 검증/평가없이 곧바로 시스템

에 등록되는 지식을 말함.

3. 지식마스터  제도 측면

  조직 차원의 경 신의 일환인 지식경 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마스터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이미 지식경 을 도입한 기

업이나 조직을 보더라도 지식마스터의 역할이 바로 지식경 의 성패를 가름

하기 때문이다. 

  지식경  담부서에서는 지식경 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하게 될 지식마

스터를 지난해에 지식맵에 의거하여 선정된 지식마스터를 토 로 재검토하

여 최종 확정한 후, 2004년 11월 1일 개최한 지식경  선포식에서 이들 모두

에게 장을 수여하 다.

  재 우리 연구소에서 한 지식마스터는 지식경 시스템 상에 설계

8. 기술 이 /도입

기술실시자료 기술 실시와 련된 모든 자료 비검증

장기술지도자료 장기술지도와 련된 모든 자료 비검증

기술도입자료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 비검증

9. 규정/지침/편람
국내 국내의 원자력 련 제반 규정/지침/편람 비검증

국외 국외의 원자력 련 제반 규정/지침/편람 비검증

10. 정/계약

력약정서 기 간 력서 는 약정서 비검증

계약서 소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서 비검증

계약업체정보 구매/계약 련 각종 업체에 한 정보 비검증

11. 교육자료/교재

교육안내자료 각종 교육 과정이나 로그램에 한 안내 비검증

강의교재 교육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Material, Syllabus B

동 상자료 동 상을 형태로 제작된 각종 교육용 자료 C

12. 동향/뉴스/안내

외기 동향 연구소 련 외 기 의 동향, 소식, 추세에 한 자료 C

기술동향 연구소 련 외 기술동향에 련된 자료 C

기사/뉴스 연구소 는 원자력 련 신문기사나 뉴스 는 소식 C

홍보자료 연구소 외 홍보를 해 제작된 각종 홍보물(그림, 동 상, 문서 등) C

논문투고요령
국내/외 학술지 논문의 투고-심사-출  등 제반과정에서 참고할만한 각종 자

료
C

안내정보 웹 사이트 소개나 출장/여행 등 각종 안내정보 C

13. 통계/ 황

조직 황자료 연구소 조직에 한 제반 황자료 비검증

산자료 연구소 운  산과 련한 제반 자료 비검증

통계/조사자료 각종 통계  조사 련 자료 C

리스트(명단,목록) 명단, 목록, 표, 일람표, 명세서, 리스트 형태의 각종 자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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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식맵 분류체계에 따라 정/부로 나 고 있으며, (정)지식마스터는 해당

분야 부장  는 과제책임자  소원이 주로 맡고 있고, (부)지식마스터는 

해당분야 실무책임자  소원이 주로 맡고 있다. 재 연구소로부터 받은 

지식마스터는 총 189명으로, (정)지식마스터는 지식맵 분류체계의 분류에 

따라 35명, 그리고 (부)지식마스터는 지식맵의 소분류에 따라 154명이 맡고 

있다(표2 참조). 

  지식경  담부서에서는 이들 지식마스터의 역할을 정의한 후, 이를 BBS

와 이메일을 통해 다각 으로 공지하 는데, 이들 지식마스터의 역할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요한 것으로서, 자신이 받은 분야의 지식(검증형)에 해 

제때에 검증  평가해야 한다. 검증/평가는 1주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

며, 늦어도 2주 이내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지식마스터(정/부)  

어느 한명만 평가해도 상 은 없지만, 만일 지식마스터가 제때에 검증/평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식은 계속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둘째, 지식마스터(정/부) 역시 일반 소원들과 마찬가지로 소원들 간의 지식

공유를 해 보다 극 으로 지식활동(지식등록  CoP활동)을 해야 한다. 

체로 지식마스터들은 다른 소원들보다도 더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등록한 지식은 많은 소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

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이 속한 과제나 부서의 소원들이 보다 극 으로 지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하고 독려해야 한다. 소속 과제나 부서원들이 지식활

동을 별도의 추가 인 업무로 인식하지 않고, 연구소에 기여하고 사하는 

마음으로 틈틈이 자발 으로 지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것 

한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우리 연구소 지식경 의 본격 인 시행을 해 지식

경  운 요령을 신설하여 2004년 12월 9일자로 공포하 다(2004년 11월 1일

자 소  용). 동 운 요령에는 지식경  일반, 업무분장, 지식마스터 운

요령, 지식마일리지 제도, 지식 평가  보상제도 등에 한 사항이 들어 있

다. 동 운 요령에 한 문은 부록에 <별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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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측면

  지식경  담당부서에서는 2004년 ․ 반에 걸쳐 구축 완료한 후 수개월 

동안 시험운 되어 온 지식경 시스템을 통해서 지식맵과 지식유형, 지식마

스터, 근권한, 지식 마일리지 등 제반 환경을 설정하 으며, 시험운 기간 

동안 나타난 일부 오류에 한 수정과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실제 운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 다. 아울러 시험운 기간 동

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구소에서의 지식경  본격 시행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오류에 해서도 수정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인해 

지식공유 활동이 해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 다.

  한편 지식경 시스템의 근 권한은 지식경  시행 기에는 보안문제와 

보상문제 등 몇 가지 문제 으로 인해 정규직원에만 한해 근하도록 하

으나, 12월 24일부터는 소내 모든 직원, 즉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모두가 

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설정하 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원이라 함

은 고 문인력, 학연학생, 연구생, 연구원, 견근로자, 아르바이트, 신

진연구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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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지식활동 주요 통계 황

  1.  지식 등록  평가

  우리 연구소에서 지식경 을 본격 시행한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2개월 동안 연구소원과 지식마스터들의 지식 등록, 조회, 평가 등 제반 

지식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에 지식등록을 신청한 건수는 

총 439건이며, 이  지식마스터의 승인 등을 거쳐 등록된 건수는 총 326건

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439건  326건을 제외한 나머지 113건은 지식마스

터의 평가가 진행 인 지식이다. 한편 이 기간동안 등록된 지식에 한 소

원들의 조회횟수는 26,067회로 나타났으며, 소원들이 등록 신청한 지식에 

해 해당분야 지식마스터가 규정에서 정한 기간(1주일) 내에 평가한 건수는 

326건  323건(9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평가결과 반려시킨 지식 

건수도 3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지식등록 총 표

지식신청(등록)건수

(작성자)

지식조회횟수

(소원)

기간내 평가건수

(지식마스터)

기간내 반려건수

(지식마스터)

439건(326건) 26,067회 323건 30건

  지식맵별( 분야별) 신청  등록 황을 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식등록 신청  등록 건수는 “ 소공통지식”분야가 116건  83건

(72%), “핵주기  방사성폐기물 리”분야가 75건  59건(79%), “경 /연

구지원”분야가 70건  52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유형별 등록 신청  등록 황을 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업무 노하우가 153건  108건(7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동향/뉴스/안내가 83건  52건(63%), 교육자료/교재가 66건  60

건(9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표/도면, 과제계획/평가, 기술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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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정/계약 등 유형의 지식은 신청건수 조차 5건 이하인 것으로 나타

났다.

<표 8> 지식맵별( 분야별) 신청/등록 황

          (단 : 건수)

분류
지식 등록 사용자 조회

반려
지식신청 지식등록 평가완료 지식조회 사용자평가

1. 원자로 개발 38 28 25 2,536 359 1

2. 원자력 안 32 23 21 1,813 276 1

3. 핵주기  방사성폐기물 리 75 59 52 4,809 689 7

4. 연구로/방사선 이용  방호 49 36 34 2,311 289 3

5. 원자력 기반 기술 41 31 21 1,827 259 4

6. 원자력 정책/통제/교육 18 14 10 1,510 212 0

7. 경 /연구지원 70 52 14 2,439 374 3

8. 소공통지식 116 83 53 8,822 994 13

계 439 326 230 26,067 3,45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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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식유형별 등록 황

     (단 : 건수)

지식유형
지식 등록 사용자 조회

반려
지식신청 지식등록 평가완료 지식조회 사용자평가

연구/업무 노하우 153 108 108 9,262 1,223 14

과제계획/평가 2 2 2 49 11 1

매뉴얼/ 차서 30 19 14 1,276 162 1

학술발표자료 38 27 20 1,651 262 2

회의/업무보고 11 10 1 495 61 1

보고자료 20 16 10 1,385 170 0

도표/도면 5 1 1 25 6 1

기술이 /도입 1 1 0 77 7 0

규정/지침/편람 10 10 0 689 89 0

정/계약 0 0 0 0 0 0

교육자료/교재 66 60 20 4,243 633 0

동향/뉴스/안내 83 52 40 4,956 605 12

통계/ 황 20 20 14 1,959 223 0

합계(건수) 439 326 230 26,067 3,452 32

  지식마스터별 소원들의 등록신청한 지식에 한 평가활동 황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규정, 홍 화, 오정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원들의 개인별 지식활동은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등록건수에 있

어서는 정 성, 오상호가 각각 31건과 2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등

록지식에 한 조회 건수와 자신이 등록한 지식에 한 피조회 건수는 정

성과 김경모 둘 다 각각 550회과 2,294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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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식마스터별 활동 황(상  10명)

        (단 : 건수)

순 지식마스터
기간내 기간후

평가 반려 평가 반려 심사지연

1 이규정 42 8 0 0 0

2 홍 화 22 2 0 0 0

3 오정훈 20 5 0 0 0

4 김용완 16 1 1 0 0

5 백원필 13 1 0 0 0

6 고 철 11 0 0 0 0

7 김 진 10 0 0 0 0

8 박근배 10 0 1 0 0

9 송철화 9 0 0 0 0

10 김 형 8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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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개인별 지식활동 황(상  10명)

순 성 명 지식등록 지식조회
지  식
피조회

지    식
의견달기

합계

1 정 성 31건  550회 2,294회 14건 3,478

2 오상호 24건   86회   752회  0건 1,091

3 김경모  9건  550회 2,294회  9건 1,548

4 최용남  9건  152회   772회  0건 1,122

5 김정국  8건   36회   802회  1건   997

6 박승일  7건   50회   627회  1건   892

7 윤성원  6건  107회   874회  0건 1,118

8 김민환  5건  209회   444회  0건   869

9 김인태  3건  209회   694회  1건 1,076

10 유제용  2건  660회   238회  7건 1,213

  <그림 6>과 <그림 7>은 기간별 지식 등록  조회건수에 한 변화 추이

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의 등록건수와 조회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12.13 -12.19와 12.20-12.29 사이에는 집 으로 지식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동안 “1인 1

지식 등록 캠페인”을 실시함으로 인해 나타난 일시 인 상으로, 이 기간동

안에 등록된 지식건수가 104건, 조회횟수도 4,686회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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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간별 등록건수 변화 추이

<그림 7> 기간별 조회건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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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식경  담부서에서는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0일간 

지식경  조기 활성화를 하여 지식맵상 8개 분류에서 19개 소분류 분야

를 선정하여 시범부서(Leading Group)를 운 하 는데, 이들 시범부서에서의 

지식활동을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를 통해 살펴보면, 지식의 등록신청  등록 건수는 “경수로”분야

가 23건  18건(78%), “내열 고강도 슈퍼재료”분야 16건  14건(88%), “기

술정책”분야 13건  11건(85%), “열수력실험”분야 11건  11건(100%), “폐

기물처리기술”분야 10건  9건(90%) 순으로 지식활동을 극 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시범부서별 지식활동 황(소분야별, 19개 분야)

시범부서명
지  식
마스터

지식
신청

지식
등록

평가
완료

지식
조회

반려
사 용 자
지식평가

1. 경수로분야 김용완 23 18 18 1,702 1 256

2.내열 고강도 슈퍼재료분야 류우석 16 14 5 572 0 95

3. 기술정책분야 김 13 11 9 1,175 0 163

4. 열수력 실험분야 송철화 11 11 10 724 0 118

5. 폐기물 처리기술분야 김 형 10 9 9 828 1 145

6. 내부식 면역재료분야 김정수 8 6 6 557 0 69

7. 삼 수소 리/활용분야 안도희 6 5 2 798 1 68

8. 원자력시설 해체분야 이근우 6 4 3 411 1 54

9.환경복원분야 원휘 5 4 4 162 0 32

10.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분야 서 석 4 4 4 306 0 39

11. 행정기획분야 안기정 4 4 1 346 0 35

12.원자력시설 제염분야 정종헌 3 1 1 37 0 6

13.열수력 코드개발분야 정법동 2 1 1 220 0 20

14.해체폐기물처리분야 최왕규 2 2 0 57 0 12

15.홍보 력분야 한 오 1 1 0 89 0 11

16.환경/PA 정책분야 정환삼 1 0 0 0 0 1

17.사용후핵연료 실증시설분야 유길성 1 1 1 84 0 14

18.연구로 운 리분야 인인철 1 0 0 0 0 1

19.총무 리분야 김인철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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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P 개설  운

  일종의 온라인 지식동아리인 CoP(Community of Practice)는 지식경 에 

있어서 지식등록과 더불어 요한 양  축 의 하나이다. 

  우리 연구소에서 지식경 을 본격 시행한 이후 개설하여 활동 에 있는 

CoP를 보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서별/주제별 CoP는 36개, 동호

회별 CoP는 12개로 총 48개가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CoP 개설  운  총 표

부서별/주제별 동호회별 계

36개 12개 48개

  먼  부서별/주제별 CoP의 경우,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획부와 

신형원자로개발단 각각 8개,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7개, 하나로이용연구단 5

개,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4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통제기술센터, 연구

지원부, 원자력기술사업개발부 등에서는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4> 부서별/주제별 CoP 등록 건수

부서별/주제별 CoP 등록수

 기획부 8

 신형원자로개발단 8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7

 하나로이용연구단 5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4

 원자력연수원 1

 행정부 1

 첨단방사선이용연구개발단 1

 정책연구부 1

 원자력통제기술센터 0

 연구지원부 0

 원자력기술사업개발부 0

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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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개설된 동호회별 CoP의 경우,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목/동

문 CoP 4개, 취미/  CoP 3개, 학습소모임 CoP와 정보교류 CoP 각각 2

개, 문화/ 술 CoP 1개 등으로 나타난 반면, 학문/연구, 스포츠/건강, 여행, 

종교/철학 등 CoP는 아직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동호회별 CoP 등록 건수

동호회별 CoP 등록수

 친목/동문 4

 취미/ 3

 학습소모임 2

 정보교류 2

 문화/ 술 1

 학문/연구 0

 스포츠/건강 0

 여행 0

 종교/철학 0

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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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건의사항

  지식경 은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의 도입이 아닌 조직 반에 걸친 경

상의 신 인 조직문화의 변 이다. 따라서 성공 인 지식경 을 해서

는 무엇보다도 지식경 에 합한 지식경 시스템 구축은 물론 조직 차원의 

경 신을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변화 리 노력이 으로 필요하

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해 9월, 연구경쟁력 강화를 해 지식경  도입을 결

정한 직후 ‘지식경 추진 원회’를 발족시켜 3개월간에 걸쳐 연구소 지식경

 반에 걸친 컨설 을 수행한 바 있다. 한 올 상반기에는 컨설  결과

를 토 로 소차원의 지식경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 으며, 8월에는 지식경

 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식경  마인드 제고를 한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왔다. 이처럼 연구소에서 지식경 을 본격 추진하기 한 모든 비가 

완료됨에 따라, 년도 11월 1일 지식경 에 한 모든 임직원들의 참여의식

을 높이고 연구소 지식경 에 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외에 리 알리

기 해 인 ‘지식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본격 인 지식경 체제

에 돌입하 다.

  연구소의 지식경 을 주도하고 있는 담부서에서는 성공 인 지식경 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경 에 한 연구소원들의 마인드 제고가 시 하

다고 인식하고 지식경  설명회, 시범부서 운 , ‘1인 1지식 등록 캠페인’ 등 

다양한 변화 리 로그램을 체계 으로 용 실시함으로써 소원들의 지식

경  마인드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다. 아울러 지식경  련 제도를 

신설하 고, 지식경 의 근간이 될 지식맵과 지식유형을 새롭게 정비하 으

며, 소원들이 등록 신청한 지식을 검증/평가할 지식마스터도 선정하여 

하 다.

  우리 연구소에서 지식경 을 본격 실시한 기간은 불과 2개월로서, 그 기간

동안 연구소원들의 지식활동을 평가하여 성공여부를 논하기에는 분명 시기

상조임에 틀림없다. 지식경 에 한 마인드 소차원으로 확산되기에는 

무도 짧은 기간일 뿐만 아니라 머나먼 출항을 해 이제 겨우 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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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개월간에 걸쳐 연구소원들이 지식경 시스템을 통해 활동한 지식활동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등록 신청한 지식은 총 439건으로, 이  등록된 지식은 326건으로 나

타났으며, 나머지 113건은 지식마스터의 평가가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마스터에 의해 반려된 지식도 30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록 신청한 439건의 지식을 유형별로 보면 연구/업무 노하우가 153건으로 

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향/뉴스/안내 83건(19%), 교육자료/교재 66

건(15%) 순으로 나타났다. 한 온라인 지식동아리인 CoP 활동의 경우, 총 

48개의 CoP가 개설되어 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서별/주제별 CoP는 

36개, 동호회 CoP는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 우리 연구소에서의 지식경 은 시행 기단계로서, 2005년과 2006년 

2년간에 걸쳐 이를 소차원으로 확산시킨 후 2007년부터 정상 인 괘도에 

진입시켜 소원들의 인사평가와 승격에도 반 시킬 정으로 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에 지식경 을 성공 으로 운 하기 해서는 무엇보

다도 최고경 진의 지속 인 추진의지가 요하며, 지식경  담부서에서 

역시 보다 체계 이고 종합 인 다양한 변화 리 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

으로 용시켜야 할 것이다. 지식경 의 성패여부는 연구소원들의 충분한 

공감  아래 그들의 자발 이고 극 인 조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에서의 성공 인 지식경 은 아마도 연구소 장기 비 인 ‘21

세기 한국의 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성공 인 목표달

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재 지식경  도입을 고

려하고 있는 다른 연구기 이나 기업체에도 상당히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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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식경  운 요령

소규분류번호 :   8-25

개정공포일 : 2004. 12. 9 

지식경  운 규정(안)

제1조(목 )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지식경 의 

합리 이고 효율 인 운 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이라 함은 개인이나 조직이 사고와 경험을 통해 축 한 유/무형

의 지  자산을 총칭한 개념이다.

  2. 지식의 유형  “검증형”이란 해당 주제분야 지식마스터의 검증을 요하

는 지식을 말하며, “비검증형”이란 지식마스터의 검증이 필요하지 아니

한 지식을 말한다.

  3. “지식활동”이라 함은 지식의 등록, 평가, 조회하는 일련의 행 를 말하

며, 여기에는 Cop활동, 고수활동, Q&A활동  토론활동 등도 포함된

다.

  4. “지식이용자”라 함은 연구소 직원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등록하거

나 등록된 지식의 조회 는 의견달기 등의 지식활동을 하는 자를 말

한다.

  5. “지식마스터”라 함은 해당분야별 등록 지식에 한 검증  평가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식맵”이라 함은 원자력 련 제반 기술  업무기능에 의거 체계화한 

소차원의 분류체계를 말한다.

  7.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지식의 등록, 평가,  조회  CoP활동 등 지식활

동에 따라 개인별로 부여되는 수를 말한다.

  8. “CoP(Community of Practice, 지식동아리)”라 함은 연구모임이나 지식

동호회 등 공통의 주제나 문제에 한 온라인상의 토론을  목 으로 

한 자발 이고 비공식 으로 형성된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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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수”라 함은 지식맵의 해당 역에 한 높은 수 의 지식을 가진 소

원으로써,

     질의  응답, 자문 등 활동을 자발 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주 부서”라 함은 지식 련 제반업무(이하 “주 부서”라 한다)를 수행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식 등록 등) ①지식이용자는 지식맵에 분류된 체계에 따라 자신

이 보유한 지식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지식마스터는 등록된 지

식을 검증  평가한 후 반려 는 등록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연구소에서 정한 외비 는 비 에 속하는 지식은 등록을 불허한

다.

  ②등록된 지식은 지식마스터가 리하며, 해당분야 지식의 품질 리를 

하여 수정 는 삭제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식의 유형) ①지식의 유형은 검증형과 비검증형으로 구분하며, 소장

은 지식유형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②주 부서는 지식유형별 가 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단될 경우, 소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식마스터 자격) 지식마스터는 정 마스터와 부 마스터로 구분하며, 

정 마스터는 해당분야의 부장  는 과제책임자  직원 에서 선정하

며, 부 마스터는 해당분야의 실과장 /과제책임자  직원 에서 선정한다. 

다만, 해당분야 마스터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로 한다.

제6조(지식마스터 임명  변경) ①소장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지식맵의 

분류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의거 해당 분야의 지식마스터를 

선정, 임명한다.

  ②지식마스터의 정년퇴임 등으로 인하여 지식마스터를 변경하여야 할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용한다.

  ③소장은 임명된 마스터에 하여 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지식마스터 활동) ①지식마스터는 지식활용도 측면  지식의 질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분야별 등록 지식에 한 검증  평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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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식마스터는 해당분야의 등록지식에 한 지식 품질 리를 수행하며, 

지식활동 독려를 통한 지식경  활성화를 유도한다. 

  ③주 부서는 지식마스터의 평가활동 등에 한 통계를 작성, 소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마스터 임무) ①지식마스터로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의 지식마스터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평가활동에 임하여야 한

다.

  2. 등록지식에 하여 정한 기한내에 공정하고 객 인 평가를 수행하여

야 한다.

  3. 지식마스터는 해당분야 지식맵에 한 리를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마스터는 소속부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은 물론, 지식경 의 리개선 

업무에도 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마스터 해임) 소장은 지식마스터의 활동이 조한 지식마스터에 

하여는 제8조 제3항의 활동결과를 토 로 매년 5% 범  이내에서 해당 

지식마스터를 그 직으로부터 해임시킬 수 있다.

제10조(지식맵 분류  리) ①지식맵은 분류, 분류, 소분류로 구분하

고,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 분류와 소분류에 하여는 소장

이 별도로 정한다.

  1. 원자로 개발

  2. 원자력 안

  3. 핵주기  방사성폐기물 리

  4. 연구로/방사선 이용  방호

  5. 원자력 기반기술

  6. 원자력 정책/교육

  7. 경 /연구지원

  8. 소공통지식

  ②지식맵  제1항에서 정한 분류의 추가, 변경, 통합  삭제는 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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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지식맵의 해당분야 지식마스터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분야 지식맵을 

리하여야 한다.

  1. 지식맵  분류와 소분류에 신규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

당분야 는 련분야 정 마스터와 부 마스터의 의를 거쳐 주 부서

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맵  분류와 소분류의 변경, 통합 는 삭제사유 발생시에도 1

호의 규정을 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통합 는 삭제시 기 등록되

어 있는 지식은 해당분야 정 마스터  부 마스터가 재분류하고 이를 

주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 부서는 제3항의 1호 는 2호에 따라 지식맵  분류와 소분류의 

추가, 변경, 통합 는 삭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 부서 상 부서장

의 승인을 거쳐 해당분야에 반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CoP활동) ①특정 주제나 심분야에 하여 CoP를 운 하고자 하

는 자는 구든지 CoP를 개설하여 운 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연구소 

정책이나 동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CoP에 하여는 개설을 불허할 수 있

다.

  ②CoP를 운 하거나 참여하는 자는 지식의 공유  창출을 목 으로 자유

로운 지식활동을 개할 수 있다.

  ③주 부서는 활동이 조한 CoP에 하여는 해당 CoP의 일시 지  삭

제를 할 수 있다.

제12조(고수활동) ①지식맵의 해당분야 고수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별도의 승

인 차없이 고수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고수로 등록된 자는 자신의 기본정

보, 경력사항  등 을 스스로 평가/작성하여야 한다.

  ②고수로 등록된 자는 해당분야의 질의, 응답  자문역활 등을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지식 평가) 지식마스터는 별표1의 지식평가기   지식유형별 

수부여 기 에 따라 해당분야 등록 지식에 한 평가  검증을 수행하

여야 한다.

제14조(지식마일리지 부여) ①연구소는 제2조 1호에서 정한 지식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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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을 경우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지식의 등록, 조회  의견달기 등 지식활동에 따라 별표2의 지식마일리

지 부여기 에 의거 수를 부여한다.

  ③지식활동을 장려할 목 으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부여기 을 용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지식활동에 한 포상은 당해연도 마일리지 최다 획득자 는 

최다 획득부서에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개인포상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 부서포상 :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3. 마스터 : 최우수마스터, 우수마스터

  4. CoP : 최우수CoP, 우수CoP

제16조(포상권자) 포상은 소장이 수여한다.

제17조(부상)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 , 상품 는 이에 하는 부상을  

수 있으며 포상내역  부상한도액은 별표3과 같다.

제18조(포상시기 등) ①포상시기는 종무식 행사일에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

우에는 익년도 시무식 행사일에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가 정한 마일리

지 수를 획득한 자에 하여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분기별로 상품권 

는 이에 하는 부상을 지 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포상에 한 사항은 포상요령을 용한

다.

제19조(세부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을 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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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식 평가기   지식유형별 수부여 기

1. 지식 평가기

기 항목 내  용

 지식활용도

 측면

 업무 연 성 작성된 지식과 해당분야 업무와의 연 성이 깊은 지식인가?

 활용 용이성 작성된 지식을 사용자가 활용하기 용이한가?

 지식의

 질  측면

 문성 문 인 깊이가 있는 지식인가?

 창의성 자작(스스로 작성한 정도) 정도가 높고, 내용이 참신한가?

2. 지식유형별 수부여 기

평가등 별 등 기

(지식마스터 평가 기
*)

지식 유형별 수

A형(3) B형(2) C형(1) D형 E형
비검증형

*

★★★★★(5)  매우우수 15 10 5 - - 0

★★★★(4)  우수 12 8 4 - - 0

★★★(3)  양호 9 6 3 - - 0

★★(2)  보통 6 4 2 - - 0

★(1)  약간부족 3 2 1 - - 0

☆

 지식으로 등록승인

 하지만 평가불필요

 (0 부여)

0 0 0 - - 0

(반려) 매우부족 0 0 0 0

* 비검증형 : 특정인이 업무의 하나로 창출/등록하여 평가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미 평가/검증을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지식을 KMS에 등록했을 때 별도의 마스터 검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지식을 

리하는 유형



- 316 -

<별표 2>

지식마일리지 부여기

지  식
생  명
주  기

활동주체 지식활동 부여 마일리지 비  고

지 식

등 록

지  식 

작성자

지식 신청 0.1

지식 삭제 -0.1

구 분 평가자 작성자

지  식 

마스터

기간 내 

바로 평가
1 0~15

기간 내 

수정 후 평가
1.2 0~15

기간 내 반려 1 0

지 식

활 용

지  식 

사용자

지식 조회 0.1

지식첨부 조회 0

지식의견 달기 0.1

만족도 평가
평가자 작성자

0.3 0~1

C o P
지  식

사용자

지식 등록 0.1

지식 삭제 -0.1

고  수
지  식

사용자

고수 등록 10

고수 취소 10

Q / A
지  식

사용자

질문 등록 0.3
질문 삭제 -0.3
답 변 1
평 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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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포상내역  부상한도액

구  분 포상내역 부상한도액 비  고

지식

인상

개인

최우수상 표창장  포상 50만원 상당 1명

우 수 상 표창장  포상 30만원 상당 3명

장 려 상 표창장  포상 20만원 상당 5명

부서

최우수부서 표창장  포상 70만원 상당 1개부서

우수부서 표창장  포상 50만원 상당
5개(연구4,

지원1)부서

마스터
최우수 표창장  포상 50만원 상당 1명

우  수 표창장  포상 30만원 상당 3명

CoP
최우수 표창장  포상 50만원 상당 1명

우  수 표창장  포상 30만원 상당 2명

우수마일리지상 상품권 등
마일리지 500 당 

5만원 상당
분기별 신청자
에 한해 지





- 319 -

원자력 산코드 리

                                      연 구 실 명 : 정보통신담당

                                      사업 책임자 : 이 해 

                                      연  구   원 : 강 신 복

                                          “       : 김  택

                                          “       : 황 인 아

                                          “       : 황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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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자력 산코드 개발 리

II. 연구(운 )의 목   요성

- OECD 산하 NEA Data Bank에 있는 원자력 련 산코드와 핵자료를 

  도입하여 종합 , 체계 으로 리  기술지원

- NEA Data Bank의 효율 인 이용  사용자 확산

- 산·학·연 련 연구개발자에게 정확한 핵심 데이터베이스와 사이버 교육훈

련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기술력을 

제고

III.  연구(운 )의 내용  범

- 국가 원자력 련 산코드의 효율 인 리  신속한 지원체제 확립

- NEA Data Bank를 통한 원자력 련 산코드 입수  국내에서 개발된 

소 트웨어 등록

- NEA Data Bank 이용사례 발표회 개최

- 원자력 정보의 생산·공유 효율화를 한 기술기반 구축

- 원자력 안   고부가가치 핵심연구정보 DB 보완

- 원자력 문 교육훈련을 한 디지털 정보기반 구축

IV. 연구(운 )결과  활용계획

- 선진국에서 기 개발된 원자력 련자료  소 트웨어 등을 신속히 입    

수 활용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기술수  향상에 기여

- NEA Data Bank 회원국에만 제공하고 있는 일부 핵심자료의 근이     

용이해짐

- 국가 원자력 련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코드의 신속한 제공으로 연

 구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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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경수로 지원, 차세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분야의 요한 과제    

등에 련자료 활용

- 개발된 포털사이트, 각종 데이터베이스, 교육훈련 교재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어 이용도가 높아짐

- 코스웨어, 디지털 교육 랫폼은 국 6개 학 원자력 련 학과에 설   

치되어 수업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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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 Management on the development of computer codes for Nuclear        

 Application

II. Purpose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 Overall management and technical support of nuclear energy related    

computer codes and nuclear data provided by NEA Data Bank in      

OECD

- Efficient use of NEA Data Bank and dissemination of users.

- The Provision of in-depth and reliable information databases, the     

education of students, and the training of experts based on the        

modern information technology will enhance the efficienc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

III.  Area and Scope of Research

- Effective management of computer codes for nuclear application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 for repid technical    

support.

- Acquisition of nuclear computer codes from NEA Data Bank and       

registration of new software developed by domestic organization,

- Holding workshops in the experiences and practical use of NEA Data 

Bank.

- Establishment of technical basis to promote the efficiency i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nuclear information.

- Operation of database which are essential, cost efficient, and acceptable 

to nuclear safety

- Establishment of digital education infrastructur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student and expert in the nuclea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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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earch Results and Future Utilization.

- Promotion of domestic nuclear energy technology by utilizing nuclear 

energy informations and computer software developed in the advanced 

countries.

- Easy Access to key informations which are open to the member       

countries only.

- Improvement of research efficiency by timely providing of computer 

codes necessary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research.

- Utilization of information to the important topical issues of domestic 

nuclear power project such as Light Water Reactor(LWR) project and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KNGR) project.

- The development portal site, databases, and training lecture texts are 

already serviced on the interne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collected 

during the project, the usage of the result is increasing more rapidly 

than those of natural installed on the six nuclear engineering 

department are already utilized or will be utilized by the professors 

involved in this project.

The future maintenance and the required financial supports should be 

considered



- 325 -

목         차

                  

제 1 장  원자력 산코드 리 ······································································332

제 1   OECD/NEA 소개 ·····································································332

1. NEA 개요 ··························································································332

2. NEA 원회 ························································································332

3. NEA 회원국 ························································································333

제 2  OECD/NEA Data Bank 소개 ··················································334

1. 데이터뱅크 개요 ···············································································334

2. 데이터뱅크 제공 서비스 ···································································334

3. 데이터뱅크 이용방법 ·······································································334

제 3   산코드 리 ·············································································339

1. NEA 산코드 ··················································································339

2. 산코드 신청 행 업무 ·································································343

3. 등록된 산코드의 분야별 분류 ···················································346

4. 기타 ·····································································································349

제 4   원자력안   고부가가치 핵심연구정보DB보완 ················350

1. 원자력 백과사 ·················································································350

2. 원자력 련 신문기사 ·········································································350

3. 원자력 련 산코드 ·········································································350

4. 원 사고·고장정보··············································································350

5. 원자력 련 문헌 공동검색 시스템 ·················································350

제 5  원자력 지식정보기반 시스템 홈페이지 재구성·····················351

1. 홈페이지 개선 ·····················································································352

2. 시스템 아키텍쳐 ·················································································353

3. 홈페이지 구성도 ·················································································355

4. 디 토리 구조 설명 ···········································································362

5. 개발 명세서 ·························································································370



- 326 -

6. DB 스키마 설명 ··················································································387

제 6   시스템 리용 로그램 개발 ·················································391

1. 통계 리 ·······························································································391

2. 회원 리 ·······························································································393

3. 지식정보·······························································································395

4. 백과사 ·······························································································398

5. 산코드 ·······························································································399

6. 신문기사 ·······························································································404

7. 커뮤니티 ·······························································································405

8. 질의응답게시 ···················································································406

제 7   문헌정보 공동검색 ·····································································407

1. 시스템 개요 ·························································································407

2. 공동검색 이용 ·····················································································411

3. 유지보수  이용통계 ·······································································412

제 8   홍보 ·······························································································414



- 327 -

표 목 차

<표 1> 산코드 입수 황 ·······································································340

<표 2> 2004년도 산코드 도입 황 ·················································341

<표 3> 연구소 보유 산코드의 국내 타기  제공 황 ···············344

<표 4> NEA DB로부터 입수 배포한 산코드 황 ························345

<표 5> 등록된 산코드의 응용 분야별 분류 ·····································347

<표 6> 2004년도 CLASS별 입수 황 ·················································348

<표 7> 사이트 구조도 ···············································································355

<표 8>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리자 디 토리 구조 ·······················364

<표 9>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디 토리 구조 ·····································367

<표 10>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커뮤니티 디 토리 ···························369

<표 11> 공통상수 코드설명 ·····································································386

<표 12> 기존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 ···················································389

<표 13> 참여기 의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환경 ···························407

<표 14> 문헌정보 공동검색 이용통계 ···················································413

         



- 328 -

그 림 목 차

<그림1> NEA 회원국 ················································································333

<그림2> NEA Data Bank 산코드 검색화면 ····································336

<그림3>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기화면 ·············································351

<그림4> 하드웨어 구조 ·············································································353

<그림5> 소 트웨어 구조 ·········································································354

<그림6>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메인 페이지 ·······································356

<그림7>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서  메인 페이지 ·····························357

<그림8>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서  페이지 ·······································358

<그림9>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 ·······························································359

<그림10> 커뮤니티 서  페이지 ·····························································360

<그림11> 리자 페이지 ···········································································361

<그림12> 통계 리 페이지 ·····································································391

<그림13> 2004년 5월부터 12월 통계 ·····················································392

<그림14> 회원 리 목록 페이지 ···························································393

<그림15> 회원 정보 보기 페이지 ···························································394

<그림16> 사이트 맵 페이지 ·····································································395

<그림17> 사이트 목록, 수정 페이지 ······················································396

<그림18> 요청사이트 목록 ·······································································397

<그림19> 백과사  페이지 ·······································································398

<그림20> 코드 리 페이지 ·····································································399

<그림21> 코드 검색 페이지 ·····································································400

<그림22> 신청코드 리 페이지 ·····························································401

<그림23> 입수코드 리 페이지 ·····························································402

<그림24> 한 설명코드 리 페이지 ·····················································403

<그림25> 신문기사 페이지 ·······································································404

<그림26> 커뮤니티 페이지 ·······································································405

<그림27> 질의응답 게시  페이지 ·························································406



- 329 -

<그림28> 연계시스템 소 트웨어 구성도 ·············································408

<그림29> 연계시스템 기능 개도 ·························································409

<그림30> 문헌정보 공동 검색 체제 ·······················································410

<그림31> 문헌정보 공동 검색 기화면 ···············································411

<그림32> 검색결과 화면 ·····································································412

<그림33> 원자력학회 홍보 시물 ·························································414

<그림34> 원자력산업회의 홍보부스 ·······················································415



- 330 -

부 록 목 차

부록 1. NEA Data Bank 컴퓨터 로그램 주제분류 ···························417

부록 2. 보유코드 목록 (2004. 12. 30) ····················································423



- 331 -

  서   론

  이 보고서는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 고유사업

 지원사업인 “원자력 산코드 개발 리” 과제의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OECD 산하 NEA Data Bank에 가입하 다.

이의 결과로 가입 에는 IAEA를 통해 1년에 2종의 산코드만을 입수할 수 

있었으나 가입 후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산코드를 U.S. 코드를 포함하여 

NEA Data Bank에 등록되어 있는 산코드를 무제한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 이후 재까지 우리연구소는 NEA Data Bank로 부터 636종의 

원자력 련 산코드를 도입하 다.

재 이들 NEA Data Bank에 등록되어 있는 산코드들은 부분 On-Line 

retrieval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서  코드 신청을 하면 ,size가 20mega이하

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입수가 가능하다. 한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 원자력기 이나 학의 경우에는 우리연구소에서 산코드 

신청 업무를 행하여 주고 있다.

이에 이 과제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이 원하는 산코드와 핵자료를   

OECD/NEA Data Bank에서 입수하여  이용자들에게 보 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 이고 종합 으로 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에 NEA Data Bank로부터 산코드 입수  배분한 

국내이용자에 한 기술  지원활동  국제 원자력정보이용 안내 책자 발

간 등에 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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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원자력 산코드 리

제 1  OECD/NEA 소개

1. NEA 개요

  NEA(Nuclear Energy Agency)는 OECD 산하의  독립기구로 원자력발

의 경제성  안정성 제고를 한 회원국간의 원자력 기술개발 력 증진

을 하여 설립된 원자력 련 국제기구이다. 

NEA는 1 9 7 5년에 발족된 유럽경제기구(OEEC )내 유럽원자력기구

(ENEA: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가 1972년 12월 비유럽국인 미

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새로 가입시킴으로 인하여 경제 력개발기구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2.NEA 원회

  NEA 산하에는 운 원회를 포함한 다음의 8개 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 운 원회(Steering)

   - 방사성폐기물 리 원회(RWMC)

   - 방사선방호  공 보건 원회(CRPPH)

   - 원자력시설안 원회(CSNI)

   - 원자력규제 원회(CNRA)

   -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문가 그룹(LEG)

   - 원자력개발 원회(NDC)

   - 원자력과학 원회(NSC)

한 NEA는 정보 리  출 업무를 담당할 정보.출  로그램 을 두고 

있으며, 독자 인 데이터뱅크를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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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A 회원국

NEA에는 1999년 7월 재 27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5월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

다.

[그림-1] NEA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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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OECD/NEA Data Bank 소개

1.데이터뱅크 개요

  NEA 데이터뱅크는 1978년 원자력 연구를 한 핵자료  원자력 련 컴

퓨터 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국을 지원할 목 으로 설립되었다. 데이터뱅

크는 NEA회원국 에서 OECD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신청한 국가에 한해서

만 이용할 수 있는데, 2004년 7월 재 27개 회원국  우리나라(1994. 1월 

가입)를 포함한 21개국만이 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2.데이터뱅크 제공 서비스

  

NEA 데이터뱅크는 크게 다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핵자료(Nuclear Data)서비스 : Nuclear 성자 분석 련 데이터로 원자

로의 설계, 핵융합, 차폐계산 등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데이터뱅  크에 

수록하여 각 회원국에 제공한다.

  ② 화학자료(Chemical Data)서비스 : 핵물질 원료들의 화학  특성  열

역학  데이터를 데이터뱅크에 수록하여 각 회원국에 제공한다.

  ③ 산코드 서비스 : 테스트가 끝난 약 1,800개의 원자력 련 산코드

를 세계 500여 기 에 가공하여 제공한다.

3.데이터뱅크 이용방법

  NEA 데이터뱅크는 NEA 웹사이트(http://www.nea.fr)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핵자료와 화학 자료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이용자들이 구

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자료와 허가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외비

자료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일 회비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의 E-Mail 연락처로 이용자가 직  신청하면 2-3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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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자료의 경우 : nearogot@nea.fr

․화학자료의 경우 : tdb@nea.fr

반면 산코드는 NEA 웝사이트 상에서 코드의 개요까지 이용자들이 자유롭

게 검색할 수 있지만. 코드 자체를 원할 경우에는 NEA 산코드 Liaison 

Officer인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차를 밟아야 

한다.

  ① 이용자는 NEA 웹사이트를 통해 코드를 검색한 후 원하는 코드를      

   KAERI Liaison Officer에게 화나 E-Mail로 신청한다.

  ② KAERI Liaison Officer는 NEA에 속하여 원하는 코드를 신청한다.  

그러면 NEA데이터뱅크에서는 코드 용량(size)통보와 함께 데이터 송

방법(On-line 는 우편발송)을 알려 다.

  ③ KAERI Liaison Officer가 NEA 데이터뱅크로부터 코드를 수하면,    

   산코드와 함께 련 자료를 이용자에게 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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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hclee@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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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NEA 데이터뱅크에 속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산코드 검색과정을 소개하 다.

                            

☜ ① NEA 홈페이지

        

           ② NEA 데이터뱅크      

기화면       ☞

 

[그림-2] NEA Data Bank 산코드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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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산코드 서비스 기

 ☜ 화면

                                                       ↓ ④ 탐색어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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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색된 코드 리스트

       출력화면         ☞

⑥ 체 코드 (코드개요)출력화

면



- 339 -

제 3    산코드 리

  재 우리연구소에는 총 636종의 산코드가 정보통신과에 등록되어 있으

며 이들  112종의 산코드가 2004년도에 등록되었다.(표2) 도입된 산코

드는 주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 산코드가 수록된 Media 와 Manual을 

등록하고 NEA 산코드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일  등록하고 있다. 

이들 산코드 련자료는 정보통신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산코드들은 각

종 Cartridge, Floppy Disk, CD-ROM등의 Media에 보 되어 있으며 이와 

련된 Manual은 열람실로 송부, 보 되어 사용자들이 다른 도서들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Internet을 통해 산코드를 송하는 경우는 이미 보편화 

되어있고 등록된 산코드들에 한 정보는 우리 연구소 내 BBS(Bulletin 

Board System) 에 분야별로 게시하여 소내 사용자 등이 정보검색 후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도입부서 이외의 부서나 타 기 에서 특정 

산코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해서는 각 산코드들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1. NEA 산코드

  우리나라는 1994년 OECD/NEA Data Bank 에 가입하 다.

이의 결과로 가입 에는 IAEA를 통하여 1년에 2종의 산코드만을 입수일

수 있었으나 가입 후에는 NEA Data Bank에 등록되어 있는 산코드를 입

수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이후 재까지 우리연구소는 636종의 산코드를 

도입하 다.<표1> 입수된 산코드는 기술정보과에 등록, Backup을 한 후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련 Manual 원본은 열람실로 보내며 복사본은 신청

자에게 송부한다.

  NEAData Bank에 있는 산코드들의 정보는 WWW(http://www.nea.f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NEA Data Bank에 있는 산코드가 필요한 이용자는 

원하는 코드의 정보를 WWW site를 통해 검색하여 코드의 상태를 악한 

후 BBS의 자료란에 있는 'NEA 산코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색한 코드 

Abstract를 첨부하여 기술정보과에 송부하면 원하는 코드를 입수할 수 있다. 

다음<표2>는 2004년도 산코드 배포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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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산코드 입수 황

연  도 도입코드수

1994 58

1995 36 

1996 29 

1997 66 

1998 51 

1999 43 

2000 51 

2001 54 

2002 45 

2003 91 

2004           112 

합  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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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04년도 산코드 도입 황

기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강원 학교 1 1

 건국 학교 1 1

 경북 학교 1 1

 경희 학교 2 2

 고등기술연구원 28 28

 고려공업검사㈜ 1 2 3

 국립암센터 2 2

 군산 학교 1 1

 불 학교 1 1

 마이다스/기술연구소 1 1

 목원 학교 2 2

 방재시험연구소 1 1

 벤처기업(최 환씨 개인회사) 1 1

 부산 학교 1 1

 삼양테크놀로지㈜ 1 1

 서울 학교 7 13 22 5 1 6 54

 서일 학교 1 1

 성균 학교 1 1 1 3

 아주 학교 24 1 1 1 27

 연세 학교 1 1

 남 학교 2 2

 원 학교 1 3 4

 원자력의학원 6 1 7 14

 원자력안 기술원 6 6

 원자력환경기술원 1 2 3

 원 연료주식회사 21 4 5 2 3 1 36

 이화여자 학교 1 1 2

 인제 학교 1 1

 인하 학교 1 1

 자원연구소 1 1

 북 학교 4 4

 충남 학교 20 2 22

 충북 학교 1 1 2

 카톨릭 학교 2 5 7

 포항가속기연구소 9 1 2 12

 포항공과 학교 1 2 4 3 1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 1

 한국 학교 1 1

 한국수력원자력 1 1

 한국원자력연구소 216 25 42 70 43 106 502

 한국 기연구원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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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력공사( ) 1 1

 한국 력연구원 24 3 7 1 35

 한국 자통신연구원 1 1

 한국표 과학연구원 1 1 2

 한 기술주식회사 33 20 5 2 74 38 172

 모비스 1 1

 엔지니어링㈜ 7 6 2 15

 공업㈜ 2 2

 KAIST 3 3

 KIST 1 1 2

 LG 자 1 1

합    계 412 77 82 108 150 17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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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코드 신청 행 업무

  2004년도에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타기 에서 우리연구소

를 통해 NEA Data Bank에 산코드를 신청하여 입수한 는 아래 <표3> 

과 같다. 재 국내에는 우리연구소를 포함하여 9개 기 (*)에만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어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 원자력 

련기 이나 각 학의 경우에는 우리연구소에서 신청업무를 행하여 주

고 있다. 국내 련 기 들 사이에 공식 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되는 자료를 NEA Data Bank로부터 계속 

송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신속한 자료입수를 해서는 국내 련기

들 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4>는 우리연구소에서 1994년도부터 2004년까지 NEA Data Bank로부터 

산코드를 입수하여 배포한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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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연구소 보유 산코드  Manual의 국내 타기 에 제공

기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강원 학교 1 1

건국 학교 1 1

경희 학교 2 2

고등기술연구원 16 3 19

고려공업검사㈜ 1 2 3

군산 학교 1 1

불 학교 1 1

마이다스/기술연구소 1 1 2

목원 학교 2 2

부산 학교 1 1

삼양테크놀로지㈜ 1 1

서울 학교 5 1 4 16 3 3 32

서일 학교 1 1

성균 학교 1 1 2

아주 학교 11 1 1 13

연세 학교 1 1

남 학교 1 1

원 학교 1 3 4

원자력의학원 2 2 1 7 12

원자력안 기술원 5 5

원자력환경기술원 1 1

원 연료주식회사 13 2 3 2 2 1 23

이화여자 학교 1 1 2

인제 학교 1 1

인하 학교 1 1

자원연구소 1 1

북 학교 2 2

충남 학교 10 2 12

카톨릭의과 학교 1 3 4

포항가속기연구소 6 1 2 9

포항공과 학교 1 2 2 2 7

한국 학교 2 2

한국수력원자력 1 1

한국원자력연구소 22 13 11 12 39 30 28 155

한국 력공사( ) 1 1

한국 력연구원 16 1 2 4 23

한국 자통신연구원 1 1

한국표 과학연구원 1 1

한 기술주식회사 10 12 8 5 1 12 11 59

모비스 1 1

엔지니어링㈜ 4 1 1 6

공업㈜ 1 1

KAIST 3 3

KIST 1 1

LG 자 1 1

 합     계 129 37 34 42 63 59 60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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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원자력연구소에서 입수하여 배포한 산코드

기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한국원자력연구소 216 25 42 31 13 78 405

한국 력연구원 7 1 3 1 12

원 연료주식회사 6 1 5 1 13

한 기술주식회사 11 12 1 62 27 113

국립암센터 2 2

아주 학교 13 1 1 15

북 학교 2 2

원자력안 기술원 1 1

원자력환경기술원 2 2

충남 학교 10 10

원자력의학원 2 2

포항가속기연구소 3 3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 1

서울 학교 1 9 6 1 1 3 21

고등기술연구원 9 9

남 학교 1 1

공업 1 1

KIST 1 1

성균 학교 1 1

방재시험연구소 1 1

벤처기업(최 환씨개인회사) 1 1

충북 학교 1 1 2

경북 학교 1 1

카톨릭의과 학교 1 2 3

포항공과 학교 2 1 3

한국표 과학연구원 1 1

한국 기연구원 1 1

엔지니어링㈜ 3 5 1 9

합계 283 51 54 45 91 112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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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된 산코드의 분야별 분류

  우리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산코드의 응용 분야별 분류는 아래 

<표5>와 같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한 2004년도에 도입한 코드를 분야별 분류는 <표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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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04년도 등록된 산코드의 응용 분야별 분류 

***** The Classification of KAERI Computer Code *****

----------------------------------------------------------- 

A 1 Cross Section and Resonance Integral Calculations

B
1

Spectrum Calculations, Generation of Group Constants,    

Lattice and Cell Problems

C 1 Static Design Studies

D
2

Depletion, Fuel Management, Cost Analysis, and Power 

Plant Economics

E Space-Independent Kinetics

F Space-Time Kinetics, Coupled Neutronics-Hydrodynamics-

Thermodynamics and Excursion Simulation

G 21 Radiological Safety, Hazard and Accident Analysis
H 1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I
1

Deformation and Stress Distributions Computations,        

Structural Analysis and Engineering Design Studies

J 15 Gamma Heating and Shield Design

K 1 Reactor System Analysis

L Data Preparation

M 1 Data Management

N Subsidiary Calculations

O Experimental Data Processing

P 1 General Mathematical and Computing System Routines

Q Materials

R 1 Environmental and Earth Sciencies

S 1 Space Sciences

T Electronics, Engineering Equipment, and Energy Systems 

Studies

U Chemistry

V Particle Accelerators and High-Voltage Machines

W Physics

X Magnetic Fusion Research

Y 60 Biology and Medicine

Z 4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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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04년도 Class 별 입수 황

CLASS 도입코드수

A 1

B 1

C 1

D 2

E

F

G 21

H 1

I 1

J 15

K 1

L

M 1

N

O

P 1

Q

R 1

S 1

T

U

V

W

X

Y 60

Z 4

총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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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OECD/NEA Data Bank에서 오는  Monthly Bulletin을 수하고

연구소 BBS를 통하여  연구소내 공고하고 있으며  2004년도 1월부터 12월

까지의 NEA Data Bank 보고서도  연구소 BBS에 게시한다.

OECD/NEA Data Bank에서 주기 으로 오는 산코드 교육 로그램을 

수하고 연구소 내 BBS에 공고하고 있으며  E-Mail을 통하여 련 담당자에

게 통보하고 있다.

  한 국내 타기 이 OECD/NEA Data Bank에 문의한 사항을 이첩 받았

을 때 이를 문의한 기 에 E-Mail을 통하여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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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원자력 안   고부가가치 핵심 연구정보 DB 보완

1. 원자력 백과사

 원자력백과사  데이터베이스는 원자력연구개발에 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 이다. 기 개발된 A4용지 18,000쪽에 달하는 내용 외에 

추가로 A4용지 577쪽 분량을 수록하 다.

2. 원자력 련 신문기사

 원자력 련 신문기사는 국내 신문기사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사용

자의 검색편의를 해 인터넷로 을 이용하여 원자력 련 신문기사를 매일 

수집하여 축 한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직  제공하는 것은 

지 재산권보호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자가 신문기사를 보고자하면 기사를 

제공한 신문사의 홈페이지로 직  속하도록 하 다.

3. 원자력 련 산코드

  원자력 련 산코드는 산코드목록 데이터베이스이다. 여기서 

OECD/NEA의 산코드목록, 핵연료설계용 산코드목록, 국내 개발 산코

드의 목록을 제공한다. 기존에 1900건 수록 외, 추가로 국내 개발 산코드 

목록을 200건 추가하 다. 

4.  원 사고·고장정보

  국내외 원자력발 소의 사고  고장에 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5.  원자력 련 문헌 공동검색 시스템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 기술원, 한 력연구원 등이 소장한 보고서, 단

행본 등에 한 서지사항을 One-stop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이용자는 문헌을 검색한 후 장서를 보 한 기 에 직  원문복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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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원자력 지식정보기반 시스템 홈페이지 재구성

  원자력 지식정보 포털사이트는 원자력사이트를 체계 으로 분류한 사이트맵, 

인터넷상의 HTML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엔진과 이용자와의 방향 

정보교환을 한 질의응답게시 , 문가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회의실로 

구성하 다. 

[그림-3]에 보여주는 것처럼 기화면에서 바로 원하는 내용에 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 다. 

[그림-3]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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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개선

가. 컨텐츠 개선

 모호한 개념의 컨텐츠  메뉴를 이용하여 재배치했다. 향후 추가 인 컨텐츠 

배열이 가능한 구조로 확  개편하 고 컨텐츠 안배를 통한 메뉴 Labeling 재구

성하여 방 한 컨텐츠에 한 사용 편이성  효율 인 네비게이션 확보를 한 

배 타입 메뉴, Quick 메뉴 등을 활용하 다. 기존의 리환경 개선으로 효율 이

고 통합 인 게시  리  운  할 수 있게 하 다. 

  나. 디자인 개선

 청색계열의 색상 사용과 부드러운 색조로 구성, 메인 메뉴 구성을 비롯하여 각

각의 바로가기 메뉴, 배  등도 련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아이콘화로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구 하 고 메인페이지에서 지식정보, 백과사 , 산코드 빠른 

검색과 요한 배 들로 구성하여 구분하여 보다 직 인 근이 가능해졌다. 

래쉬로 제작된 메인 메뉴에서 서  메뉴로의 근을 용이하게 하 으며, 서  

메뉴 한 20Depth로의 근이 편리하도록 한 일 내에서 구성하 다. 

  다. 개발

  DB 속에 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일로 두고 웹서버 (apache)가 시작할 

때 해당 일을 열어서 DB 속 련 정보를 Application 변수로 설정하여 어느 

곳에서나 DB 속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기존에는 DB가 여러 개로 

나 어져 있고, 각각의 DB사용자가 달랐으나, 기존의 DB는 그 로 유지하고 DB

사용자를 www로 통합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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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아키텍쳐

 가. 하드웨어 구조

[그림-4]  하드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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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 트웨어 구조

[그림-5]  소 트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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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구성도

 가. 사이트 구조도

(1) 원자력 지식정보 문국

[표-7] 사이트 구조도

1DEPTH 2DEPTH 3DEPTH 내용 비고

백과사

검색,새자료항목 백과사  검색

항목별자료 백과사  항목 목록

용어별자료
백과사  용어별 검

색

1DEPTH 2DEPTH 3DEPTH 내용 비고

산코드

산코드검색 산코드 검색

산코드신청 산코드 신청

분야별 산코드목록 입수된 코드 목록

1DEPTH 2DEPTH 3DEPTH 내용 비고

문헌정보 http://books.atomic.or.kr/링크

1DEPTH 2DEPTH 3DEPTH 내용 비고

신문기사 신문기사검색 게시 타입

1DEPTH 2DEPTH 3DEPTH 내용 비고

커뮤니티

커뮤니티 홈 커뮤니티 목록 페이지

커뮤니티 신청 커뮤니티 신청

내 커뮤니티 가입한 커뮤니티 목록

1DEPTH 2DEPTH 3DEPTH 내용 비고

게시 질의응답게시 게시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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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면 설명

  (1)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메인 페이지

01 : 주메뉴 마우스 오버시 서 메뉴가 보여지고 클릭시 해당 컨텐츠로 

이동

02 : 회원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정보보기 

03 : 지식정보, 백과사 , 산코드 검색페이지 Direct Search

04 : 사이트목록, 웹페이지, 백과사 , 산코드, 신문 검색페이지 바로

가기

05 : 문헌정보,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연구소 바로가기 

06 : 원자력디지털강좌 바로가기

07 : 원 사고고장정보, IAEA 정보, OECD/NEA 정보, 원자력안 헌장 바로

가기

08 : 하단 메뉴와 총방문자수 

09 : Copyright

[그림-6] 원자력 지식정보 문국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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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서  메인 페이지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서  메인페이지의 주메뉴  하나를 선택시 메뉴

별 01부분에 서  메뉴 목록이 나타난다.

[그림-7]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서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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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서  페이지

  01의 보고자 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02 부분처럼 나타나는 Depth 메뉴가 

있다면 Depth 메뉴가 03처럼 재 페이지의 내용으로 표시된다

[그림-8]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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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

01 :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수정페이지,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 링크

02 :  회원로그인시 이름이, 비 로그인 시 GUEST로 표시 

03 :  커뮤니티 개설신청, 커뮤니티 키워드 검색

04 :  로그인한 회원이 가입한 커뮤니티 리스트

05 :  New Community 로서 최근 등록된 2개의 커뮤니티 바로가기 기능

06 :  커뮤니티 목록

07 :  Copyright

[그림-9]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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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커뮤니티 서  페이지

   01 :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수정페이지,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 링크

02 :  회원정보 & 서  메뉴

03 :  커뮤니티의 게시  목록

04 : 회원이 가입한 종속 커뮤니티의 목록

05 : 커뮤니티 리

06 :  커뮤니티 검색

07 :  커버스토리

08 :  정렬순  1인 게시 의 첫페이지 목록

[그림-10] 커뮤니티 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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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자 페이지

  리자 페이지에서는 주메뉴 마우스 오버시 서  메뉴가 보여지고 클릭시 

해당 컨텐츠로 이동하는데 서  메뉴는 주 메뉴에 따라서 달라진다. 페이지

의 내용은 메뉴에 따른 실제 컨텐츠가 보여진다. 

[그림-11] 리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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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 토리 구조 설명

가.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리자 (base:/htdocs/administrator)

1DEPTH File (*.php) 내   용 비   고

login 리자로그인

pw_modify 비 번호변경

page_search 웹사이트검색

statistics 통계

ExcelDown 통계 excel 일 다운로드

atomica info 백과사 메인

board

list 질의응답게시  리스트

read 질의응답게시  내용

write 질의응답게시  등록

modify 질의응답게시  수정

reply 질의응답게시  답변

delete 질의응답게시  삭제

cug

list 승인 기, 승인완료 커뮤니티 리스트

read 승인완료커뮤니티정보보기

accept 승인 기커뮤니티 승인, 기각

inf

node_list 사이트분류트리

node_write 사이트분류추가

node_modify 사이트분류수정

node_delete 사이트분류삭제

request_list 요청사이트리스트

request_submit 요청사이트 승인, 기각

request_delete 요청사이트삭제

site_list   해당 분류에 등록된 사이트리스트

site_write 해당 분류에 사이트추가

site_modify   해당 분류 사이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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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_delete   해당 분류 사이트 삭제

member

list   회원리스트

read 회원정보보기

modify 회원정보수정

delete 회원삭제

news info 신문기사메인

software

CodeExcelDown 코드 리 리스트 Excel 일다운로드

KaeriExcelDown 입수코드 리스트 Excel 다운로드

NeadbExcelDown 한 설명코드 리스트 일다운로드

RequestExcelDown 신청코드 리스트 일다운로드

code_list 코드 리 리스트

code_search 코드검색

kaeri_delete 입수코드삭제

kaeri_list 입수코드리스트

kaeri_modify 입수코드수정

kaeri_read 입수코드내용

kaeri_write 입수코드등록

neadb_delete 한 설명코드 삭제

neadb_list 한 설명코드 리스트

neadb_modify 한 설명코드 수정

neadb_read 한 설명코드 내용

neadb_write 한 설명코드 등록

request_delete 신청코드삭제

request_list 신청코드리스트

request_modify 신청코드수정

request_read 신청코드내용

request_write 신청코드등록

request_step1 신청코드 수

request_step2 신청코드발송

request_step3 신청코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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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리자디 토리 구조

1DEPTH Folder or File Name 내   용 비   고

image

atomica

련 이미지 장 폴더

include

inf

news

software

include

bottom copyright

top 회원보기와 통계의 상 메뉴

top1 ~ 6 메뉴별 상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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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base: /htdocs)

1DEPTH 2DEPTH
Folder or File Name 

(*.html)
내    용 비   고

index 홈

sitemap 사이트맵

page_search 웹사이트검색

news index 신문기사 검색

atomica

index 백과사 메인

list 백과사 항목리스트

read 백과사 항목내용

mail 지 사항메일보내기

search 백과사 검색

word 백과사 용어별리스트

word_read 백과사 용어내용

figure 백과사 그림,표

images
01 ~ 18

련 이미지 장 폴더
dict 

img
01 ~ 18

련 이미지 장 폴더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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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EPTH 2DEPTH
Folder or File Name 

(*.html)
내용 비고

board

index 질의응답게시  목록

read 질의응답게시  내용

write 질의응답게시  등록

modify 질의응답게시  수정

reply 질의응답게시  답변

pass
질의응답게시  비 번호 

체크

delete 질의응답게시  삭제

FileDownload 질의응답게시  첨부 일 

files 게시  첨부 일 폴더

inf

index 지식정보메인

search 사이트목록 검색

search_list 웹페이지검색결과

search_read 웹페이지검색결과보기

site 지식정보 사이트 목록

write 지식정보 사이트 등록신청

member

id 아이디 복 체크

join 회원가입

login 로그인

lookup 아이디, 비 번호 찾기

modify 회원정보수정

zip_check 우편번호검색

software

index 산코드 메인

category 산코드 분야 목록

code_list 산코드 분야별 리스트

code_read 산코드 내용

request 산코드 신청

search 산코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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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디 토리 구조

1DEPTH 2DEPTH Folder or File Name 내   용 비 고 

image atomica 백과사  이미지 폴더

board 질의응답게시 이미지폴더

book 문헌정보 이미지 폴더

botton 페이지 하단 이미지 폴더

cug 커뮤니티 이미지 폴더

inf 지식정보 이미지 폴더

left 페이지 왼쪽 이미지폴더

main 메인 이미지 폴더

member 회원 이미지 폴더

news 신문기사 이미지 폴더

right 페이지 오른쪽이미지폴더

select Select Box 이미지 폴더

software 산코드 이미지 폴더

fla menum.swf 메인페이지상단메뉴 래쉬

m1.swf ~ m3.swf 메뉴별 상단 메뉴 래쉬

bg 각메뉴별 배경이미지

include atomica_menu 백과사  메인 Top메뉴

atomica_smenu-01~03 백과사  서  Top메뉴

borad_menu 게시  Top메뉴

bottom_menu 하단 메뉴

copy Copyright

inf_menu 지식정보 메인 Top메뉴

inf_smenu_01~04 지식정보 서  Top메뉴

left 사이트 좌측 메뉴

main_menu 메인 메뉴

member_menu 회원 련 메뉴

middlebar_login 로그인 련 메뉴

news_menu 신문기사 Top 메뉴

software_menu 산코드 메인 Top 메뉴

software_smenu01~03 산코드 서  Top 메뉴

script script.js 스크립트

select.js 스크립트

checkform.js 폼스크립트

community.js 커뮤니티 련 스크립트

css form.css 폼 css

form2.css 폼 css

text.css 텍스트 css

text2.css 텍스트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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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커뮤니티 (base: /htdocs/cug)

1DEPTH
Folder or File Name 

(*.html)
내   용 비고

board_delete 게시  삭제

board_list 게시  목록

board_modify 게시  수정

board_read 게시  내용

board_reply 게시  답변

board_write 게시  등록

check_community 커뮤니티명 복체크

check_nick 필명 복체크

child_community 종속커뮤니티 목록

child_community_open 종속커뮤니티 개설

community 해당 커뮤니티 메인페이지

community_open 커뮤니티 개설

list 커뮤니티 리스트

mycommunity 내커뮤니티 목록

nick_modify 필명 수정

registration 커뮤니티 회원가입

admin

accept 종속커뮤니티 승인, 기각

board 게시 리

check_community 커뮤니티명 복체크

child_community 종속커뮤니티 목록

delete 커뮤니티 삭제

mailform 체메일발송

management 커뮤니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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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원자력지식정보 문국 커뮤니티 디 토리 

member_confirm_list 가입신청한 회원 목록

member_delete 회원 삭제

member_list 회원 목록

member_read 회원 정보

member_refusal 회원 가입신청 거

modify 커뮤니티 수정

newgrade 회원 등 변경

nonmember_delete 비회원 삭제

nonmember_list 비회원 목록

nonmember_modify 비회원 수정

nonmember_write 비회원 등록

member login 로그인 페이지

include

admin_community_info 운 자모드 커뮤니티 정보

admin_leftmenu 운 자 좌측메뉴

bottom 페이지 하단

child_cug 가입한 종속커뮤니티 목록

child_search 커뮤니티 검색

community_info 일반사용자모드 커뮤니티 정보

cug_menu 커뮤니티 게시  목록

left_mycommunity 좌측 내커뮤니티 목록

left_userinfo01.html 좌측 커뮤니티 내정보 내용

left_userinfo02.html 좌측 해당 커뮤니티 내정보 내용

top_menu.html 페이지 top 메뉴

top_title.html 커뮤니티 title

files
cover 커버스토리 첨부 일 폴더

board 게시  첨부 일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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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 명세서

  가. 개발환경

     (1) 설치 Program

- 운 체제 : LINUX, APACHE, PHP, MYSQL

   

   (2) DB 계정

- DB User : www

- DB Pass : 

   

   (3) 로그인 계정

   

  (4) 디 토리

ID Password

System www hclee2095

DB www

Directory Remark

/extra/httpd/html/ Home directory

/extra/httpd/html/administrator 리자 모드

/extra/httpd/html/ 사용자 모드

/extra/httpd/html/cug/ 커뮤니티

/extra/httpd/html/lib library file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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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표

  (1) 로그램명

   (가) 형식 ( 각 일이 메뉴별 디 토리로 구분될 경우 메뉴명 생략 가

능)

메뉴 명 - 기능 ․ 확장자

메뉴 명 :  Directory 구성의 표 에 따른다

Html :  hypertext markup language

php :  Power Hypertext Preprocessor

CSS :  Cascade Style Sheet

JS :  Java Script

read: 읽기 ( read_ok )

search :  검색

modify :  수정 ( modify_ok )

list :  목록

delete :  삭제 ( delete_ok )

write :  추가 ( write_ok)

reply :  답변 ( reply_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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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

(다) 주의사항

  소문자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내용 설명 비  고

메뉴명 Directory 표  수

기  능 
읽기, 검색, 수정, 목록, 삭제, 추가, 결
과, 답변 등

read, write, modify, delete 등

확장자 일의 고유 특성 : HTML, PHP, CSS, JS html, php, css, j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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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BASE 련

(가) 테이블 명

테이블 명은 FULL NAME 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름이 긴 경우는 임말을 사용하고 통계치는 순서로 사용함

(나) KEY NAME(PRIMARY, FOREIGN)

Default Name 사용

(다) COLUMN 정의

 COLUMN 명은 문 FULL NAME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름이 긴 경우는 임말을 사용하고 SEQ는 TABLE 명에 SEQ를 붙

임

(3) File 련

(가) TITLE

사용자모드 : 원자력 지식 정보 문국

리자모드 : 원자력 지식 정보 문국

(나) STYLE SHEET

font.css, text.css 일을 기본으로 한다.

(다) Script

라우  독립 인 스크립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통부문

각 페이지에서 공통 으로 사용되는 부분(메뉴 등)은 include를 사용한다.

(4) Java Script 일 형식

/script 디 토리에 filename.js 일의 형식으로 장한다.

checkform.js 일 안에 function 명은 명확하게 하며 소문자로 시작한다.

(5) form의 action 일

form이 포함된 일명의 뒤에 _ok.php를 붙여서 사용한다.

form file 명 : write.php, action file 명 : write_ok.php 

(6) 업로드 일 리

업로드된 일은 각 메뉴 별 디 토리의 files 디 토리에서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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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HP 문서 작성 표

<? 

'============================================ 

' File Information( 2-7 참고)

'============================================

......... PHP 코드(제일 앞에서부터 indentation을 한다) ......... 

?> 

<html>

HTML 코드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 ' 재 의 가장 처음부터 시작한다

  ....... PHP 코드 .......(다시 제일 앞에서부터 indentation을 한다)

  while( ... ) {

?>

    <tr><td><?= $strSubject ?></td><td><?= $strWriter ?></td></tr>

<? ' 재 의 가장 처음부터 시작한다

  ....... PHP 코드 .......(다시 제일 앞에서부터 indentation을 한다)

    i = i + 1

  }

?>

  </table>

</html>

<?

  Function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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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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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응답게시  일 다운로드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일 다운로드

/extra/httpd/html/administrator/bo

ard

FileDownload.asp
질의응답게시  첨부 일 

다운로드

(2) 통 계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리자 - 통계 statistics.php 통계 페이지

/extra/httpd/html/administrator/ ExcelDown.php
월별 통계 목록 Excel 일 

다운로드

(3) 게시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리자 - 게시 list.php 게시  목록 페이지

/extra/httpd/html/administrator/b

oard
modify.php 게시  수정 페이지

modify_ok.php 게시  수정

read.php 게시  내용 페이지

reply.php 게시  답변 페이지

reply_ok.php 게시  답변

write.php 게시  등록 페이지

write_ok.php 게시  등록

delete_ok.php 게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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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뮤니티

(5) 지식정보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리자 - 커뮤니티

/extra/httpd/html/administrator/

cug/

accept_ok.php 커뮤니티 승인, 기각

list.php
승인 기, 완료 커뮤니티 목록 

페이지

read.php 승인완료 커뮤니티 정보 페이지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리자-지식정보 node_delete_ok.php 사이트 분류 삭제

/extra/httpd/html/administrat

or/inf/
node_list.php 사이트 분류 목록 페이지

node.modify.php 사이트 분류 수정 페이지

node.modify_ok.php 사이트 분류 수정

node_write.php 사이트 분류 등록 페이지

node_write_ok.php 사이트 분류 등록

request_delete_ok.php 요청 사이트 삭제

request_list.php 요청사이트 목록 페이지

request_submit.php 요청사이트 등록 페이지

request_submit_ok.ph

p
요청사이트 등록

site_ldelete_ok.php 해당 분류 사이트 삭제

site_list.php 해당 분류 사이트 목록페이지

site_modify.php 해당 분류 사이트 수정페이지

site_modify_ok.php 해당 분류 사이트 수정

site_write.php 해당 분류 사이트 등록페이지

site_write_ok.php 해당 분류 사이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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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 리

(7) 산코드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리자-회원 리 delete_ok.php 회원 삭제

/extra/httpd/html/administrator/

member
list.php 회원 목록 페이지

read.php 회원 정보 페이지

modify.asp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modify_ok.asp 회원 정보 수정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리자- 산코드 CodeExcelDown.php
신청코드 완료단계별 목록 Excel 
일 다운로드

/extra/httpd/html/adminis

trator
KaeriExcelDown.php 입수코드목록Excel 일다운로드

/software/
NeadbExcelDown.ph

p
한 설명코드 목록 일 다운로드

RequestExcelDown.

php
요청사이트 목록 일 다운로드

code_list.php 코드 리 목록 페이지

code_search.php 코드 리 검색 페이지

kaeri_delete_ok.php 입수코드 삭제

kaeri_list.php 입수코드 목록 페이지

kaeri_modify.php 입수코드 수정 페이지

kaeri_modify_ok.php 입수코드 수정

kaeri_read.php 입수코드 내용 페이지

kaeri_write.php 입수코드 등록 페이지

kaeri_write_ok.php 입수코드 등록

neadb_delete_ok.php 한 설명코드 삭제

neadb-list.php 한 설명코드 목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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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의응답게시  일 다운로드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일 다운로드
/extra/httpd/html/administrator/b

oard

FileDownload.as
p

질의응답게시  첨부 일 
다운로드

(9) 백과사

neadb_write.php 한 설명코드 등록 페이지

neadb_write_ok.php 한 설명코드 등록

request_delete_ok.php 신청코드 삭제

request-list.php 신청코드 목록 페이지

request_modify.php 신청코드 수정 페이지

request_modify_ok.php 신청코드 수정

request_read.php 신청코드 내용 페이지

request_step1.php 신청코드 수

request_step2.php 신청코드 발송

request_step3.php 신청코드 완료

request_write.php 신청코드 등록 페이지

request_write_ok.php 신청코드 등록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백과사 figure.html 백과사  그림, 표 페이지

/extra/httpd/html/atomica index.html 백과사  메인 페이지

list.html 백과사  항목 목록 페이지

mail..html 지 사항 메일 폼 페이지

mail_ok.html 지 사항 메일 보내기

read.html 백과사  항목별 내용 페이지

search.html 백과사  검색 페이지

word.html 백과사  용어별 목록 페이지

word_read.html 백과사  용어 내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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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게시

(11) 지식정보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게시 list.php 게시  목록 페이지

/extra/httpd/html/board modify.php 게시  수정 페이지

modify_ok.php 게시  수정

read.php 게시  내용 페이지

reply.php 게시  답변 페이지

reply_ok.php 게시  답변

write.php 게시  등록 페이지

write_ok.php 게시  등록

delete_ok.php 게시  삭제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지식정보 index.html 지식정보 메인 페이지

/extra/httpd/html/i

nf
search.html 지식정보 사이트 검색 페이지

search_list.html 지식정보 분류별 웹사이트 검색 페이지

search_read.html 지식정보 분류별 웹사이트 내용 페이지

site.html 지식정보 분류별 사이트 목록 페이지

write.html 지식정보 사이트 요청 페이지

write_ok.html 지식정보 사이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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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원

(13) 신문기사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신문기사
/extra/httpd/html/administrator/news

index.html 신문기사 목록 페이지

(14) 산코드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회원 id.html 아이디 복 체크 페이지

/extra/httpd/html/member join.html 회원가입 페이지

join_ok.html 회원가입

login.html 로그인 페이지

login_ok.html 로그인

logout_ok.html 로그아웃

lookup.html 아이디/비 번호 찾기 페이지

lookup_ok.html 아이디/비 번호 찾기

modify.html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modify_ok.html 회원정보 수정

zip_check.html 우편번호 찾기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산코드 category.html 산코드 분야 목록 페이지

/extra/httpd/html/software

/
code_list.html 산코드 분야별 목록 페이지

code_read.html 산코드 내용 페이지

index.html 산코드 메인 페이지

request.html 산코드 신청 페이지

request_ok.html 산코드 신청

search.html 산코드 검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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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커뮤니티 운 자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커뮤니티 accept_ok.php 종속커뮤니티 승인, 기각

/extra/httpd/html/cug/a

dmin/
board.php 게시  리 페이지

board_ok.php 게시  리

check_community.php 커뮤니티명 체크

child_community.html 종속커뮤니티 목록 페이지

delete_ok.php 커뮤니티 삭제

mailform.html 체메일보내기 페이지

mailform_ok.php 체메일보내기

management.html 커뮤니티 리 페이지

member_confirm_list.ht

ml
커뮤니티승인요청회원 목록

member_delete_ok.php 회원 승인

member_list.html 커뮤니티 가입회원 목록페이지

member_delete_ok.php 커뮤니티 가입 승인

member_read.html 커뮤니티가입회원정보페이지

member_refusal..html 커뮤니티 가입 요청 거

modify_ok.php 커뮤니티 정보 수정

newgrade_ok.php 커뮤니티 회원 등  조정

nomember_delete_ok.ph

p
비회원 삭제

nomember_list.html 비회원 리 목록 페이지

nomember_modify.html 비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nomember_modify_ok.p

hp
비회원 정보 수정

nomember_write.html 비회원 등록 페이지

nomember_write_ok.htm

l
비회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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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커뮤니티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커뮤니티 FileDownload.php 게시  첨부 일 다운로드

/extra/httpd/html/cu

g/
board_delete_ok.php 게시  삭제

board_list.html 게시  목록 페이지

board_modify.html 게시  수정 페이지

board_modify_ok.html 게시  수정

board_read.html 게시  내용 페이지

board_read_ok.html 게시  조회수 증가 

board_reply.html 게시  답변 페이지

board_reply_ok.html 게시  답변

board_write.html 게시  등록 페이지

board_write_ok.html 게시  등록

check_community.php 새커뮤니티명 복 체크

check_nick.php 필명 복 체크

child-community.html 종속커뮤니티 목록 페이지

child-community_open.html 종속커뮤니티 신청 페이지

child-community_open_ok.p

hp
종속커뮤니티 신청

mycommunity.html 내 커뮤니티 목록 페이지

nick_modify.html 필명 수정 페이지

nick_modify_ok.html 필명 수정

registration.html 커뮤니티 가입 페이지

registration_ok.html 커뮤니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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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커뮤니티 로그인

라. 코드설명

(1) 공통상수

Menu And Directory File Name Remark

커뮤니티

/extra/httpd/html/cug/mem

ber/

login.html 커뮤니티모드 로그인 페이지

login_ok.php 커뮤니티모드 로그인

logout_ok.php 커뮤니티모드 로그아웃

File  /extra/httpd/html/lib/_head.php

NAME VALUE REMARK

admInfo 리자 세션정보

File  /extra/httpd/html/lib/_user_head.php

NAME VALUE REMARK

user Info 리자 세션정보

com Info 사용자 가입커뮤니티 세션 정보

_db_name 데이터베이스 명

_table_name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

nowy 오늘 년도

nowm 오늘 월

nowd 오늘 일

countup 통계 변수

cugtotal 커뮤니티 페이지 방문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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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extra/httpd/html/lib/data.php

NAME VALUE REMARK

timeInfo 시간정보

year 년

month 월

mday 일

weekday 주

hours 시

minutes 분

seconds

now 재시간문자열(yyyy-mm-dd hh:mm:ss)

today 재 날짜 정보(yyyy-mm-dd)

time 재 시간 정보(hh:mm:ss)

File  /extra/httpd/html/lib/db.php

NAME VALUE REMARK

user www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password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비 번호

host local host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base 데이터베이스 명

listnum 15 게시  개수

link resource id

result 결과 리턴 변수

File  /extra/httpd/html/lib/lib.php

NAME VALUE REMARK

message 출력할 메시지

url 이동할 페이지 주소



- 386 -

(2) 각종 표기 형식

[표-11] 공통상수 코드설명

File  /extra/httpd/html/lib/sendmail.php

NAME VALUE REMARK

to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

from 보내는 사람 이메일 주소

title 메일 제목

contents 메일 내용

userfile 첨부할 일의 경로

userfile_name 첨부 일명

userfile_type 첨부 일형식

userfile_size 첨부 일크기

항목 VALUE 사용 

날짜
년도(YYYY)+기호( ‘- ’)+월(MM)+기호( ‘- 

’)+일(DD)
2004-04-03

날짜

+

시간

년도(YYYY)+기호( ‘- ’)+월(MM)+기호( ‘- 

’)+일(DD)

+공백( ‘  ’ )+ 시(HH)+기호( ‘:’ 

)+분(MM)+기호(‘:’)

+ (SS)

2004-04-03 1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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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B 스키마 설명

가.  기존 DB Table

DB명 테이블명 비   고 사용여부

atomica figure 원자력 백과사  그림, 표 사용함

main 원자력 백과사  목차 마지막 depth 내용 사용함

rist 원자력 백과사  일본어 사용할지도모름

term 원자력백과사  용어 사용함

toc 원자력백과사  마지막 depth목차제목 사용함

bbs bbs 의견게시 사용할지도모름

config 게시  설정(종류) 사용함

notice 공지사항 사용할지도모름

qa 원자력 질의 응답게시 사용함

cbbs cabri_database CABRI 국제 공동 연구 자료실 사용함

cabri_news CABRI 국제 공동연구 공지사항 사용함

comm_news 실용카페 공지&제안 사용함

iaeaac_iaeaac IAEA/AC IAEA/AC 회의실 사용함

iaeaac_news  IAEA/AC 공지사항 사용함

iaeaag_iaeaall IAEA자문회의회의실 IAEA자문회의 원회의실 사용함

iaeaag_neas IAEA 자문회의 회의실 공지사항 사용함

iaeacss_iaeacss IAEA/CSS IAEA/CSS 회의실 사용함

iaeacss_news IAEA/CSS 공지사항 사용함

iaeafco_iaeafco IAEA/FCO IAEA/FCO 회의실 사용함

iaeafco_news IAEA/FCO 공지사항 사용함

iaeafr_iaeafr IAEA/FR IAEA/FR 회의실 사용함

iaeafr_news IAEA/FR 공지사항 사용함

iaeaftp_iaeaftp IAEA/FTP IAEA/FTP 회의실 사용함

iaeaftp_news IAEA/FTP 공지사항 사용함

iaeagi_iaeagi IAEA/GI IAEA/GI 회의실 사용함

iaeagi_news IAEA/GI 공지사항 사용함

iaeahwr_iaeahw

r
IAEA/HWR IAEA/HWR 회의실 사용함

iaeahwr_news IAEA/HWR 공지사항 사용함

iaeaifrc_iaeaifrc IAEA/IFRC IAEA/IFRC회의실 사용함

iaeaifrc_news IAEA/IFRC 공지사항 사용함

iaeaindag_discu

ss
IAEA/INDAG 회의실 사용함

iaeaindag_news IAEA/IADAG 공지사항 사용함

iaeaindc_meet IAEA/INDC 련회의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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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테이블명 비   고 사용여부

cbbs iaeaindc_news IAEA/INDC 핵자료 소식 사용함

iaeainsag_iaeainsag IAEA/INSAG IAEA/INSAG 회의실 사용함

iaeainsag_news IAEA/INSAG 공지사항 사용함

iaealwnp_iaealwnp IAEA/LWNP IAEA/LWNP 회의실 사용함

iaealwnp_news IAEA/LWNP 공지사항 사용함

iaealwr_iaealwr IAEA/LWR IAEA/LWR 회의실 사용함

iaea_news IAEA/LWR 공지사항 사용함

iaeanppci_iaeanppci IAEA/NPPCI IAEA/NPPCI 회의실 사용함

iaeanppci_news IAEA/NPPCI 공지사항 사용함

iaeanussc_iaeanussc IAEA/NUSSC IAEA/NUSSC 회의실 사용함

iaeanussac_news IAEA/NUSSC 공지사항 사용함

iaearssc_iaearccc IAEA/RSSC IAEA/RSSC 회의실 사용함

iaearssc_news IAEA/RSSC 공지사항 사용함

iaeasagne_news IAEA/SAGNE 공지사항 사용함

iaeasagne_sagne IAEA/SAGNE IAEA/SAGNE 회의실 사용함

iaeasagsi_news IAEA/SAGSI 공지사항 사용함

iaeasagsi_sagsi IAEA/SAGSI IAEA/SAGSI 가상회의실 사용함

iaeassdls_iaeassdls IAEA/SSDLS IAEA/SSDLS 회의실 사용함

iaeassdls_news IAEA/SSDLS 공지사항 사용함

iaeatq_iaeatq IAEA/TQ IAEA/TQ 회의실 사용함

iaeatq_news IAEA/TQ 공지사항 사용함

iaeawatac_iaeawatac IAEA/WATAC IAEA/WATAC 회의실 사용함

iaeawatac_news IAEA/WATAC 공지사항 사용함

iaeawssc_iaeawssc IAEA/WSSC IAEA/WSSC 회의실 사용함

iaeawssc_news IAEA/WSSC 공지사항 사용함

neacrpph_crforum
OECD/NEA CRPPH 문가포럼 CRPPH

의실
사용함

neacrpph_news
OECD/NEA CRPPH 문가포럼 공지사

항
사용함

neacsni_news
OECDNEA CSNI, CNRA 문가포럼공

지사항
사용함

neacsni_ndcforum
OECDNEA CSNI,CNRA 문가포럼 의

실
사용함

neamr_news OECD/NEA 문가포럼 공지사항 사용함

neandc_ndcforum
OECD/NEA NDC 문가포럼 NDC 의

실
사용함

neandc_news OECD/NEA NDC 문가포럼 공지사항 사용함

neanlc_news OECD/NEA NLC 문가포럼 공지사항 사용함

neanlc_nlcforum
OECD/NEA NLC 문가포럼 NLC 의

실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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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테이블명 비   고 사용여부

cbbs nearwmc_news
OECD/NEA RWMC 문가포럼 공지사

항
사용함

nearwmc_rwmfo

rum

OECD/NEA RWMC 문가포럼RWMC

의실
사용함

neasc_news OECD/NEA Nuclear Science 공지사항 사용함

neasc_nsc OECD/NEA Nuclear Science NSC 소식 사용함

nukeh2_news 원자력 수소생산 공지사항 사용함

nukeh2_project 원자력 수소생산 과제 련 사용함

pilotcug_before0

1
과제평가 CUG 시범운  과제 결과물 사용함

pilotcug_kg 과제평가 CUG 시범운  과제 개요 사용함

pilotcug_news 과제평가 CUG 시범운  공지사항 사용함

keydb allkeys 알 수 없음 사용할지도모름

keywd 검색 사용함

news article 주요 신문의 원자력 련 기사 사용함

robotdb main 원자력 지식정보 사이트 검색시 사용 사용함

urlhash 원자력 지식정보 사이트 검색시 사용 사용함

dir 사이트맵 카테고리 사용함

maphash 사이트 검색시 사용 사용함

sitemap mapkey 알 수 없음

reqsite 사용자가 등록한 사이트 목록 사용함

siteurl 사이트 목록 사용함

kaeri 패키지 코드명 사용함

softwar

e
neadb 산코드 목록 사용함

request 산코드 신청 사용함

user 산코드 입수자 성명, 부서 사용함

cuguser 각 회의실 사용자 정보 사용함

user grp group 목록(jhchang 하나 있음) 사용할지도모름

user 회의실 사용자 정보 사용함

[표-12] 기존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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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B & Table 변경사항

(1) Database 변경사항

메 뉴 명
이  

데이터베이스명

신규 

데이터베이스명
비 고

커뮤니티 cug community 데이터베이스 생성

통 계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 생성

(2) Table 변경사항

데이터베이스명 이  테이블명 신규 테이블명 비  고

user user user 테이블 구조 변경

admin 테이블 생성

zipcode 테이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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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시스템 리용 로그램 개발

1. 통계 리

  원자력 지식정보 문국 시스템 통계 리를 하여 통계 리 로그램

을 개발하여, 각 메뉴의 월별통계  월별 속 통계를 알려 다.

 

[그림-12] 통계 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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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원자력 지식정보 문국 시스템의 각 Contents별 월별 통계는 

[그림-13]과 같다.

지식정보 백과사 산코드 신문기사 커뮤니티 게시

Dec-04 17,052 19,982 19,244 368 470 3,927

Nov-04 18,752 23,510 23,549 524 434 3,759

Oct-04 19,592 34,688 18,074 526 477 4,878

Sep-04 21,798 27,600 14,860 541 490 4,953

Aug-04 9,552 9,180 7,736 329 370 1,917

Jul-04 2,293 3,788 2,255 204 161 1,034

Jun-04 1,366 2,599 578 328 157 1,137

[그림-13]  2004년 6월부터 12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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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리

가. 회원 목록

  회원들이 기본 정보들을 목록 형식으로 보여 주고, 아이디를 클릭하면 회

원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림-14] 회원 리 목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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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 정보 보기

  가입된 회원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회원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있으면 커

뮤니티 목록도 볼 수 있다. 회원의 신원 확인이 되었으면, 수정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다. 

[그림-15] 회원 정보 보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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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정보

가. 사이트맵

  아래의 트리구조의 사이트 맵에서 분류를 등록하려면 부모가 되는 분류의 

ID와 새 ID와 RANK(우선순 ), 분류명을 입력한다. 

  사이트 맵에서는 사이트 분류를 트리구조로 보여 다. 각 분류는 ID, 

RANK로 보여 다. 분류 명을 클릭하면 해당 분류르 등록된 사이트 목록을 

볼 수 있다. 사이트 맵에서 한 분류의 수정을 클릭하면 해당 분류의 정보를 

수정 할 수 있다. 

[그림-16] 사이트 맵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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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트 목록, 수정

  지식정보 문국 사이트 맵 페이지에서 분류명을 클릭하면 해당 분류로 

등록된 사이트가 표시되며, 사이트 목록에서 사이트명을 클릭하면 수정페이

지에서 사이트 정보를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그림-17] 사이트 목록, 수정 페이지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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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청사이트 목록

  사용자가 등록 요청한 사이트가 목록으로 표시되며, 사용자가 등록을 요청

한 사이트 정보를 수정하여 사이트를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다.

[그림-18] 요청사이트 목록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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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과사

  원자력 지식정보 문국의 백과사 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Telnet 모

드에서 DBMS 소 트웨어로 리할 수 있다.

[그림-19] 백과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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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코드

가. 코드 리  

  사용자나 리자가 요청한 코드에 한 수, 발송 등의 처리 황을 볼 

수 있으며 엑셀 일로 장이 가능하다. 코드 검색 기능에서는 보유코드 검

색도 가능하다.

[그림-20] 코드 리 페이지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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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드 검색

  코드 검색 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입수코드와 한  설명코드에서 검색하여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그림-21] 코드 검색 페이지



- 401 -

다. 신청코드 리

  신청코드 목록이란 사용자나 리자가 신청한 코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목록이다. 신청코드 목록에서 코드명을 클릭하면 코드 정보를 볼 수 있

으며, 수정이나 삭제, 단계별로 처리→발송→완료 단계를 밟을 수 있다. 

[그림-22] 신청코드 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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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수코드 리

  입수 코드 목록이란 사용자가 신청을 하여 입수된 코드 목록이다. 목록의 

코드명을 클릭하면 해당 코드의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으며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그림-23] 입수코드 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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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 설명코드 리

  한 설명이 등록된 코드의 목록의 패키지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코드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그림-24] 한 설명코드 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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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문기사

  원자력 련 신문기사는 국내 신문기사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사용

자의 검색편의를 해 인터넷로 을 이용하여 원자력 련 신문기사를 매일 

수집하여 축 한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직  제공하는 것은 

지 재산권보호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자가 신문기사를 보고자하면 기사를 

제공한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직  속하도록 하 다. 

[그림-25] 신문기사 페이지

7.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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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커뮤니티 개설 신청을 하면 승인 기 커뮤니티 목록이 만들어져  

리자가 승인 기 커뮤니티 목록을 보고 요청한 커뮤니티 목 을 보고 승

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리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완료 커뮤니티 목

록이 만들어져 목록의 커뮤니티명을 클릭하면 개설된 커뮤니티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커뮤니티 삭제도 가능하다. 

[그림-26] 커뮤니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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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의응답게시

  지식정보 문국 사이트에서는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게시  기능을 제

공한다. 질의 응답 게시 은 답변 Depth가 1까지만 가능하다.

[그림-27] 질의응답게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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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문헌정보 공동검색

   원자력 문헌정보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 력연

구원에서 각기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자력 련기 의  문헌정보를 이

용자가 각각 따로 속하여 원하는 문헌을 검색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

기 하여 원스톱으로 원자력 련기 의  문헌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1.  시스템 개요

   원자력 지식정보 문국상에 Z39.50 Client S/W를 설치하고, 참여하는 3

개 기 의 DB Server에 Z39.50 Server S/W를 설치하여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력 분야  련 공학분야 연구자들이 지

식정보 문국에서 원하는 정보자료를 검색하여 소장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원문신청을 하여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 

   [표-13]은 참여기 의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28]는  참여기 과의 연계시스템 소 트웨어 구성도이고, [그림-29]은 

기능 개도이다. 

참여기  제공가능 정보자원 계 환경

원자력연구소 

 - 단행본: 135,000권

 - 보고서: 750,000권

 - 학술지: 2,500종

 887,500건  -H/W: SUN(UNIX)

 -DB : Oracle

원자력안

기  술  원 

 - 단행본: 10,500건

 - 보고서: 20,500건

 - 학술지: 160종

  31,160건

 -H/W: PC Server

        (NT)

 -DB: MS-SQL

력연구원 
 - 연구보고서 : 5,000건 

 - EPRI보고서: 12,000건
  17,000건

 

 -H/W: SUN(UNIX)

 -DB : Oracle

계   935,660건

[표-13] 참여기 의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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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연계시스템 소 트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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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연계시스템 기능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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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검색은 [그림-30]처럼 3 개 기 의 검색엔진을 역문헌정보 표 로토

콜인 Z39.50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즉, 사용자는 원자력 지식정보 문국 인

터넷 홈페이지에 속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검색질의어는 Z39.50의 표  질의로 변환되어 각 기 에 설치된 클라이언트

로 달된다. 각 클라이언트에서는 Z39.50 질의를 각 기 의 DBMS에 합

한 질의로 환하여 질의를 하고 질의 결과는 역순으로 Z39.50 응답으로 변

환되어 서버로 달된다. 서버에서는 결과를 다시 웹페이지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달한다. 참여기 의 정보시스템 환경에 따라 응답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림-30]는 이와 같이 질의에 한 검색 결과를 이

용자에게 달해주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30] 문헌정보 공동 검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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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검색 이용 

  이용자는 원자력 지식정보포털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수행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문헌정보 공동검색 기화면은 [그림-31]와 같다. 화면 상단에는 일

반문헌과 학술지를 구분하는 책갈피가 있으며, 일반문헌의 경우에는 련 사

이트 체, 원자력연구소, 안 기술원, 한 력연구원을 구분하는 체크박스가 

있다. 이 체크 박스로 검색 상 기 을 선정할 수 있다. 검색항목에는 문헌

의 제목, 자, 보고서번호를 3 개까지 조합하여 검색어를 만들 수 있다. 검

색 상인 자료유형도 단행본, 학술지, 보고서, 기타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 발행언어와 발행연도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인 검색범 의 제

한은 검색속도와 검색결과 화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한 것이다. 

   [그림-32]는 검색어로 "핵자료“를 사용할 경우의 결과화면이다. 

[그림-31] 문헌정보 공동검색 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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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검색결과 화면 

  3.  유지보수  이용통계 

  원자력 지식정보 문국의 문헌정보 공동검색시스템의 정상 인 서비스를 

하여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시스템 운 에 문제가 없도록 하 다.  

  그리고 원자력 지식정보 문국의 문헌정보 공동검색을 통하여 이용한 

체 황은 [표-14]와 같다. 과제기간동안의 문헌정보 공동검색서비스로 검색

횟수는 488건, 속자 수(User_ID)는 220명이며, 이용자가 속한 IP는 243

개, 속건수는 302건이며,  원문신청한 건수는 6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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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6

2003. 

7

2003. 

8

2003. 

9

2003. 

10

2003. 

11

2003. 

12

2004. 

1

2004. 

2

2004. 

3

2004. 

4

2004. 

5

합계

검색횟수 55 59 42 59 52 49 25 26 17 26 62 16 488

속자수 26 17 16 11 21 25 10 15 15 16 29 19 220

속IP수 29 21 17 12 28 26 11 14 19 16 30 20 243

속건수 36 28 25 15 36 29 11 18 23 21 32 28 302

원문신청 2 0 7 1 4 10 3 12 5 0 11 5 60

[표-14] 문헌정보 공동검색 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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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홍  보

  원자력학회와 폐기물학회, 원자력 산업회의 시회를 통하여 원자력 지식

정보 포탈사이트를 홍보하 다. 다음 그림은 원자력 학회 때 홍보한 시물

의 일부이다.

[그림-33] 원자력학회 홍보 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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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원자력산업회의 홍보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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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수행한 “원자력 산코드 

개발 리” 과제의 결과를 기술하 다.

  지식정보 문국이라는 원자력 문 포탈사이트의 운   유지보수를 

하여 본과제에서는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수행하여 원자력 지식 정보 기

반 시스템을 개선하 고 원자력 연수교재를 포함시켰다. 

  개발된 포탈사이트는 원자력학회, 폐기물학회, 원산회의시 시회를 통하

여 원자력계 종사자들에게 홍보되었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본 과제 수행 결과 원자력지식정보를 축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 토

가 마련되었다. 본 과제의 결과물은 이미 원자력 포털사이트를 통해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는 각 기 , 산업체, 학교에 체계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원자력을 포함한 이공계 학생에게 정보 기술을 이용한 효과 인 멀티미

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원자력에 한 기술 황  정보

제공을 통해 원자력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인터넷 상의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사이트맵, 검색 데이터 등은 수시

로 확인하여 주기 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 한 원자력 데이터베이스도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보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보안 확충 해야 한다.

  국내 원자력 련 학과의 교육을 한 디지털 교육 랫폼도 본 과제의 지

원으로 설치되었으나 학교와 국가의 공동노력으로 계속 유지보수하고 발

시켜야 한다.

  이 과제 수행후 결과로는

첫째, 선진국에서 기 개발된 원자력 련자료  소 트웨어 등을 신속히 입

수 활용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기술 수  향상에 기여하 다.

둘째, NEA Data Bank 회원국에만 제공하고 있는 일부 핵심자료의 근이 

용이해진 이다.

셋째, 일반 국민에게 원자력에 한 기술 황  정보제공을 통해 원자력에 

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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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NEADB 컴퓨터 로그램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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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Cross Section and Resonance Integral Calculations 

     computation of reaction cross sections from nuclear theory 

     such as the optical or Hauser-Feshbach models, resonance cross

     sections by Breit-Wigner or multilevel theory, determination

     of differential cross sections, cross section evaluation, and

     compilation programs.

B. - Spectrum Calculations, Generation of Group Constants,

     and Cell problems Determination of the slowing-down density or 

thermal spectrum, weighting and averaging of cross sections and 

related quantities for the production of group constants, and 

evaluation of design parameters by lattice and cell calculation

C. - Static Design Studies

     Calculation of the reactivity and flux distribution of the reactor

     system, and adjustment of the design parameters to prescribed 

     specifications.

D. - Depletion, Fuel, Management, Cost Analysis, and Power Plant Economics

     Includes burn-up programs, isotope and fission-product build-up and decay

     computations. and optimisation studies.

E. - Space - Independent Kineticd

     Studies of the time-behaviour of reactors, including delayed-neutron

     effects and feedback mechanims, and transfer-function evaluation.

F. - Space -Time kinetics, Coupled Neutronics-Hydrodynamics-

     Thermodynamics and Excursion Simulation

     Programs that consider spatial characteristics and accompanying effects 

     in studying the time behaviour of th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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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Radiological Safety, Hazard and accident Analysis

     Calculat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dose rates, determination of 

     reactor thermodynamic and hydrodynamic properties following an            

  accident, e.g.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coolant system blow-down,        

steam generator rupture.

H. - Heat Transfer and Flued Flow

     Steady-state and transient heat transfer computations. fluid-flow studies

     and calculations of thermodynamic properties.

I. - Deformation and Stress Distribution Computatations, Structural Analysis

    and Engineering Design Studies

    Includes fuel-element design evaluations, core-configured studies, and 

    composite structure analysis

J. - Gamma Heating and Shield Design

     Gamma and photon transport calculations, computation of heat-generation

     rates and penetration analysis and leakage calculations for shielding.

K. - Reactor Systems Analysis

     Combinations of programs. designed systems, for solving correlated problem    

   input information.

L. - Data Management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trieval of data files: e.g. cross section

     libraries, management systems such as payroll, personnel, and financial       

   systems, property and equipment systems, network-oriented project

     management and indexing and retrieval systems, etc...

N. - Subsidiary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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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otting, editing, and display routines that process output data from 

     other programs.

O. - Experimental Data Processing

     Programs designed to process data directly acquired from an experimental 

     situation or to assist the experimenter in the design of the experiment.

P. - General Mathematical and Computing System Rortines

     Calculation of mathematical functions,

     statistical analysis, special-language routines with general

     data-processing capabilities, and software systems.

Q. - materials

     Measurements and computation of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simulation of radiation damage processes, corrosion studies,

     and datermination of crystallographic functions

R. - Environmental and Earth Sciences

     Environmental impactstudies, geology, seismology, geophysics calculations,

     waste management, hydrology and ground water studies, bioenvironmental

     systems analyses, meteorological calculations relating to the atmosphere

     and its phenomena, studies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 climatology, etc...

U. - Chemistry

     Chemical analysis, mass spectroscopy, radiation chemistry,radiolysis

     studies, etc..

V. - Particle Accelerators and High-Voltage Machines

     Programs relating to the desig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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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voltage machines and particle accelerators such as Van de Graaf       

   generators, linear accelerators, cyclotrons, synchrotrons, etc..

W. - Physics

     Calculations relating to the theory of atomic or molecular structure or

     properties, charged particle collision studies that involve

     phenomena such as charge exchange, excitation, ionisation,

     dissociation, etc...elementary particle theories and models, scattering

     theory, quantum field theory and quantum electrodynamics studies,           

  general relativity and gravitation theory computations

X. - Magnetic Fusion Research

     Electric discharge phenomena and plasma physics computations.

     electrodynamics and magnetic hydrodynamics studies.

Z. - Data

     Data prepared in specified program formats for program testing and 

     evaluation, benchmark studies, or library use.



- 423 -

<부록 2>

 보유코드 목록(2004.12.30.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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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도 산코드도입 황

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1월 09일 DATING NESC-9493/01

DATING(Determining Allowable Temperature in Inert and 

Nitrogen Gases)은 경수로 사용 연료의 건식 장고의 가능한 

기 온도, 주어진 기 장고 온도와 스트 스, 그리고 냉각 

추이에 한 지르칼로이 피복재의 축  충격율을 계산한다. 

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I080-0.0

01월 09일 EDISTR PSR-0191/01

DISTRE 는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Nuclear Data 

Project 에 의해 개발되고 지 은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 보 되어 잇는 Evaluated Nuclear Structure Data 

File로부터 기본 인 방사성 붕괴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 것은 핵종의 방사성 붕괴와 계한 모든 주요한 방사선의 

평균 에 지와  강도를 계산한다. 

김석권 서울 학교
신규

도입
G194-0.0

01월 09일 ENSDF USCD1149/63
ENSDF/SPINOZA: ENSDF 자료로부터  자료, 붕괴 자료, 

그리고 감마선 자료의 표 목록을 생성한다.
김석권 서울 학교

신규

도입

M001-0.

0

01월 09일 ZZ-DECDC NEA-1644/01
DECDC is a data package of nuclear decay data files used 

for external and internal dose calculation. 
김석권 서울 학교

신규

도입
Z042-0.0

01월 14일
MCNP-VISED 

25AF
PSR-0358/01

 MCNP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만들어진 코드

다. 10개까지의 동  단면 뷰를 사용하여 표면을 작성하거나 물

체를 구체화한다.

조무 포항공과 학교

01월 14일
MCNP-VISED 

26AF
PSR-0358/02

MCNP-VISED26F는 CCC-200/MCNP4A or 

CCC-660/MCNP4B에서 읽 지는 MCNP 입력 일을 시각 으

로 작성해 다. MCNP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

서 만들어진 코드다. 10개까지의 동  단면 뷰를 사용하여 표면

을 작성하거나 물체를 구체화한다.

조무 포항공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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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1월 15일 SABRINA PSR-0242/07

SABRINA은 CCC-200/MCNP와 사용하기 한 인터액티 , 삼

차원, 물체 모델링 코드 시스템이다. SABRINA는 표면이나 구

조체 기반의 삼차원 형태의 생성, 시각화, 검증 기능을 포함하

며, MCNP에 의해 계산된 입자 트랙의 표시  부피율 생성 등

을 포함한다. 

조일제 한국원자력연구소

01월 29일 ITOUGH2 ESTS0219/06

TOUGH2는 TOUGH의 후속 이다. TOUGH2에는 서로 다른 

혼합물 (물, 추 자를 지닌 물; 물, CO2; 물, 공기; 증기 압력이 

낮은 공기와 물, 수소)을 취 할수 있는 유연성을 포함하는 사

용자 기능들, 기하구조 자료(계산 그리드)의 처리기, 그리고 코

드 응용의 참조성을 보증하기 한 내부 개정  통제 시스템등

의 능력을 추가 하 다.

권상기 한국원자력연구소

01월 29일 TOUGH2 ESTS0219/05

TOUGH2는 TOUGH의 후속 이다. TOUGH2에는 서로 다른 

혼합물 (물, 추 자를 지닌 물; 물, CO2; 물, 공기; 증기 압력이 

낮은 공기와 물, 수소)을 취 할수 있는 유연성을 포함하는 사

용자 기능들, 기하구조 자료(계산 그리드)의 처리기, 그리고 코

드 응용의 참조성을 보증하기 한 내부 개정  통제 시스템등

의 능력을 추가 하 다.

권상기 한국원자력연구소

01월 30일 EASY-2001 NEA-1564/05

European Activation System (EASY) 는 성자에 노출된 물

질에서 활성화를 계산하는 완 벽한 수단이다. 그것은 성자 에

지가 20 MeV 을 과하지않는 범 에서의 분열, 분열가속같

은 부분에 응용될 수 있다.

이희석 포항공과 학교
신규

도입
S001-0.0

02월 03일

IFPE 

DATABASE 

FEB 2000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02월 03일

IFPE 

DATABASE 

MAY2002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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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2월 03일
IFPE/CONTRAC

T REV.1
NEA-1595/02

CONTACT 계열의 실험들은 Grenoble 소재 Siloe 원자로의 노

내 시험 조사 로그램 일환이다. 조사 연료 들은 형 인 

PWR 17x17 설계와 같은 Zr-4 피복제 UO2 소결체로 된 짧은 

연료 들이다.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02월 03일
IFPE/TRANS-R

AMP-IV
NEA-1648/03

CONTACT 계열의 실험들은 Grenoble 소재 Siloe 원자로의 노

내 시험 조사 로그램 일환이다. 조사 연료 들은 형 인 

PWR 17x17 설계와 같은 Zr-4 피복제 UO2 소결체로 된 짧은 

연료 들이다.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02월 03일
INREM-EXREM

-3
CCC-0185/01

INREM은 특정 시간 시간동안 하나 이상의 방사선 물질에 호흡

이나 섭취로 인해 기  인체의 여러 가지 장기에 특정 시간에

서의 총 축 된 방사선 선량을 계산한다. EXREM-3은 오염된 

물 는 공기 에서의 베타, 양 자, 자, 감마선로부터의 등

가선량  총 등가선량을 측한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02월 03일 MCNP4C CCC-0700/03

MCNP is a general-purpose, continuous-energy, generalized 

geometry, time-dependent, coupled neutron-photon-electron 

Monte Carlo transport code system.

홍상범 한국원자력연구소

02월 03일 MCNP4C2 CCC-0701/01

MCNP는 일반 인 목 을 가지는 연속 에 지, 일반화된 기하,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짝지어진 성자- 자- 자 몬테카를로 

달 코드 시스템이다.

이완로 한국원자력연구소

02월 03일 MCNPX CCC-0715/01

MCNP는 일반 인 목 을 가지는 연속 에 지, 일반화된 기하,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짝지어진 성자- 자- 자 몬테카를로 

달 코드 시스템이다.

이완로 한국원자력연구소

02월 03일 MCNPX 2.4.0 CCC-0705/01

MCNPX는 모든 입자와 에 지에 용이 가능하도록 

CCC-660/MCNP4B를 확장하 다. 성자 데이터는 MCNP4B에

서와 같이 사용된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02월 03일 MCVIEW-2 NEA-1166/02
MCVIEW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여 열방사선에 하여 삼

차원에서 표면간의 모형뷰인자를 분석한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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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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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03일 PENELOPE2003 NEA-1525/08

PENELOPE은 임의의 재료에서의 종속된 자- 자 수송 몬테

카를로 모사를 수행한다. 자  양 자의 모사 (탄성 산란, 비

탄성 산란, bremsstrahlung 방출)를 하여 주요 반응  부가 

반응의 혼합 차를 사용한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02월 03일 SCALE 4.4A CCC-0545/16
SCALE 시스템은 핵 연료능력과 장능력에 한 분석의 표  

방법을 NRC 에 제공하기 해 개발되었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02월 03일 SMART-BNL CCC-0602/01

SMART는 원자로 사고시 기 장 바깥의 사고 결과 계산용 

코드 시스템이다. 공기와 땅에서 방사 핵종 농도가 계산되면, 개

인에 한 기 선량은 세가지 경로, 즉 구름 (cloudshine), 단

기 지표 (cloudshine), 그리고 흡입 경로를 통하여 계산된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02월 03일
ZZ-MCNPXDAT

A
DLC-0205/04 The package contains the following 28 nuclear data libraries 강상호 한국 력기술

02월 05일 EASY-2001 NEA-1564/05

European Activation System (EASY) 는 성자에 노출된 물

질에서 활성화를 계산하는 완 벽한 수단이다. 그것은 성자 에

지가 20 MeV 을 과하지않는 범 에서의 분열, 분열가속같

은 부분에 응용될 수 있다.

권 한국원자력연구소

02월 12일 FRANTIC-3 NESC-0766/02

FRANTIC3는 시간 의존 기법을 이용하여 불신뢰도를 평가하기 

하여 개발하 다. 이코드 는 두 가지의 요 선택자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불이용도와 더불어 기 시스템의 불 이용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요에 따라 임의의 시간 기간 동

안 운 할 확률뿐만 아니라 그 수요가 생긴 때 불이용도를 포

함함으로서 체의 시스템 실패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G195-0.0

02월 12일 GRASS-SST ESTS-0075/01
GRASS-SST는 steady-state와 transient 조건에서 UO2 연료에서 

fission 가스의 행동을 견하는데 있어 포 이고 기계 인 모델이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G196-0.0

02월 12일 MANYCASK NEA-1047/01

MANYCASK은 많은 용기로부터의 선량율 기여도를 합성하여 

용기 주 의 방사선 선량율 분포를 계산한다. 각 용기 표면에서

의 방사선 선량율은 SMART 코드로부터 제공될 수도 있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G1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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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12일 MULTI-KENO NEA-0933/03

MULTI-KENO는 임계 안  분석 코드인 KENO-4에서 개발 

되었다. KENO-4는 시스템이 여러 개의 하부 조직 수퍼박스로 

나 어지고 각 수퍼박스의 박스 타입의 크기가 독립 으로 선

택되도록 확장 되어 있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G198-0.0

02월 12일 NUTRAN NESC-9888/01

NUTRAN은 심층 지질 핵 폐기물 장고에서 지하수에 의해 

이동하는 방사 핵종으로부터 인류가 받는 선량을 계산하기 

한 4 개의 산 로그램으로 된 시스템이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G199-0.0

02월 12일 PIEDEC NEA-1084/01

PIEDEC는 신 카운터나 생물학  정량 테스트로 측정된 데이

터로부터 기 호흡 는 섭취한 방사능 그리고 유효선량당량

을 계산한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G200-0.0

02월 12일 PIN99W NEA-1612/02

이 코드는 운 조건에서 핵연료의 열-기계  거동을 모사하기 

하여 개발되었다. 핵연료 온도, 갭 도도, 핵분열 기체의 방

출  내부 기체 압력 등을 계산한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G201-0.0

02월 12일 SUPERDAN-PC PSR-0282/01

SUPERDAN-PC은 공명 분 계산시 럭스 제거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Dancoff 인자를 계산한다. 이 버 은 IBM 메인 임 

코드인 SCA-4/SUPERDAN을 환한 것이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J111-0.0

02월 12일 ZZ-HILO86 DLC-0119/01

ZZ-HILO86자료집은 CCC-254/ANISN-ORNL 와 

CCC-484/DORT 같은 각분할 코드와 CCC-474/MORSE-CGA 

같은 몬테카를로 코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400 

MeV까지의 성자 에 지에 하여 성자는 66군, 감마선은 

22군으로 되어 있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J112-0.0

02월 12일 ZZ-HILO86R DLC-0187/01
400MeV까지 성자 에 지에 한 방사선 수송 계산을 한 

66 성자, 22 감마선 그룹 단면  자료들이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J113-0.0

02월 12일 ZZ-MACKLIB DLC-0029/01

산 코드 MACK는 100-군 GAM 구조의 평균 성자 단면

과 르마 인자를 생산하기 하여 사용된다. CTR 핵설계 연구

에 공통 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한 자료를 담고 있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J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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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12일 ZZ-MACKLIB-4 DLC-0060/04

MACKLIB-IV는 융합  융합-분열 혼합 시스템 분야에서 

심있는 49 물질에 한 핵  반응 함수 (방사능)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성자는 171 군과 감마선은 36 군으로 된 CTR 

에 지군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J114-0.0

02월 12일
ZZ-MATX175/42

-JEFF87
NEA-1205/02

이 VITAMIN-J 175/42군 성자/ 자 연  구조의 MATXS 

자료집은 92개의 동  원소와 44개의 화학 원소에 한 성자

와 자 자료를 담고 있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J119-0.0

02월 12일 ZZ-MATXS10 DLC-0176/01

MATXS10은 융합 시스템에서의 성자- 자 연계 가열 계산, 

GODIVA와 같은 고속 임계 장치 해석과, 공명 자기 차폐가 아

주 요한 차폐 계산과 같은 많은 경우의 고 에 지 계산에 유

용하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J118-0.0

02월 12일 ZZ-PVE DLC-0126/01

이 자료집은 자 방사선 수송 계산용으로 부분의 보통 산 

코드와 CCC-203/MORSE-CG 다군 몬테 카를로 코드에 사용할 

수 있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J117-0.0

02월 12일 ZZ-SNLRML DLC-0178/01

SNLRML은 원자로 모든 이용가능한 평가 단면  자료집을 끌

어 모아 연구로 스팩트럼 결정에 자장 합한 것을 선택한 원

자로 선량 자료집이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G202-0.0

02월 12일 ZZ-VITAMIN-E DLC-0113/01

VITAMIN-E 의 에 지 그룹 구조는 성자 174 그룹과 감마

선 38 그룹으로 되어 있고 성자 171 그룹과 감마선 36 그룹

인 VITAMIN-C 구조를 부수 으로 갖고 있다. 에 지 구조는 

요한 차폐 물질에 하여 단면 값 최소 들이 일어나는 지

역에서 세분화 되어 있다. 

강상호 한국 력기술
신규

도입
J116-0.0

03월 29일 SUBDOSA NESC-0924/01

SUBDOSA는 기 으로 방사성 핵종의 우연한 방출로 인한 

감마와 베타의 외부 선량을 계산한다. 선량은 다음의 함수로 계

산된다.: 방출된 양, 방출 기간, 방출되는 동안의 기 조건, 방

출 지 으로부터 수평 거리. 

장 식 엔지니어링
신규

도입
G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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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9일 TACT-5 NESC-1113/01

TACT5 (Transport of ACTivity) 는 방사성 물질이 용기의 사

용자 정의 지역(노드)를 지나갈 때 가설 으로 방출된, 즉, 필터

와 스 이에 의해 고정되고 환경 밖으로 방출된 것들의 움직

임을 시뮬 이트한다. 선량은 2개의 먼  정의된 치와 하나의 

사용자 정의 치에서 보고된다. 

장 식 엔지니어링

03월 30일
ORIGEN-ARP 

2.00
CCC-0702/02

ORIGEN-ARP was developed for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satisfy a need 

for an easy-to-use standardized method of isotope 

depletion/decay analysis for spent fuel, fissile material, and 

radioactive material. It can be 

이병철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D061-0.0

04월 07일 ISO PC 2.1 CCC-0636/02

ISO-PC는 CCC-0079/ISOSHLD-II의 수정 버 이다. 단순한 형

태를 지닌 물체의 외부에서 방사선 핵종의 붕괴로부터의 선량

율을 계산한다

김강석 한국원자력연구소

04월 23일 SCALE 4.4A CCC-0545/16

SCALE 시스템은 핵 연료능력과 장능력에 한 분석의 표  

방법을 NRC 에 제공하기 해 개발되었다. 재의 형태의 시스

템은 SCALE 시스템에 연 되며 잘 개발된 기능성 모듈을 이용

하여 경정성, 가림 효과, 열 달의 분석에 사용되다.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소

05월 03일 VSOP NEA-0655/04
VSOP (Very Superior Old Programs)는 반응기 상태 변화의 

모사를 해 서로 연결된 코 드의 시스템이다.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05월 04일 ORIGEN-2.2 CCC-0371/17
ORIGEN은 방사성 물질의 축 , 붕괴, 그리고 처리를 계산하는 

산 코드 시스템이다
안 기 한국 력기술

05월 14일
IFPE/AEAT-IMC

/NFB-34
NEA-1594/02

The series of experiments performed by AEA Technology at 

Harwell and released by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investigat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ffective gas atom 

diffusion coefficient,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1-0.0

05월 14일
IFPE/AEAT-IMC

/NFB-8
NEA-1594/01

The series of experiments performed by AEA Technology at 

Harwell and released by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investigat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ffective gas atom 

diffusion coefficient,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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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4일
IFPE/AECL-JC-

BUNDLE
NEA-1596/01

Bundle JC was a prototype 37-element fuel bundle for the 

Bruce-A Ontario Hydro reactor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0-0.0

05월 14일
IFPE/AECL-NR-

BUNDLE
NEA-1596/02

Bundle NR was a prototype 37-element fuel bundle for the 

CANDU 600 reactor.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1-0.0

05월 14일
IFPE/BR3-HBFR

HCP
NEA-1560/01

The United State Department of Energy sponsored the 

irradiation of five well-characterised PWR-type test rods to 

high burn-up in the BR-3 reactor located in Mol, Belgium. 

The principal aim of the tests was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extending comme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5-0.0

05월 14일
IFPE/CAGR-VO

X-SWELL
NEA-1705/01

An extensive study of fuel swelling in oxide fuel has been 

performed on fuel which has been ramp-tested in the Halden 

Heavy Boiling Water Reactor.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3-0.0

05월 14일
IFPE/CRUSIFON 

1 BIS
NEA-1615/06

The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irradiated UO7 into the 

fuel-clad gap of a sound ro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7-0.0

05월 14일
IFPE/CRUSIFON 

2 
NEA-1615/07

The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irradiated UO8 into the 

fuel-clad gap of a sound ro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8-0.0

05월 14일
IFPE/CRUSIFON 

5
NEA-1615/08

The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irradiated UO9 into the 

fuel-clad gap of a sound ro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9-0.0

05월 14일 IFPE/CYFON 1 NEA-1615/01

The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irradiated UO2 into the 

fuel-clad gap of a sound ro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2-0.0

05월 14일 IFPE/CYFON 2 NEA-1615/02

The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irradiated UO3 into the 

fuel-clad gap of a sound ro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3-0.0



- 433 -

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5월 14일
IFPE/DEMO-RA

MP I
NEA-1597/01

The STUDSVIK DEMO-RAMP I Project, an internationally 

sponsored research project, investigated the Pellet Clad 

Interaction (PCI) behaviour of specially designed remedy test 

fuel rods when subjected to fast power ramping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1-0.0

05월 14일
IFPE/DEMO-RA

MP II
NEA-1597/02

The STUDSVIK DEMO-RAMP I Project, an internationally 

sponsored research project, investigated the Pellet Clad 

Interaction (PCI) behaviour of specially designed remedy test 

fuel rods when subjected to fast power ramping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2-0.0

05월 14일 IFPE/EDITH 1 NEA-1615/03

The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irradiated UO4 into the 

fuel-clad gap of a sound ro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4-0.0

05월 14일 IFPE/EDITH 2 NEA-1615/04

The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irradiated UO5 into the 

fuel-clad gap of a sound ro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5-0.0

05월 14일 IFPE/EDITH 5 NEA-1615/05

The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irradiated UO6 into the 

fuel-clad gap of a sound ro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26-0.0

05월 14일
IFPE/EDITH 

MOX 01
NEA-1615/10

The release of fission products from irradiated UO10 into the 

fuel-clad gap of a sound ro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0-0.0

05월 14일 IFPE/EFE-RO51 NEA-1645/01

Romanian irradiation tests concerned with CANDU type fuel 

elements behavior and with the limits of the design 

parameter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5-0.0

05월 14일 IFPE/EFE-RO89 NEA-1645/02

Romanian irradiation tests concerned with CANDU type fuel 

elements behavior and with the limits of the design 

parameter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6-0.0

05월 14일 IFPE/FUMEX-1 NEA-1599/01

This set contains the experimental data from the OECD 

Halden Reactor Project made available for the FUMEX-I 

exercise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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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5월 14일 IFPE/GAIN NEA-1625/01
These fuel performance data concern 4 Gd2O3 doped UO2 

rods irradiated in the BelgoNucleaire GAIN Project.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9-0.0

05월 14일 IFPE/HBEP-2 NEA-1510/03

It contains data from phase 2 and 3 on fabrication, 

dimensions, fuel and cladding properties and composition, 

reactor conditions and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PIE) 

data of the High Burn-up Effects Programme (HBEP) carried 

out at the Battelle North-w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7-0.0

05월 14일 IFPE/HBEP-3 NEA-1510/04
It contains data from phase 2 and 4 on fabrication, 

dimension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8-0.0

05월 14일 IFPE/IFA-429 NEA-1546/01

PWR type fuel rods assembled in three axially separated 

clusters of six rods were irradiated in the Halden Boiling 

Water Reactor as IFA-429 from June 1975 to September 1990.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06-0.0

05월 14일 IFPE/IFA-432 NEA-1488/02

It contains data from experiments that have been performed 

at the IFE/OECD Halden Reactor Project, available for use in 

fuel performance studi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05-0.0

05월 14일 IFPE/IFA-533.2 NEA-1549/01

After twelve years irradiation in the Halden Boiling Water 

Reactor two fuel rods (Rod 807 and Rod 808) were 

re-instrumented with fuel centre thermocouples and reloaded 

into the reacto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uel thermal 

behaviour at high burnup.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08-0.0

05월 14일 IFPE/IFA-534.14 NEA-1684/01

The assembly IFA-534 contained 4 rods base irradiated for 4 

cycles in the Swiss Goesgen PWR up to a burn-up of ~52 

MWd/kg.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7-0.0

05월 14일 IFPE/IFA-535.5 NEA-1548/01

two power ramp tests were performed with two pairs of 

re-instrumented high burnup fuel rods in the Halden Boiling 

Water Reactor.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09-0.0

05월 14일 IFPE/IFA-535.6 NEA-1548/02

two power ramp tests were performed with two pairs of 

re-instrumented high burnup fuel rods in the Halden Boiling 

Water Reactor.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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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5월 14일 IFPE/IFA-562.1 NEA-1547

Twelve fuel rods assembled in two axially separated clusters 

were irradiated in the Halden Boiling Water Reactor as 

IFA-562.1 from June 1987 to August 1989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llet surface roughness on both fuel 

thermal and rod mechani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07-0.0

05월 14일 IFPE/IFA-597.3 NEA-1685/02

The fuel segments for the high burn-up integral rod 

behaviour test IFA-597 were taken from fuel rod 33-25065, 

which was irradiated in the Ringhals 1 BWR for 

approximately 12 year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8-0.0

05월 14일
IFPE/INTER-RA

MP
NEA-1555/01 To study the failure mechanism and associated phenomena.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8-0.0

05월 14일 IFPE/KOLA-3 NEA-1532/02

Two pre-characterised standard WWER-440 Fuel Assemblies with 

the identification numbers FA-198 and FA-222 were irradiated in 

the Kola-3 reactor for four and five fuel cycles respectively.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6-0.0

05월 14일
IFPE/MT4-MT6

A-LOCA
NEA-1710/01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conducted a 

series of thermal-hydraulic and cladding mechanical 

deformation tests in the National Research Universal (NRU) 

reactor at the Chalk River National Laboratory in Canada.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2-0.0

05월 14일
IFPE/OVER-RA

MP
NEA-1556/01

The OVER-RAMP Project investigated the failure popensity 

of typical PWR fuel in the form of test rods when subjected 

to fast power ramp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9-0.0

05월 14일
IFPE/RISOEIII - 

II 1
NEA-1493/12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60-0.0

05월 14일
IFPE/RISOEIII - 

II 2
NEA-1493/13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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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5월 14일
IFPE/RISOEIII - 

II 3
NEA-1493/14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62-0.0

05월 14일
IFPE/RISOEIII - 

II 5
NEA-1493/15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63-0.0

05월 14일
IFPE/RISOEIII - 

IIFA 161
NEA-1493/16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64-0.0

05월 14일
IFPE/RISOEIII-A

N1
NEA-1493/01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9-0.0

05월 14일
IFPE/RISOEIII-A

N10
NEA-1493/06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4-0.0

05월 14일
IFPE/RISOEIII-A

N11
NEA-1493/07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5-0.0

05월 14일
IFPE/RISOEIII-A

N2
NEA-1493/02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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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5월 14일
IFPE/RISOEIII-A

N3
NEA-1493/03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1-0.0

05월 14일
IFPE/RISOEIII-A

N4
NEA-1493/04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2-0.0

05월 14일
IFPE/RISOEIII-A

N8
NEA-1493/05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3-0.0

05월 14일
IFPE/RISOEIII-G

E 2
NEA-1493/08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6-0.0

05월 14일
IFPE/RISOEIII-G

E 4
NEA-1493/09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7-0.0

05월 14일
IFPE/RISOEIII-G

E 6
NEA-1493/10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8-0.0

05월 14일
IFPE/RISOEIII-G

E 7
NEA-1493/11

The Risoe National Laboratory in Denmark have carried out 

three irradiation programs of slow ramp and hold tests, so 

called 'bump tests' to investigate fission gas release and fuel 

microstructural change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59-0.0



- 438 -

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5월 14일 IFPE/SOFIT-1.1 NEA-1310/01

The SOFIT program is described as a sub-task under the 

Finnish- Russian co-operation on VVER fuel research and 

consists of a series of irradiation tests in the MR reactor at 

the Kurchatov Institute, Moscow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3-0.0

05월 14일 IFPE/SOFIT-1.3 NEA-1310/03

The SOFIT program is described as a sub-task under the 

Finnish- Russian co-operation on VVER fuel research and 

consists of a series of irradiation tests in the MR reactor at 

the Kurchatov Institute, Moscow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4-0.0

05월 14일
IFPE/SPC-RE-GI

NNA
NEA-1623/01

The objective of this program was to develop a fuel design 

with increased margin to pellet-to-clad interaction (PCI) 

failure threshold and increased potential for higher burnup.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42-0.0

05월 14일
IFPE/SUPER-RA

MP/BWR
NEA-1557/02

SUPER-RAMP Project investigated the failure propensity of 

typical LWR fuel in the form of test rods when subjected to 

power ramps, after base irradiation to high burn-up.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7-0.0

05월 14일
IFPE/SUPER-RA

MP/PWR
NEA-1557/01

SUPER-RAMP Project investigated the failure propensity of 

typical LWR fuel in the form of test rods when subjected to 

power ramps, after base irradiation to high burn-up.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6-0.0

05월 14일
IFPE/TRANS-R

AMP I
NEA-1648/01

Five BWR design test fuel rods were ramp tested under very 

fast power increase in the Studsvik R2 test reactor, after 

base irradiation in the W?rgassen power reactor at heat 

ratings in the range of 20 to 30 kW/m to burn-ups in the 

range of 18 to 21 MWd/kg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3-0.0

05월 14일
IFPE/TRANS-R

AMP II
NEA-1648/02

The STUDSVIK TRANS-RAMP II Project, an internationally 

sponsored research project, investigated the response of PWR 

test fuel rods when subjected to rapid power transients 

exceeding the PCI failure threshold after a base irradiation in 

a power reactor to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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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5월 14일
IFPE/TRANS-R

AMP IV
NEA-1648/03

The pellet clad interaction (PCI)/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failure propensity of typical PWR test fuel rods was 

studied under the STUDSVIK TRANS-RAMP IV Project by 

irradiations in the R2 test reactor and non-destructive and 

destructive examination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15-0.0

05월 14일
IFPE/TRIBULAT

ION R1
NEA-1536/02

The TRIBULATION International Programme started in July 

1980 and was organized jointly by BelgoNucleaire and the 

Nuclear Energy Centre at Mol (CEN/SCK) with the 

cosponsorship of 14 participating organizations.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Y031-0.0

07월 09일 ORIGEN 2.1 CCC-0371/16
ORIGEN is a computer code system for calculating the 

buildup, decay, and processing of radioactive materials.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소

07월 09일 ORIGEN 2.2 CCC-0371/17

ORIGEN is a computer code system for calculating the 

buildup, decay, and processing of radioactive materials.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소

07월 23일 CALKUX CCC-0594/01

CALKUX performs a variety of functions related to the 

transmission of medical diagnostic x-ray beams through 

common shielding materials, including Pb, concrete, steel, 

gypsum wallboard, and plate glass.

이형구 카톨릭의과 학교
신규

도입
G205-0.0

07월 23일 EGS4 CCC-0881/08

EGS4은 유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닌 서 루틴 패키지이

다. EGS4는 요한 샘 링 방법과 다른 분산제거 방법 등을 구

할 수 있다. 

이형구 카톨릭의과 학교

07월 23일
MCNP-VISED 

4C2
PSR-0500/01

MCNP-VISED 4C2 enables a visual creation of an MCNP 

input file which can be read by 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MCNP4C2 (CCC-701) Monte Carlo transport code. 

이형구 카톨릭의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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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7월 23일 MRIPP 1.0 CCC-0655/01

MRIPP는 인간의 몸 속에 쌓인 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에 

한 상 인 측정 계수를 제공한다. 이 코드는 신 MRI로 

그려지는 인체 측정학  구조에 한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한

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다양한 해부학  구조를 가진 사람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형구 카톨릭의과 학교

07월 23일 SACALCv2 NEA-1688/02
SACALC calculates the average solid angle subtended by a 

rectangular 
이형구 카톨릭의과 학교

신규

도입
J121-0.0

08월 02일 ZZ-ORLIBJ32 1.3 NEA-1642/03

ORLIBJ32 is a package of the libraries for ORIGEN2 code 

based on JENDL-3.2. The one-group cross section data for 

PWR and BWR were compiled using the burnup calculation 

results by the SWAT code.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Z045-0.0

08월 03일 EGS4 CCC-0881/08

EGS4은 유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닌 서 루틴 패키지이

다. EGS4는 요한 샘 링 방법과 다른 분산제거 방법 등을 구

할 수 있다. 

윤경수 한국원자력연구소

08월 03일 MCNP 4C CCC-0700/03
MCNP는 범용목 , 연속에 지, 일반  형태, 시간의존, 성자

- 자- 자를 동시에 다루는 몬테카를로 수송코드 시스템이다
김상지 한국원자력연구소

08월 10일 SOLA-VOF NESC0948/03

SOLA-VOF는 fractional volume of fluid (VOF)에 근거하여, 

자유 경계조건을 가진 이차원 천이유동의 계산을 한 로그

램이다

변두 건국 학교

08월 17일 PCC/SRC NESC1057/01
PCC/SRC is designed for use in conjunction with sensitivity 

analyses of complex computer models.
이상용 KOPEC

신규

도입
P039-0.0

08월 17일 ZZ-WIMKAL-88 NEA-1518/01

The library was produced using NJOY and by processing 

nuclides from ENDF/B-V or IV and JENDL-2 (Rev.1); and 

from ENDL-84, where data was not available in ENDF/B.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Z043-0.0

08월 17일
ZZ-WIMS-LIB/J

EF87
NEA-1207/01

The 69 energy-group WIMS-D library contains data for 34 

isotopes of 19 chemical elements without burnup data (i.e. no 

fission product isotopes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Z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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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8월 23일 DANTSYS 3.0 CCC-0547/08

DANTSYS: replaces TWODANT-SYS and includes five 

major codes. ONEDANT solves the one-dimensional 

multigroup transport equation in plane, cylindrical, spherical 

and two-angle plane geometries

김도헌 한국원자력연구소

09월 14일 MCNPX 2.1.5 CCC-0715/01
MCNP는 범용목 , 연속에 지, 일반  형태, 시간의존, 성자

- 자- 자를 동시에 다루는 몬테카를로 수송코드 시스템이다
박일진 한국원자력연구소

09월 22일 AIRDIF CCC-0630

AIRDIF is a two-dimensional atmospheric radiation diffusion 

code designed to calculate neutron and gamma doses in the 

environment of a nuclear explosion.

강상호 KOPEC
신규

도입
G206-0.0

09월 22일 BERMUDA NEA0949/01

BERMUDA is a radiation transport system for one-, two-, 

and three-dimensional geometries, developed for shielding 

calculations. 

강상호 KOPEC
신규

도입
J123-0.0

09월 22일 COMRADEX-4 NESC0663/01

COMRADEX4 was developed to evaluate potential 

radiological doses in the near (<10**4 meters) environment of 

radioactive releases, especially postulated accident releases. 

강상호 KOPEC
신규

도입
G207-0.0

09월 22일 GENII-S CCC-0648/01

GENII-S is the result of implementing GENII in the SUNS 

software shell. SUNS was developed to simplify the 

application of Monte Carlo methods of uncertainty analysis to 

a variety of problems.

강상호 KOPEC
신규

도입
G214-0.0

09월 22일 HGSYSTEMUF6 ESTS1242/01

The hazards of hydrogen fluoride (HF) have long been 

recognized, and operating practices have been aimed at 

minimizing the possibility of a release and mitigating the 

effects of a release should it occur.

강상호 KOPEC
신규

도입
G208-0.0

09월 22일 INDOSE V2.1.1 IAEA1378/01

InDose is an internal dosimetry code developed to enable 

dose estimations using the new biokinetic models (presented 

in ICRP-56 to ICRP71) as well as the old ones.

강상호 K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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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09월 22일 MCB1C NEA1643/01

MCB is a Monte Carlo Continuous Energy Burnup Code for 

a general-purpose use to calculate a nuclide density time 

evolution with burnup or decay.

강상호 KOPEC

09월 22일 MORECA PSR-0411/01

MORECA was developed for analyzing postulated long-term 

core heatup scenarios for which active cooling systems used 

to remove afterheat following the accidents can be assumed 

to be unavailable. 

강상호 KOPEC
신규

도입
G209-0.0

09월 22일 MTR-PC IAEA1336/03

MTR_PC is a modular program system which performs 

neutronics, thermohydraulic, and shielding calculations for 

MTR-type reactors.

강상호 KOPEC

09월 22일 SACAL2 NEA1688/02

SACALC calculates the average solid angle subtended by a 

rectangular or circular detector window to a coaxial or 

non-coaxial rectangular, circular or point source,

강상호 KOPEC
신규

도입
J124-0.0

09월 22일 STOPOW IAEA0970/01
STOPOW calculates a set of stopping power values and 

ranges of fast ions in matter for any materials. 
강상호 KOPEC

신규

도입
J122-0.0

09월 22일 VCS CCC-0262/01
The Vehicle Code System (VCS) facilitates the calculation of 

radiation 
강상호 KOPEC

신규

도입
J125-0.0

10월 13일
SINBAD 

ACCELERATOR
NEA-1552

65 MeV 자로 생성된 2차 성자와 자의 차폐 물질을 통한 

달. 고에 지 차폐 설계에 이용되는 2차 성자 효과에 한 

자료를 얻기 하여 흑연, 철,  콘크리트를 연구하 다.

이 욱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G210-0.0

10월 26일
ORIGEN-ARP 

2.00
CCC-0702/01

ORIGEN-ARP was developed for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satisfy a need 

for an easy-to-use standardized method of isotope 

depletion/decay analysis for spent fuel, fissile material, and 

radioactive material. 

김용래 KNFC

10월 27일 MCNP4C2 CCC-0701/01

MCNP is a general-purpose, continuous-energy, generalized 

geometry, time-dependent, coupled neutron-photon-electron 

Monte Carlo transport code system.

김경우 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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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11월 01일 VSOP
VSOP (Very Superior Old Programs)는 반응기 상태 변화의 

모사를 해 서로 연결된 코 드의 시스템이다
김 민 한국원자력연구소

11월 04일 CECP(PWR) ESTS1071/02

PWR  BWR에 한 폐로 비용 평가. IBM 혹은 IBM 호환 

개인용 산기 용으로 설계된 비용 평가 산 로그램 CECP

는 인허가 종료 에서 비등 경수 발 로 (BWR)와 가압 경수 

발 로 (PWR)의 폐로 비용을 평가하기 하여 개발 되었다.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11월 04일 DISPOSAL-SITE NESC9532/01

처분장 경제 모델, DISPOSAL-SITE (the DISPOSAL-SITE 

ECONOMIC MODEL)은 서로 다른 폐기물 처분장과 처분 기술 

조합들의 경제 인 매력을 비교하는 하나의 척도로, 평균 생산

자 가격, 혹은 처분 시설이 폐기물 생산자에 부과하는 세제곱 ft

당 평균 가격을 계산한다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R051-0.0

11월 04일 DSEM ESTS0637/01

처분장 경제 모델, DSEM (the Disposal Site Economic Model)

은 서로 다른 폐기물 처분장과 처분 기술 조합들의 경제 인 

매력을 비교하는 하나의 척도로, 평균 생산자 가격, 혹은 처분 

시설이 폐기물 생산자에 부과하는 세제곱 ft당 평균 가격을 계

산한다.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11월 04일 GAMX IAEA0832/01

Ge(Li)  Si(Li) 감마선 스펙트럼  X-선 스펙트럼 개. 

Ge(Li) 과 Si(Li) 분 계로 생성된 감마선  X-선 스펙트럼의 

정확한 첨두 우리 면 을 계산한다.

선 민 원자력의학원

11월 04일 GENAEA ESTS0742/01

알  스펙트럼 개. GENAEA는 자료 축약을 한 일반 인 

알 선 에 지 분석(AEA: alpha energy analysis) 로그램이

다.

선 민 원자력의학원

11월 04일 HYPERMET PSR-0101/03
HYPERMET는 게르마늄 계측기로 얻은 다채  감마선 펄스 높

이 스펙트럼을 자동 으로 본석하는데 사용된다.
선 민 원자력의학원

11월 04일
IMPACTS-BRC2.

1
ESTS0005/01

IMPACTS-BRC2.1은 규제 기 이 통제하지 않는  방

사성 폐기물로부터 최  개인들, 폐기물 처분 작업자들, 그리고 

일반 에 미치는 잠재 인 향을 계산하는 포 인 방사

선학  평가 코드이다.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G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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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11월 04일 INTERTRAN-II IAEA0886/04

INTERTRAN incident-free한 선 과 방사성 물질을 수반하는 

탈것의 사고로 부터의 방사선학  향을 계산한다. 이 것은 

한 작동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도 다룬다.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11월 04일 JADSPE IAEA0940/01
다채  감마 스펙트럼 개 로그램. JADSPE는다채  감마선 

스펙트럼을 처리하는 8 개의 로그램 팩키지이다.
선 민 원자력의학원

11월 04일 PART61 CCC-0499/01

이 코드는 C  농도에 가깝거나 넘는  방사성 폐기물 취

  처분의 비용과 향을 개선하여 고려하기 한 10 CFR 

트 61 법을 개발하는 동안에 사용했던 향 분석 방법론을 

확장한 코드들과 자료 일로 되어 있다.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11월 04일 RADTRAN-3 CCC-0508/04

RADTRAN3 은 방사성 물질 수송의 incident-free와 accident한 

향을 계산하기 하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incident-free 선

의 결과는 8개의 서 그룹 사이에서 할당되고, 몇몇 운송 모

드에 해 계산된다.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J049-0.0

11월 04일 RISKIND 1.11 CCC-0623/02

RISKIND는 사용후 핵연료 는 트럭이나 기차로 운반시 계

되는 노출에 의한 잠재 인 방사선학 인 결과와 개인과 집단

에 한 health risk를 추정한다.

 박창제 한국원자력연구소

11월 04일 SULSA IAEA1176/01
SULSA, New Method for Neutron Spectrum Unfolding 

Problem
선 민 원자력의학원

11월 04일 UNSPEC ESTS0827/01
UNSPEC은 계측 시스템과 측정된 신호의 반응함수로 주어지는 

측 X-선 스펙트럼을 펼치는 문제를 푸는데 사용된다. 
선 민 원자력의학원

11월 08일 ORIGEN-2.2 CCC-0371/17    
ORIGEN is a computer code system for calculating the 

buildup, decay, and processing of radioactive materials.
이태훈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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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11월 08일
ORIGEN-ARP 

2.00
CCC-0702/02

ORIGEN-ARP was developed for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satisfy a need 

for an easy-to-use standardized method of isotope 

depletion/decay analysis for spent fuel, fissile material, and 

radioactive material. 

이태훈 한국원자력연구소

11월 08일 SOURCES-4C CCC-0661/03

 SOURCES4C is a code system that determines neutron 

production rates and spectra from (alpha,n) reactions, 

spontaneous fission, and delayed neutron emission due to 

radionuclide decay

이태훈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B113-0.0

11월 17일 BUST NEA-0558/02
연료 홀이 가압되었을 때, 블록 내에서 탄성 스트 스의 계산을 

수행한다
김 애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k013-0.0

11월 17일 FANAC NEA-0530/01
성자 포획의 다  수  모양 해석에 의한 공명 매개변수 결

정이 데이터를 생성한다.
김 애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A042-0.0

11월 17일 FREVAP6 NESC0301/01

HTGR 연료 집합체로부터의 속 분열 생성물 방출. 연료 입자

에 의한 속 분열 생성물의 보존과 연료 집합체의 흑연에 의한 

이런 분열 생성물의 상 으로 강한 흡수에 한 복합 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HTGR 연료 집합체로부터 장수명 속 분열 생

성물 방출을 평가하기 한 FREVAP 형 코드를 개발하 다.

김 애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D063-0.0

11월 17일 TAPIR NEA-0556/02
내부 혹은 외부에서 기체냉각이 되는 여러 가지 형태, 출력 분

포, 재료 성질의 핵연료에 한 열  분석을 수행하는 코드이다
김 애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H112-0.0

11월 22일 BOT3P4.1 NEA-1678/04

BOT3P4.0 greatly improves the geometrical modelling 

capabilities of previous BOT3P versions by reducing CPU 

times too. New geometrical objects can be input in the 

combinatorial geometry and the geometrical entries for the 

sensitivity code SUSD3D, for both

조 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C069-0.0

11월 23일 DYN3D/M2 NEA-1411/01

DYN3D/M2 은 기 정상 상태와 3차원 지오메트리를 포함하여 

6각형 연료 요소를 가진 경수로 반응기에서 일시 으로 유도된 

반응성을 계산하기 한 컴퓨터 코드이다.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G211-0.0



- 446 -

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11월 23일
FRAP-S3,FRAP-

S1
NESC0694/09

FRAPCON2/V1M4는 핵연료를 모델링하는 로그램인 

FRAPCON의 최신 버 이다. FRAPCON은 이 의 FRAP-S 혹

은 GAPCON-THERMAL 코드와 같이 LWR에서 사용하는 산

화 핵연료의 정상상태 장기 연소도 반응을 측하기 하여 설

계되었다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G213-0.0

11월 23일 FRAP-T6/MOD1 NESC0658/04

FRAP-T6 는 LOCA나 reactivity-initiated 사고와 같은 원자로 

과도 상과 가설  사고시 경수로 연료 의 일시 인 행동을 

계산하는 FRAP-T (Fuel Rod Analysis Program - Transient) 

로그램 시리즈의 최근 버 이다. 

천진식 한국원자력연구소
신규

도입
G212-0.0

11월 30일 DYN3D/M2 NESC9909/01

DYN3D/M2 is a computer code for calculating reactivity 

induced transients in light-water reactor cores with 

hexagonal fuel elements, including the initial steady state, in 

three-dimensional geometry.

이경수
마이다스/기술연구

소

12월 01일
ORIGEN-ARP 

2.00
CCC-0702/02

ORIGEN-ARP was developed for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satisfy a need 

for an easy-to-use standardized method of isotope 

depletion/decay analysis for spent fuel, fissile material, and 

radioactive material. 

한국원자력연구소

12월 07일
MCNP-VISED 

4C2
PSR-0500/01    

MCNP-VISED 4C2 enables a visual creation of an MCNP 

input file which can be read by 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MCNP4C2 (CCC-701) Monte Carlo transport code. 

The Visual Editor was developed to make the creation and 

debugging of MCNP geometries easier.

김석권 서울 학교

12월 07일 MCNPX 2.4.0 CCC-0715/02
MCNPX는 모든 입자와 에 지에 용이 가능하도록 

CCC-660/MCNP4B를 확장하 다.
김석권 서울 학교

12월 07일 ZZ-MCNPDATA DLC-0205/05    

여기의 반응단면  라이 러리는 MCNPX 몬테카를로 코드에 

사용하기 하여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의 

Diagnostics Applications Group, X-5에 의해 출시된 것이다. 

김석권 서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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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코드이름 패키지번호 Description 요구자 요구기
도입

여부
도입번호

12월 09일
IMPACTS-BRC2.

1
ESTS0005/01

IMPACTS-BRC2.1은 규제 기 이 통제하지 않는  방

사성 폐기물로부터 최  개인들, 폐기물 처분 작업자들, 그리고 

일반 에 미치는 잠재 인 향을 계산하는 포 인 방사

선학  평가 코드이다. 

배진형 경희 학교

12월 10일 DATING NESC9493/01

DATING(Determining Allowable Temperature in Inert and 

Nitrogen Gases)은 경수로 사용 연료의 건식 장고의 가능한 

기 온도, 주어진 기 장고 온도와 스트 스, 그리고 냉각 

추이에 한 지르칼로이 피복재의 축  충격율을 계산한다. 

국동학 한국원자력연구소

12월 15일 PWR-GALE NESC1081/01

The PWR-GALE (Boiling Water Reactor Gaseous and Liquid 

Effluents) Code is a computerized mathematical model for 

calculating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s from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s).

김태만 경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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