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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제목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념설계 

II. 연구개발의 똑적 및 필요성 

방대한 종류 및 수량의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 정보통신 기술 (IT)을 적용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데이 

터베이스 (DB) 구축·운용이 요구된다. 

최근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각종 안전규제정보의 전산화 및 통신망을 통 

한 일반공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정보에 대한 전산화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지금까지 띠진했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를 

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관련 규제의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 원칙 실현 등과 같은 

안전규제 5대 원칙의 실현 

정확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랩 구축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선뢰도 빛 이해 증진 

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운용을 통한 원자력산업 

의 대외적 투명성 확보 및 협약관련 대응체계의 효율성 제고 (IAEA 폐기물 

안전협약 대비 및 대외적 투명성 제고) 

폐기물의 발생， 저장 및 처분 단계별 규제적용의 미비점 보완 - 종합적， 통 

합적 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 

현재 처분 안전성 위주의 KINS의 중장기 연구체계 및 방향을 폐기물관리 

안전성 확보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Framework 제공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데이터베이스 기본설계 확정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DB 설계 

국내외 유사 전산시스템 분석 및 벤치마킹 

통합 DB의 모률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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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 DB 모률간의 정보 연계성 확보 및 정보처리과정 분석 

• 표준화된 입출력모률 설계 

유관 시스템과 연계성 확보방안 도출 

시스템 선뢰성 · 보안성 · 확장성 확보 설계 

• 상세설계 지침서 작성 

2. 신뢰성 향상방안 검토 

• 입출력자료의 선뢰도 검증방법 및 절차 

3. 이용기관별 실적 데이터 입력방안 구축 

4. WEB 기본설계 

• 최적 유지/보수 방안 

5. 기타 기관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 체계개발 지원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 방사성폐기물 및 사 

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능력과 대내외적 선뢰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향후 국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의 생성， 방사성폐기불 안 

전관리 공동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등 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에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공동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시 주요 

자료를 제공 

• 정부 및 규제전문기관의 안전관리/규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자 및 폐기엽자에게 안전관리 필수정보 

제공 

• 일반인에 대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올 통하여 안전규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국가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 (정확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누적량 예측자료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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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 t1e 

Design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1 in Korea is deve10ped to collect basic 

information, provide the framework for nationa1 regu1ation, and improve 

nationa1 competition and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This system can a1so provid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such as a statllstica1 graphs and integrated data from various waste generators 

to meet increased public needs and interests. Objectives can be summarized 
as , 

The five (5) princip1es Ondependence, openness, clearance, efficiency and 

reliance) of safety regu1ation can be rea1ized. 

Pub1ic understanding and re1iance on the safety of spent fue1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an be promoted by providing reliab1e 

information 

Ensure an openness within the intemationa1 nuclear community and 

efficient1y support intemationa1 agreements among Contracting Parties by 

operating saf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pent fue1 and radioactive 

waste (IAEA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he system can compensate for the imperfections in safe regu1ation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1 management re1ated to waste generation, 
storage and disposal, and make it possib1e to ho1istic control. 

Re-organize the basic framework of KINS ’ s intermediate and 10ng term 

research organization and trends , regarding waste management po1icy is 

to integr섭te safe management and unit safe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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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Basic design of Database 

• Database design make use of user requirement 

• Analysis and Benchmarking of home and abroad' s similar computer 

System 

• Modularity of coordinate Database 

• Sub database module is linked with them and analysis information 

management 

• Standardization of input/output Module design 

• Ensure plan is linked with relation system 

Confidence and security and expansion of system design 

• Drawing up a detailed design report 

2. Confidence rise a plan 

Confidence verification plan exarnination of input/output data 

3. User input method of result data 

4. Web basic design 

• Optimization of maintenance 

5. Development support radwaste management system 

N.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The operation of 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the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can not only improve the capability for safety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 but also promote an openness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tituents. This system can also be used to 

effectively plan and execute national policy on waste managem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country reports for the lAEA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vide various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the IAEA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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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mprove a εfficiency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and regulation role 

by Government and KINS 

Provide to waste generators an essential information to ensure its safety 

management on the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 Inform the public on objective information and promote a reliance and 

openness within the pub1ic regarding the safety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Provide a basic data to develop its national policy Onforming accurate 

generated/cumulative projection data for the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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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르 
L-

제 1 절 개발목적 및 팔요성 

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1) 경제·산업적 측면 

(가)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 누적 량이 증가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 · 저장기 

관이 관리해야 할 정보의 수량 또한 지속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 기 

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거나 추 

진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는 국가 방사 

성폐기물 관리사업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통 

합적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데이터 형식 및 프로 

토콜 (ProtocoD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단계부터 잠재적인 시스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본적인 초기정보의 생산자인 폐기물 발생기관 및 저장기관이 직 간접적으 

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 지금까지 망사성폐기물 관련 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가 부 

재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에서는 관련 사업 및 연구의 방향을 설 

정하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었다. 따라서 국가 방사성폐기 

물 안전관리 똥합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정확한 사실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함으로써 국내 산엽계 및 연구계가 추진하눈 사업 및 연구의 효율성을 제공 

할 수 있다. 

(라)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발생 · 저장 

중인 폐기붙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 ·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 

별/기관별 발생추이 분석 및 향후 발생 · 누적 예상량에 대한 신뢰도 있는 

추이분석 젤과를 생산함으로써， 정부의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계의 사업 계획단계에 필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Web Site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분야의 Portal 

Site로 운영함으로써 향후 시스템의 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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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문화적 측면 

(가) 과거 안면도， 굴업도 등을 대상으로 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확보 

추진경험을 통하여 국민적 선뢰도의 확보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및 현황에 관한 신뢰도 있는 사실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이 요구된다. 

(나) 최근 통신망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인터넷이 주요 정보전달 매체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대내외적 공개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된다. 

(다) 정부가 천명한 원자력 안전규제 5대 원칙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산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라)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2 - 2006)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 

련 정보의 공개라는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 

한 국민적 이해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의 증진”에 대한 

단기 (2006년까지)계획에 안전관리 통합정보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요구된 

다. 

(3) 가술적 측면 

(가) 방대한 종류 및 수량의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신 정보통신 기술 (IT)을 적용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인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운용이 요구된다. 

(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001.06 발효된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을 통하여 

체약국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대내외적 공개를 의무화하고 

f、JEWMDB， DIRA T A 등 국제적인 방사성폐기물 DB를 구축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전산화를 

추구하고 있는 국제가구의 최근 동향과 관련 국제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 

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이 요 

구된다. 

(다) 최근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각종 안전규제정보의 전산화 및 통신망을 

통한 일반공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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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정보에 대한 전산화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미진했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를 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라) 지금까지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는 폐기물의 발생 · 처리 · 저장 등 단 

계별로 각론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의 운영계 

획이 가시화 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 처리 · 저장 및 최종처분까지 

각 단계별 띤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나.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질적 

(1) 국외 

부
 
‘ 구

 
시스템 내용 

WMDB 

Wast'9 

.IAEA가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관 

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 1989) 
·회원국의 망사성폐기울 재고랑，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및 실적， 관 

련 법령， 규정 및 정잭 등을 수록 

.IAEA 직원에 한하여 WMDB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회원국에 대해서 
는 보고서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files - Compilation 
of Data from the Waste Management Data Base)로 관련 정 보를 

Managernent I 공개 
Database 'CD 1991 년 (저11 판) : 1991 년 이전 정보수록 

æ 1994년 (제 2판) : 1 99 1. 01 -1 993.03 정보수록 
@ 2000년 (제 3판) : 1998.02-1999.12 정보수록 
WMDB 운영과정에서 정보수칩 및 배포시 소요기간 지연 등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어 네트펙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제기 

뉴-------

IAEA 
NEWMDB 

Net-Enabled 
Waste 

Management 
Database 

·기존 WMDB의 한계를 보완하끄 방사성폐기물협약과 연계·운영할 목 

적으로 네트원을 통한 데이터 입출력기능을 보완한 NEWMDB를 개발 

(2001 ) 
·회원국이 자국의 밤사성펴|기물 분류기준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면 

DBMS에서 이를 IAEA의 분류기준에 따라 자료를 변환하는 기능 확보 

.IAEA가 NEWMDB를 개 발한 사유 

@ 인터넷 등 네트원 기반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 
@ 방사성펴|기물협약에서 체약국과 IAEA 간의 정보공유를 요건화 
@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Agenda 21 제 22장에 따른 밤 

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표” 개발의 책잉 

을 IAEA어| 부여 

DIRATA 

.DIRATA는 회원국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배출량을 통합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IAEA는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 Agenda 21 제 22장에 따른 

의무이행 주체로서 고체빙사성폐기물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NEWMDB 이외에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체/기체 방사성물질의 
종류 및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데하는 DIRATA를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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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표랑스 

스페인 

시스템 

CID 

Central 
Internet 

Database 

MIMS 

Manifes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ow-Track 

Low-Level 
Radioactive 

Wast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MIN fTEL 

ELGA 

내용 

.01 국 내 각 주에서 발생되는 저준위폐기물 및 혼합폐기물에 관한 각 

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 

.DOE의 ”환경관리 통합 08"를 주축으로 5종의 기존 시스템 (시설자 

료 관리시스텀， 핵물질 재고량 08, 오염방지 08 , 유해물질 배출랑 

08, 초우라늄 폐기물 처운 08)을 연계하여 구성 

.1997년까지 매년 발간되던 108 (Integrated Oata 8ase) Report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연보 빌간 기능은 CID 시스 

템으로 대체 

·저준위폐기울 처운장에 처분된 펴|기물의 종류， 핵종별 놈도， 처운잠 

멸 처분이력 등을 기간별로 정리하여 검색·출력할 수 있는 WE8 기 

반 정보공개 시스템 

.CIO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에 즈음하여 MIMS 서비스 줌단 

.01 국 INEL에서 개발 

·펴 1 JI 물 발생자가 폐기물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윈도우즈 컴퓨터 프로그램 

·폐기물 생성기록， 처리기록， 반출기록， 용기에 관한 정보 등을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지원 

·밤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을 포함한 원자력주기설비에 대한 환경자료 

및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 

·스페인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CSN가 개발·운영중인 망사성물질 환경 

배출랑 D8 시스템 

·사업자는 밤사성물질 월간 배출량 관련 자료를 전산파일 형태로 보 

고 

·의회 보고자료 및 일반 공개자료의 작성에 ELGA 시스템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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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구분 l 시스템 내용 

줌저준위 

KHNP I 방사섬폐기물 
좀합관리시스템 

·한수원(주) 자체 시설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종합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과제를 추진중이며， 현재 제 1 단계 기초 

연구 완료 

.2002년 중 제 2단계 과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연계 

하여 폐기물 추적관리 시스템 및 드럼 핵종 재고량 검증체계를 

개발·운영할 예정 

RASIS 

'2001.0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밤사성동위원소의 도입에서 폐 
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정보관리 시스텀을 구축 

·현재 WEB (http://rasis.kins.re.kr) 을 통하여 ”사이버 밤사선안전 

정보센터”를 운영중 

CARE 
KINS 

I 

·원자력 시설의 밤사선 사고 시 방사능 밤호 기술지원을 위한 사 

고상황 파악， 대기확산， 방사선 영향 평가 및 예측으로 방사능 방 

재대책 기술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밤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원전안전정보DB. 기상정보DB. 방사선영향평가DB. 사회환경 DB. 

지리정보DB 등의 모둘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각 DB가 연 

계도|어 있는 시스템 

·현재 WEB (http://care.kins.re.kr) 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중 

IERNET 

KAERI 
해체펴|기물 

DB 

·국내·오1 원자력사고， 핵실험， 민공위성의 추락 등으로 인한 광범 

위한 방사능 오염사고를 :죠기에 탐지하여 적시에 적절한 비상대 

응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환경밤사선 자동감시망을 구 

축 

·현재 WEB (http://iernet. kins.re.kr) 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중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 

된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DBMS 구축과제 (2001-2003)를 
」、 õH 극드 ,. ζ그 〈그 
·해체시 발생하는 방사성펴기물에 대한 정보가 DB어| 포함될 예정 

다-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l 지금까지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들이 발생기관 

또는 저장기관 단위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필요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l 현재 일부 기관에서는 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표준적 

언 데이터 항목， 형식 빛 프로토콜 등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산별적 

으로 추진증인 전산시스템 상호 부합 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중 

복 투자 가같성을 배제할 수 없다. 

l 현재 기관벨 문서에 의존하는 정보관리체계 만으로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피
 
니
 



전 처리과정 (재포장 등)에서 야기되는 기존 폐기물 관련 정보의 변동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라. 앞으로의 전망 

• UN의 Agenda 21 , lAEA의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및 통합 DBMS 

(NEWMDB , DIRA T A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회원국 

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의 제공이 요구될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 저장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방대한 관련 정 

보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업무부담이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업무 전산화 및 DB 구축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 

•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요구 및 IT의 발달에 따라 방사성페기물 

안전관리 현황정보를 포함한 각종 규제정보의 인터넷 공개가 가속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l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건이행 및 대내외적 정보공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통합정보시 

스랩을 구축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대선 가술도입 가능성 

l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통합정보 DBMS는 자국의 폐기불 특성， 법령 및 

요컨 등을 반영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룹 도입하여 국내 상황에 직접 적용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불 관리정보 DBMS는 일반적으 

로 고체 혹은 액/기체로 나누어 운영되므로 통합체계 운영은 극소수이며 힐 

반적으로 D/B 구축은 소프트웨어적 개발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기 

술 도입 시 많은 기술료의 지 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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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발 목표 

가- 개발 최종똑표 및 단계별 목표 

(1) 최종 목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W Aste Comprehensive Internet 

Database: W ACID)의 구축 및 시범운영 

(2) 단계별 목표 

(가) 제 1차 년도 (2000.10-2001.02) 목표 

· 잠재적 이용자의 요구분석 

. W ACID DBIVIS 및 WEB 개 념 설 계 

(나) 제 2차 년도 (2001.12-2002.05) 목표 

. WACID DBMS 및 WEB 구축 및 시범운영 

나. 연차별 개발목표 벚 내용 

구분 연구개발목표 

10 망사성폐기물 통합정 
저11 차 년도 ! 

| 보시스텀 최적체계 도출 
(2002) 

l 및 개념설계 

10 방사성폐기울 통합정 
저12차 년도 | 

I~브시스텀 데이터베이스 
(2003) 

1 및 웹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o 데이터베이스 기본설계 확정 
•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DB 설계 

一 극내외 유사 전산시스텀 분석 및 벤치마킹 

- 통합 DB의 모율화 구성 

- 하부 DB 모둘간의 정보 연계성 확보 및 정보처리과 
^, ~를 A-l c> L!....--, 

표준화된 입출력모둘 설계 

- 유관 시스텀과 연계성 확보방안 도출 

- 시스텀 신뢰성 보안성·확장성 확보 설계 

- 상세설계 지침서 작성 

o 신뢰섬 향상방안 검토 
- 입출력자료의 신뢰도 검증방법 및 절차 

o 이용기관별 실적 데이터 입력밤안 구축 
o WEB 기본실계 

- 최적 유지/보수 밤안 

o 기타 기관 방사성펴1 기물 정보관리 체계개발 지원 

。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및 구축 운용 

- 개념설계 보완을 통한 DB 상세설계 및 구축 
- 데이터베이스 및 웹 시범운영 및 보완 

- 시스텀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 작성 

o 자료 전산화 
원자력이용시설 과거 실적자료 전산입력 

o WEB 상세설계 및 구축 
。 기타 기관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 처|계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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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발 내용 및 범위 

가- 개발전략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최적화 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부 

및 KINS 주도의 산， 학， 연 협조체제륜 구축， 원자력 관계기관의 공개정보의 

통합과 확장， 상호교류를 위한 통합 표준 protocol 체계를 확정한다 . 

• KINS의 기존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운영 방안을 도모하여 기존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 

시스템의 각 모율별로 유관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l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입출력 데이터의 검증 (Validation and 

Verification)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 

• 국제 원자력기관과 방사성폐기물관련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준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또는 계획 중에 있는 유사 정보관리시스템 

을 벤치마킹 하여 동 시스템의 활용 성음 제고한다. 

나. 개발방안 

l 국내 원자력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었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정 

보흐름의 연계성 및 효율성” 이라는 차원으로 관련 유사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흐름 중섬의 안전규제시스템 위험도 규제기준을 반영한 안전관 

리시스템 등의 역할을 하는 효율성이 제고된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한다. 

l 통합 관리시스템과 기존 관리체계와 연계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업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들과 협력방안에 대해 협 

의하고， 기관들 간의 Interface Requirements 및 Needs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다. 또한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개 

발 예정인 기관과는 양 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들 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정보관리 protoc이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협력하고， 자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동 과제를 통해 

개발된 독립된 정보관리 모율음 제공하여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l 국내 유관기관의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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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여 동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될 모든 자료 및 정보들에 대한 단계 

적인 보완/수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인다. 

l 방사성폐기물관리 정보의 국제 Networking을 위해 현재 개발중인 유사정보시 

스템을 조사， 분석하여， 동 시스템의 활용성 렛 완성도를 제고한다. 

l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자료의 신뢰성 학보를 위해 다단계 검증절 

차를 정립하고 이를 위해 최선 정보기술(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다. 

l 도출된 최적 통합정보시스템은 그 완성도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 

별효 모율화펀 Web 기반의 정보관리 GU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효율 
화， 유지 • 보수 편이성， 수요에 따른 등급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통합정보 

시스템의 GUI 시스템 구축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 Web 설계회사 
의 위탁업무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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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 

· 방사성페기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 

리하고 요구 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의 대내외적 

선뢰성 확보한다 

·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관련 정보관리 시스템 기술의 확보 및 응용에 이용 

한다. 

· 장기적으로 원자력 관계법령에 따른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관련 보고의무 

를 동 시스템 체계를 적극 활용 · 이행하는 방안윤 모색하여 유사 분야에 대 

한 기술의 파급효과가 있다. 

l 경제， 산업적 측면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폐기시설 건설운영자에게 안전관리 및 안전규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분 

단계에서 입증되어야 할 안전요건에 대한 사전 대비 유도 

·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 및 업무관리에 IT 기술음 적용함으로써 관련 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각 가관의 업무부담 경감시킨다. 

· 방사성폐기물 발생 · 저장현황， 특성 및 향후 예측을 통하여 관련 국가 정 

책결정 및 연구개발의 가획단계에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l 활용방안 
· 방사성폐기묻안전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빛 체약국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주요 자료의 생산 및 제공음 한다. 

· 방사성페가물의 발생 · 누적 량에 대한 추이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관련 국 

가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필수적인 전산화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 

공함으로써 각 기관별 업무 전산화룹 통한 엽무 효율성 제고한다. 

· 일반인에 대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안전규제의 선뢰성 

및 투명성 확보한다. 

· 중장기적으로 W ACID Web Site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Portal Site로 활용한다. 
· 정부 및 규제전문기관의 안전관리/규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한다. 

· 법령에 따른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관련 보고요건을 네트원을 통하여 이 

행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가. 기대성과 

(1)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에 필수적얀 관련 정보를 체계 

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요구 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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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 

(2)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관리 시스템 기술의 확보 및 응용 

(3) 방사성폐기붉 발생자 및 폐기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안전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증되어야 할 안전성 관련 현안에 

대한 사전대 l~l 가능 

(4) 관련 연구개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효율성 제고 

(5) 관련 연구개발 방향의 제시 

냐. 활용방안 

(1) 방사성폐기뜰 안전관리 공동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및 관련정보 Networking에 

주요 자료를 제공 

(2) 정부 및 규제전문기관의 안전관리/규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방사성폐기렐 발생자 및 폐기업자에게 안전관리 필수정보 제공 

(4) 일반인에 대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안전규제의 선뢰성 및 

투명성 확보 

(5) 국가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 (정확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누 

적량 예측자료 등) 제공 

1 
l 
4 

1 
i 



제 2 장 데이터베이스 기본절계 

제 1 절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DB설계 

가- 국내외 법령 및 요건분석 

(1)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정보제공의 근거 

방사성폐기물 관련 자료의 정기적인 보고요건은 사업자 자체적으로 동 시설의 

운영실적이 관련 규정 및 요건과 부합함을 확인하여 입증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 

적이 있으며， 규제기관에서는 각 시설의 관련 규제요건 만족여부 및 시설별 변화 

추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보고자료는 국가 원자력 산 

업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의 생산， 국내외 자료공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법 제 103조 (보고 · 검사 등)에서는 원자력관계 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 125조(보고)에서는 법 제 

10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 

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을 규정하였으며， 표 2.1 는 동 보고조항 중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원자력법시행규칙 벌표 6 발훼)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대상 기관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한수원/원전 

。 좀사자의 빙사선피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 분기 (1 월 이내) 
KAERI/하나로 

외한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방사선관리에 
KAERI/TRIGA 1.2 

관한 사항 포함) 
교육용원자로 

2. 정련사업자 및 가공사업자 
。 방사성울질농도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분기 ( 1 월 이내) KNFC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가. 방사성물질농도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 

치 분기 KAERI/PIEF 
나. 방출한 방사성물질량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치와 합계치 

4. 허가사용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 
。 망사성물질등 또는 밤사선발생장치의 생산·취득 

분기 ( 1 월 이내) 
(설계승인서 등 관련증빙서류 포함) .사용·판매·보 

한수원/NETEC 

유·보관·처리·저장 배출 및 처분현황 

” u 



(2) 미국 원자력시설의 방사성팩가물에 관한 보고체계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계를 조 

사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의 원자력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사성폐기 

물 및 관련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또는 반기마다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있으며， 사전에 정의된 정형화된 보고형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ARERR (Annual Radiological Effluent Release Report) 
ARERR은 미국 규제지침 Reg. Guide 1. 21의 형식에 따라 원자력시설 사업자 

가 NRC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며， 액체/기체유출물 배출실적， 방사성폐기물 및 사 

용후핵연료 반출실적， 소외주민선량 평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변경이력 등이 

보고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는 기타 상세 기상자료 및 열부 환경감시 

자료가 첨부되고 있다. 

( 나) AREOR (Annual Radiological Environmental Operating Report) 
AREOR은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방사선학적 환경조사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로 사업자는 매년 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NRC에 제출하고 있다. 부지 주 

변지역의 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Land U se Census 조사자료도 보고내용에 포함되 
어 있다. 

(다) ANEOR (Annual Nonradiological Environmental Operating Report) 
ANEOR은 AREOR과 유사한 형태로 비방사선학적 환경조사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로서 매년 NRC에 제출되고 있다. 

(라) REIRS (Radiation Exposure Information and Reporting System) 
REIRS는 NRC 규제대상 시설의 작업자 피복방사선량 등 방사선방호 관련 사 

항슬 온라인 상에서 보고하는 시스템이며， NRC는 이를 토대로 NUREG-0713 연 
보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나.IAEA의 방사성혜가물 정보관리 요건 

IAEA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원칙을 규정한 Safety Series No. 111-F(l995) 
에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장기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보의 추적 및 보존 

을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기술적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표 2.2 

은 본 연구에서 조사/반영한 lAEA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요 

건을 정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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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방사성폐기물 관련정보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및 IAEA의 기술요건 

흘〈:i} E --ia1 관련 내용 

Safety Series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밤사성폐기물 관련 기록의 보존 

NO.111-F(1995) 

TECDOC Ll LW 포장물의 인수기준에 대한 요건과 방법론 
864(1996) 처분시설 인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포장물멸 표준 데이터 목록 

TECDOC 처분기록의 유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보전략 

1 097( 1999) RW 기록관리시 A템 (Record Management System: RMS)의 3단계 구조 

TECDOC 
RW 저장 및 처분기록의 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 

1222(2001 ) 

Technical Report 
Series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따른 기록관리 지침 및 사례 

No. 411 (2003) 

NEWMDB 회원국의 RW 관련 시설 재고량 특성 법령에 관한 데이터 목록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과 관련하여 안 

저16조 
제안된 전성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저113조 
시설의 OF 힘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 인근 체약국이 시설 
부지선정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시설과 관련된 일반 

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폐쇄 후 
처분시설의 펴|쇄 후에도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시설의 위 

제 17조 제도상 

조치 
치， 설계 및 재고량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 

。tj| l t버j 다 :x:l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와 관련한 입법 및 

제 19조 
규제체계 

규제체계에서 적절한 제도상의 통제， 규제검사， 문서화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할.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펴|기울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적 

안전협약 
절한 품질보증 교로그램의 수립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저123조 품질보증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얘 통합정보시 A템을 통 j 
한 주요 기록의 판리는 상기 조항의 이행을 위한 밤안의 

일환。로 이해할 수 있음. 

다음 사항을 국가보고서에 기술하도록 명시함.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 목록， 우|치， 

즈l드 5 「므 X「4 C zJl E드 ?H 트「등/。d 

저132조 보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에 

저장중이거나 처분된 폐기물 또는 연료의 재고량 

(물질에 대한 설명， 부피 또는 질랑， 총방사능 및 특정 

핵종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해체가 진행중인 원자력시설의 목록과 해체상황 

(1) TECDOC-864(1996) 

1996년 발간된 TECDOC-864 (Requirements and Methods f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Package Acceptability)에 서 는 중저 준위 폐 기 물의 처 분 

에 따른 포장물의 인수를 위한 요건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동 기술문서에 

제시된 방사성폐기물 관련 데이터는 표 2.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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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TECDOC-864에 제시된 중저준위폐기물 관련 데이터 요소 

대분류 관리 데이터 비고 

발생원 및 이력 

방사성핵종의 조성 

핵분열성 물질의 할유량 

표면오염도 

l 폐기물의 특성정보 
선랑률 

저비등점 액처1 ， 가연성물질， 질화 탈영기 수지 

폭발성 물질， 가압용기，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킬레이 E 제， 인성분， 인산성분， 하이드라이 r ’ 발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 열반응 또는 화염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 

독성기체(또는 증기， 홈!를 발생하는 물질， 

석면， PCB 생물학적/병원성/전염성 물질， 

병인성 물질 등 

규격 

三〈:E〉 E C3t 

용기 정보 이력 

용기의 특성 기계적 특성， 기밀성， 건전성， 방사선학적 차폐 

배기 기능 폭발성 기체를 생성할 수 있는 폐기물 저장용기 

펴|기물의 형태 
OfA 팔 E ， 시멘 E ， 고분자 물질 각 각에 대하여 

처리 정보 관리되어야 할 특성정보를 제시 

-닙「도C그서 C그 

기계적 강도 

방사선학적 안정성 

화학적 내구성 
포장물 정보 

내화성 

내닙 고그 
--, =-. 

격납기능 

:표亡자。굳。二。|4 E ;rEa。t

운반이력 
취급 및 운반정보 

포장물 운반요건 

dE프 } r E?ES「 드 나므、 ~ 

(2) TECDOC • 1097(1999) 

1999년 발간된 TECDOC• 1097 (Maintenance of Record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기록의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 및 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기록관리시스템 (Recor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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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RMS)의 구조를 초급(PLI) , 중급(ILI)， 고급(HLI)의 3단계 로 제 안한 바 

있다(그림 2.1 참조). 초급정보는 부지의 선정에서 시설의 운영 및 폐쇄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보 정의되었으며， 중급정보는 시설의 인허가에 관한 기록 및 관련 

규정과 요건으로 정의되었다. 한편 고급정보는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 

기간 저장 및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IAEA는 고급정보의 경우 

정보의 보존성블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의 자체 기록관리 시스템뿐 아니 

라 lAEA 등 국제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에 보존한다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국제적인 기록판리시스템은 현재 lAEA가 운영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데이터 

베이스인 NEWMDB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라한 고급정보는 표 2.4와 같이 부지정보， 선원항 정보， 처분시설 정보， 보안 

관련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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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정보 

·부지선점기록 부지른섬점보 

• 품질보중 :;1 록 건설 JI 록 

• 펴기물의 특성‘ 섭능평가기록 

• 포장물 기록， 운반기록; 둔(염끼록 

• 감시기록‘ 펴l 쇄기록 등 

그림 2.1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의 분류 및 보존체계 (TECDOC -1097 발훼) 

표 2.4 TECDOC-1097에서 제시된 방사성폐기물 관련 고급정보의 일례 

'='ë큰 세부 데이터 =TT 
부지 정보 지질학적 정보， 수리지질학적 정보， 지화학적 정보， 생태계 정보 등 

선원항 징보 방사성펴|기물의 형태， 방사성핵종 재고량， 화학물질의 재고랑 등 

천연/공학적 밤벽 시스텀， 셜계정보， 배치정보， 경고시 λ 템 정보， 감 

처문시설 정보 시계통 정보， 성능평가 및 안전성평가용 원시 데이터， 열적/기계적 

영항 평가 

보안 정보 N/A 

η
 



표 2.5 처분시설의 설계， 운영 및 폐쇄과정에 관한 기록 

- 펴l 쇄 후 제도적 관리기간 동안 통제될 지역의 경계 

- 처분지역 및 표지의 위치 

처분시설의 
- 국가 및 국제적인 지형학적 위치정보 

위치 및 - 지역적 인구통계자료 

부지정보 지형정보，수리정보， 기상정보，지화학정보， 지진정보 

부지 
펴|쇄 모델링 정보 

데이터 

지표수 관리정보 

- 건설 기준 및 절차(자재， 건설공법 포함) 

처분단위별 - 개별 처분단우I(E 렌치， 셀 등)의 위치가 표시된 준공도면 

설계 및 
- 건설시 부적합사항， 울일치사항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기록 

공학적 방벽 

관련 정보 - 능동적/피동적 감시계통에 대한 상세도면 및 사앙 

서。느〈그 q Il - 공학적 빙벽의 유지 및 보수 관련 기록 
안전성 

평가와 
최좀처분 위치 

복구에 처운기록 처분일 

관한 정보 처분단위별 
빙사성폐기물 반입기록 및 폐기울 데이터 기록지 

재고량 정보 

시설의 폐기물 인수기준 
」

- 인수 가능한 폐기물의 형태， 포장， 방사선장， 전체 재고량 등 

기록관리 
- 기록관리시 λ텀 관련 정보(폐쇄 기간동안의 변경사항 포할) 

시 λ 텀 정보 
- 기록관리시人텀의 내용， 구조， 문서화된 모든 절차서， 지시서， 이용계 

획 포함 

감시 
운영중 감시계획 및 기준(변경기록 포합) 

데이터 
감시결과(선량 및 공기중/수중， 동식물계， 침적물 및 지하 

운영기록 수의 방사능 등) 

드'-'-으여 C그 저 -, 하 '='서 C그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보고서 듬 

관련기록 

기초정보 
다음 세대가 해당 처분시설의 기능 및 성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운영허가 및 요건 관련 기록 

성능목표 및 피폭선랑 제한치 
인허가 기록 

이력，법령 감시요건 

및 기타 성능평가 보고서 
이용정보 

법령 정보 운영 및 폐쇄단계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에 관한 기록 

일반 정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한 사회인자(여1; 폐기물 관리관행 및 기술 등)에 

관한 기록 

TECDOC-I097에서는 방사성페가물 처분시설에 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다. 표 2.5는 처분시설의 설계， 운영 및 페쇄과정에서 생성되어 기록/관리 

되어야 할 정보의 목록을 도시하고 있으며， 표 2.6은 처분시설 폐쇄후 능동적 관 

리기간에 생성 및 기록될 정보의 목콕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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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처분시설의 폐쇄후 능동적 관리기간에 대한 정보 

감시활동 수행을 위한 기준， 계획 및 절차 
감시 

감시설비 교정 및 보수기록 
데이터 

성능 및 안전성 감시결과 
평가와 복구에 r--. 

관한 정보 기준，계획 및 절차 

시설 
보수 및 복구기록 

보수정보 

부적합사항에 관한 기록 

법령 능동적인 폐쇄후 관리기간 동안 적용될 법적 조항 
이력， 법령 및 

기타 이용정보 길반정보 
능동적인 폐쇄후 관리간 동안 처분시설을 관리한 사회적 인자에 

대한 정보 

(3) TECDOC-1222(2001) 

(가) 기록관리체계 

방사성폐기물플 처분시설에서 장기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처분과정에서 생성 

되는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 저장 및 보존할 필요가 있다. TECDOC-1222에서는 

TECDOC-1097에서 제시한 등급별 기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류체계를 규정하 

고 았다. 

초급정보(PLI)에는 폐기물 재고기록과 시설 인허가신청 자료(처분장 성능평가 

(PA) 및 환경평가(EA)를 포함)와 같은 문서들을 포함된다. TECDOC-1222에서 

제안한 폐기물정보기록관리시스템 (WIRKS)은 PLI의 주요 부분으로 폐기물 재고 

기록을 유지하는 가능을 담당한다. 그림 2.2은 WIRKS의 체계 및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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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 WIRKS의 등급별 정보 분류체계 및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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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장물 이력 추적관리 

WIRKS는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함에 있어 폐기물패키지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생부터 처분까지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다수의 

폐기물이 단일 폐기물 형태(예， 단일 처분폐기물에 다수의 발생， 또는 처리된 폐 

기물을 포장)로 통합되는 폐기물패키지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었다. 

폐기물패키지 구성형태는 다음 두 가지로 고려할 수 있으며， 그림 2.3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2.3에서 다중 구성 폐기물패키지 (Generator A 및 B)는 발생단계의 여러 
폐기물패키지는 처리과정을 거쳐 선규 폐기물패키지에 저장되며， 처리된 다수의 

페기물패키지가 단일 처분폐기물패키지로 통합 구성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폐기물패키지는 각 단계별로 새로운 폐기물패커지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한편 단일 구성 폐기물패키지 (Generator C)는 발생단계의 여러 폐기물패키지 

가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직접 처분시설로 이송되어 처분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다. 이 경우， 처분된 폐기물패키지는 다수의 발생 폐기물패키지를 포함하는 형태 

로 단일 단계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RECEIVER 

PROCESSOR 

{;E l'iER‘ TORS 

던]털1현] 딴1탠]댄1 
Generator A Generator B Generator C 

In Lhis cxumple. threc generalors hav.: waste. Gcneratllr‘ ̂  aml B trans li:r thcÍr ‘시IslC packagc‘ “’ a proccs~‘’r. “ hich 
pr‘’cesscs their wa~tcs scparately anJ çreatcs l“ o nc‘、 paιkagcs. ThðC nc“ paιkages an: transfcrreJ Ihllll the pmιc、Sllr to 

a “ astc rcccÍvcL ‘、 hiζh puts thcsc n~w packagcs into all‘’tlwr llCW pa‘:kagc. Thc thirJ gCll~rator transfi:rs packagcs 니 ircctl~ 
to thc 、、 astc rcι\:1 、 cr 

I'hc rCιci、 cr plac.:s all “ ast.: packagcs that it ‘:rcDlcd ur that it r.:ccivcd int‘’ all‘’tllCf ncw packagc. 1 f all paιkagcs us.: th.: 
rccord mlldel sh‘’\\11 111 F igurc 1. thcn all packagcs ιan be traιkcd lro l1l point {)f gcncration to linal Jisp‘’51110n 

그림 2.3 폐기물패키지 구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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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구성될 수 있음. 

@ 단연 구성단계를 가지는 폐기물패키지 자료구조에 최적임 

@ 초기에 구성된 폐기물에 대한 추적이 불필요한 것으로 고려하여 단일 자료 

구조로 관리된 후， 구성된 폐기물에 대한 추적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 

는 데이터베이스 구조틀 이중 자료구조로 재 섣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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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WIRKS의 자료구조 개요(모델 2) 

참고로， 데이터 모델 1 및 2에 제시된 폐기물패키지， 방사성핵종 및 위험물관 

련 데이터 항목에 대한 설명 및 예는 표 2.7 및 2.8에 제시하였다. 

표 2.7 WIRKS에 제시된 방사선학적 빛 비방사션학적 내용물에 대한 기록요소 

포장물 식별변호 99-12345. ACME-12345. 등 

방사선학적 망사성핵종 Co-60. AG-11 Om 

정보 빙사능 농도 1.5 TBq 

기준일 2000.01.01 

포장물 식멸번호 99-12345. ACME-12345. 등 

비방사선학적 T CT> 二üH 굳 9^ 근l 수은， 오염물 123 등 

정변 -λ，- 己ζ그t 5 kg 

우|험물 유형 독성， 가연성. 위해도 없음 듬 

m ; 



표 2.8 WIRKS에 제시된 방사성폐기물패키지 데이터 요소 

데이터 요소 기록형식의 일례 

포장물/ 구성 포장물/주요 구성 
99-12345. ACME-12345. 등 포장물삭별번호 

위 xl Vault 62H. Grid 34-12-2 등 

참고일 2000.07.04 

발생 :JI 관 ACME Waste Company. GEN-123 

운반 식별자 12345. ACME-123 

승인 식별자 Acceptable. HQ-123.6 

방사선량 2.1 IJSv/Hour 

표면오염도 5 kBq/cm 2 

방사성펴|기물 등급 고준위폐기물 • Ll LW-SL. A. 220 등 

비방사성폐기물 등급 Non-Hazardous. Acutely Toxic. HazClass 1 등 

승인셈법 Waste Stream 123. Reference to document XYZ 

재질설명 잡고체， 폐수지， 폐기기 등 

처리밥법 소각， 압축， 역삼투， 미처리 등 

고화/안정화 방법 O~A 팔 E ， 시맨 E ， 유리화， 없음 듬 

충친재 콘크리 E. 그라우 E ， 없음 듬 

충진재량 0.3 m3
• 5 kg. 포장물의 00% 등 

고회재 시멘트. SAI. 없음 듬 

고화재 함량 0.6 m3
• 포장물의 00% 등 

용기의 형태 I 럼. Type 1. 미분류 등 

용기 부피 또는 제원 15m3 .1m x 10m x 1.5m 들 

무거| kg. ton 등 

발생원 원자로의 운영， 기타 원자력 이용 

(라) 기타 

한편 지원문서 (Supporting Ðocument)는 방사성핵종과 같은 WIRKS 자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 및 가정들을 의미한다. WIRKS 자료 내 폐기물패키 

지를 기록하고 판리하는 것에 추가하여， 처분장의 성능， 안전성 및 환경영향을 현 

재의 조직 및 미래의 조직에서 평가 또는 재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들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기록 및 관리되는 정보를 획득한 방법에 대한 자료를 기록 및 유지 

하여야 한다. 보조 자료에는 특정 폐기물유형에 대한 평균 특성 결정방볍 또는 1 

개 또는 그 이상의 폐기물패키지에 대한 특성 결정방법을 제시한다. 

폐기물에 대한 원시 자료 및 가공자료는 받생자 및 폐기물 수납기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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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유도될 수 있으며， WIRKS 자료에 대한 증명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운반， 선적 자료， 자료명세， 또는 처분 자료/양식에 관한 정보 

@ 원시자료 수집 방법 기술 

- 패키지내 방사성 핵종농도 결정방법 

- 오염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처리방법(예， 증발) 

- 폐기물의 비방사성 위험물 평가방법 

@ 품질보증/품질관리방법 기술 

- 검사(예， 폐기물패키지 용기 두께 측정방법) 

보정 및 표준 

- 계측기기에 대한 검출제한 

- 자료 변화 계산 

- 폐기물발생자의 폐기물관리 품질보증체계 승인 

@ 원시자료에 대한 처리 및 가공방법 기술 

- 적용된 수치연산의 증명 

•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인자 목록 

다. 시스템 개발요컨 

본 연구에서는 IAEA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NEWMDB 및 

DIRATA 등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 

하여 WACID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요건을 도출하였다. 

(1) 안정적인 정보의 제공 

IAEA의 NEWMDB의 데이터 입력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현재 국가별로 1인의 담당관(Country Coordinator) 이 관련 정보입력 

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NEMWDB 제 171 데이터 수집기간 동안 1307B 회원국 

에서 단지 51개국(약 40%) 만이 국가 담당관플 지명하였으며， 설제 보고자료 제 

출과정에 참여율은 15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은 기술적인 이해도 부족， 인터넷 접속환경 미비 회원국 내에서 NEWMDB 

에 대한 정책적 우선 순위， 기타 회원국 내부적인 요인 등으로 분석되었다. 

WACID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도 정보제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정보 

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정보 제공기능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발요건플 도출하였다. 

@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보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입력 및 갱선한다 

@ 데이터 제공을 기존 보고요건 이행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국내 법령상의 요건 및 사업자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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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보는 필수입력정보에서 제외하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 

록 한다. 

@ 개발단계에 

인 제공을 

각 기관별 관행과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함으로써 정보의 안정적 

모색한다.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프랑스는 NEWMDB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자국 내 해체시설에서 발생되어 방 

사성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1 - 100 Bq/g의 극저준위폐기물을 VLLW-SL로 분 

류하지 않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WACID 개발과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상 

의 오류나 기관별 입장차이에 따른 정보제공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제 

공의 범위를 사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사성붕괴를 위하여 폐 

수지 저장탱크에 장기 저장중인 폐수지를 저장량 자료에 포함할 것인가 또는 용 

기에 장입하기 전의 폐기물 수량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결정이 필요하다. 

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하여 관리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의하였다 

CD WACID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법령 

데이터로 분류한다. 

@ 발생원이 다양한 동위원소폐기물은 원자력환경기술원에 

이터로 관리한다. 

@ 고체폐기불븐 용기에 장입된 이후부터 데이터를 관리한다. 

@ 사용후핵연료는 노섬에서 인출된 이후부테 데이터로 관리하며， IAEA 등에 

서 별도로 관리하는 핵물질 보장조치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필수적인 

인도된 이후부터 데 

정보를 요건에 따른 ql 

^ 

(2) 관리대상 정보의 

활확질성 

IAEA의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NEWMDB에 자료를 제공한 회원국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폐지물의 체적을 산정하는 원칙 등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둡어 실제 용기의 체적을 적용한 사례 용기 또는 외포장을 제외한 

체적을 적용한 사례 저장시설 또는 처분시설에서 차지하는 체적을 적용한 사례 

등 다양한 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EA는 차기 

NEWMDB 보고자료 제출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WACID에서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개발원칙을 수립하였다. 

@ 개별 데이터의 목록 및 형식을 사전에 정의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입력 데이터 및 저장 데이터의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한다. 

@ 폐기물 용기의 내용적을 기준으로 폐기물의 체적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X 

ω
 

확보 

(3) 데이터의 



한다. 

@ 각종 데이터는 사전에 적절하게 분류하여 그룹화 및 계층화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4) 정보의 수록 및 보존 

방사성폐기물 발생， 저장， 처리， 처분관련 기록을 장기간 건전한 상태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IAEA의 Safety Series No. lll-F에 명시된 제5원칙(미래 세 

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성페기물 관련 기록을 보존)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 

관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일단 WACID가 개발/운영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 

지/보수를 통하여 데이터를 건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변 

경될 경우에도 시스템의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정은 사전 

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지침화 및 절차화되어야 한다. 이라한 과정은 

시스템 개밥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방안의 일환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5) 기능요건 

(가) 정보제공을 위한 기본요건 

통합정보시스템은 국민과 후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정보(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처분시설의 설계정보， 방사션/능 감시계동 및 데이터 등)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기본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보의 물리적인 형태， 저장위치， 색인방법， 정보규모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 시간 흐름에 따른 다양한 범주의 정보를 수록하고 유지한다. 

3 기록의 안정적인 수집 빚 유지를 위한 수단을 확보한다. 
@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및 이해도릎 확보한다. 

@ 기록의 망실 시 복구방안을 강구한다. 

(나) 가록의 색인 및 정보의 검색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겸색하기 위하여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하게 색 

인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의 색인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주요 요소가 

된다. 색인시스템은 기록의 속성(제목， 일자， 주제， 색인어 등)을 기록의 위치와 

연결성을 부여한다. 정보겸색이란 일단 기록이 특정 위치에 저장되면 현존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고 해독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적용된 색인시스템 

의 효율성은 운영단계에서 효과적인 정보검색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6) 정보의 선뢰도 확보 

WACID는 방사성폐기물관리 단계 전반을 망라하게 되므로 정보의 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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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 수록될 정보의 선정 

개발요건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될 정보의 상세한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개 

발과정 또는 개발 후에도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록은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 생성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나) 정보 보존기간에 따른 등급화 

일반적으로 주요 기록의 보존기한은 각국의 법령 및 관련 요건 등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보존지한에 관한 요건은 기록의 유지기한을 등급화 함으로써 효과적 

으로 이행할 수 있다. 기록을 보존기한 요건에 따라 등급화 하는 경우， 등급화 

기준과 관리방안은 지침서， 절차서 또는 계획서 등의 형태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물론 개별 데이터는 관련 요건의 변경， 기술의 발전 등 각종 요인에 따라 중요도 

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펼요시 데이터의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는 기능 

이 확보되어야 찬다. 또한 중요한 정보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의 삭 

제 및 변경은 병확하게 정의되고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 기록의 형태(때체)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조직은 적용될 기록의 형태， 정보의 확인， 수집 및 보 

존을 위한 관리방안을 가능한 조기에 문서화된 지침서， 절차서 및 계획서의 형태 

로 구비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 정보의 검색 및 유용성은 시대별로 발전하는 기 

술에 따라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기록매체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예사할 수 있다. 

@ 요구되는 정보룹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 

@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장기간 해독성이 유지될 수 있다. 

@ 정보의 손실 없이 다른 매체로 쉽게 복사 및 이관할 수 있다. 

@ 장기간 기록의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 해독 및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 자연환경띄 변화 또는 인가되지 않은 개인에 의한 손상에 견딜 수 있다. 

(라) 기록의 전딸， 접수 및 허용성 

기록을 수집， 전송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절차와 개별 기록의 

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개별 기록은 해독이 가능한 검 

증된 사실정보로서 정확하고 완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열악한 환경에서 가록의 보호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 및 백업 데이테는 외부환경(온도， 습도， 빛， 미생 

물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화재， 범 

람， 태풍， 지진 등 단일사건에 의해 손실되지 않도록 저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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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치는 공학적인 보호수단 또는 복수의 장소에 데이터 사본을 보관하는 방법으 

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9는 일반적인 상용 기록매체의 운영조건을 정리 

한 것이다. 

표 2.9 기록매체의 형태에 따른 일반적인 저장조건 

기록저장 매채 적정 온도 상대습도 

종이 < 18 0C 30-40% 

마이크로필름 < 15 0C 25-35% 

자기테이프 < 18
0c 35-45% 

광학기록매체 < 18t 35-45% 

(바) 접근 통제체계 

정보의 손실， 파괴 또는 비인가 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및 데이 

터에 대한 접근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안이 수립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러 

한 통제는 기록에 대한 접근의 인가 및 확인을 담당하는 책임을 특정 조직 또는 

요원에게 부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유형 및 

등급 등에 따라 접근가능 정보를 차별화 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인가된 운영요원 및 관리자에 대한 지정/해 

제 절차와， 정보의 변경이 가능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확립되어야 한다. 

(사) 데이터 저장매체의 주기적인 재생산 또는 이전 

기록-매체 (CD， Magnetic Tape, 등)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영속성을 주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각 기록매체의 예상 

수명을 사전에 예측하여 수명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기록을 재생산하거나 다른 매 

체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생산되거나 이전된 정보의 해독 

성과 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만일 기록이 손상된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적절한 복구방안이 취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기 

록의 검색을 위하여 기록을 해독할 수 있는 도구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있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록을 재생산하는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의 손실부분과 손실 량이 문서화되어 

야 한다. 

(아) 관리이력 추적가능 

기본적으로 WACID는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전체 관리단계에 대하여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추적기능은 lAEA의 

TECDOC-1222에 제시된 WIRKS의 일반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방사성폐기물 용기 또는 포장물이 개별적으로 생성， 처리， 저장 및 처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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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리이력의 추적은 단순한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감용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용기 내에 저장된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거나 초고압압축 등을 이용해 재 포장하는 등의 작업이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포장물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재포장 

작업을 고려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WIRKS의 이력 추적기능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WACID의 관리이력 추적기능 

요건을 그림 2.6과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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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개념도 이송 및 발생단계에서 처분까지 용기의 그림 2.6 방사성폐기물의 

라. 관계가관 요구분석 

(1) 잠재적언 데이터 제공주채연 주요 기관별 설문조사 수행 

(가)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요소의 표준화(설문조사 결과) 

국가 방사성폐기물 통합 체계 구축에 필요한 표준 입출력 요소 및 관리 체 

계를 도출하기 위해 기관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및 업무를 설문조사를 통 

해 파악 및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 

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원자력환경기술원 등 실제 방사성폐기물 

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 4개 사를 중섬으로 실시하였다. 

m 

깅
 

운영 여부 

항목 

방사성폐기물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기관별 전산시스템 



기관별 발생 폐기물 유형 및 준위 

@ 준위 분류 

류
 

? 

준위 KHNP KAERI KNFC NETEC 

HLW X O X X 

Ll LW-LL O O O O 

Ll LW-SL O O X O 

EW O O X X 
'---

@ 발생 폐기물 유형 

준위 KHNP KAERI KNFC NETEC 

사용후핵연료 O O X X 

고처|폐기물 O O O O 

맥체유출물 O O O O 

기체유출물 O O O X 

동물사처| X O X O 

기관별 용기 일련번호 지정 형태 

기관 지정 형태 

KHNP 원전명-호기-날짜 드럼종류-일련번호 

KAERI 가연성/비가연성-발생연도 일련번호 

KNFC 폐기물종류 발생연도-경/줌수로구분-일련번호 

NETEC 가언성/비가연성 일련번호 

기관별 폐기물 발생 시설 

기관 펴|기울 발생 시설 

고리 저11 발전소: 고리 1 호기， 고리 2호기 

고리 저12발전소: 고리 3호 JI. 고리 4호기 

신고리 저11 발전소: 신고리 1 호기， 신고리 2호기 

신고리 제2발전소: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 

영광 제 1 발전소· 영광 1 호기， 영광 2호기 

영광 저12발전소: 영광 3호기， 영광 4호기 

KHNP 영광 저13발전소: 영광 5호 JI. 영광 6호기 

울진 저11 발전소· 울진 1 호기， 울진 2호기 

울진 저12발전소: 울진 3호기， 울진 4호기 

울진 저13발전소: 울진 5호기， 울진 6호기 

월성 저11 발전소: 월성 1 호기， 월성 2호기 

월성 저12발전소: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 

월성 저13발전소: 월성 5호기， 월성 6호기 

KAERI 
하나로 원자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조사후 시헐시설 

동위원소 생산시설， 조사재 시험시설， 기타 실험실 

KNFC 핵연료 가공시설 

NETEC 산업처1.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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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용 용기(드럼) 

기관명 용기영칭 용기용량 

콘크리 E재포장용기 380 1' 

펴|수지도럼 200ι 

콘크리 E재포장용기 2,500 l' 

차폐폐필터 I 럼 17 ι 

차폐폐수지 I 럼 110 1' 

강재고건전성용기 1,270 l' 

잡고체도럼 200 1' 

농축펴|액 E 럼 200 1' 

차폐잡고체 c 럼 100 1' 

합금 고건전성용기 1,400 l' 

KHNP 폴리에틸렌 고건전성용기 1,400 1' 

폴리에틸렌용기 1,1 60 l' 

차펴|펴|필터 E 럼 120ι 

농축폐액용기 (C I ) 950 1' 

펴|수지용기 (R I ) 950 1' 

펴|팔터용기 (F 11 ) 500 1' 

펴|필터용기 (FIV) 500 1' 

펴|수지용기 (R 11 ) 350 1' 

펴|수지용기 (RH) 1200 1' 

농축폐액용기 (C 11) 350ι 

강재재포장E 럼 330 1' 

비압축성 50 1' 

동물사체 27ι 

NETEC 펴|액 25 1' 

가언성 100ι 

비가연성 100ι 

Hot cell 폐기물수집용기 200ι 
KAERI 

차폐드럼 200 1' 

재포장 E 럼 220ι 

폐기물수집용기 200 1' 
KAERI 

200 리터 드럼 200ι 

200 리터 이중 E 럼 200ι 

] 

야
 



기관별 저장위치 관리번호 지정 형태 

기관 지정 형태 

KHNP 블록-줄 칸-증 

KAERI 구역 단-행 열 

층멸 평면적인 멈 (Map)을 작성하여 해당 위치에 I 럼 일련 번호를 기재하 

KNFC 여 용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나， 용기 저장위치에 대한 지정 형태는 특 

별히 사용치 않는다‘ 

밀봉 용기크 JI-저장고 우|치-랙의 위치 
NETEC 

개봉 a<= 로 -, 주 ξ등- 츠 = 

전 기관 발생 폐기물 종류 

폐기물 종류 

밀봉선원 가연성 자르칼로이 

생물학 재료 폐필터 구리 

동물 사체 비닐류 。EE} -근「 미 니 1 느 H 

석면 면류 기타긍속류 

목탄 유리류 우라늄 

소각재 의류 토기류 

토앙 활성탄 펴|드럼 

목재류 액체공정 폐필터 며|수지 (앙이온탈염기) 

종이류 기체공정 펴|필터 폐수지(음이온탈염기) 

신발류 기타 필터류 폐수지(혼상탈염기) 

콘크리 E 류 탄소강 펴|수지(미분류 탈염기) 

석고류 人테인레人 스틸 슬러지 

긍는그드 」人- 오 2J 하 며 긍 며드 기타 기체 펴|기물 기타 잡고처| 폐기울 

짐 전 물 (Píecipitates) 무기폐액 흥착된 기체 폐기물 

방사화된 기기 유기폐액 RI폐기물(유기폐액) 

표면오염된 기기 
RI폐기물 

RI펴|기물(무기펴|액) 
(비가연성 압축성) 

제어봉 
RI폐기물 

(비가연성 비압축성) 

… 
ι
 



국가 방사성폐기물 통합체계 구축에 필요한 표준 입출력 요소 및 관리 체계 

기관 저잠 시설 

고러 저11 저장고 

고리 저12저장고 

고리 저13저장고 

고리 저14저장고 

월성 저11 저장고 

영광 저11 저장고 

영댐 저12저장고 

울잔 저11 저장고 

울잔 저12저장고 

고리 원전 1 호기 (소내저장) 

고리 원전 2호기 (소내저장) 

고리 원전 3호기 (소내저장) 

고리 원전 4호기 (소내저장) 

신고리 원전 1 호기 (소내저장) 

신고리 원전 2호기 (소내저장) 

영광 원전 1 호기 (소내저장) 

KHNP 영광 원~ 2호기 (소내저장) 

영광 원짙 3호기 (소내저장) 

영광 원전 4호기 (소내저장) 

영광 원진 5호기 (소내저장) 

영광 원전 6호기 (소내저장) 

울진 원전 1 호기 (소내저장) 

울진 원전 2호기 (소내저장) 

울진 원즈I 3호기 (소내저장) 

울진 원진 4호기 (소내저장) 

울진 원전 5호기 (소내저장) 

울진 원진 6호기 (소내저장) 

월성 원진 1 호기 (소내저장) 

월성 원전 2호기 (소내저장) 

월성 원전 3호기 (소내저장) 

월성 원전 4호기 (소내저장) 

신뭘성 원전 1 호기 (소내저장) 

신월성 원전 2호기 (소내저장) 

제 1 저장고 

KAERI 제 2 저장고 

산업 펴|기물 저장고 

KNFC 방사선동위원소폐기물 폐기시설 

NETEC 
제 1 공장 저장고 

제 2공장 저장고 

j 

ω
 



국가 방사성폐기물 통합체계 구축에 필요한 표준 입출력 요소 및 관리 체계 

기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고리 1 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 

고리 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고리 3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고리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신고리 1 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신고리 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 

영광 1 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영광 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 

영광 3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영광 4호기 사용흐름핵연료 저장시설 

영광 5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 

KHNP 영광 6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울진 1 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울진 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 

울진 3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 

울진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울진 5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 

울진 6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월성 1 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건석) 

월성 1 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습식) 

월성 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 

월성 3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잠시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KAERI 

PIEF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나) 기관별 필수/선택 입력 사항 정립 

설문조사를 통해 각 기관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한 항목 요소를 도출하고 현 

재 이력관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 입력으로 하고 향후 처분장 건설 

이후와 그밖에 WACID DB 관리상 필요한 요소 등을 선택 사항으로 정의하여 

향후 각 기관의 데이터 입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WACID 데이터 항목의 선정은 기존 이력관리와 데이터 요소가 가장 많은 

한국수력원자랙주식회사를 중섬으로 하여 도출하였고 그밖에 다른 기관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요소가 많은 관계로 데이터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하여 

추후에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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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ACID 구축 시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요소 도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을 제외 

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데이터가 많은 기관이고 실제로 가장 많은 시설 

을 가지고 있어 WACID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 데이터 항목 선정에 있어서 각종 모델이 되는 기관이었다. 

원자력연구소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 않지만 다양한 시설과 종류의 폐기물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는 나오는 액체 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수 

집요소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수집하기고 결정하였다. 또한 원자력연구소는 해 

체폐기물도 관래하지만 연구소내의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소 전체의 

폐기불 데이터 이력관리와 해체폐기물 이력관리는 독립되어 수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체폐까물 이역관리는 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연구소 

관리 데이터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전원자력띤료주식회사는 핵연료 가공공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 기관과 

는 다소 상이한 데이터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관리 데이터 항목에 있어서 

도 관리되어지는 데이터의 종류나 양적인 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경향을 띠고 있다. 

원자력환경까술원은 기관의 목적이 방사선동위원소 관리라는 특수한 관계로 

타 기관과는 다른 데이터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이라는 동위원소 관리시스템이 KINS에 존재하기 때 

문에 데이터 수집 또한 타 기관과는 달리 다양하고 손쉬운 수집 방볍을 택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 않지만 다양한 시설과 종류의 폐기 

원자력연구소눈 데이터의 양은 많지 않지만 다양한 시설과 종류의 폐기 

라) 실무추진단 회의 및 과제검토회의를 통한 기관별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4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단회의와 과제 

검토회의를 월 1회 개최하면서 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요구사항의 수집과 

동시에 의견을 교환해 분류항목별 적절한 데이터 요소를 선정 반영하였다. 

과제검토회의 시에는 실무추진단 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 

WACID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여러 조언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마. 시스템 요구분석 

(1) 데이터베이스 기본 가능요건 분석 

(가) 업무 트랜잭션 시스템 자체 처리 및 데이터 요구사항 모델구성 

기본적으로 WACID 정보의 기본인 방사성폐기물 정보는 그림 12. WACID 

데이터 검증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연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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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원자력환경기숨원 등과 가타 기관에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그밖에 다른 정보는 해당 정보를 정보의 발생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모률별 요구사항 

WACID DB시스템 개발과 관련 사용자요구분석은 매주 정례 면담을 통해 요구사 

항， 이행내용 및 논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응용업무가 무엇을 어떻게 해 

야 하는가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정리되며 향후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발과 

운영 관리를 위한 기본자료로써 QA의 근간이 된다. 현재까지 정리된 사용자요구 

사항과 이행내용은 아래분야에 대해 약 100여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스템 요구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모율별 요구 

분석과 시설/기능별 요구분석 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 

@ 데이터 모율별 요구분석 

。 중저준위폐기물 관련 요구사항(12건) 

。 사용후핵연료 관련 요구사항(3건) 

。 동위원소페기물 관련 요구사항(6건) 

。 해체폐기물 관련 요구사항(2건) 

。 액체유출물 관련 요구사항(3건) 

。 기체유출물 관련 요구사항(3건) 

。 영구처분장 관련 요구사항(3건) 

。 자체처분 관련 요구사항(3건) 

운반 관련 요구사항(4건) 

@ 시설/기능별 요구분석 

。 시설 관련 요구사항(5컨) 

。 지 원， 관리 요구사항(24건) 

。 기능 관련 요구사항(22건) 

(2) 데이터 모률별 요구분석 결과 

WACID에 수록될 데이터는 관리대상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 동위원소폐기물， 해 

체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액체유출물， 기체유출물， 처분정보 및 기타정보 등으로 

모률화될 예정이다. 개별 데이터 모률에 대한 요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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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저준위폐기물 모률에 대한 요구분석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저장고 외의 관리구역의 폐기울 
폐수지는 가상드럼번호를 설정해 200L 드럼 

300B-3-LlLC-O 1 기준으로 관리한다-
관리 

- 한수원은 현재 관리하고 있다 

300B-3-Ll LC-02 
한수원 중저준위펴|기울 알샘현 

중저준위 망사성폐기울 입력 요소 및 세분류 
황의 항목을 재설정한다-

1. 재포장 전 방사섬펴|기물의 이력을 독립적으로 
한수원의 폐기물 관리사항 중 관리한다. 

300B-3-LlLC-03 드럼을 재포장 할 경우의 처리 2. 원자력연구소 : 실제 드럼은 계속해서 이동 변 

방법 환， 시작과 종료 => 재포장(시작과 종료) 
3. 한수원 ’ 재포장된 각각 내장드럼을 %로 표시 

300B-3-LlLC-04 
드럼 내용물의 분류는 잡고체， 

(표 2.11 참조) 
가연성 여부만으로 분류한다 

300B-3- LlLI-05 
한수원 드럼의 재포장 시 원래 

비율표시는 하지 않는다. 
의 개별 드럼을 %로 표시한다 

1. 한수원 보고는 발전소별로 하지만 시설정보 
부분의 세분류를 각 발전소 호기별로 하여 각 

300B-3-LlLC-06 
월성원전은 호기멀 분류 가능하 

호기별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다른 원전은 어렵다. 

2. 중저준위폐기울 시설정보 세분튜를 호기별로 한 
[f. 

중저준위 펴|기울 용기일련번호 
1. 용기 일련번호를 두 가지로 관리한다. 

300B-3-Ll LI-07 
。t그l g -「j 디 <S} 납 ti{ 

- 용기일련번호(사업자 관리번호) 

- 용기일련번호(WACID 관리번호) 

고처| 폐기물 용기의 크기표시 
1 고체폐기물의 크기 기준은 내용적으로 표시한다 l 

300B-3-Ll LO-08 
디〈그} 납 ti{ 

2. 드럼 증류에 따라 외용적이 표시 가능한 요소에 
대해서는 외용적 표기도 가능하도록 한다. 

1. 펴|기별용기의 검색 시 그 용기의 형태와 제원에 

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없도록 하며 사진정보도 

300B-3-Ll LO-09 
국내 폐기물 저장용기 사진정보 추가해서 제공한다. 

확보 및 제공해야 한다. 2. 국내베서 사용하고 있는 전처l 펴1 기울 용기의 형 l 

태와 제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페이지를 구 

성한다 

RW용기가 발샘자， 임시저잠시 

300B-3- LlLI-10 
설， 영구처분장으로 이솜되는 추후 영구처분장 관련 시스템 구성 시 재설정한도록 

과정에서 포장단위 변경에 따른 한다. 

이력츠적할 수 있어야 한다 

300B-3-Ll LI-11 
고체폐기물의 체적인 용기의 내 드럼 종류에 따라 외용적이 표시 가능한 요소에 

용적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대해서는 외용적 표기도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 멸 특정 1 년에 대한 줌저 1. 출력 페이지 형태는 표 2.12 참조 
300B-3-Ll LO-12 준위폐기물(드럼수， 체적) 말샘 2. 하드카피 형태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한다.(Excel 

랑을 표로 출런가능 해야 한다. 등) 

꺼
 개
 



(나) 사용후핵연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한수원 ERP어| 사용흐름핵연료 
1. WACID에서 입럭 칭을 만들어 사업자가 

300B-3-SNFC-01 부분 누락되었으니 다른 방법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 차후에 한수원 ERP에 추가가 되면 ERP에서 직 
강구할 것 

접 입력한다， 

1 운반용기의 검색 시 그 용기의 형태와 제원에 

극내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진정보도 

300B-3-SNFO-02 사진정보 확보 및 제공해야 
추가해서 제공한다. 

한다. 
2 콕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의 형태와 제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퍼| 

이지를 구성한다 

시설 열 1 년 사용후핵연료 1 표 2.14 와 같은 형태의 출력 페이지를 
300B-3-SNFO-03 발샘랑을 표로 출럭(다발수， 구성한다. 

HMT)가능 해야 한다 2. 하드카피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섬한다 (Excel 등) 

(다) 동위원소폐기물 관린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1. RASIS 데이터 분류처|계를 수용해 관리한다 
2. KINS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므로 데이터를 

동위원소 폐기물은 한수원 
입력하는 밤법은 다앙하다. 

300B-3-RIWC-01 
ERP에는 제외되어 있다. 

- 필요한 데이터를 파일로 내려 받아 FTP등을 이용 

해 데이터를 추출한 후 자동 입력한다. 

- 필요한 데이터를 파일로 내려 받아 WACID 홈페 

이지 임의의 장소에 업로드한 후 자동 입력한다 

1 핸종은 종류가 많지만 동위원소로 관리하는 

300B-3-RIWC-02 밀몽선원의 펴|기울 종류는 핵종은 30여 가지이다. 

핵종으로 구분한다 2 실제로 WACID에서는 가능한 전핵증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밀봉선원의 드럼(상자) 
1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드럼 1 

종류는 사업 자가 제 작할으로 
용량을 기본으로 한다(개봉선원의 경우)‘ 

300B-3-RIWC-03 
표준적이지 않아 대헝， 중형， 

표 2.16 드럼용랑(개봉선원) 
2. 밀몽선원의 경우 일반적인 규칙이 없어 대형， 중 

소형으로만 구분한다. 
형， 소형으로 구분한다 

1. 재포장 시 원 드럼의 일련번호를 기재할 수 

재포장 및 드럼 이동이 있도록 한다 

300B-3 • RIWC • 04 빈번함으로 효과적인 2 재포장 시 한 드럼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앙을 
드럼관리가 필요하다. 미리 정하도록 한다-

3 선원의 재활용 문제를 고려한다-

1 핵종별기관멸망사능랑일자별” 등의 특정 
”핵종별기관멸 민자에 의한 검색이 가능한 검색창을 만들어 항목을 

300B • 3-RIWO-05 "밤사능랑일자열" 검색이 선택하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토록 해야 한다- 2 망사성동위원소폐기울 뿐만 아니라 다른 할목도 
특정 인자에 의한 검색이 가늠하도록 구현한다 

1 ‘ 망사성동위원소폐기물은 밀몽선원과 개봉선원의 
저장 망식과 표기가 다르다 

300B-3-RIWC-06 밀몽선원의 우1 치 정보 
2. 표기 망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봉선원과 밀몽선원 
은 항목을 별도로 구성한다‘ 

3 밀봉선원 . 용기크 ]1-저장고 우]치-댁의 위치 

4 개봉선원 , 블록 줄-층 

쩌
 



(라) 해체폐기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1. 해체가 끝나는 시점에는 중저준위폐기울에 
해체폐기울 데이터가 편입될 수 있도록 데이터 

해체가 진헬중인 
항목을 중저준위폐기울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2. 건물， 룸， 등의 단위 요소 별로 분류를 하여 해체 
300B-3-DECO-01 

원자력시설의 목록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분류한다 

해체상황을 출력할 수 
3. 해체가 완료된 후에는 관리 주체가 바뀌면 중저 

있는 기능 
준위며|기울로 데이터를 이관하고 기존 데이터는 그 l 
대로 두어 다른 원자력 시설 해체 시에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한다 

시설 멀 특정 1 년에 대한 
1. 다음과 같은 혈태의 출력 페이지를 구성한다. 

300B-3-DECO-02 
oH 체펴|기물(드럼수， 체적) 

표 2.18 출력페이지 구성 
발샘량을 표로 출력가능 

2. 하드카피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한다(Excel등). 
oH 야 한다-

(마) 액체유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한수원은 각 호기 데이터가 1. 액처|유출물 관리 시설에 호기 명을 포함 
300B-3-Ll QC-0 1 취득 가능하나 호기 멸 구문이 2. 각 발전소 보고 시에 호기 멸， 시설 멸 보고 

명확하지 않은 말전소가 있다. 를 할 수 있게 구성 

1. 액체유출울 방출 유무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 

시설 멸 액체유출물 망출 유무 
까E선르 ; ζ딘p 

300B-3-Ll QC-02 
호~이」 

2. 액체유출울 입력 표준안은 Y.N으로 구분 
3. 입력이 N가 될 때에는 다른 입력요소들은 의 
미가 없어진다. 

시설 별 1 년 액체유출물 
1. 다음과 같은 형태의 출력 퍼|이지를 구성한다. 
표 2.20 출력페이지 구성 

300B-3- Ll QO-03 발생량을 표로 출럭(종류멸 
2. 하드카피로 출력할 수 있게 

망사능)가능 해야 한다 
구성 한다(Excel등). 

(바) 기체유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한수원은 악 호기 데이터가 
1 기체유출물 관리 시설에 호기 명을 포함 

300B-3-Ll QC-0 1 
취득 가능하나 호기 별 

2. 각 발전소 보고 시에 호기 멸， 시설 열 보고를 
구문이 명확하지 않은 

할 수 있게 구성 
발전소가 있다 

1. 기체유출울 방출 유무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 

시설 열 기처|유출울 밤출 
λE;크~^ ζ그3 

300B-3-Ll QC-02 2. 기체유출물 입력 묘준안은 Y.N으로 구분 
으μ 므 1 화 「이」 

3. 입력이 N가 될 때에는 다른 입력요소들은 의미 
가 없어진다. 

시설 열 1 년 기체유출울 1. 다음과 같은 형태의 출력 페이지를 구성한다. 
300B-3-LlQO-03 발샘량을 표로 출럭(종류열 표 2.23 출력페이지 구성 

방사능)가능 해야 한다. 2 하드카피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한다.(Excel등) 

m 

갱
 



(사) 영구처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처문장은 존재하지 않으 Lf 앞으로 
1. 각 분류요소 별 처분관련 항목 설정 

300B-3-0ISC-0 1 
건설될 예정이므로 포함한다. 

2 입력 가능한 데이터 요소 설정 분류 및 1 

정리 

영구처분은 현재 필수 항목 요소를 

300B-3-0ISC-02 
정하여 임시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한수원 요소를 중심으로 분류 항목을 

처분시설 완공 후 개선몰 설정한다. 

예정이다.(한수원! 

300B-3-0ISI-03 
향후 처분 시설을 고려하여 입력 

표 2.25 처분관련 입력표준안 
표준안을 계획한다 

(아) 자체처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300B-3-S0IC-0 1 자처|처분 데 01 터 관리 밥법 표 2.27 자체처분 데이터 관리항목 

1. 자체처분계획서를 전송 받아 스캔한 후 보관하는 

300B-3-S010-02 자체처분 계획서의 보관방법 
절차를 구성한다， 

2. 자체처문의 항목에 자체처분계획서(이미지)를 추 
가하고 멸도로 관리한다 

KNFC 관련기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울은 대부분 

300B-3-S0IC-03 망사성동위원소며|기물은 NETEC어| 위탁폐기한다. 

자체처문 및 위탁폐기 한다- 2. 일부 자체처분하는 것도 있다 

(자) 운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KOPEC 자료 보고서의 운반에 
300B-3-TRNC-Ol 관한 정보는 다소 방대함으로 운반관런 데이터 관리항목(표 2.29 참조) 

할축적이며 단순화한다 

Low-Track이 라는 폐 기 물 

300B-3-TRNC-02 운반에 관한 보고서 출력 필요한 항목만 재설정한다. 

프로그램을 잠고한다 

1. 운반용기의 검색 시 그 용기의 형태와 제원에 

국내 앙사성물질 운반용기의 
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진정보도 

300B-3-TRNO • 03 사진정보 확보 및 제공해야 
추가해서 제공한다. 

한다 
2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운반용기의 형 
태와 제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한다. 

1. 운반 이후의 처분과 소각의 개념정립 

300B-3-TRNC-04 소외운반의 개넘 정립 
2 소각을 분류항목으로 해야 된다. 
3. 시설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은 운반의 개념으 
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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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절， 기능별 요구사항 

(가) 시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펴|기물 저잠고 위치， 기관 
1. 지도상에 각 시설 표현을 한다. 

300B-3-FACO-O 1 
Contact 상 대 등 을 

2. 전처| 시설목록을 모두 나열한다. 
기재하여 지도에 나타내는 

표 2.31 전체 시설목록 
자료가 필요하다 

300B-3-FACC-02 
각 기관멸 시설 목록을 

표 2.32 방사섬폐기울 관련 저장시설 
추가하여 반영한다. 

각 시설 별 폐기물 및 
저잠위치 관리는 가장 최근의 위치를 

300B-3-FACC-03 사용후핵연료 저장 위치 
기춘。로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밤법 

각 기관멸로 맥.기체 배줄구 
표 2.33 액체배출구 시설현황 

300B-3- FACC-04 및 관리 UNIT별로 
표 2.34 기체배출구 시설현황 

테이블화하여 관리한다. 

시설정보 테이블에는 위치， 
1. 시설 정보의 기본자료 외에 
일반자료도 테이블로 정리한다. 

300B-3-FACO-05 즈l 모 「저--， • 즈 ;:''2트「서。 하 。모「 
2. 각 시설정보 중 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공개 권한에 의한 관리를 한다. 

(나) 지 원，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I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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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일정관리와 진도관리를 통해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WACID DB Silo의 활용을 통하여 원할한 정보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월간 PRM회의 활용과 수시 방문을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보 
완한다. 

검증되지 않은 

1. 데이터의 입력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데이터 검증 방법은 데이터의 통신 방법에 따라 조긍씩 달라 
질 수 있다 

3 더|이터를 입력한 후 파일로 전송해서 WACID에 입력하는 망 
법을 선택할 경우 

300B-3-SUPI-02 

자료의 유입이 1 
1 - 1 차적으로 입력자 측에서 피。 l 으 새성할 때 검증을 한다 

발생되거나， 막연한 | 르"" b 
• • 드 1- WACID에서 전승떨 받은 후 2자 검증을 한 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이 될 | 

| 에 저장한다. 
수 있으므로 그에 1 

대한 대비잭을 
그}二그동} 그f 
C그 I "프 ι‘-

300B-3-SUPI-03 
기 샘산 자료 

입력방안 

- 검증 밤법은 별도믹 험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 검증은 각 기관마다 데이터의 입력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별 

도로 관리한다. 

4. 이상데이터 관리기준을 확보한다 
- 과거의 실적어I I:J I 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의 데이터 

요구되는 FORMAT과 다른 데이터의 입력 

1. 각 사멸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메 기 생산자료의 

입력범위(과거 몇 년까지)와 입력 완료일 (데이터베이스 구성 

완료 후 데이터 입력 완료시접)등이 필요하다. 

2. 각 기관 데이터 입력 방안이 먼저 정해져야 작업을 할 수 있 
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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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KNFC는 폐기울 관련 

DB가 없으므로 해당 
데이터베이스 분류항목에 대한 세 분류 항목을 미리 

300B-3-SUPI-04 
기관에서 입력 가능한 

설정해서 해당기관에 입력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데이터 
품목을 조사하고 입력 

항목을 결정한다. 
데이터를 선멸해주어야 

한다. 

1 각 기관멸 입력될 데이터 항목이 선정되고 각 분록별 
데이터 량이 나오면 각 기관멸 가상의 입력창을 만든다. 

각 입력 폼 작성에 2 각 입력창멸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여 각 
소요되는 예상시간을 업무량을 시간을 추산한다 

300B-3-SUPI-05 추정하여 각 사업자의 3 각 업무랑 추산은 각 분류항목별로 추산하고 전체에 
업무부담를 예측하여야 대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다 4. 일반 사용자 테스트는 실제 입력자들을 대상으로 테스 
트하는 것이 줄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므로 가능 

한 인력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도록 한다 

기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 이에 대한 1 입력화면 구성 시 각 기관이 입력할 항목에 대한 수정 

300B-3-SUPI-06 
내부절차가 수립되어야 등의 권한은 각 기관 자체만 주어지도록 설징하도록 한다 

하고 데이터 수정에 따른 2. 데이터 수정 등에 의한 이력관리를 위해 새로운 테이 
기록이 유지/관리되어야 블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한다， 

1 각 종 산출울， 예를 들면 요구사항 분석서， 시스템 
시스텀 개빌 후 저13자어| 설계서 등의 관리를 절저히 한다. 

300B-3-SUPC-07 
의한 운영 및 2 정형화된 산출울 외의 각종 Document 관리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3. 운영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사용설명 
제고하기 위한 방안 서， 관리자 사용설명서 등의 운영관련 매뉴얼 제공 

4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절차서 작성 

300B-3-SUPC-08 데이터베이스 백업 방안 데이터의 백업방법， 주기， 보관기간 걸정 

300B-3-SUPI-09 
기관의 데이터 입력은 1 입력창이나 입럭 밤법를 분기보고에 맞게 설정한다. 
주기적 (3개월)으로 한다- 2 보고 형식이 바뀌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정한다 

정보의 입럭을 위한 
1. 고시 02-01 호 개정‘ 

300B-3-SU PI-1 0 법령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RASIS의 사례를 참조한다 

1 각 국외 DB에 데이터 항목이 정해진 후 데이터 

국외 DB(IAEA 입력창을 만든다-

NEWMDB. DIRATA. 2. 데이터 입력창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지는 것과 수동으 
300B-3-SUPC-11 폐기울 협약)에 데이터 로 입럭되는 것으로 구문한다 

저1 공을 위한 맘안 확보 3. 자동입력은 기존 DB에 입력되어진 내용을 연결하도록 

한다， 

300B-3-SUPC-12 
정보의 울리적인 형태 

(논의중) 
저|시 

1. 시스텀 구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되었다 

300B-3-SUPC-13 
정보의 저장 및 백업위치 DB서버， 웹서버， 백업서버를 멸도로 두는 밤안 

저|시 2. 단 모든 시스텀은 KINS 전산정보실에서 관리할 수 있 

도록 한다-

300B-3-SUPC-14 정보의 색인앙법 제시 (논의중)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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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맘실 시 
300B-3-SUPC-17 I 

이의 복구밤안 

정보의 신뢰도를 

300B-3-SUPC • 18 I 확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밤안 

정보의 중요도 별로 

300B-3-SUPC-1g I 칩소 보존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처리 방법 및 결과 

1. 전체 데이터 분류 항목의 분류가 끝난 후 각 정보의 크기를 
정한다. 

2. 각 정보의 분기멸 생산량을 과거 실적자료를 토대로 유추한 
다. 

1. 각 기관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보고앙식의 위한 고시나 
볍렁이 필요하다. 

2. 각 기관별로 보고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WACID에서 데 
이터가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3.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데이터의 입력 
도 필요하지만 시스텀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팅의 유지보수， 업 

그레이드 비용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4. 시스텀의 적절한 유지를 위해서는 관리요원이 항시 시스템 
을 접검 관리하여야 한다. 

1. 단순한 데이터 오류나 디스크오류 시 
- 시스템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백업데이터를 이용한다 오 

류 제거 후메는 원상태로 복귀한다. 

2 시스템 자체의 오류 시 
- 원 데이터나 백업 모두 쓸 수 없으므로 백업시스텀의 데이터 

를 서비스에 사용한다 - 이 경우는 백업 시스텀이 존재할 경 

우에만 가능하다. 

3 시스템 자체나 백업시스템이 모두 복구 불능의 경우 
화재나 홍수 시 될으로 시스델이 손상된 경우이다 

- 물리적인 백업장치를 사용하여야 복구하여야 한다. 

- 원 시스텀의 복구해야 가능하므로 시스텀 복구의 기간이 길 

어질 수 있다 

4 시스텅. 백업 시스텀， 물리적 백업 장치 등의 모두가 손상되 
었을 경우 : 

- 기 생산 정보 제공 기관의 정보를 다시 받는다. 

- 시스텅 복구 및 데이터 재입력 등으로 인해 복구 기간이 길 

어질 수 있다 

1. 데이터 입력 시 겁증 방안 . 요구사항 300B-3-SUPI-02 
참조 

2. 포뱃이 다를 경우 검증 밤안 -

- 웹 데이터 입력 창에서 검증함수나 아스키 데이터 비교를 통 

하여 문자나 숫자를 검증할 수 있다. 

허용 길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자를 걸러낼 수 있다. 

3 이상데이터 관리 밤안 . 

- 데이터 통신 이상 

과거 실적에 비해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입력 검증 

- Y. N 또는 0, 1 의 입력을 항목에서의 이외의 데이터의 입럭 

시 검증 

1. 데이터 항목 분류에서 사용되었던 등급기준 A - F 를 
적용해 정보의 중요도를 정리한다. 

- A : 필수 기관 입력 정보를 의미함. 
- B 필수 기관 입럭 정보를 의미할. (처분 관련 향후 필수 항 
목으로 예상되는 요소) 
- C : 데이터가 해당 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입력 
함을 의미합 

- 0 폐기울 특성에 따라 기관멸， 상황열 조건에 따라 입력함 

을 의미합 

(예 : 우라늄 농도-KFNC Only) 
- E 각 기관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요 

소를 의미함. 

- F : 향후 처분 관계 시설 운영자가 밀력할 요소를 의미함 
2. 보안레빌은 각 항목멸로 보안 우선 순위를 판단 설정한다 

j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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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B-3-SUPC-20 

데이터의 삭제 

및 수정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삭제 및 변경이 

허용되는 조건을 

사전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입력화면 구성 시 각 기관이 입력할 항목에 대한 수정 등의 
권한은 각 기관 자체만 주어지도록 설정하도록 한다. 

2. 데이터 수정 등에 의한 이력관리를 위해 새로운 테이블을 구성 
하여 작성한다. 

4 갱신의 경우는 분리해서 샘각한다. 
5 기관에서 잘못준 데이터는 기관에서 수정， KINS에서 잘못 수정 
된 데이터는 시스텀 관리자가 수정한다. 

외부 

300B-3-SUPC-21 I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보호방안 

1. 시스델의 안전성을 위한 방안 
무정전장치 (UPS) 가동을 통한 시스텔 안전성 확보 

OS , 데이터베이스 시스텀 업그레이드 등 

2 사용자 접근 권한 부여를 통해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의 차등을 둔다. 

3 시스템 보안 
- 방화벽 

- 시스템 보안 : 각 종 패치를 통한 시스텀 및 소프트웨어 보안 

300B-3-SUPC-22 

데이터 

접근권한을 

등급화해야 하며 

권한 지정， 해제， 

변경 등의 

밤안이 

절차화되어야 

한다 

1. 데이터 접근권한의 등급 
- 시스템 관리자 : WACID 정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가진다， 
- KINS 및 과기부 등록 인원 . 일부 정보의 수정， 갱신， 삭제와 

접근권한의 변경 삭제 등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 관련기관 : 자신의 정보 외에 정보의 수정， 캠신， 삭제가 불가능 

하며 타 기관의 일부 짐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둔다. 

- 등록한 일반인 ‘ 자신이 등룩한 자료 외에 정보의 수정， 갱신， 

삭제가 불가능하며 개방된 정보의 검색 외에는 접근 제한을 둔다. 

일반인 지정된 정보의 검색 외에 모든 접근 제한을 두며 자료 

실도 읽기 권한만 준다. 

2. 사용자의 권한 지정， 해제， 변경은 시스텀 관리자가 사용자에 
요청이 있을 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한다 

의
 맨

 안 

[

빙
 

버
 
영
 

서
 
운
 

m깅
 짜

 

」
〕뼈

 

1 서버다운시의 운영방법은 시스템 구성 방법에 약간씩 다르다-
2. 백업시스텀이 열도로 존재하는 경우는 백업시스텀이 원 시스템 
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3 백업시스덩이 없는 경우는 서버 다운시의 서비스를 바로 재개 
하기가 불가능하다 

300B-3-SUPC-24 사용자 인증 체계 설접을 위한 사용자 정보 취득 방안 

사용자인증체계 

및 망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44-



(다) 기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열 말샘랑 환산방법(핵증 

300B-3-FUNC-01 I 관련)을 이용 열 발샘량을 
구할 수 있다. 

1. 열발생량 환산을 로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시 

적용한다‘ 
2. 반감기를 적용한 방사능 보정은 핵종 테이블의 반감 
기를 인자로 하여 계산 할 수 있다. 

1. 해외 관련 사이트 및 홍보 CD 등을 통한 관련자료 
확보 

해외 관련 사진정보 확보 12 기과이 보。하고 해외 관련 자료 수집 
3OOB--3-FUN0-02 l | } -jTT 닙 ; 

및 사진제공 13. 관련 자.'i:i.를 r류 üH 항목별로 나열해 제공한다-

4 관련 사진 저l 공 시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링크도 연 

결한다 

300B-3-FU NO-03 

각 시설별로 밤사성폐기울 

및 사용후핵연료의 물질 

종류별 설명， 부피， 질랑， 

총밤사능， 핵종멸 망사능을 

출럭하는 기능 확보 

1. 협약보고서의 보고요건메 따른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작성 

2 동 보고 내용을 엑셀 화일 등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300B-3-FUNC-04 

WACID DB의 데이터는 
그룹화 및 계층화되어야 

히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도연이 제시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그룹화 및 계층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산출울 
Ãff서 

300B-3-FUNC-05 

필요 시 데이터의 등급을 

재 분류할 수 있는 기능 

할보 

1. 정보 검색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보다 단순화 하고 

명확하게 만든다 

2 검색 완료 흐름 관련된 데이터 표현을 보다 보기 쉽게 
구성한다-
3 정보의 검색 시 table 헝태의 데이터 리스트 묘현과 
더불어 차트나 그래프 같은 그래픽적 요소를 같이 보여 

줌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4 검색 항목을 선택적으로 하게 한다-

300B-3-FU NC-06 
징보메 대한 접근 용이성과 

:그 닙 I(논의중) 
0\ 해도를 확-'-

징보 검색 및 추출을 위한 

300B-3-FUNO-07 I 색인시스템 구성되어야 
한다. 

1 정보를 겹색할 때 기몬 색인 자료를 우선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구짙한다. 

2. 검색의 :)1준이 되는 항목을 우선 선열한다. 

- 시설정보 중의 시설명 

- 중저준우|폐기물 항목 중 용기일련번호 

- 단위 시간 

원자력，망사선관련 

300B-3-FUNO-08 I 용어집이 서비스되어야 
한다. 

1 용어집을 구현하기 위해 용어집 관련 정보를 

취할한다. 

2. WACID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원자력 관련 용어 또 

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어휘에 

대해 빠르고 쉽게 검색 가능토록 구성한다 

3. 일반 검색맨진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의 거부감을 줄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여 수록된 전체 용어 

& 어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관리 메뉴에서 어휘 초가 및 설명 삽입이 가능한 형 

태의 관리 룰을 저|공하여 항후 유지보수를 고려한다. 

자
 
성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밤사성펴|기물， 사용후핵연료， 
1 관련 링크에 관한 항목 도출 

3008-3• FUNO-09 2. 관련 링크들도 종류별로 그룹 형태로 표기가 
방사선， 원자력관련 링크 제공 

된다. 

관련 참고자료를 저장， 검색， 
원자력 관련 참고자료를 저장， 김색， 다운로드가 

3008-3-FUNC-10 다운로드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기능 제공 

기능을 제공 

망사성펴|기물， 사용루핵연료의 

3008-3-FUNO-11 향후 발생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항후 추이를 예측할 경우에는 예측모덜 로직이 

필요하다 
기능 제공 

KINS CARE의 원전 주요 
1. WACID에서 필요한 원친 내 밤시선감시기 

유출물감시기의 지시치를 표현할 
분류 정리 

3008-3-FUNO-12 
2 데이터 통신 방법 및 일 평균 데이터 추출밤 1 

수 있어야 한다. 
감t그{ 그 5긍j j C그:서 

각증 전문용어사전 링크를 
각종 전문용어사전 링크를 제공， 3008-3-FυNO-13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보고서 : 보고서의 형식을 미리 

지정해 둔다 

2. Pre-Formatted 보고서 : 사전준비 보고서보다 

보고서의 형태별로 미리 구분해 는 빈도가 떨어지는 보고서 
3008-3-FUNO-14 

정의한다. 3. User Defined 보고서 . 사용자가 상황에 맞추 

어 새로 만드는 보고서 

4. 특멸보고서 IAEA 08입력용 또는 헐약 보고 

용 자료 

시설멸 특정 5. 10년 실적을 표나 
그래프나 차트 등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3008-3-FUNO-15 

그래프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허가 종류별로 각 시설의 

관리할목을 1. 5. 10년 주기로 
그래프나 차트 등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3008-3• FUNO • 16 

비교/출력하여야 한다(테이블이나 

그래프 선택) 

외부 출력보고서의 형식 ‘ PDF. 외부 출력보고서의 형식 수용‘ PDF. Excel 가능 1 
3008-3-FUNO-17 

HTM L( LH/외부). MS Office. 한글 한글은 문제가 있음 

외무 출력보고서는 수정 및 
각 응용프로그램의 보안 방법을 이용 적용한다 3008-3• FUNO-18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줄럭보고서는 한글로 하는 것을 1 전산파일 형태로 Uproad 한다 .(IAEA와의 

3008-3-FUNO-19 원칙으로 하나 IAEA 제공자료는 협의가 필요하다) 

영운으로 제공 가능해야 한다. 2. 수동입력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보 작성용 그래쓰 및 테이블 
3008-3-FUNO-20 

출력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보 작성용 항목 도출 예정 

1 현재는 확정안이 아니고 2003년 9월에 

확정예정 

3008-3-FUNO-21 헐약보고서 작성 2. 영문 보고서가 필요하다. 

3. Draft를 작성해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다 

3008-3-FUNO-22 과기부 보고자료 작성 연보 작성용 항목 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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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유사전산시스템 분석 및 벤치마킹 

가. 국내 주요시스탬 

(1)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사스템 (RASIS)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증가와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RI 관련 업무의 행 
정처리 절차를 깐소화하고 대민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I관련 정보를 종합적 

으로 수립， 인터넷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다. 

(가) 개발배경 

방사성 동위 원소 안전관리 환경의 변화 

@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의 증대 및 이용형태의 다양화 

@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된 사건사고의 잠재성 및 방사선피폭 위험성 증 

가 

@ 재활용 고철 및 무적 선원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효율적 선원안전관리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유관 기관에 분산된 방사선 안전 관리의 통합체계요구 

@ 국내에 유통되는 방사선의 안전성 확보 요구 

@ 방사선 안전정보의 공개 요구 

@ 양질의 선속한 민원서비스 요구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의 비약적 발전 

@ 국내 사용자 및 관련기관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 

(2) 사이버정부 등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부응 

(나) 개발목표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 발생장치 (RG)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 

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통합 

정보망을 구축. 

CD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사선 안전 규제시스템 구축 
@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용자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방사선 안전 정보 센터 구축 

@ 방사선원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추적하는 선원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다) 통합정보망 구성 

초고속 네트워크 시스템에 기반을 둔 방사선 안전 관리 업무 통합시스템 

@ 국가기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안전관리 업무의 조직적 통합 

” 
게
 



@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 통합 

@ 물리적， 기술적， 행정적인 보안 통제에 의한 다중 시스템 보안체계 구현 

@ Intranet/Intemet 기 법 을 도 입 한 업 무의 비 밀 유지 

쉽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이용자 친화적인 Web 기반 Interactive 시스템 구현 

@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온라인 엽무 지원 시스템 

@ 이해하기 쉽고 사용이 편리한 기능 구현 

협I검JJ-판퍼 

인허가심사 
양도양수검사 
기관관리 
정기/수 λ| 검사 
일시적 N용장소심사 
판독:7 1 록관리 

인핵판엽 

-‘표|폭관리 
만전관리자 
면허자관리 
교육관리 

핵물질민허가 
대행업체관리 
운반심/검싸 

-‘운반절차관리 
운반미력관리 

수입추천문서 
폐기의로|문서 

그림 2.7 RASIS 구성 

션얄혐륙판헥 

수입승인 -‘판매보고 
운반보고 국내샘산 
통관정보 -‘해오|반출 

뼈겨판라 

펴|기물민수관리 
폐기물보관관리 
펴|기물감용처리 및 재활용 

(2) 방사능방재대책기숨지원전산시스템 (CARE) : 

원전 안전변수중 방사성유출물감시기 데이터 등 WACID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가) 개발배경 

원자력 시설 이용확대로 사고 발생 확률의 증가 

국내외 원전사고시 피해 우려-체르노벌사고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으로 방재대책 인삭제고-신속한 기술지원， 대응이 

필요 

민방위 기본계획이행 방안의 강구-방사능 방호 기술지원 체제 

(나) 목적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사고 시 방사능 방호 기술지원을 위한 사고상황 파 

악， 대기확산， 방사선 영향 평가 및 예측으로 방재대책기술지원시스템 

(CARE)를 구축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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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구성 

원자력 시설의 안정정보를 수집， 분석 

기상자료의 수집， 분석 

환경방사능 감사정보 분석 

대기확산 및 방사선 영향평가 

방사능 피해지역 예측 및 주민 보호조치 권고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술지원 

비상시 비상 대응 정보 관리 

비상 통신망 및 정보 네트워크 유지 

비상시 IAEA 조기통보 지원 

(라) 원전안정정보 수집 

각 원전으로부터 필수 안전변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전변수표시 알 

고리즘에 따라 발전소 상태를 도식화하고， 각 변수를 계통에 대한 이상 시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기능별 내용은: 원전 전체 계통도- 미임계 노심 냉각 냉각재 건전성 

냉각수 재고량 열 제거원- 격납용기 방사능 제어 

(마) 방사능 방재 기상자료수집 

(REMDAS Radiological Energency Meterological Data Acquissition 
System) 

사고 시 선속한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대 

기중 이동 및 모텔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로서 비상대응 결정 

을 위한 요소이다. REMDAS는 현재 기상청 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AWS 

판측망 중에서 전 원전(고리， 영광， 월성， 울진，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주변지역의 55개의 관측 점과 기상판서 147R 소를 포함하여 총 69개 

소를 방사능 방재용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기상띤자: 풍향， 풍속， 강우량， 습도， 대기 안정도， 기타 수치예보 자료 
E 

一
。

(바)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 

(IERNet Integrated Environment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 방사능측정소 감시기 및 

원자력 시설주변의 환경 방사선 감시망을 넷트워으로 구성하여， 실시간으 

로 감사하는 IERNet(국가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 

정보를 종합평가 하는 On-Line 전산화 체계 

(사) 방사선 영향 평가 

-49-



(F ADAS :Following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원자력 시설의 사고시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선속하고 정확하게 방사성 물질의 이동경로， 확산범위， 예상 

피폭선량 등을 예측하는 시스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대기중 농도분포를 평가하는 바람장 모델， 대기확산 

모델， 피폭선량 평가모델등의 계산모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전 주변의 실 

시간 기상자료를 이용한다. 

(아) 사회환경 및 방재정보관리 

사회환경 : 방재대책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회환경 정보들로는 원 

전주변 지역에 대한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 비상계획구역의 행정구역， 

철도， 도로， 하천， 수원지， 취수시설， 학교， 사업시설 및 공공시설， 차량 및 

운송설비， 지형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환경 정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 

하여 DB를 이용한 정보처리를 구현 

지리정보 : 원전주변에 대한 지형공간의 표현은 기본지도로 1:25，000축적 

의 수치지도를 사용 사용되었으며， 지리정보의 내용은 지형， 도로， 철도， 하 

천， 주요건물 및 행정 경계들이며， 사회환경 정보를 속성자료로 이용하는 

DB를 구성하여 입체적인 정보처리 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 비상대응 기술지원 

방사선 비상사고 발생 시 사고상황을 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주민보호 

조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에 CARE 

시스템의 종합 요약된 내용을 전산터미널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홉용 

JIf 깅~;;IH 

~1'!fX/.~fJ1f 

씨 i靈 

그림 2.8 CARE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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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환경 방사선자동감시 망(IERNET) 

전국 환경방사선감시 데이터 및 관리 지역 조사 

(가) 감시목적 빛 내용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한 환경방사선을 효율 

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무인자동의 방사선 감시망으로서， 전국 

의 공간감마선량률을 연중 실시간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중앙컴퓨터에서 현재 대도 

시 지역 및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 37개 지역에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가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가 측정 하는 감시 정 보를 전 용통신 망을 

통하여 수집·관리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국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하는 것 

감시목적 : 국내 • 외 원자력 사고 핵실험 인공위성의 추락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사고를 조기에 탐지하여 적시에 적절한 비상대응 조 

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함 

감시내용: 공간감마선량률(llR/h ， nGy/h)의 연속적인 관측으로 방사선 이 

상여부 판단윤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함 

미상자료발생 

감ÅI~범| 
고장 

’ 강우여부? 
라돈Wa양10ut 
영호뼈부판단 

NO 

NO 
다른지역 
감시71 

관흑자료와 
비교 

방사늠 
오염가능성 

‘rES 
국지적 
영흥n 

NO { 
그 림 2.9IERNet 감시 내 용 

피
 
싸
 



(나) 감사네트워구성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 소재 하는 127B 지방 방사능측정소， 국내의 4개 원 

자력 시설주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비롯한 지방 기상대 등 25개 간이측정 

소에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 총37개 감시지역을 온라인 네트워으로 

구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앙방사능측정소에서 환경방사선량률 

(공간감마션량률)을 실시간으로 연속감시하고 있다. 다음 표 2.10에서는 전 

국 측정소의 현황을 볼 수 았다 

표 2.10 전국 환경 방사능 감시 측정소 

구분 효-. 저 =-λ-<- 며 = 설치년도 운영기관 ;•TF- --A4、- 관할지역 

중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19 총괄 운영 르「르 I 。H -/」、

서울 1967 한앙대학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서울，경기북부 

춘천 1987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 영서 
대전 1967 충남대학교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대전，충남 
군산 1989 군산대학교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68 전북 
고ζ:3} • 그r:- 1978 전남대학교 광주시 북구 용봉동 318 전남 

지밤 대구 1967 경북대학교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대구，경북남부 
흐트 1늬 ι、 부산 1967 부경대학교 부산시 남구 대언3동 599 브’사 ~. 견 〕남] --, c> ...L.. 

제주 1967 저1 주대학교 제주도 제주시 아라 1 동 제주 
그C〉F 르 〈그코 1994 강릉대학교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산 1 강원 영동 
안동 1997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 그 a각 그 己;규 ←→二

-ιA「‘ 。，브， 2002 경희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 1 리 경기 남부 
￡I:〉l-x1;- 2002 정주대학교 충북 정주시 상당구 내덕동32 충북 

고리 1992 자아~t:ζE그/ 사、「-。「-人L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영광 1992 복지회관 전남 영광군 흥농읍 연U 과〕뭐」저」 

월성 1992 。。t 」며t~、'2t Jd 경욱 경주시 앙남읍 월성원전 
울진 1992 북면사무소 경북 울진군 북면 을진원전 
울릉도 1994 울릉도기상대 경욱 울릉군 울릉읍 도동 589-2 돔해 

백령도 1994 백령면사무소 인천시 옴진군 백령먼 진촌리 875 서해 
콕군 1995 국군화학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군감시망 
서산 2002 서산기상대 충남 서산시 수석동 188 충남 서부 

목포 2002 목포기상대 전남 목포시 연산동 726-3 전남 서부 
전추 2002 진주기상대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6 켜〈:〉 」C그L L I그f ~ 닙T' 

서귀포 2002 서귀포기상대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538 제주 남부 

간이 
울산 2002 울산기상대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15-4 울산， 경남 
전주 2002 전주기상대 전욱 전주시 완산구 남소승동 515 전묵 내륙 츠「등짜 。1~、
충주 2002 충주기상대 충북 충주시 안림동 521-5 충묵 욱부 
문산 2002 문산기상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103-17 경기 북부 
철원 2002 철원기상대 강윈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964-2 강원 북부 
소흐 2002 속초기상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옹포리 111-3 강원 동부 -. ...L.. 

원주 2002 원주기상대 강원도 원주시 영륜 1 동 218 그C그↓잉 ι」 」C그L -tTj-

동해 2002 동해기삼대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227-3 강원 동부 
여ζ그 더 -. 2002 영덕기상관측소 경묵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233 E 13:己듀 E =능극""-

L→Ti」← ~그SI ; Eii{; 2002 추풍령기상대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205 충북 남부 

거창 2002 거창기상관측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동 169-9 경남 북부 
완도 2002 완도기상대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6 저 」C그L L C그f ~ 는Tj-

여수 2002 여수기상대 전남 여수시 고소동 304 저 나C그 도 C그-닙T' 

인천 2002 인천기상대 인천시 중구 전동 25 인천，경기 

[참고] Bold체 는 2002년 감시 망 선 설 지 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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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수원 방사성 혜기물 관련 ERP 시스템 (DREAMS: Digital Realtime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가) 구축목적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일환으로 DREAMS(Digital Realtime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2003년 2월부터 기업 전반에 걸쳐 본격 가동되고 있으며 그 중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안전관리 (RAM)부분과 방사성폐기물관리 (R\\매1)는 원전에서 발생 

하는 폐기불과 그 관리를 위한 종사자들의 안전까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었 

다. RA1VI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전소 단위로 분산관리 

되었던 출입관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파견절차를 간소화하 

여 발전소간 free pass를 실현하였으며， 수기 신청 서류들을 전자신청으로 변환하 

였다.RWM에서는 폐기물의 Life Cycle의 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액체/기체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사적인 통합관리를 구현하였 

다. 

ι?;~ ιii ε’i 잉<; n( ε.~~ ζS 11. 방사성뼈기물관리(RWM) 

1.0 Vision 
액/기쳐l 방사성며|기올 「합자청드럼 ur .. c’yd .. 

、찌on : 굉리의 신렴도 항상 ‘ 후쩍판리 쳐|계구축 

1. 방사성드렁 IJr .. Cyc'"‘생성->임시저장-、영구처운) 
추적관리처|겨l 구축 

- 드럼 저장ι 'ii1 구처운지역 3차헌 좌표관리 
- 드럼 쩍i;~ 을 21ι호j학적 특성 튿 상셔|정보 관리 퉁 

Z‘ 액 '71 채 며l기울 전시 통합관리 
- 액!]IXlI폐기율 HH 흩허가 전자결재 

- 객 기처l덩1]1 물 배슐길 :;n 전사룰합관리 
(1;) ‘ ‘ -, .. _<. + ‘ ._ .... <._~ ... _"V_' __ .,. _____ ~_~._~ __ • _____ ._ 

3. Rl\lS 전사실시간감시쳐l계구축 

그림 2.10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스템 구성도 

(나) 지능 

RAM (RAdiation Managemen t): 통합방사선안전관리 기 능， 종사자 이 력 관리 

기능， 방사션작업허가 기능， 출입요건관리 기능， 방문자/방사선(능)측정/물품 

반출입관리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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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M(Rad-Waste Management): 고체 방사성 폐 기 물 관리 기 능， 자체 처 분관 

리 기능， 액/기체 방사성폐기물 배출허가 기능， 액/기체 방사성폐기물 배출결 

과 관리 가능， RMS 관리 및 데이터 Migration 기능， 데이터에 대한 경향 및 

통계분석 기능， 보고서 출력 기능 등 

(다) 데이터 범위 

RAM: 종사자 이력 관련 정보， 종사자 전선계측 자료， TLD 데이터， 출입 

및 작업허가에 관련된 데이터 등 

R\\매1: 고체 방사성폐기물 발생/저장/처리/자체처분 정보， 선량률 빚 오염도 

정보， 핵종 및 방사능량 정보， 액/기체의 발생/처리/배출 정보， 액/기체 배출 

에 대한 환경 측정 정보， 폐기물 등급구분과 분류 정보 등 

(라) 시스템 구성 

DREAMS의 구축에는 통합 e 비지니스 솔루션인 SAP Enterprise를 적용하 

여 중앙에 ERP서버들을 사용하고 각 업무분야는 ERP서버들로부터 데이터 

의 입출력을 제공한다. ERP 전체의 서버의 수는 50여대가 Homogeneous하 

게 구동된다. R\\매f분야에만 관여된 ERP서버는 총7개의 서버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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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운영되며 이 중 DB서버의 경우 IBM 장비에 UNIX 운영체제하에서 

DBMS는 ORACLE8i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하였고， ERP 전체적으로 

DBMS는 ORACLE8i로 통일되어 활용되고 있다. U ser Interface는 SAP의 

Web 기반 응용프로그램플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 

과 같다. 

(5) 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RAWMIS RAdWast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가) 구축목적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자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RA WMIS(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을 2002년 7월부터 구축에 착수하였다. 

현재 1단계， 즉 사용자 요구사항과 업무분석을 통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를 완성하였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목적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포함되였 

다. 

연구소 폐기물 특성에 적합한 DB를 구축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엽무 영역의 시스템 개발 

국가차원의 통합 안전관리 정보체계 (WACID)와 연계 

RAWMIS의 구체적인 구축목적은 첫째， 연구소 발생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업무흐름에 입각한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폐기물을 처분이전의 단계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폐기물 관리 단계의 데이터 확보로 폐기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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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Inventory )규명에 활용하며 셋째， 폐기물의 처리 공정별 측정데이터를 확보 

하여 물칠수지연구 및 다른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영역에 대한 연구 수행에 기반 

을 제공하며 넷째， 확보된 데이터를 국가차원의 통합 안전관리 정보체계 (WACID) 

와 연계하도록 하가 위함이다 또한 연구소 폐기물의 다양한 핵종과 발생의 불규 

칙적인 측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소 폐기물 특성에 적합한 DB설계를 완료 

하였다. 

I RAWMIS 

연구로 해체 며|기물 

• 영구 처분 

• 소외 이동 

그림 2.11 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불 관리 시스템 구축 범위 

(나) 기능 

RAWMIS의 기능은 크게 고체/액체/기체 폐기물관리，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 

관리，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 세부 가능과 관리 데 

이터범위는 고체폐기물 관리의 경우， 드럼(용기) 단위 폐기물을 객체로 한 발생， 

수집， 처리， 임시저장， 처리의 폐기물 주기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과 물리화학적， 

방사선학적 데이터가 수집되며， 현업 관리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참조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액체폐기물 관리의 경우， 연구소의 무방출 원칙에 의거 폐기물 발생 및 이송 

후 탱크 단위의 폐기물 임시저장을 관리하고 발생된 시설과 그때의 핵종 등 물리 

화학적 데이터와 방사선학적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며， 액체 폐기물 처리공정(증발 

농축， 아스팔트고화， 자연증발 등)별 배치단위 측정 데이터를 관리한다. 기체 폐 

기물 관리의 경우 각 인허가된 배출구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물리화학적， 방사선학적 데이터를 관리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하나로에서 

발생 / 관리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안전관리영역은 소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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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량， 작업장안전 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관리하게 된다. 

(다) 데이터 범위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영역은 현엽의 내부 / 외부 보고서를 시점별로 자동생성 

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겸색 기능을 제공하며， WACID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추출 

기능도 포함된다. 모든 문서는 WACID의 데이터 입력 폼에 의거 MS Excel 시 

트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Orac1e Discoverer와 Spread를 적용하 

여 문서생성에 들어가는 현업 담당자의 노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각 

종 통계분석 기볍을 활용할 수 았도록 모율화를 계획하고 았으며 통계패키지 

(SAS, SPSS 등)을 연동하여 설시간 분석이 이루어지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연구소 내에서 현재 별도로 진행되는 변환시설 해체 폐기물과 연구로 해체 폐 

기불을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 설계하였다 

(라) 시스템 구성 

시스템 H/W와 S끼V 선정안 

현재 RAWMIS 시스템 개발자의 하드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안은 다음과 

같다 

Database Server Application(Web) Server 
o H/W Intel Geon Dual Processor Serve급 o H/W Pentium 111 Processor Server 급 
o S/W MS Windows2000 Server o S/W : MS Windows 2000 Server 
o DBMS Oracle 9i o Application Tool: Visual Basic 6, Spread 
LQ끄g Too: Discoverer 3 매| 상 j~ 

논리적 데이터 흐름에 따륜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의 흐룹에 입각하여 크게 5가지 겨l층으로 논리적 시스템 구성도륜 

정의하였으며， 데이터의 흐름은 입력， 관리， 서비스의 영역으로 구분된다(그 

림 2, 12 참조) , 
각 단위 발생시섣 및 관리 부서에서 담당자의 입력과 업무 흐름에 따라 

데이터는 수집되며 내부적인 문서의 흐름도 포함된다. 계층(Tier).1은 폐기 

물 받생 부서에서 관리의뢰를 하고 관련 문서를 입력하면 계층，2에서 이를 

확인하고 현장실사를 한 후 관리룹 승인하고 폐기물은 수집이 되어 분류되 

고 임시저장/처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계층.3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 

한 모든 데이터를 관장하고 필요시 사용자들에게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기도 

한다 계층.4와 5에서는 이렇게 관리되는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영역이다. 일 

반 사용자의 경우 모든 데이터의 입출력은 사용자인터페이스 측면의 별도 

소프트워l 어를 프로그래밍 하여 사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스템관리자의 

경우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데이터 출력 요구가 발생 λl 

별도의 데이터 탐색 둘(TooD이나 SQL을 사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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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도식화 한 것으로 논리적인 데이터의 흐름과는 다르게 각 시설별 입 

력자료는 LAN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RWTF)의 RAWMIS로 전 

달되고 각 엽무분장별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현업에서 처리하게 된다. 폐 

가물관리 띄뢰 자와 관리자 및 처리업무 담당자들은 기존의 문서흐름 방식 

을 RAWMIS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 주기의 단계별 결과 등 

을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RWTF의 현업 담당자는 처리공정의 데이터를 입 

력 및 관리하며 각종 처리방법 연구와 물젤수지 연구 등 다양한 폐기물 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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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원자력연구소 해체폐기물 관라시스템 (DECOMIS: DECOMmissioning 

Information System) 

(가) 개요 

서 울 공릉동에 위 치 한 연구로 1호기 (TRIGA Mark←II)는 1958년 12월 General 

Atomic사와 도입계약을 체결 1959년 7월에 착공하여 1962년 3월 19일 첫 임계에 

도달한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이다. 본 연구로 1호기는 1969년 초기의 

100KW에서 250KW로 용량이 증가하였으나 용량이 더 큰 원자로의 필요성이 대 

두되어 1972년에 2MW급 연구로 2호기 (TRIGA Mark→IID를 준공 후 가동하였다. 

연구로 1，2호기는 1995년 가동정지 시까지 각종 원자력 연구개받 및 교육， 훈련 

등 국내 원자릭 분야에 지대하게 이용되었다. 이후 관리의 어려움， 시설의 노후화 

빚 30:\IvV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가동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연구 

로 1, 2호기를 페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6년 하 

반기에 연구로 1, 2호기의 폐로를 위한 Engineering 업무를 수행하고 해체계획서 

를 작성한 후 인허가를 신청하여 2000년 11월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지난 6 

월부터 해체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수년 또는 수십년 이상 소요되는 해체 작엽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량 

의 방사성폐기물， 해체 작업자료， 작업자 안전관리 및 피폭관리， 해체 소요비용， 

해체 기술 등 수 많은 정보가 펠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라한 방대한 양의 

정보슬을 체계적으로 보존 · 관라할 수 있는 D/B Structure를 개발하는 것은 필수 

적인 사항으로 많은 선진국늘도 나텀대로의 D/B 사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 

다 득허 정보자료를 D/B화 해 문으로써 추후 원자력시섣 해체 시 매우 유용한 

기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윤 것이다 

(나) 요구분석 내용 

해체 DB 구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된 사용자 요구 분석은 해체 사업 보 

고서 및 계획서， 해체 섣계서， 연구로 1, 2호기 운영 보고서 등 20여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로 1, 2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조사 벚 데이 

터 생산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였으며 해체 사업 종사자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문 

가， 방사선안전관리 전문가와 면담을 통하여 해체 DB에서 다루게 될 주요 데이터 

들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였다. 사용자 요구분석 결과를 표 2.1 1에 도시하였다 

(다) 시스템 구성 

연구로 1, 2 호기 해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할 때 다양한 개념 및 기술을 갖 

는 많은 DBMS 제품들 중 현재 벚 미래의 데이터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서 RDBMS , OODBMS , 그리고 ORDBJ\1S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DBMS 시장 

을 주도하고 있으며， 구조화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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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관계형 DB(RDBMS)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DECOMIS 시스템 
의 구성체계는 그림 2.13과 같다. 

표 2.11 해체 데이터베이스(DECOMIS)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요구분석 결과 

특L!...츠 k --1, a c:i} E ---!1 사용자 요구사항 

O 연구로 2오기 원자로실 

시설 정보 
o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동위원소 생산실， 실험실) 
O 연구로 1 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시설 

O 연구로 주변시설-임시 투입시설 

O 작업 종사자의 조직멸， 직종별 구분 

~gj ~5:! 
O 작업 장소 및 작업 시간 

o 소요 비용 평가 
O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장치류 관리 

O 해체 펴|기물의 종합적인 관리 자료 확보 

폐기물 정변 O 폐기물을 물성별， 형상별” 준위별 구분 

O 일반 폐기물， 규제 해체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분류 

o 2차 제염과점에서 발생되는 자료 
。 시설， 작업자，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학적 자료 관리 

방사선학적정보 O 작업자 피폭 관리 및 평가 

O 해체 대상물의 밤사화 분포 및 방사화 핵종 자료 
」←

그림 2.13 DECOMIS 시스템의 구성체계 요약도 

J 
J 



(4) 한전원전연료주식회사 ERP System(MES: Materia1 Engineering 

System) 

(가) 배경 및 현황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련 데이터 및 관리업무를 전산사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업무의 

종합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 착수시점인 2002.07월에는 

KNFC의 MES 구축계획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02.10월 시스템 개발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사전에 WACID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적 

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KNFC는 MES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2.04윌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 항목 

및 데이터에 대해 1차 개발과 전체 화면 및 공정별 세부 화면 겸토 및 보완이 

완료되었다. 한편 관리현황 및 집계 화면은 2003.06월 완료될 예정이며， WACID 

에서 도출된 관리항목의 추가 반영작업은 2003.07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표 2.12 KNFC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요소 세부 기능 

기체펴|기물 관리 
O 기체폐기울 방출 관리 

O 기체폐기물 밤출 현황 및 징계 

액체 폐기물 관리 
O 액체폐기물 배출 관리 

O 액처|폐기울 배출 현황 및 집계 

고체펴|기물 수집 
O 고체폐기물 수집 관리(발생부서 추적관리) 

O 고처|펴|기물 수집현황 및 집계 (부서열，종류별) 

고체펴|기물 처리 
O 고체폐기물(드럼) 처리 관리 

O 드럼 작업 현황 및 집겨I(종류별，기간멸) 

O 저장고 저장 관리 

고체폐기물 저장관리 O 저장 현황 및 집겨I(저장위치，종류 입력기능) 

O 드럼 라벨 발행 기능 

자체처분 관리 O 금속물 제염작업이 완료시 자체처분실적 관리 

금속물 작업 관리 O 금속물에 대한 표면오염도 정보 및 작업 관리 

오염도 데이터 관리 O 금속물 개처|에 대한 10 관리 및 오염도 정보 관리 

WACID 인터페이 A 
위 기능에 대한 WACIO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조회 및 집계 화면 

(나) 시스템의 가능 및 구성 

KNFC의 MES에서는 자사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체폐기 

물 배출관리， 액체폐기물 배출관리， 고체폐기물관리 이외에 자체처분， 금속폐기물 

관리 및 WACID 연계성 확보도구 등으로 구성되어 었다(표 2.12 참조) . 고체폐 

기물 관리는 수집， 처리， 저장 등 세부 관리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였다. 

한편 지금까지 개발된 KNFC MES의 하드워1 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개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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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2.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3 KNFC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구성 

구분 흩〈:i}E --프1 비고 

시 λ 텀 개발사 삼성 SOS 컨소시엄 

기본 사항 구축 범위 ERP(Oracle ERP). MES. 그룹웨어. EIS 

펴|기물 부문 MES 어| 포함하여 개발 

IBM P670 #1 ERP. MES 08 & Application Server 
H/W 

IBM P670 #2 ERP. MES 8ackup Server 

OS UNIX ( Version 01 징) 
S/W 

08MS Oracle 8i 

시 λ 텀 구조 Client / Server 구 조 
기타 

MES 개발 Tool Visual Studio .Net(V8) 
」

(다) 시스템 화면구성 

그림 2.14는 KNFC MES 화면설계 결과물 중에서 고체폐기물의 수집정보 입 

력화면을 예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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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KNFC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자료 입력화면 일례(고체폐기물 

수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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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주요시스템 

(1) Central Internet Database(CID ): MS Windows NT/ORACLE 

(가) 일반사항 

1989년 6월 미국의 자연자원보호협회 (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 Inc, 

NRDC)와 다른 NGO단체들이 에너지 부의 환경관리 및 무기 현대화 활동과 관련 

된 환경 영 향평 가 (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EIS)를 실 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국 에너지 부를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0 

년 8월 양자간에 타협하여 두 가지 PEIS 즉， 첫 번째는 핵무기 제조공장에 미래 

의 형상에 대한 PEIS와 환경복원 및 폐기불관리 (ER/까i\TM) 프로그램에 대한 PEIS 

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5년 들어 에너지 부는 ER애TM PEIS의 역무범 

위뜰 수정하여 환경복원에 대한 내용음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NRDC는 

자신과 387B 의 NGO단체를 대산하여 에너지 부와 에너지 부의 여러 책임자들을 

상대로 다시 법정에 제소하였다. 법정은 에너지부가 1990년도의 합의 내용인 부지 

복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적으로 실시하지 않음으로 

합의사항플 어겼으며 이는 법정 모독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부와 NRDC는 1998년 12월 12일 법정에서 공식적인 화해협정븐 조인함으 

로써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였다. 

NRDC와 에너지부가 맺은 PEIS 화해협정을 통해， 수십억 닫라가 소요되는 에 

너지 부의 핵무기 제조부지 복원계획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사 

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의 법정 소송음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에너지 부의 조치사항 중의 하나가 에너지 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시섣 및 오염물칠 등에 대한 현재의 정보시스템플 종합하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웹 기반 보 

고서 출력시스템을 가지며 인터넷으로 힐반인의 정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1999년 1월부터 에너지 부에서 화해협정에 명시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 

발 · 운영하기 이한 전문 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사 분 

석하고 각종 정보닫플 종합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으 

며， 1999년 6월 Central Internet Databasc (CID) 시스템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현 

재 운영중에 있다. CID시스템은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수요자의 요건에 맞도록 여러 종류의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동 시스템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비방사성 유해폐기물， 오염물칠， 미 

국 에너지 부에서 관리하는 원자력 관련 설비，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물칠 함량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었다. 

(나)CID의 엘반 설계지침 

협정서에 따라 CID는 다음과 같은 얼반 설계지침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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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는 인퍼넷을 통해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CID는 웹 기반의 보고서 출력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고서 출력기능을 통해 표준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 출력기능을 이용하여 탐색과 질의뜰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CID에 접속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서면으로 

요청하면 띤쇄된 보고서를 배포하여야한다. 

CID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국내 · 외 다른 웹사이트나 데이터베 

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CID의 입력자료 및 내용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여러 연구기관에서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필 

요한 정보를 취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통합，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에서 별도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CID 시스 
랩의 중간 점검 및 수탁자의 검토를 위해 1999년 10월 Prototype의 CID를 웹사이 

트에 폴려 현재까지 3번의 개정을 거쳐 운영중에 있다. 

CID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환경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EM Corporate Database): 환경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은 1998년 에너지부의 환경관리실에서 개발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환경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 계획， 예산， 성과측 

정 및 프로젝트 진도 등을 수집 관리한다. 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 즉， 핵연료 형태， 핵연료 발생 원자로， 

핵종 및 방사능 자료 등음 국림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National 
Spent Fuel Database)로부터 취득하는데， 국립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시 스 템 은 INEEL (Idaho National Eng ’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 
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CID시스템에 환경관리 활동의 결과 발생 

되는 방사성폐기물 오염물질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였 

다 

시 설 관 리 시 스 템 (Facilitie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FIMS): 
FIMS는 에너지부의 데이터베이스로서 미국의 법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의 계약 및 자연자원 관리실에서 운영하 

고 있다. 부동산의 범위는 부지， 부지에 설치된 건물， 울타리， 건물 부속물 

들이며， 이춤 부지를 제외한 부분을 “시설”이라 부른다. FIMS는 또한 시설 

의 오염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건물 내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보도 저1 공한다. 

CID에서는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시설 내 

에 보관중인 방사성물질 및 현재 오염 상태에 대한 요약 정보를 FIMS로부 

터 접수한다. 따라서 FIMS는 오염된 시설에 대한 정보를 CID에 제공하는 

주요 정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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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물 질 재 고 량 데 이 터 베 이 스 (Materials in Inventory (MIN) Database): 

MIN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핵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로는 지정되 

어 있지 않고， 또한 핵무기위원회에서 국방 용도로 사용을 제외하지 않는 

핵물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상한 핵물질을 관리하고 관련 보고서 

(Taking Stock A Look at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osed by 

Inventories from the Cold War Era. 1996) 의 발 행 을 돕 기 위 해 1996년 에 

너지부에서 MIN Database를 개발하였다. 관련 보고서에는 핵물질과 비핵 

물질을 107R 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저장량 저장위치 화학조성 및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MIN데이터베이스는 1996년 개발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이래 추가의 개정 계획은 없으며 CID에서는 MIN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핵물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오 염 방지 데 이 터 베 이 스 (Pollution Prevention Database): 동 데 이 터 베 이 스 

는 매년 발행되는 “폐기물 발생 및 오염방지 현황보고서 (Waste 

Generation and Pollution Prevention Progress Report)" 발 행 을 지 원 한다. 

오염방지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에너지부의 환경관리실과 오염방지실 

에서 주관한다. 오염방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적절한 오염방지 기술， 경혐 

및 정책을 반영하여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발생 및 방출을 줄이거나， 가능 

하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에너지부 산하 시설에서 발생되는 비방사성， 유해 

폐기물 및 오염물에 대한 정보를 CID에 제공한다. 

유 해 물 칠 방출 재 고 량 데 이 터 베 이 스 (Toxic Release Inventory (TRI) 

Database): 동 데이터베이스는 비상재해대책법에 따라 환경청 (EPA)으로 

제출하는 정보들을 관리한다. 에너지부 산하 각각 부지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요건 준수여부를 보이는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에너지부에 제 

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정상운영 및 사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공기중， 수중， 

및 대지로의 방출량이 기술되고 또한 부지 내 · 외에서 관련 폐기물의 처리 

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량이 기술되어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환 

경/안전/건강설 (EH)에서 운영하고 있다. 

CID에서는 TRI로부터 환경청으로 보고되는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관리하 

고 있으며， 1993년부터 최신 보고자료들이 수록되어 였다. 

매장 초우라늄 폐기물 데이터베이스 (Buried Transuranic (TRU) 

Database): 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매장된 초우라늄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970년 이전에는 현재의 정의에 따르면 초우라늄 폐기물로 

분류되는 페기물들을 저준위폐기물과 갇은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초우라늄 폐기물은 강화된 처분 요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1970년부터 저 

준위폐기물가 같은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저준위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천층처분장에 처분된 초우라늄 폐기물을 ‘매장된 초우라늄 

폐기물’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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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의 환경관리실 (EM)에서는 각 에너지부 산하 부지로부터 관련자 

료를 바다 동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매 

장된 초우라늄 폐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CID에 제공하고 있다. 

(라)CID에서 제공하는 정보 내용 및 출력 보고서의 형태 

미국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수집， 정 

리하여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해성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초우라늄 폐기물 

유해성 화학폐기물 

소외 및 소내 오염물질 

에너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화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유해물질 방출량 

열화우라늄과 같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핵물질 저장 및 관리 

각각의 자료 종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 부지/방사성폐기물의 위치 

@ 방사성달질의 부피 또는 무게 

Q) 화학적 구성성분 

@ 방사능 

(5)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 발생자 

@ 폐기물 처분계획 및 운반 
@ 현재 폐기불/오염물질의 부피 

(]) 발생 예상되는 폐기물/오염물질의 부피 

상기와 같은 각종 정보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출력할 수 있도 

록 CID에서 제공하는 출력보고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CD 줄잔줄력 보고서 (Readv-to-Read Renorts) : 
수집된 자료를 요약한 예비보고서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높은 결과물로 각 

종 부지 및 단지별로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활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PDF 형태로 제공함. 현재， 에 
너지부에서는 약 13종류의 Ready-to-read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 표줍표고서 (Standard Renorts): 
미리 자료의 형태와 종류가 결정된 표준사양의 결과물로서 특정한 주， 부 

지， 에너지 운영사무소 또는 에너지부 프보그램 등에서 발생/관리되는 폐 

기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로서 현재 약 60종 

류의 표준보고서가 제공되고 있음 

(3) 산용잔-춰 의 보고서 (ad-hoc; User-Defined Ren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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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필터와 분류방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집 

합에서 필요한 자료만 골라서 보고서의 목차와 형태를 구성하는 사용자 정 

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마) 시스템 운영 

CID 시스템의 일반적인 설계개념과 정보 입출력 경로를 그림 2.1-1을 통 

해 볼 수 있으며， 그림에 표시된 각각의 문자들은 각 경로별 특징을 나타 

내는 것으로 시스템 이해에 도움을 준다. 

@ 에너지부 현장/운영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운영중인 

국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에너지부 현장/본부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 

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저장된다. PEIS협정에 따른 필요한 

정 보들은 EM (Environmental Management) 법 인 의 데 이 터 베 이 스 에 저 

장되나， 수개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도 CID의 정보요건에 적절한 자료 

들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선정된 자료 

뜰이 CID이 주요 정보가 된다. 

(3) PEIS화해협정에서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EM프로그 

램에서 관리된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제공 

하나， 이들 정보틀은 EM프로그램에서 모든 과정을 검토하여 정보의 선 

뢰도를 높인다 

@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된 정보들은 전산망을 통해 추출되어 CI 

D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정보들은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추출되며 최 

근 내용이 반영된 정보를 선택하게 된다. 정보블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는 CID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정식 공개되기 

에 앞서 공개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얼반인들음 포함한 수요자들이 보고서 출-력 기능과 

질의 기능을 이용하여 CID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PEIS협정에 의하면 에너지부에서는 CID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관련 
웹 정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CID에서 관련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을 제공한다. 

@ 에너지부에서는 CID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적어 

도 CID 정보가 개정되면 그리해야 한다. 또한 동 보고서는 컴퓨터를 통 

해 CID에 접근할 수 없는 수요자들이 CID Support Desk와 에너지부 

정보담당자를 통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 

(2) Low-Track : MS Windows Application 

미국의 저준위폐기물 운반/저장 이력관리 응용 프로그램인 Low-Track과 국내 

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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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WMDB : MS Windows NT/MS SQL Server 

IAEA는 국가별 방사성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활동， 관련 법 및 규정， 

정책 및 폐기물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WMDB를 1989년부터 개발하 

여 운영해왔으며， 각 회원국으로부터 정보를 취합 및 WMDB에 저장하여 이를 기 

준으로 보고서찰 작성하였다. 

그러나， WMDB를 운영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과 관련 보 

고서의 선속성에 대한 문제로 1999년 중반부터 W매1DB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기존의 WMDB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NEWMDB 개발 

에 착수하게 되었다. NEWMDB에 저장되는 정보는 기존의 WMDB와 유사한 형 

식이기는 하나， WMDB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NEWMDB의 양식 빛 내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NEWMDB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정의 (Framework Defi

nition) 요소와 폐기물 자료요소로 구분된다. 구조정의 요소는 회원국이 자국 방사 
성폐기물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보고방식 (NEWMDB 보고구조)을 설정하는 데 

이용되며 국가벨 담당자(Countη Co-ordinator)에 의해 입력된다. 폐기물자료요소 

는 국가별 담당자가 저장 및 처분된 폐기물 자료(폐기물 등급별) , 폐기물관리 기 

관별 처 리 방법 현황(Treatment and/or Condition- ing) , 및 사용후 밀봉방사선원 

(SRS)에 대한 상세 현황 등의 자료 입력을 위해 사용된다. 각 요소에 대한 상세 

한 사항븐 다음과 같다. 

(가) 구조정의 요소 

NEWMDB에서 고려하는 주요한 관점은 다음파 같다. 

모든 회원국은 동일수준의 폐기물 관리규정 및 운영조직을 가지고 었지 
。L 。

l:Õ o 

모든 회원국이 IAEA에서 제시한 폐기물등급기준을 사용하지 않음 

NEV\매1DB에서는 구조정의 요소를 사용하여 폐기물 관리프로그램 및 재 

고량에 관딴 사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설정항목은 다음과 같 

이 구분된다. 

정보제공자 정의: 폐기물 관련 보고를 위한 그룹별 보고자와 폐기물 전문 

가를 추가 NEWMDB 사용자로 등록하며， 국가별 담당자에 의해 등록이 
가능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정보(사용자명 및 암호 이름 및 주소 e-mail 및 연락처 등) 

@ 정보접끈에 대한 권한설정 

(3) 폐기물 전문가에 대한 NEWMDB 정보엽력 및 수정권한 설정 

보고그룹지정: 국가별 보고대상 그룹의 구조 및 수를 지정하며 국가별 담 

당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즉， 회원국의 방사성페기물 관리조직의 복잡 

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NEWMDB의 기능이 보완되었으 

며， 다음 내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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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Report 그룹명 및 설명 입력 

@ 관련 Waste Matrix설 정 

@ 보고 담당자 지정 

보고그룹내 폐기물관리시설 정의; 보고대상 그룹내 페기물 관리시설에 대 

한 정보를 입력한다. 국가수준 폐기물 관리보고서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수준으로 보고를 하며 모든 시설에 대한 정보룹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는 않다.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정보는 등록 및 철회가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Site 정보(약어 및 정식명칭， 위치， 및 인허가소지자 정보) 입력 

* 제한사항 
. 원자력 또는 방사성물질 규제관련 언허가 소지자 

. 폐기물 처리， 처분， 저장， 사용 및 밀봉 방사선원을 관리하는 한 개이상 

의 시설을 등록 

(2) Site에서의 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정보입력(시설명， 설명， 저장단위 유 

형， 용량， 사용용량 등) 

@ 폐기불관리시설에 대한 구분(폐기물처리시설， 저장시설， SRS 관리시설， 

처분시설) 

폐기물 등급 Matrix: lAEA는 포괄적인 형태로 폐기물을 취합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IAEA 폐기물 등급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v\매1DB) ， 

각 회원국은 다양한 폐기물 등급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WMDB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잠고로， 기존 WMDB를 통한 보고를 위해 적용하였 

던 폐기묻 등급은 다음과 같다. 

CD LILW • SL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단반감기) 

(2) LILW-LL 중저준위방사성페기물(장반감기) 

@HLW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 TRU 초우라늄 폐기물 

(5) SF 사용후핵연료 

@ SRS 사용후 밀봉방사션원 

(f) DW 해체 폐기물 

@UWMT 우라늄 채광 및 정련폐기물 

W매1DB상에서 겪었던 회원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lAEA의 단일 분류체 

계를 적용하기 위해 Waste Class Matrix를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개념은 

폐기물 등급 Matrix 도구를 이용하여 제시된 각국의 폐기물 등급 기준을 

IAEA에서 제시된 폐기물 등급체계와 연관시키는 것이며 표 2.14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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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방사성폐기물 등급표 

LlLW-SL LlLW-LL HLW TRU 

Class A 90 10 

Class B 20 80 

Class C ... . .. 

HLW 

회원국의 분류기준에서의 폐기물을 IAEA 분류기준으로 변환하였을 때의 

비율을 기확하는 것으로 표 2.14에 저1 시된 Class A 방사성폐기물의 90%가 

LILW-SL에 해당하며， 10%만이 LILW-LL에 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원국에서 자체 푼류기준으로 제시한 페기물량을 

IAEA기준뜨로 변환이 가능하게 한다. 

일반정보 기록: 국가별 방사성폐기물 프로그램 및 조직， 계획 및 활동， 관 

련 법규 및 규정， 정책 등에 관한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를 단순하고 사용 

이 편리한 체계로 개발하여 정책의사 결정자가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국 

가체계에 대한 평가에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정보 기록을 

이용하게 되었다. 일반 정보항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D 선택형 절의형식으로 단순 질문을 제공 
(z) 이전 WMDB에 비해 국가별 담당자의 정보제공 방식을 구조적 형태로 

구성 

(예， 각깎의 법규 및 규정을 개별적으로 입력하게 함. WMDB의 경우， 

형식에 제한이 없었음) 

@WMDB에 비해 많은 융통성음 부여 

(예， 국가별 담당 규제기관과 같은 형식의 질문에 대해 W매1DB에서는 

담당기관을 단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NEWMDB에서는 국가별 특 

성에 맞게 여러 관련 규제기관에 대한 정보가 입력 가능하도록 융통성 

을 부여) 

일반정보에는 규제기관， 규정， 계획， 정책에 관한 4가지 항목으로 구성 

된다. 

@ 규제기관: 회원국에서 방사성폐기물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을 정의 

하며， 주요 내용은 기관명， 담당 부서， 위치 및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등 

급표에 익한 폐기물정보(사이트 및 폐기꼴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5) 규정: 회원국에서 수행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규정 및 법률 

을 정의하는 것으로， 규제에 대한 일반정보(규제명 및 설명， 참조번호， 

공표일， 볍규 또는 규정 구분)와 규정에 적용되는 폐기물 정보(폐기물등 

급표에 띄한 사이트 및 폐기물 종류)로 구성된다. 

@ 계획: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중요하거나 주목할만한 개선， 사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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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기술하는 항목으로， 시작일 및 종료일，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 정책질문: 정책질문항목은 다양한 주제와 부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질 

문에 대한 선택형 답변형태로 구성된다. 

(나) 폐기물자료요소 

폐기물 자료요소에서 입력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보고그룹에 포함된 폐기물관리사이트에서의 저장 및(또는) 처분된 방사 
성폐기물재고량 

. 시설별 재고량이 아닌， 총 저장 및(또는) 처분된 폐기물 재고량만 보고 

. 보고그룹에 할당된 폐기물-등급표의 기준에 따라 재고량보고 

(2) 각 폐기물관리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처리 및(또는) 안정화방법 현황(진 

행중인계획， 연구 및 개발， 현재의 방법， 과거의 방법) 

. 현재사용중인 방법에 대해 과거 5년 동안의 사용경향에 대한 평가(증가， 동 

일， 감소) 

@ SRS 전담관리시설에서의 불용/사용후 밀봉 방사선원(SRS)에 대한 상 

세 재고량 

. SRS 전담관리시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갇다 . 

. SRS 전담시설은 불용 또는 사용후 멸봉 방사선원 및 모든 밀봉선원을 포 
송L 
口

전담시설에서 처리 저장 또는 처분되는 폐기물만이 불용 및 사용후 빌봉 

선원으로 보고되거나， 시설 내에서 모든 밀봉선원의 위치 및 특성을 추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경우 

폐기물재고데이터: 방사성폐기물 저장과 처분시설에 대해 별도의 화변에 

서 입력하도록 구성되고 있으나， 입력내용은 동일하다. 주요 입력 화면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리구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 (Process) 및 미처리 (Unprocess)로 

구분하여 방사성폐기물 재고량을 입력 

@ 발생부피 

방사성폐기불 총 부피와 세부 항목에 대한 총부피 대비 항목별 저장비율을 

입력 . 

. 세부항목은 원자력발전， 핵연료가공 및 농축， 재처리， 원자력이용， 국방， 해 

체 또는 복구폐기물로 구성된다. 

@ 관리되는 폐기물 특성을 다중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특성 

항목은 생물학적 위험물， 폭발성， 가연성， 기체， 위험물(화학적) , 액체(수 

용성)， 액체(유기성)， 수지， 슬러지， 고체(분산가능)， 고체(비분산가능)， 독 

성으로 구분한다. 

폐기물처리 및 안정화 데이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안정화 관련 자료에 

대해 별도의 화변에서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처리기준 입력데이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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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처리방법: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관련 현황정보를 입력 
하게 하게 하며， 화학적 침전， 압축， 소각， 이온교환 등 다양한 처리방법 

에 대한 세부 처리항목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처리현횡: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 연구 렛 개발， 과거 5년간간 현재방법 

사용 추아(증가， 감소 등) , 과거방법 등을 선택하며， 삭제가 필요한 항목 

은 별도 체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띨봉동위원소 폐기물자료: 밀봉동위원소 자료는 핵종 그룹별 (3개의 그룹) 

선원수의 정보를 기록하며 반감기가 30년 미만인 핵종 및 반감기가 30년 

이상인 핵종: 자료를 구분하여 별도의 화변에서 입력한다. 각 화면별 입력 

내용은 동얼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종선택 및 총방사능량 입력; 핵종을 선택하고， 3가지 그룹(4Bq이하， 

40 kBq이하， 40kBq 이상)에 대한 션원수 및 방사능 량을 입력한다. 

@ 범주 선택: 핵종별 처리 및 미처리 폐기물에 대한 구분 및 범주를 선택 

한다 

@ 총방사능량: 모든 그룹에 대한 핵종별 총방사능량을 기록한다. 

@ 붕괴일: 모든 선원에 대해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붕괴일 을 보정 하 

였을 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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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합 DB의 모율화 구성 

가. DB의 모율화 구성 방법 

(1) 모률화 구성방법 개요 

(가) WACID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운영 및 보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 대상에 따라 개별 DB를 모율화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모율화를 통한 검색 및 관리의 편의성 제고 

관리 대상별 관련 데이터를 독립적인 DB에 저장/관리함으로써 시스템 관 

리의 용이성 제고 

폐기물 전문가에 대한 NEWMDB 정보입력 및 수정권한 설정 
데이터의 특성 및 기능에 따른 차등 화된 관리 가능 

WEB을 통해 제공될 정보를 실제 콘텐츠 특성별로 사전에 모률화하여 분 

류함으로써， 신속한 검색 및 유지보수 가능 

(나)방법론 및 선정 절차와 결과 

국내 법령， 폐기물안전협약， 국외에서 운영중인 유사DB 분류체계에 따라 

모률을 선정 

현재 동위원소폐기물 관련 정보는 KINS에서 기 운영중인 RASIS 시스템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폐빌봉선원 등은 중저준위폐기물과 구분하여 관리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 따라 별도 모율로 구성 

운반， 소각 등의 정보는 폐기물 데이터의 관리주체 변경 또는 소멸 등과 

관련하여 이력추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기타 모율로 분류 

향후 10년 내 예상되는 사업을 고려하여 향후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 

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모률을 별도로 구성 

(다)입력등급 부여원칙 

A : WACID 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관 입력 정보를 의미 
B: 처분 안전성 관련 향후 필수 항목으로 예상되는 요소 (당분간 

목 아니나， 향후 필수항목 가능성이 큰 것) 

C: 특정 기관에 한해 필수정보 

D: 기관별， 상황별 조건에 따라 입력여부를 자체 결정할 사항 

E: 각 기관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요소를 의미 

필수항 

F: 향후 처분 관계 시설 운영자가 입력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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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에 제시된 원칙 하에 분류된 모율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WACID 데이터베이스 모율 

모률명 약자 국외 유사 08명 

중저준위펴|기물 모률 Ll LW NEWMDB(lAEA) 

동위원소펴|기울 모둘 RIRW SRS Registry(IAEA) 

해체폐기울 모률 DDRW DRCS(IAEA) 

사용후핵연료 모둘 SNFM Fuel-Trac(미국)， ISNFDS(미 국) 

액체유훨울 모률 LEFF DIRATA(lAEA) 

기체유출울 모률 GEFF DIRATA(IAEA) 

처분 모율 DISP NEWMDB(IAEA) 

기타(자체처분，운반 등) 모률 MISC NEWMDB(IAEA) 

나. DB의 모률화 구성 결과 

(1) LILW : 중적준위폐기묻 모율 

중저준위폐기물 관련 데이터는 WACID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로서 관리 

되어야 할 정보의 수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할 데이터 요소를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 국내외 법령， 요건 및 기술기준에서 관리대상 정보목록을 일차적으로 선정 

하였다. 

원자력관계법령 : 법， 시행령， 규칙， 고시의 기록 및 보고요건 

방사성폐기물협약 : 의무조항 빛 국가보고서 작성 시 보고항목 

lAEA 안전기준 : 방사성폐기물 정보추적시스템 관련 기술문서 

미국의 기술기준 : 연방법， 주볍 및 처분시설 인수기준(13종 

(나) 국내 상황에 부적합한 것， 중복된 것， 유사한 것을 삭제/통합하여 데이터 

요소 선정 

(다) 자료의 중요도 및 확보여부에 따른 입력등급 부여 

(라) 다른 데이테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2차 데이터는 입력 항목에서 제외하고， 

WACID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데이터의 중복입력 최소화 

(마) 분류된 중저준위폐기물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세부적인 특성이나 내용별로 

다시 그룹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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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보: 시설명， 폐기물 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선정보 

폐기물 포장용기 정보: 용기 생성연， 용기일련번호， 용기종류， 용기의 비가 

연성 여부， 재포장 여부， 재포장 포함용기 일련번호， 용기포장물표지 부착 

여부， 용기육안검사결과 및 일자 

폐기물 특성정보: 폐기물등급(국내볍령 및IAEA체제)， 폐기물 등급 

(lOCFR61 체계) , 폐기물종류， 폐기물의 물리적 형태， 폐기물질량， 압축성 
여부， 가연성여부， 발화성 여부， 폭발성 여부， 물과의 발열반응 여부 

방사선학적 특성정보: 표변 선량률 및 측정일， 이격 선량률 및 측정일， 방 

사능 측정방법， 핵종별 방사능 및 측정일 

폐기물 저장정보: 저장일， 저장시설， 저장위치 

처리정보: 처리방법 

(2) SNFM : 사용후핵연료 모률 

현행 볍령상 일단 방사성폐기불로 정의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및 저장현황에 

관한 필수적인 데이터를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WACID에서 사 

용후핵연료 모률플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 국내 원자력관계법령 요컨， 방사성폐기물협약， IAEA 안전가준， 미국 DOE 

의 ISNFDS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관리요소 목록 작성 

(나) 국내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 대상으 

로 선정 

(다) 국내 상황에 부적합한 것 중복된 것 유사한 것을 삭제/풍합하여 데이터 

요소 선정 

(라) 자료의 중요도 및 확보여부-에 따른 입력등급 부여 

(마) 분류된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세부적인 특성이나 내용별로 다 

시 그룹화 하였다. 

기초정보: 시설명， 폐기물 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선정보 

집합체 특성정보: 집합체일련번호， 집합체종류， 최초연소주기， 최종연소주 

기， 노심장전일자， 노섬인출일자， 우라늄농축도， 방출연소도， 집합체의 총질 

량， 핵연료 결함율 

사용후핵연료 소내 임시저장: 저장얼자， 저장시설， 저장위치， 저장시설 종 
도프 

ìT 

기타 정보 : 관련 문서 

-74-



(3) LEFF : 액체유출물 모율 

액체유출물은 원자력이용시설이 운영과정에서 액체상태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을 의미하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따른 주요 관리항목 

임. 또한 유출불 관련 데이터는 중저준위폐기물 등과 큰 차이가 있으며 인허가 

조건에 따른 시설별 관리항목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액체유출물 

관련 데이터를 별도의 모률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내 원자력관계법령 요건， 방사성폐기물협약， lAEA 안전기준， lAEA 

DIRATA 데이터베이스， Reg. Guide 1.21 등에서 기본적인 공통 관리요소 도출 

(나) 개별 시설의 인허가 조건을 추가로 반영하여 시설별 특성 데이터 요소도출 

(다) 자료의 중요도 및 확보여부에 따른 입력등급 부여 

(라) 다른 데이테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2차 데이터는 입력 항목에서 제외하고， 

WACID 자체적 으로 계산하여 데이터의 중복입력 최소화 

(마) 분류된 액체유출물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세부적인 특성이나 내용별로 다시 

그룹화하였다. 

기초정보: 시설명， 폐기물 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신정보 

공동요약정보: 핵분열생성물 및 방사화 생성물 방사능， 삼중수고방사능， 용 

존기체 방사능， C-14방사능， 알파방사능， 베타방사능， 알파/베타방사능， 감 

마핵종별 MDA, H-3의MDA， C-14의 MDA， 알파 총방사능의 MDA, 베타 

총방사능의 MDA, 알파/베타방사능의 MDA, 분기 총배출폐액 체적， 분기 

총희석수 처1 적， 유효선량， 인체장기등가선량， 최대장기， 비정상배출 사례 벚 

조치내용， 유출물감시기 경고/경보 및 조치내용， 유출물감시기 운전불가능 

기간 및 조치내용， ODCM 액체유출물 부분 개정내용， 액체폐기물계통， 배 

뜰경로， 배출지점 변경내용， 액체유출물 배출관련 제한치/기준치변경내용 

배치배출 요약 정보: 배치배출 총횟수， 배치배출 총시간， 단위 배치배출시 

간 최대값， 배치배출 시간평균값， 단위 배치배출 시간 최소값， 배출기간 평 

균 희석수 유량율 

세부자료 : (시설별로 세부 관리대상 데이터 수록) 

기타 정보 : 관련 문서 

(4) GEFF : 기 체 유출물 모률 

기체유출물은 원자력이용시설이 운영과정에서 기체상태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을 의미하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따른 주요 관리항목 

-75-



임. 또한 유출물 관련 데이터는 중저준위폐기물 등과 큰 차이가 있으며 인허가 

조건에 따른 시설별 관리항목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기체유출물 

관련 데이터를 별도의 모률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내 원자력관계법령 요건， 방사성폐기물협약， lAEA 안전기준， lAEA 

DIRATA 데이터베이스， Reg. Guide l.21 등에서 기본적인 공통 관리요소 도출 

(나) 개별 시설의 인허가 조건을 추가로 반영하여 시설별 특성 데이터 요소도출 

(다) 자료의 중요도 빚 확보여부에 따른 입력등급 부여 

(라) 다른 데이터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2차 데이터는 입력 항목에서 제외하고， 

WACID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정보의 중복성플 최소화 

(마) 분류된 가체유출물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세부적인 특-성이나 내용별로 다시 

그둡화 하였다. 

기초정보: 시설명， 페기물 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신정보 

공동요약정보: 핵분열생성물 및 방사화 기체핵종방사능， 옥소핵종방사능， 

입자상핵종방사능， H-3방사능， C-14방사능， 얄파총방사능， 베타총방사능， 

알파/베타총방사능， 감마핵종별MDA， H←3의MDA， C-14의MDA， 알파총방 

사능의 l\iIDA, 베타총방사능의 MDA, 말파/베타 방사능의 MDA, 분기 기체 

유출물- 총 배출체적，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베타선에 의한 공기 

의 흡수선량， 외부 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외부 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인체장기등가선량， 최대장지， 유효선량， 갑상선 등가선량， 대기확산인자， 비 

정상배출사례 및 조치내용， 유출물감사기 경고/경보 및 조치내용， 유출물감 

시기 운전불가능기간 빚 조치내용， ODCM 액체유출물 부분 개정내용， 액 

체폐기물계동， 배출경로， 배출지점 변경내용. 액체유출물 배출관련 제한치/ 

기준치변경내용 

배치배출 요약 정보: 배치배출 총횟수， 배치배출 총시간， 단위 배치배출시 

간 최대값， 배치배출 시간평균값， 단위 배치배출 시간 최소값， 배출기간 평 

균 희석수 유량율 

세부자료 : (시설별로 세부 관리대상 데이터 수록) 

가타 정보 : 관련 문서 

(5) RIRW : 동위원소폐기물 모률 

동위원소폐기물 관련 데이터는 산업체 및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 

원소중 사용 후 페기의 대상이 되는 개봉선원 및 밀봉선원 관련 정보로서，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하기 전에 데이터 요소를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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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운영중인 RASIS 의 데이터 요소들을 기본적인 관리 

대 상으로 선 정 (httD:/ /rasis.kins.re.kr참조) 

(나) 일차적으로 모든 동위원소폐기물을 RIRW 모율에 저장하되， 개봉선원 페기 

물은 향후 중저준위폐기물 모율로 정보의 이관 가능성을 고려하고， 멸봉선원 폐 

기물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 모색 

(다) 국내 원자팩관계볍령 요건 방사성폐기물협약 및 lAEA안전기준 등을 토대 

로 추가되어야 할 데이터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라) 분류된 동위원소폐기물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세부적인 특성이나 내용별로 

다시 그룹화 하였다. 

기초정보: 시설명， 폐기물 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신정보 

동위원소: 용기번호， 폐기불구분， 모델번호， 제작회사， 제조일자， 용기크기， 

폐기물유헝， 발생， 처리 

동위원소 측정: 핵종， 최대표면선량율， 표면선량율， 표면오염도， 무게， 부피， 

최대농도， 최종pH 

폐기물 저장정보: 저장일， 저장시설， 저장위치 

재활용정보:재활용기관，반출일자，안전검사여부，방사능량 

기타 정보 : 관련 문새 

(6) DDRW : 해체혜기물 모율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별크(Bulk) 

상태이며， 이후 중저준위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특 

성이 있음. 또한 향후 발전용원자로 등의 본격적인 해체에 대비하여 시설의 해체 

과정애서 발생띄는-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모율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국내 원자력관계법령 요건， 방사성폐기물협약， IAEA 안전기준， ReVK 해체 

DB(독일) 등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관리요소 도출 

(나) 국내 상횡에 부적합한 것， 중복된 것， 유사한 것을 삭제/통합하여 데이터 

요소 선정 

(다) 열차적으로 현재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원자로 1 ，2호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도출하되， 향후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확 

보 

까
 



(라) 폐기불 분류가 완료된 해체폐기물에 관한 정보는 중저준위폐기물 등 해당 

하는 폐기물 모율로 테이터률 이관 

(마) 단， 특정시섣의 해체가 완료된 후에도 해체폐기물 모율은 Historical Data 

로 보존하여 후속 해체사업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 

(바) 분류된 해체폐기물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세부적인 특성이나 내용별로 다시 

그룹화 하였다. 

기초정보: 시설명， 폐기물 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신정보 

작업정보:작업유형，작업기간，작업장비 

작업 전 측정정보: 유리성오염도， 고착성오염도， 표면선량율 

작업 후 측정정보: 유리성오염도， 고착성오염도， 표면션량율 

폐기물정보: 폐기물 종류， 폐기물 형태 

용기정보: 용기유무， 용기종류， 적재부피， 적재하중 등 

(7) DISP : 폐기물 처분 모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섣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2008년을 목표로 시설 확보사업이 진행중임. 향후 WAICD 시스템의 유지보수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룹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 모률 관리요소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 국내 원자력관계법령 요컨， 방사성폐기물협약， lAEA 안전기준， 미국 처분 

시설 인수기준， US NRC의 방사성폐지물 처분음 위한 명세서 표준형식 등으로 
부터 관리요소 도출목록 작성 

(나) 국내 상황에 부적합한 것， 중복된 것， 유사한 것을 삭제/통합하여 데이터 

요소 선정 

(다) 자료의 중요도 및 확보여부에 따른 입력등급 부여 

(라) 다른 데이터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2차 데이터는 입력 항목에서 제외하고， 

WACID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마) 분류된 폐기물 처분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세부적인 특성이나 내용별로 다 

시 그룹화 하였다. 

기초정보: 시설명， 폐기물 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선정보 

처분정보: 처분연자， 처분용기 일련번호， 처분용기 제원， 겉포장 정보， 처분 

방법， 처분부피， 칠량， 충진제 충진량， 표면선량율， 이격 선량율， 표면오염도 

기타정보: 관련문서시설， 저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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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ISC : 기타 (자채처분， 운반， 소각 둥) 모률 

기타 모률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데이터 수량이 많지 않는 세부 모률을 

통합하여 개발한 것이며， 폐기물 정보요소의 Life-Cycle(예 소각시 중저준위폐기 

물 용기정보의 삭제 등)을 추적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다. 

(가) 폐기물 정보요소의 Life-Cycle 관련 이력의 추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 

보요소를 도출 

(나) 국내 원자렉관계법령 요건 등을 기초로 하되 기존 규제대상 행위(예 방사 

성물질의 운반)와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데이터 요소를 선정 

(다) 분류된 기따 (자체처분， 운반， 소각 등)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세부적인 특 

성이나 내용별로 다시 그룹화 하였다. 

기초정보: 시설명， 폐기물 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선정보 

운반정보: 운반일자， 운반일련변호， 단일용기다수용기운반구분， 운반용기 

내 포함된 용기번호， 목적지， 운반경로， 운반지수， 운반목적， 운반업체， 운반 

방법， 표면선량율， 이격 선량율， 표면 오염도 

자체처분정보: 자체처분일련번호 폐기물수량 단일자체처분 다수자체처분 

구분， 자체처분방법， 자체처분일자， 폐기물 인수자， 자체처분장소， 자체처분 

폐기물 방사선량율 최대， 자체처분폐기물 방사선량율一최소， 핵종별 방사능 

농도， 폐기물유형， 수량， 처리방볍， 자체처분계획서 제출얼， 자체처분 문서 

번호， 적합 통보일， 개정번호， 개정일 

가타정보:관련문서 

m 

갱
 



제 4 절 하부 DB 모률간의 정보 연계성 확보 및 정보처리과정 

가- 데이터 모률별 ERD 등 섣계결과 

(1) 개-요 

모률별로 구성하여 선정된 관리 데이터 요소룹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하여 유 

사한 요소끼리의 엔티티 (Entity)화， 개별 엔티티간 렁크 역할을 하는 주식별자와 

보조식별자를 선정하고 논리적/물리적 ERD를 도출하여 WACID 데이터베이스 설 

계를 진행하였다. 

(2) 엔 티 티 (Entity) 정 의 

모율간 중복되는 요소 및 엔티티는 단열의 엔티티로 통합하였으며 각 모률의 

공통 엔티티로 지정하였다， 각 엔티티 (Entity)간의 Primary Key를 선정하여 엔티 

티간 링크가 가능토록 구조화되었다. 예틀 들어 중저준위 고체 페기물 같은 경우 

에는 용기열련번호를 엔티티간 중복되지 않는 유얼한 Key 로 선정하여 각가 분 

산되어 있는 모든 엔티티들의 정보룹 용기 힐-련번호만을 대입한 간단한 질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요소로 정렬한 엔티티는 하나이상의 Primary Key를 가지며 하나이상 

의 관련 속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엔티티의 설계는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기초 골격을 형성한다. 

표 2.16 모률 공통 엔티티 (Entity) 정의서 

맨티티 타입영 엔티티타입 설명 동의어/유의어 관련 속성 

시설코I 

방사성펴|기물 시설이를 

시설 발샘시설에 대한 기관 시설이미지경로 

기초정보를 적재 시설위지 

대요연락처 

원자력관련 시설을 시성유형코드 

시설유형 인허가 구분으로 기관종류 시설유형명칭 

드1T프 혀 = 면 =' 저 =-이-1 시설유형설명 

사용자코드 

사용자이름 

아 01[1 

패스워드 

WACID를 이용할 
직위 

사용자 사용자(입력자， 검증자. 회원 
부서 

주민등록번오 
잭임자)의 정보 

이메일주소 

롬페이지 

전화변호 

핸드폰번호 
패人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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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모률 공통 엔티티 (Entity) 정의서(계속) 

맨티티 타입명 엔티티타입 설명 동의어/유의어 관련 속성 

핵종멸망사늘 
핵종별 방사능정보를 밤사능 

적재한다 방사능평가일자 

펴|기물 처리밥법 종류 
처리코E 

처리 처리명칭 
정의 

처리구분 

핵증명 

반감기 

반감기 Unit 
극c드〉 a C:>t

알바핵종여부 

베타핵종여부 

동--H1 E <:E>
관리대상 핵증 정보를 감마핵증여부 

저=-이「 용존기처|핵종여부 

핵분열생성물여부 

방사화샘성물여부 

오--， -人.L 해 --, 조 = 애 、fl-며-，-

입자상핵증여부 

원자번호 

비고 

용기코드 

용기명칭 

밤사성폐기물 처리시 
용기구분 

용기 사용되는 용기에 대한 [= 근C그내 
용기외용적 

용기내용적 
정보 

재질 

가연성여부 

형태 

며|기물 발생에 대한 
발생코드 

님E므} λ C그니 님E르 } 人c:H> D <>1 i C3| 
원인을 정의 

비고 

츠--，는 X 〈그{ 며 C>} 6 노그내 
빙사능즉정빙법에 대한 즈-드1 X c=i{ d c=, } b t=fj 

조〈=〉 T E근T 를 ξ크 저 =-이-1 즉정방법설명 

사용자그룹군E 

사용자그룹명칭 

사용자의 그룹을 데이타입력권한 

사용자그룹 지정하여 그룹의 회원그룹 데이타삭제권한 

권한을 설정 사용자조회권한 

사용자등록권한 

사용자수정권한 

저장 
폐기물 저장에 대한 저장위지 

정보를 관리한다 저장일자 

입력된 방사성폐기물의 
관련문서 

기타자료 비고 관련이미지 
보충자료를 기록한다 

관련 URL 

(3) 주식별자 & 보조 식별자 정의 

모률별 엔티티 (Entity) 간의 링크를 위한 고유 식별자와 보조식별자를 각각의 

엔티티에 부여하였다 따라서 분산된 다수의 엔티티는 식별자를 통해 서로간에 데 

1 
| 
4 

4 
u 



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2.17 주식별자 & 

보조식별자 정의 참고) 

표 2.17 주식별자 & 보조식별자 정의 

맨티티 타입명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외부식열자 

시설 시설코亡 시설유형코I 

시설유형 시설유형코I 

사용자 사용자코C 시설코E，사용자그룹코 I 

고체용기 일련번호 발생일자 
시설코드，사용자코드，내부차폐체 

코E，외부차폐체코드，용기코드 

재포장 

일 련 번 호，화학물 질 코 E ，펴| 기 물코 

폐기물속성 일련번호 드，등급코 I 

화학물질코 E，발생코드，처리코드 

고체측정 일련번호 일련번호 

핵종멸망사능 일련변호，핵종코드 방사능평가일자 일련번호，핵종코 E 

기타자료 일련번호 일련번호 

폐기물종류 펴|기물코드 물리적형태코드 

용기 용기코 E 

처리 처리코 c 

t= 二그 
C I그二는닙그-그←-E 

="닐 

a--l14 즈 ζ:E〉 핵종코 E 

반=! λ c=H> 발생코드 

내부차펴|체 내부차펴|체코 E 

외부차펴|체 외부차펴|체코 E 

오2:t숭유L 로 C그 Z 근l 화학물질코亡 

환경법상폐기 
폐기울구분코 E 

물 

물리적형태 물리적형태코亡 

망사능측정 바=， 샤‘l 느 = 츠 -, 저 = 바 = 버 =~ 곡- -드-

유출물측정 일련번호，핵종코 E 일련번호，핵종코 E 

MDA 일련번호，핵종코도 일련번호，핵종코드 

DRL 일련번호 일련번호 

냉각재 일련번호 일련번호 

비보호옥외탱 
일련번호 일련번호 

크 

유줄울 일련번호 배줄구코E，시설코드，사용자코드 

환경배출 일련번호 일련변호 

주민선량 일련번호 일련번호，대상부지，장기코드 

대기확산 일련번호，기상탑코드 일 련 번호，기상탑코드.16밤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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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주식별자 & 보조식별자 정의(계속) 

엔티티 타입명 주식별자 보조식열자 외부식별자 

특이사항 일련번오 일련번오，특이사항구분코I 

특이사항구분 특이사항두분코E 

기상탑 :J I 상탑코 E 

배출구 배줄구코드 

최대장기 장기코 I 

집할체 밀련번호 
시설코I，핵연료코E，핵연료배열 

코 E 

집합체측정 일련번호 일련번호 

핵연료 핵연료코드 

핵연료배열 핵연료배열코드 

PIEF연료봉 일련번호 시설코도 

운반 일련번호 운반일자 
운반목적코I，운반밤법코I ，시설 

코 I ，용기코E 

운반목적 운반목적코I 

드니극- 닙 '-'• a c=>} 남 t:{j 운반밤법코E 

다수운반 일련변호 
일련번호(고체폐기물&핵언료집핫 

처1/봉) 
처분방법코드，OverPack코 I ，처분 

처분 일련번호 처분일자 방법코I，충진제코I ， 

용기코E 

처분방법 처분방법코드 

OverPack종류 OverPack코드 

충진제종류 충진제코I 

자체처분 일련번호 자체처분일자 자체처분장소코E 

자체처분측정 일련번오 일 련 번 오，처 리 코 I ，펴| 기 물코 E 

자체처분장소 자체처분장소코E 

갤러리 대브'-'-T큰T ， 즈ζ〉브니_T큰T ，-AL-Z닙~T금T 

사전 용어 

업데이 E 업데이 E 일자，저|목 

게시울번호，사용자코E ， 

인증게시판 게시판구분，상속구분，상 비인증게시판 

='←『 ζ ιEι ~I 

게시물번호，게 

시판구분，상속 

구분，상속순위 

시설코E，사용자코I ，용기코I ，폐 

동위원소 일련변호 기물코E，발생코 E ， 

처리코 I ，저장코도 

동위원소측정 일련번호 일련번호，핵종코 E 

재활용 일련번호 일련번호 

미포장며|기물 일련번호 
폐기물유형코I，작업허가서코드 

용기일련번호 

해체장비 잠비코I 

X--1} 。tj{ 작업허가서코I 장비코드 

oH 체즉정 일련번오 일련번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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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사전 

각각의 사용 용어에 대한 동의어， 영문표시 및 용어 정의를 통하여 개별 단어 

에 대한 명칭의 정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성 시 이를 활용해 표기한다. 

표 2.18 용어사전(일부) 

용어 동의어 물리명 축약 용어정의 

2차 Second SECO 
가능성 Possibility POSS 실제로 이루어질수 있는 실현성 있는것 

가언성 Combustible COMB 울에 탈 수 있거나 타기 쉬운 성질 

가중 Severity SEVE 책임이나 부당 등을 더 무겁게 할 

밤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망사선의 하나. 파장이 극이 

감마선 Gamma Rays G RAYS 짧고 물질 투과성이 강한 전자기파로 금속의 내부 

결함을 탐지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데어| 널리 쓴다 

감시 Monitoring MONI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갚게 살필 

우두(唯頭)의 앞쪽 아랫부분에 있는 내분비선. 신체의 

갑상선 Thyroid Gland T_GLAND 알육 및 신진대사에 관계하는 호르몬인 티록신을 
분비한다-

값 수치 Value VALU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강도 Strength STREN 센 정도. 

게시물 Notice NOTI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한 물건이나 글. 

게시판 Board BOAR 
여러 사람에게 알릴 내용을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붙이는 판 

결할 이상 Defect DEFE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를이 되는 부분. 

경계 Boundary BOUN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경로 폴더 Course COUR 지나는 길. 

고화체 Solidity SOLl 고처!화(固體化)'， '굳어짐 1으로 순회 

그ζ〉그:::l그 Gap GAP 작은 구멍이나 빈틈 

공기 Air AIR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하층부를 구성아는 무색， 무취의 

투명한 기체 

관련 Relation RELA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OH 여 있음. 

구 굴뚝，관로 Hole HOLE 
구멍 1 또는 1구멍이 나 있는 장소 1 의 뜻을 더 

하는 접미사 

구문 Division DIVI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구역 구간 Area AREA 갈라놓은 지역 

권한 Authority AUTH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럭이 미치는 범위. 

균일성 Smooth SMOO 한결같이 고른 성질이나 상태. 

그룹 팀 Group GROU 
할께 헐동。}거나 공통점이 있어 한데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 

기간 Term TERM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 

물보다 가엽고 물을 붙이면 잘 타는 액체. 약간 끈기가 

있고 미끈미끈하며 물에 잘 풀리지 않는다 동울의 살， 

기를 오일 0iI OIL 뼈， 가죽에 엉기어 있기도 하고 식물의 씨앗에서 

짜내기도 하는데， 원료에 따라서 및깔과 성질 01 다르고 

쓰잉새가 매우 다앙하다. 

기상탑 
Meteorological 

M_OBSE 대기 중메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관찰하는 시설 Observatory 
물질이 나타내는 상태의 하나 공기， 수소， 산소 따위와 

JI 처| Gas GAS 같이 분자의 간격이 멀고 응짙력이 없어 각 분자가 

자유로이 유동하므로， 일 정 한 모양과 부끄| 를 갖지 않고 

용기를 채우려는 성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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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이블명 정의 
각각의 선정된 엔티티 (Entity) 는 물리적인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로 

가공되어지며， 영문의 물리명을 축약한 형태의 이름으로 테이블명을 할당하였다. 

정의 형태의 엔티티는 데이블명 앞에 ‘def'를 달아 정의 형태의 테이블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통 모율에서 사용되는 테이블은 ’CO'를 달아 모든 모률에서 

공동적으로 사광되어지는 테이블임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외 테이블을 

각각의 모율별 이니셜을 서두에 달아 모율 고유의 테이블임을 알수 있도록 지정 

하였다. 

표 2.19 테이블맹 정의 

맨티티타입명 동의어 물리명 테이블명 

특이사항 특기사항 Peculiar Case CO_CASE 

기타자료 그외자료 Other Document CO_DOCUMENT 

르-르1 저 c> 검사 Measure CO_MEASURE 

방사능즉정방법 Radioactive Measure Method CO_METHOD 

낱c=ffA ζ:H〉 생성 Occurrence CO_OCCUR 

핵종멸망사능 Nuclide Radioactive CO_RADIOACT 

인증게시판 인증보 I Authentication Board cLABOARD 

거|시판 보 E Board ct BOARD 

사전 Dictionary cLDICTIONARY 

갤러리 사진모음 Gallery cLGALLERY 

엽데이트 갱신 Update ct UPDATE 

처분 Disposal D_DISPOSAL 

특이사항구분 Peculiar Case Divide deLCOCASEDIV 
드ζ드그二 t그=1 레벨 Class deLCOCLASS 

시설 설비 Facility def COFAC 

시설유형 설비유형 Facility Type deLCOFACTYPE 

용기 c 己C그4 Container deLCONTAINER 

폐기물유형 펴|기울형태 Waste Pattern deLCOPATTERN 

물리적형태 Phisical Type def COPHISICAL 
1---

처분방법 Disposal Method deLDMETHOD 

배줄구 방출구 Outlet def EOUTLET 

장기 내장 Vicera deLEVICERA 

자체처분장소 Itself Disposal Location deU DLOCATION 

기상탑 Meteorological Observatory deLEMEOBSERVER 

~ 크 c:드〉 Nuclide deLCONUCLl DE 

화학물질 Chemicals deLSCHEMICALS 

환경펴|기물 Environmental Waste deLSENVWASTE 

중진제 Filler deLSFILLER 

내부차펴|체 내부차단제 Inside Blackout Curtain deLSIBCURTAIN 

져
 
ω
 



표 2.19 테이블명 정의(계속) 

맨티티타입명 동의어 물리명 테이를명 

핵연료 Nuclear Fuel de仁SNF

핵연료배열 Nuclear Fuel Array def SNFARRAY 

외부자폐체 외부차단제 Outside Blackout Curtain deLSOBCURTAIN 
우바바c>버 ~ Transport Method deLTMETHOD 

운반목적 Tranport Purpose deLTPURPOSE 

사용자그룹 회원그룹 User Group deLUGROUP 

사용자 회원 User deLUUSER 

겉쏘장 Overpack def DOVERPACK 

처리 Treatment def COTREATMENT 

DRL DRL E_DRL 

대기확산 Atmosphere Spread E_ATMOSPREAD 

냉각제 Coolant E_COOLANT 

환경배출 Enviromant Discharge E_DISCHARGE 

유출울 Emanation LEMANATION 

MDA MDA E_MDA 

유줄물즉정 Emanation Measure E_MEASURE 

비보호옥외탱크 Outside Unprotection Tank E_OUTSIDETANK 

주민선량 Residents Radiological Dosage E_RRDISAGE 

자체처분 Itself Disposal I_DISPOSAL 

자체처분측정 Itself Disposal Measure LMEASURE 

고체용기 고체亡럼 Solid Container S_CONTAINER 

고체측정 Solid Measure S_MEASURE 

폐기물속성 Waste Property S_PROPERTY 

재포장 Repacking S REPACK 

저장 Storage ST STORAGE 

집합체 Aggregate SN_AGGREGATE 

결합핵연료봉 Defect Nuclear Fuel SN_NCF _DEFECT 

집합체즉정 Aggregate Measure SN_MEASURE 

PIEF핵연료 PIEF Nuclear Fuel SN_PIEF 

다수운반 Multitude Transport LMULTI 

운반 Transport T _ TRANSPORT 

동위원소 Isotope ISJSOTOPE 

동위원소측정 Isotope Measure IS_MEASURE 

재활용 Recycle IS_RECYCLE 

미보장폐기물 Unpacking Wast D_UNPACKWAST 

해체장비 Decommission Equipment D_DECOMEQUIP 
X-1} 。tj{ Work D_WORK 

해체측정 Decommission Measure D_DECO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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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리적 ERD 

테이블화된 관리 대상 요소들을 영문 물리명 축약 명으로 가공하여 실제 데이 

터베이스 필드명 (Field Narne)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테이블간의 연계 및 직관적인 

WACID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구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참고 그림 

2.15 LILW의 물리 적 ERD 도변) 

deLCOFAC 
당파τCO: V배E빼젠미피OTN마1 

씨SLN뼈E ， VARCH얘2(lJ) NULL 
INST JMAG_COUR: V얘ChAR긴썼;) NULL 
INST ...DESC. VARCHAR2(LS) NULL 
INSLMAπ→CO: NUMBERCIJ,2Ol N니냐 (fK) 
INST _LOCA' VARCH얘2('1)) NULL 

r깃{ 
s_CO.T이NER 

’ A SERLNU뼈 VMCH뻐 (20) NU나 

MINI_RO_RATE: OATE NULL 
씨>>l...RO_RATE' VARCH뼈20 NU'J... 
'/IAST←Q니셰 VARCH얘2()NUμ 

TAEA_CD: VMCH쩌20 NULL 
PACK..STIUN, V쩌 CH얘2() NULL 
니SER-CD: VARCH 얘2(10) Nl 나 (F1() 
INSI_8ιURT→CD VARCH째2( 1 0) NUL:.. (FK) 
JUTSJLCUALCO: VARCHAR2( 101 NIJLL (F1() 
:ONLCO VARCHAR2( 10) NULL (FK) 

def_CONFK. TYPE 
당패태램7õ 빼빼댄퍼견πNOTN니ι 

INSLMATLN씨E: VARCH쩌2('1)) NU나 

INSLMATEJJESC; VARCH뻐2(255) NULL 
USER_GROU_NAME: NUMBE에 10， 2) NULL 
OATAJNPU_씨 TH: VARCHAR2() NUι 
OATA..EOIT...AI..I TH: VARCH얘2() NUll 
USEA_OUEA_AlJTH, V，뻐CHAR2() NUμ 

USER..AEGL때깨 VARCHAR2() NULL 
USER.EOIT J\lJ TH , VARCHAR2() NULL 

deLCOCONT써NER 

It~ CON_CO: V얘CHAR2( 10) NOT Nω 

CONT ..NAME: VARCHAR2(lJ) NUμ 
CONT JJ1이 VARCHAR2() NUμ 
OUTS_CAPκ NUMBER(10,2) NULL 
씨잉 _C매A: NUMBER(10, 2) NULL 
O.MATE: VARCH뻐2( 20) NUll 
COMP-I'N V얘 CH뻐2() NULl 
CONLSHAP: V얘 CH뻐2(lJ) NU1上

deLCONUCUDE 
I~ κC니OE_CD: VARCHAR2( 10) NOT NULL 

A-" ALf NUMBER(1 02) NULL 
A...HAI..F _UNIT VAACH뼈2‘ 100N니μ 
'llE 1G, NUMBER( 'I) 20l NULL 
ÞlPH_CLlDE_YN VARCH얘2() NULL 
6써MA-"_CUOE.'lN: VARCH쩌2() NULL 
BETA..N_C L10UN: V얘 CH 여R2() NU1上

0ISS..N _CUOE_YN VARCH얘2( 1 NULL 
N_CLEUJJ1SS_ YN VARCH재2() NU1上
INEA_GAS_YN: VARCH뼈2() NU나 
N..NIZE_YN: VAACH얘2() 빼LL 
IOOI_N_CUDE_YN: VAACHAA2() NULL 
PART ..N_CUDE_ YN: VARCH 얘2() NU나 
κCUOεNut에B NUM8ER(J) NULL 
N_CUOE-DESC. V뼈C서얘2() NULL 

SLSTORAGE íf; 
r~ SERLNUMB: VARCHJ때(21)) NOTNULL (fK) 

STOR_?C잉 VARCHAR2I'I)) NUμ 
써ISLCO: V뼈CH얘2( 10) NULLlfK) 
STORJJATE: OATE NULL 

s PRJERTY r 
’a SER1..NUMB: VARCHAR2(2O) NOT NIJ냐 (F1() 

MASS , NUMBEA(lJ 얘) NUlL 
F _WATE_CONT, NUMBER( 'I),2O) NULL 
CHELCONT: NU써BE메'I)，2Ol NU 
RLL_'AJ1μ NUMBER(1 0,2) NULL 
COMP, YN: V뼈 CHAR2() NULL 
PYRE 에 V뻐CH얘2() NULL 
EXl T_YN: VAA대AR2() NULl 
SMOO• YN VARCHAR 2() NLι 
CQRR_ YN: VARCHAAδ) NL냐 
DECO_YN: y얘CH 얘긴) NULL 
INFE 에 VAACH얘2( 1 NULL 
CRIT_~야LYN ， V애CH얘20 NULL 
,-OFF ,QCCU_YN: V얘 CHAR2() NUI.l LIl- _• 
GASXONT JNS10EYRES: NUMBEFl1!0,2) NULL Lh,• • 

C애TJNSI야j얘 NUMBERIJJ,2O.' NULL r~ 1: 
OIL꺼GA_CONT' NUM8ER(]}.2!)) NULL I I 
κOISS_MιSS: NUMBER( 'I))úJ NUll 1""--' 
UQU_SUCTÆ{이 NUMBERCIl20l ~JULL 
NC 예 CHEM_CQNT NUM8ER(l), ZO) NU'_L 
TRE A.JATE DATE NULL 
C내S_CO CHAR (1에 NL냐 1F1() 
CHEM .CO: CH 예Rl1메 NULL (FK) 
OCCU_CO CH얘118) NL나 (F1() 
WASUD: CHARI1 8) NULL 1m 
T껴 E A.CD CHAR(18) NULL 1F1() 
WASTJJ 이 CO: V얘CHM2(1 0) NUL1(FK) 

* 

ef_S08CURTPJN 
g OUTS_8_CURT _CO: VM(i 

OUTS_B.CUAT ..NAME VARCH뻐2(})) NULL 
OUTS_8_CURT JlES C: V뻐CHI애2(255) NULL 

-1 

__ 1.•--------- • 

eLUU잉EA 

I~ 니SER_CD: VARCHAR2I 101 NOT NULL 

「

10EN VARCHAR(1O) NULL 
PASS: VAACH얘(1 0) NULL 
N씨E: VARCHAR2(lJ) NUι 
POSI VARCH얘 11 0) NULL 
POST VARCHARI1O) NULL 
띠EN_REG↓ NUMB: VARCHAR2( IJ) NULL 
E_MμL: VARCH뻐2('1)) NLι 

HOMLPAGE: VARCH뻐2('1)) NL냐 
TEl..NUMB: V，뻐CHAR2때) NULL 
HP _NUMB: VARCH뻐2(20) NULL 
FÞ.X• NUMB: VARCHAA2I2O) NUμ 
INSLCO: VARCH재21101 NULL 1F1() 
USER_GAOU_CO: CHARII 8) NULl (FK) 

S .MEI잉URE 
I~ SE메_NUMB: V얘CHAR2(2Ol NOT NULL 1m 

HEALOCCU..AATE_1: NUMBEA('I),2O) NU나 
HEALOCCU..AATE2‘ NUMBER( 'I),2Ol NULL 
COMP JlTAE NUMBER(1O잉 NULL 
OVER_OUOT: NUM8ER(10,n NULL 
TRUJJENS NUMBER(1D,2) NU나 
L10ιWASLPH: NUMBERI10，잉 NULL 
HEALOCCU_APPRJJATE_1 DATE NU냐 
HEALOCCU_APPRJlATE2 DATE NULL 
i자 DATE NU나 

deLCOC I.Þ.SS 
I~C냐S_CO: VARCH얘2( 10) NOT NULL 

C냐S..NAME VARCH 얘2(1JJ NULL 
C냐SS_DESC: V얘CH얘2(255) NULL 

CO_OCCUR 
찍OCCU_CD \，매혀왜젠뻐하← ili냐 

OCCU_NAME: VAACH$쩌2('1)) NUlL 
OCCU_DESC V왜CH얘2{255> NUlι 

WASLMAT타.AME' VARCH뼈2('1)) NULL 
COMB_YN: VAACHAR2() NUll 
P에 S~HAPLD CHAA(l이 NULl (FK) 

deLSIBCUAT찌퍼EPACK 

혹퍼효도마RLCD 빼CHAR11 1D) NOT NULL I~ SE뻐UMB: V얘CH얘2(2Ol NOT NU나 (fK) 

1NSI_B.C URT ..NAME VARCHAR2I'Il) NULL' REPACK_DATE: DATE NOT NULL 
씨SLHURT JJESC: V얘대얘21255) NULL I INCLCONUERI..NUM8 VARCH얘2('1)) NO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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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리적 ERD 

물리적 ERD 가 가리키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규칙 명을 벗어나 요소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체 관계도를 나타내었다. 도메언을 사용하여 모든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의 규칙을 지정하여 다양한 데이터형식을 규격화하였 

다. (참고 그림 2.6 LILW 논리적 ERD 도면) 

연찌I자료 ::1시 tll엉 
71갱휴동효르N패굶헤퍼20)， XQdd 다피훌효트 VMCH왜폐효드 

? 시영미IVMCH얘(뻐) 미l 
? 시잉Dl DI 지g를 VMCH뼈1 155) 경료 
? 씨잉엉영 VMCHM~1\5)，j;I영 

? 시에g엉영힐 VMCH왜 ~lll 멍청 = 그 • _1 ? 시영갱S영 V얘 CH얘인쩌 임영 
? Á명자그.잉칭 NUMBER I1 0.21 가용져 
? 미01타a댁권인 VARCHM2I 11 권안 

- • ? 미미타수정권인 VAACHAA2(1) 권안 
? 시‘g유혈B드 NUMBERlll,2O) XQdd IFKI 
? 시힐워;tt， VMCHMllll 얘엉 

얘나 ￥ i 

τj :il:q훌? 
’ ? 월런변호 VARCH뻐 1 2ü1 ‘런변호 

? ’‘생íI:자 DATE 길자 
? 엔g대~ νARC녁AR2(11 여 5 
? lrl 앙차예 lj시용댄잉 VARC서 AR2(1) 대영 
? 외 ~ttn페 ~ljα'" VMCHM2I 11 α잉 
? 포g톨g지"'약α~ VAACHAR2W 여번 
? 시샅코드 VARCHAAOO) 궁드 (FKI 
? 사용자코드 VMCH얘(IO): 3!드 (FK) 
? 내부차회씨코드 VARC서애 11 D1''il드 (FK) 
? 외 ~'JlI셰E드 VARC에MI1D1，i!드 (FK) 
? 융기요드 VARCHAA(]Ol 코드 IFKi 

G-------•---1 
3a기.‘g 7fC 11 

(, 얼린연효 VMCHMI 2O) 월링연호 FK ‘ 1 ! 
? 짙앙 NUM뾰Rlll，21I1 앙 11 
? II러수앙당 NUMBERlll 쩌 앙 , 1 
? ’에미트제외링 NUMBERlll ,21I 당 1 : 
? .칭제부띠 NUMBER I1 0.21 투띠 11 
? 잉*영며낱 VARCHAR~ 1I 대브 , 1 
? iI회잉얘루 VARCHAR 2I 11 ~닐 1 : 
? 얻g빈용Ill"" VMCHAR2I 11' 01~ 1 1 
? 깅밑엉m덩 VNìCH얘긴1) QI.!; 11 
? 루식며앙 V얘CHM2( 11 α투 l 시 
? !o:!iI웅톨찔앙유며잉 VAACHAA2 며루 lh• __ U 
? 전염성g용ttg여투 VAACH뻐2( 대잉 1- 이 

? 임제안정영며잉 VARCHARZ(1) JI투 l η 

? '"션훌iI녕대잉 이'ARCHAA2C 1) iJI!;! ‘ g •• 니 

? )IU71’용기 lH걷잉액 N 니μ8E Rr H1? 앙덕 ‘ Q- 나 
? 를기내용극 •. NUM8EA뻐 2111'1; 니 
? 기.잉l!'잉방 NUMBER(3잉 20 양 1 , 니 
? 쩍!!~잉.실흩를f: NUM8ER( 1J.2lJ 잉 I"'-;-r 
? 액쩌흩수세영기"F NUMBERlll,21I 앙 l 니 
? 유에회학n잉t~: NUM8E에1l，21I 암 11 
? 처리'ii자 0ιTE 용자 l 시 
? 퉁딛코드 VARC 서MI1Ol'i!르 IFKi 
? 화한l짙코드 VARCHAR I10J 코드 Fl ’ 11 
? 잉끼.구를E드 VARCHAR(I O) i!드 FKI 
? 엉생표드 VARCHAR(lO} 요드 FK) 
? 져리코드 VAACHÄA(Iα 궐드 FK) 11 
? n끼톨앵코드 V재C뻐(10) il 드 F :<~ 11 

7 

JL 

사용자 

? 사용)Ji!드 VARC니MnQ): .J:l.드 

? OIDI디 VARCHAR(I이 0，01디 

? 비밀번호 VARCH얘(삐 삐일연호 
? 사용자이I VMCHMI Il) α. 
? 찍 ~I' VMCH쩌11이 직에 
? 잉서 VMCHAR(lα !서 
? 주민 li.언효 VARCH뻐2(13) 주인 lj.언효 
? 미메íI:' VARCHAR (Il) 미에íI: 
? &8미지 VARCHARI∞) 흩뼈메지 
? 전엄연~， VI>I' CHAR212111 전하언호 
? 엔트온번호 VI써 C 서AR2I2O) 전~~긴호 

, ~스 VARCHAR2I21I1 싼양언효 
’ 시양E드 VARCh N'1(lQ) 코드 (FKi 
? 시§지그’E드 NUMBEA(10 긴 가용찌 (FKI 

? ，맴재조회권인 VAACHAR2(1) 권한 
? 시용자를.권안 VMCHM2I1I 권한 
? Al융g수정권안 VARCHAR2I1I 컨안 

::1끄u.정 
직필힐헌호깅돼CHARα이 원언호 IFKI 

? 얻양잉 11' NUMBERll.2IlI' 1 
? ~엉성12' NUMBER∞ ∞1'1 
? 입).강도 NUMBE머m~ 강g 
? 엉.지수 NUMBE메 10，~ 지수 
? 깨U농도 NUMBE비1O，~'~S' 
? 액 118711잉 pH' NUMBER(10 21 pH 
? ~“생IV’“지↑ DATE 밑자 
? 엉밑생톨 g가밑 자2: DATE 얼자 
? 암*강도 *정밑지 DATE 밑자 

:r흥같 
다동큼효E.: V굶CHAR띠[효르 

? 등극밍칭 V얘 CHAA2( ll): ~엉 
? 를쿄t영 V얘CH뻐 21 1\5)'0:영 

’ i애I1곁콩르VMCHMI10J 김트 

? ~f>t!"1엄영!l VMCH 얘~Il) 명칭 
? ~때tlli Oi영 V얘 CH얘~155) 잉염 

•• 카--← --j-••----

? 헤끼"，엉코드 VARCHARIIOI' il 드 

? 빼기.딩엉멍엉 V쩌CHAA2(lJ) 영영 

? 가연 잉α부 VARC서M2( II' 1ll잉 
? .2.1적얻태묘드 VARCHARI↑이 E드 (FKI 

? 내투자n체코르고굶CHARí1이효르 

? 내넌차엄에엉엉 VARCHAR2(lll 명칭 
’ 내잉차R에‘;영 VMCHM2I2'55I';영 

η‘i생 
? 링생 코드 VAACW',Iì (l Dl 코드 

’ 월생잉칭 VMCHAR~ J11 영칭 
’ 잉영 QI~: VMCHAA낀2\51 임영 

? &련언효 VN\tH N1121l1' ~얻언효 IFl<) 

? 씨표장\1자 DATE 밑지 
’ 포잉용기 &련언효 VARCHAiì(.ll) 밑런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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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표르V굶CH얘(↑m 효르 

? 용끼영칭 V얘CH얘긴 111 영정 

? 용기구"， VARCH얘2111 구! 
? 외를적 NUMBERI1 0，낀 루미 

? 내§쩍 NUMBERI1 0 긴 "'W 
? 제~ VARCh쩌1 21I1'ij짙 

? 가~，.gDl얻 V뻐CH 이R1( I) 며잉 

’ 용끼힘 EH: VAflCH뻐 Illl'l잉태 

? 반김끼 NUMBE에10.21 반감기 
? 빈강기UNIT: VAACH매2( 10) 단예 

? l!탕 NUMBER(1l,2O) 공 
? ~ID역gα잉 VMCHAR2! 11 대부 
? YDf연§α루 VARCHAR2111 대루 
? 에타인§α루 VAACH얘 2111 이루 

? 용틀기 11얻§α루 VÞilCHAR2( U 여투 
? 엑를엉잉성lα.!;'" VAACH ‘ R2I II' 01 잉 
? .I"~기찌며루 VARCI1AA이1) :01잉 

? 양사회~~Iα부 VAFlCH뼈~I) 여잉 
? 욕소q융~~ νAACHAR2( l) 대킹 

? 덩자잉ttl l!Jl루 VARCHAR1( 1) 미5 
? 원X뻔호 NUMBER(31 잉자번호 
? ~g~영 VARCHAA 2(1) 대걷 

→~i~잠 

(, &런연효 VAJì CHAA(2!l) 밑련언호 IFK) 

, ~장워치 I/AACH N1 (~ι) 위져 

? 시 ~il르 V얘 CH Nì(iQ):.i!드 IFl<) 

? ~""‘ ìif: DATE: iP'J 



제 5 절 표준화 된 압출력 모렐 절계 

가. 통합시스템 구성체계의 표준 프로토콜 몇 사용언어 선정 

(1) 표준프로토펼에 대한 가초조사 및 적용성 검토 

(가) TCP!IP 프로토콜 

TCP와IP， UDP(User Datagram ProtocoD , ICMP(Intemet Control Message 

ProtocoD ,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D , RARP(Reverse ARP) 등 관련된 

프로토찰을 통칭 Berkeley 대학의 소켓과 AT&T의 TLI(Transport Layer 

Interface), Windows Socket( 윈속)으로 구현한다. 

최초의 패컷 데이터 통선망은 미국의 국방성에서 1968년에 구축한 

ARPANET이다. 

ARPANEτ에서 임의의 서브네트원을 통해 접속된 장비들의 종점간 연결 

과 라우팅찰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 국방성에서 제정한 프로토콜이 TCP!IP 

프로토콜이다. 

TCP!IP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주요 두 프로토콜은 IP와 TCP이다. 

1993년 이 후에 는 TCP!IP에 기 반한 WWW(World Wide Web) 서 비 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TCP따〕는 이제 컴퓨터 통신망의 실칠적인 표준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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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 프로토콜은 네트워액세스 계층， 인터넷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응 

용 계층의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CD 네트워 액세스 계층 :IP 패킷의 물리적인 전달을 담당하는 서브네트원 

기능을 제공하며 dial-up 회선， LAN, X.25 패킷망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 인터넷 계층: 비연결형 서비스 즉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호스트 사이에 

P 패킷을 전달하는 가능과 라우팅 등을 수행한다. 
3 트랜스포트 계층: 호스트 사이의 종점간 연결을 제공하고 종점간의 데 
이터 전달을 처리한다.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에는 TCP와 UDP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다. 

TCP: 선뢰성 있는 즉 재전송에 의한 오류제어와 흐름제어를 하는 리
디
 

트
 

스
 

(stream) 형태의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File Transfer Protocol(FTP)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송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그런 프로그램을 동칭하기도 한다. FTP를 이용하 

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데이터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용량이 큰 파얼도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다. 파일을 송수선할 

때에는 정당한 자격 즉 원격 호스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ID 

와 패스워드(password)가 있어야 원하는 원격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는 패스워드가 없어도 접속할 수 있는 공개 FTP 호스트가 있 

다. 이러한 FTP 호스트를 Anonymous FTP라고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이 

러 한 Anonymous FTP는 수천 개 에 이 른다. 사용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도 

anonvmous라는 ID와 패스워드로 자신의 Eτnail 주소를 설정하면 원격지 

호스트에 접속하여 파일을 쉽게 송수선할 수 있다 

(다) TELNET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의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때 지원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인터넷 사용자는 텔넷을 이용하여 전세계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물론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려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 

는 사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텔넷 응용서비스가 매 

우 효과적인 이유는 거리에 관계없이 쉽게 원격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텔넷도 다른 TCP!IP 프로토콜의 인터넷 응용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고유의 포트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텔넷은 23번이라는 고유 포트번호를 가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번호를 사용하지만 특별한 게임이나 채팅 등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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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번호를 사용 별도의 비스 제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디버깅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 라) SimpleMail Transfer Protocol (SMTP) 

인터넷에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이용되는 표준 프로토콜 

(마) Hyper Text 

인터넷에서 

신규약이따. 

그림을 상호 

라도 하나의 

다. 

http는 1989년 팀 버너스 리 (Tim Bemers Lee)에 의하여 처음 설계되어 

인터넷을 통한 월드 와이드 웹 (World-Wide Web) 기반에서 전 세계적인 

정보공유륜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http의 첫 번째 버전은 인터넷을 

통하여 까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단순한 프로토콜이었으나， 

데이터에 대한 전송과 요구응탑에 대한 수정 등 가공된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토콜로 개선되었다. 

인터넷 주소를 지정할 때 ’http://www .... '와 
되는 인터넷 주소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리하라는 뜻이다 

Transport Protocol (HTTP)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문서를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 

하이퍼텍스트는 문서 중간 중간에 특정 키워드를 두고 문자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결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문서라 할지 

문서인 것처럼 보이변서 참조하기 쉽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 

시작 

처 

것은 www로 

통신규약으로 

같이 하는 

교환을 http 

(바) UDP: 재천송이나 흐름제어가 없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 집합인 TCP!IP의 기반이 되는 프로토콤의 하나. 

TCP!IP에서는 망 계품(OSI의 저113 겨1 층에 해당) 프로토콜인 IP와 전송 계층 

(OSI의 제4계층에 해당) 프로토콜인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또는 사용 

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CUDP)의 어느 하나를 조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 TCP에서는 세션(접속)을 설정한 후에 통신을 개시하지만， UDP에서는 

세션을 칠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상대의 주소로 송출한다. 

UDP의 특정은 프로토콜 처리가 고속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TCP와 

오류 정정이나 재송선 기능은 없다. 신뢰성보다도 고속성이 요구되는 

미디어 장용 등에서 일부 사용된다 

같이 

멀티 

1 
4 

4 
]



표 2.20 TCP!IP 프로토콜의 종류 

표로토콜 명 기능 

FTP (File Transfer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을 솜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로토콜이다. FTP를 이용하면 용량이 큰 파일도 빠르게 송수신할 
Protoco l) 

수 있다. TCP포 E 번호 21 번을 사용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의 호λE 컴퓨터에 접속할 때 지원되는 

TELNET 
프로토콜이다. TELNET을 이용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원격시 λ템에 

접근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TCP 
포 E 번호 23번을 사용한다. 

SMTP (Simple Mail 인터넷에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이용되는 표준 E로토콜이다. 

Transfer Protoco l) TCP 포돈변호 25번을 사용한다. 

인터넷에서 하이퍼텍A트 (hypertext) 문서를 교환하기 위하여 

HTTP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하이퍼텍 λ트는 문서 중간 중간에 특정 

(Hyper Text Transport 
키워亡를 두고 문자나 그림을 상호 유기적。로 결합하여 

연결시킴。로써. 서로 다른 문서라 할지라도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Protoco l) 

보이면서 참조하기 쉽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TCP 포 E 번호 
80번을 사용한다. 

(2) 각 기관별 적용 가능한 프로토콜 사전조사 및 분석 

(가) 기관별 적용가능 프로토콜 

관련기관 전체가 방화벽을 갖추고 있어서 거의 모든 프로토콜이 적용이 어렵고 

단지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는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HTTP프로토콜만 가능하 

다. 단， KINS에 존재하고 있는 RASIS , CARE, IERNet 같은 시스템들은 내부 네 

트원 안에 있어 대부분의 프로토콜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FTP 같은 다른 프 

로토콜들도 전혀 볼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기관 보안 규정상 보안을 풀고 일 

정한 포트를 열어주는 일은 쉽지 않다. 설령 포트를 연다고 해도 완벽한 보안을 

하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일반적인 HTTP프로토콜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2.21 기관별 적용 가능한 프로토콜 현황 

E로토콜 FTP UDP Telnet Http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울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원자력연구소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원자력환경기술원 (RASIS) 가능 가능 가늘 가능 

CARE. IERNet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전 프로토콜 적용 가능 시스템 

원자력환경기술원(RASIS) ， CARE, IERNet 

HTTP 프로토콜 적용 가능 시스템 
q 
/ ]

4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R\i\매1) ， 원자력연구소(RA \i\매l1S) ， 한전원자력연 

료주식 회 사(ERP System) 

(나) 기관별 실제 적용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R\i\매1) ， 원자력연구소(RA\\대1IS) ，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ERP System) , 원자력환경기술원(RASIS) ， CARE, IERNet 

FTP 프로토콜 

원자력환경기술원(RASIS) ， CARE, IERNet 

나. 압력방안 

(l )XML 도입에 관한 SGML, HTML, XML의 비교분석 

(가) SGML 

XML이라는 새로운 웹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언어인 SGML, 그리고 

HTML과 XML의 관계를 통해 간략하나마 XML의 개념에 대해서 얄아보 

아야 한다. 

SGML의 정 의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은 장치 

에 독립적으로 문서의 내용이나 구조를 정익하기 위하여 markup을 이용하 

눈 문서 기 술 언 어 로서 1986년 국제 표준 기 구 (ISO Intemational 

Standardiz파ion Organization)에 서 국제 표준(ISO 8879:1986)으로 제 정 되 었 

다. 

※ markup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 전체 문서에서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 

는지를 표시하는 표식 

Meta언어로서의 SGML: SGML은 문헌이나 문서의 표준포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파 문서의 다양성을 정의할 수 있는 일종의 meta언어이다. 즉， 

푼서가 표펀하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정보듭을 markup을 이용하여 표현함 

으로써， 정보의 공유와 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적 markup 언어이다. 

특정 fomlatter가 필요 없는 SGML: SGML 문서 는 절차적 markup이 아 

니 라 기 술적 인 markup을 이 용함으로써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 어 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이 기종간에서도 장치 (formatter) 에 독립적으로 

푼서를 교환할 수 었다 

전자문서익 교환을 위하여 기존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경우 특정 문 

서 편집 시스템 (formatter)이 아주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사용되 

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시스템 버전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포뱃변환을 해야 

되며， 특정 시스템에 독립적이지 못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기가 불편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문서의 저장 형태가 각 시스템마다 독자 

적인 표현 형식을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의 문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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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문서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의 외형과 위치의 차이에 의해 표현되 

고 있다. 그러나 외형 정보만으로는 문서의 정확한 구조적 정보를 전달하 

지 못하게 되어， 전자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및 공유가 어렵게 된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서 정보를 분석하여 계층적인 논리구조 

관계를 갖는 객체(장， 절， 항， 단락， 표제 등)들을 뽑아내고 이들을 이용해 

서 문서틀 표현하는 것이다. 즉， 문서를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정의함으로 

써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적이고 통일된 문서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다. SGML은 문서 정 보의 markup으로 논리 적 구조를 표현하도 

록 하고 있어 임의 복잡한 문서와 데이터 유형을 갖는 문서를 자유자재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SGML의 장단점 

@ 장 점: 

다양한 형식의 문서구조들을 지원한다 . 

. 공개된 표준 체계이다 

. 하드워l 어나 소프트워l 어에 종속되지 않고 새로운 application에 개방적이다 . 

. 유연한 문서구조를 갖고 있다. 

@ 단 점 : 

. 사용법이 복잡하며 따라서 application 개발이 어렵다 . 

. 현재까지 SGML을 완벽히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없다. 

(나)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HTML의 개요 

CD 방대한 옵션과 복잡한 SGML의 응용으로서， 웹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서유형을 정의한 SGML DTD 중 하나에 불과하다.HTML은 제목， 문 

단， 목차， 그림 등과 하이퍼텍스트와 별티미디어 지원을 통해 간단한 문 

서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고정된 문서형식정의 (DTD)이다. HTML 
태그(tag)는 정의된 DTD의 구성요소(element) 이며， 각 웹 브라우저는 

표준화된 HTML DTD와 스타일정보를 내장하여 HTML 문서를 사용자 
에게 적절히 해석하여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2)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문서 내에서 어떤 태그(tag)를 쓸 

수 있고， 태그들이 문서 안에서 어떤 순서로 나타나야 하며， 다른 문서 

들 속에서 어떤 태그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떤 태그가 어떤 속성들을 

갖는지 등을 말해주는 것. 

HTML의 장단점 

@ 장 점: 

. 단순한 구조에 표현까지 지정해 주므로 손쉽게 하이퍼미디어 문서 작성 가 
'
。

@ 단 점 : 

. 고정된 태그(tag)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복잡한 내용의 충분한 표현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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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 문서를- 출력할 경우 각각의 문서를 쪼개어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기 어 

렵다. 

문서 검섹 시에 특히 각 문서를 구조화된 문서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내용 

과 무관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주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 다양한 관계 설정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링크 사용 

(다) XML 

XML은 데이터의 종류， 송선 시스템에서의 저장방식， 수선시스템에서의 

사용방식과 관계없이(특정 formatter가 없이) 데이터를 정의하고 교환할 수 

있다 

많은 클래스둡을 위하여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markup 언어를 재 정의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XML은 웹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토록 

설계된 표뜯화된 텍스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의 개 요 

φ XML의 정 의 : 98년 2월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공식 발 

표한 것으로 HTML과 같이 고정된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특 

정 응용프로그램이나 업계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markup 언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타(meta)언어의 일종이고， 

사용자 임의로 확장가능하기 때문에 extensible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v표준화된 텍스트 형식: XML은 데이터의 종류 송선 시스템에서의 저 

장방식， 수선시스템에서의 사용방식과 판계없이(특정 formatter가 없이) 

데이터찰 정의하고 교환할 수 있다. 즉 많은 클래스들을 위하여 사용자 

의 필요성에 따라 markup 언어를 재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XML은 웹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토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XML의 장단점 

CD 장 점 
. SGML의 장점과 HTML의 장점 수용 

. 다양한 겹색 지원과 검색의 효율성 증대 

. 다양한 형식의 문서구조들을 지원한다 .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새로운 application에 개방적이다 . 

. 유연한 문서구조를 갖고 었다 . 

. 사용자가 태그(tag)를 확장할 수 있어 충분한 표현이 가능하다. 

@ 단 점 

. HTML 보다 사용이 불편하다. 

m 

갱
 



표 2.22 SGML, HTML, XML의 정 의 및 장단점 

언어 정의 팡점 단점 

Standard Generalized Markup 다앙한 형식의 문서구조들을 

Language의 약자로서 SGML은 지원하며，하드웨어나 사용법이 복잡하다 

SGML 
장치에 독립적으로 문서의 소프트워|어메 종속되지 않고 Application 개 발 이 어 렵 다 . 
내용이나 구조를 정의하기 새로운 Application에 SGML을 완벽히 지원하는 

위하여 markup을 이용하는 개방적이며 유연한 문서구조를 브라우저가 없다. 

문서기술 언어이다. 가지고 있다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고정된 태그(Tag)만을 

약자로서 방대한 옵션과 복잡한 
단순한 구조에 표현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복잡한 

SGML의 응용이 다. HTML은 
지정해 주므로 쉽게 

내용의 충분한 표현이 

HTML Hyper Text와 멀티미디어 지원을 
하이퍼미디어 문서 작성이 

어렁고 긴 문서를 출력할 

통해 간단한 문서들을 표현할 수 
가능하다. 

경우 각각의 문서를 쪼개어 

있게 해주는 고정된 문서형식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기 

정의이다. 어렵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로서 HTML과 같이 고정된 

SGML의 장점과 HTML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장점을 수용하여 다앙한 형식， 

XML 
특정 응용프로그램이나 업계의 

검색 지원과 검색의 효율성을 
HTML보다 구조가 복잡하여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이 불편하다， 

자신만의 markup 언어를 설계할 
증대시킬 수 있다.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적이다. 

메타(meta) 언어의 일종이다 

(라) SGML, HTML, XML의 상호비교 

아래 표 2.23에 제시된 SGML, HTML, XML의 상호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XML은 SGML과 HTML의 장점음 두루 갖고 있어 문서 교환 표준으로서는 적당 

하다. 단， 코딩이 어렵고 시스템 개발 이후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데이터 수집이 빈번한 WACID에 적용이 되면 다음절에서 제시된 많은 장점을 삼 

릴 수 있을 것이다. 

표 2.23 SGML, HTML, XML의 상호비 교 

비교항목 SGML HTML XML 

Tag 사용 
무제한적 제한적 SGML보다는 제한적 

사용자 정의 가능 사용자 정의 불가늘 사용자 정의 가능 

문서의 
가능 불가능 가 능 

재사용 

방대한 내용과 구조를 요하 
단순한 구조의 문서 

방대한 내용과 구조를 요하 
응용분야 

는 기술적인 문서 및 전자 
및 내용이 너무 길 

는 기술적인 문서 및 전자 
지 않은 문서 

간단하고 용이함 
SGML을 단순화시켜 편리하 

문서작성 매우 복잡함 논리적 구조 작성의 
게 작성 가능 

어려움 

문서검잭 
정확한 검색이 가능 효과적인 검색 어려 정확한 검색이 가능 

문서구조에 대한 검색 가능 E < :5> 문서구조에 대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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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XML의 도입효과 

정보교환의 효율성 증대 

XML은 데이터 소스 접근 성이 탁월하며， 데이터 배포를 간소화해주고 데이 

터 교환을 최 적 화 할 수 었다. 

인터넷 환경의 고려 

XML은 웹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기 때문에 XML에는 인 

터넷상의 정보 전달을 위한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XML을 이용 

하는 문서 작성 사 필요하다면 URL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XML브 

라우저 등 XML을 위한 소프트워l 어는 URL을 마치 HTML의 링크를 접근하 

듯이 할 수 있는 가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용이 

XML은 인터넷 사용자가 웹 콘텐트의 작성을 비롯해 관리， 접근을 용이하도 

록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지원 

HTML은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의 지원 불가능 

하나 XML은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 조작할 수 있는 특 

정이다. 

정보 겸색의 용이 

XML이 표준화되면 정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인터넷 검색이 지금보다 훨 

씬 빠트고 정확해지는 효과와 검색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접속으 

로 인한 웹서버의 부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XML의 정보검색 

분야 이용 시 검색의 지연이나 오류， 인터넷 비즈니스에 펼수적인 보안과 정 

보교환의 불편 뚱 많은 문제의 해결 가능해진다. 

다. 출력방안 

(1) 출력파엘의 형식 

(가) WACID 홈페이지 화면출력 

수집된 관계기관의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화면에 표현한다. 

기본적으로 시섣정보를 중심으로 각 분류별로 출력하며 차트나 그래프 등의 기능 

을 이용해 기관간 비교도 가능할 수 있는 화면도 제공한다. 

시설별 현황출력 

화면 출력은 분기보고자료가 기준이 되며 분류 항목에 따라 월별， 년별 화면 

출력 정보도 제공되고 기간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는 화면 즉 그래프， 차트 

표현도 가능하다. 

항목별 현황출력 

중저준위폐기물의 폐기물 저장용기자료， 액기체 유출물 월별 배출자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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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화면출력을 말하는 것으로 화면 어디에서든지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 

는 링크률 이용해 세부정보를 불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 화면출력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요약보고서， 표준보고서 사용자정의 보고서의 형태로 

화면출력을 한다. 실제 각종 보고나 검색한 시에 보고서를 파일로 출력하기 

전 검증할 수 있는 화면이다. 

(나) 파일 출력 

파일 출력은 각종보고서나 그래프 차트 등의 출력 가능한 자료들을 Adobe 

Acrobat의 OO.PDF 파 일 형 태 나 Microsoft Excel의 OO.XLS 형 태 의 파 연 로 출 력 할 

수 있는 가능을 제공한다. 이 가능은 사용자가 문서 작성 및 각종보고 시 손쉽게 

자료를 제공받아 특별한 수정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파열을 수정이 볼가능한 형태로 저장하여 단순히 검증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출력보고서 분류체계 

WACID에서 취급하게될 방사성펴l 가물 판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용도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가공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서는 WEB을 통해 관련 자료플 출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 및 출력 보고서의 

형식을 도출하고， 데이터의 등급에 따픈 출력자료의 수록범위를 결정하였다. 

사용자 입장에서 DB에 저장된 자료틀 가장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정해진 형식의 보고서 파일갚 생성하여 WEB플 똥해 사용자가 다운로드 

하는 방안윤 고려힐 수 있다. 그라나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파얼 

음 사전에 생성하는 것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사용자가 옵션을 선택하 

여 DB에서 직접 데이터만을 추출/가공하는 방법은 원하는 자료만음 선별적으로 

도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라나 매번 모든 출력보고서를 DB에서 추출하 

여 가공할 경우 시스템의 부하가 증가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처음 접속하는 사용 

자 및 사용법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사용자의 정보요구와 활용빈도에 근거하여 

WACID에서 제공하는 출력자료를 (1) 요약보고서， (2) 표준보고서， (3) 사용자정 
의보고서 등의 3종으로 구분하였다. 각 출력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요약보고서 

전국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등 일반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종합적인 자료를 사전에 정의된 형식에 가공한 것으로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보고서이다. 

(나) 표준보고서 

-98-



요약보고서에 비해 보다 상세하게 분류된 자료로 구성된 보고서로 요약보고서에 

비해 활용빈도는 다소 낮지만，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펼요로 하는 사용자의 요구 

를 충족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사전에 주기적으로 파일 형태로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다) 사용자정의보고서 

일반적인 사용자 측면에서 활용빈도는 낮지만 사용자가 옵션을 선택하여 원하는 

심층정보를 추출하여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이다. 사용자정의보고서는 사전에 생 

성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정의하는 형식에 따라 DB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생성 

된다. 

(3) 요약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연보에 수록된 요약정보를 조사하 

고 이로부터 WACID에 구현되어야 할 요약보고서 출력체계를 도출하였다. 요약 

보고서 체계의 모출에 활용된 참고자료는 표 2.24와 같다. 

표 2.24 요약보고서 체계 도출 시 참고한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보고서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보고서 

Integrated Data Base Report 1995: U.S. Spent Nuclear Fuel and Radioactive 
미국 Waste Inventories, Projections , and Characteristics, DOE/RW-0006, 

Rev.1 낀( 1996) 

캐나다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in Canada, LLRWMO-GN-TR- 99-037( 1999) 

II ECJ4 A‘ 
DE U~ MISSION SUR LA METHODOLOGIE DE L’ INVENTAIRE DES DECHETS 
RADIOACTIFS(2000) 

표 2.24의 참고자료에 대한 검토룹 통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될 WACID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발생， 처리， 저장 및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요약자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것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 원자력이용시설의 허가 종류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 

황에 대한 요약자료， WACID 개별모둘에서 관리되는 대상 폐기물별 관리현황에 

대한 요약자료， 또한 각 원자력이용시설 부지의 방사성페기물 관리현황 요약자료 

등을 요약보고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2.2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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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대분류 세부 항목 보고서 번호 

국내 방사성폐기물 
드CE그동 tj} S1.0 

관리현황 요약자료 

허가종류 종합 S2.0 
발전용원자로 S2.1 
연구용원자로 S2.2 

2 
허가 종류별 밤사성폐기물 교육용원자로 S2.3 
관리현황 요약자료 사용우핵연료처리사업 S2 .4 

핵연료가공사업 S2.5 
방사성펴|기물펴|기시설 S2.6 

기타 S2 .7 
관리대상 종합 S3.0 
중저준위폐기울 S3.1 
동위원소폐기물 S3.2 

관리 대상멸 방사성펴|기물 
사용우핵연료 S3.3 

3 액체유줄물 S3.4 
관리현황 요약자료 

기처|유줄물 S3.5 
소외주민선량 S3.6 
영구처분 S3 .7 

JI 타 S3.8 
부지 종합 S4.0 
고리부지 S4.1 
영광부지 S4.2 

4 
부지멸 밤사성폐기물 월성부지 S4.3 
관리현황 요약자료 울진부지 S4.4 

대전 덕진동 부지 S4.5 
서울 공릉동 부지 S4.6 

기타 S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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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보고서 

표준보고서에서는 요약보고서에 비하여 보다 정보를 보다 세분화하여 출력하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기본적인 보고서의 분류기준은 “데이터 모률” 및 “개별 시설” 

로 설정하였으며， 표 2.2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개별 데이터 모률에서는 발생량， 

누적 재고량 등 모율별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를 도출하였다. 최종적 

으로 모률별 데씨터는 폐기물 종류별， 부지별， 시설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개별 표 

준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체계를 도출하였다. 

표 2.26 표준보고서의 분류체계 (4 중 1) 

구분 대닙근 L!: TT 
그‘:: l:;;;:;I ë프 
ε5 i!.:-rr 소닝근 

i!: -n- 흩〈:〉}g --프1 보고서 번호 

폐기물 종류별 P-Ll -G-1 
부지멸 P-Ll -G-2 

발생량 시설멸 P- Ll -G-3 
연도멸 P- Ll -G-4 

예즉 데이터 P-Ll-G-5 
품저준위 폐기물 종류멸 P- Ll -A-1 
펴|기물 」저 

부지별 P- Ll -A-2 
,-, 

시설별 P-Ll -A-3 
재고량 

연도별 P-Ll -A-4 
예측 데이터 P-Ll -A-5 

폐기물 방사선학적 데이터 P-Ll -C-1 
특성 자료 비방사선학적 데이터 P- Ll-C-2 

폐기물 종류별 P-RI-G-1 
dε긍}λ 〈그H E C3t 연도별 P-RI-G-2 

예즉 데이터 P-RI-G-3 
둠위원소 

-」「저-， 
폐기물 종류별 P-RI-A-1 

펴|기울 연도별 P-RI-A-2 
데이터 

재고랑 
예즉 데이터 P-RI-A-3 

모둘별 폐기물 방사선학적 데이터 P-RI-C-1 
특성 자료 비방사선학적 데이터 P-RI-C-2 

폐기물 종류별 P-DC-G-1 
닐g= } λ <=H> a <:>t 시설멸 P-DC-G-2 

해처| 연도별 P-DC-G-3 
폐기울 」저 펴|기물 종류멸 P-DC-A-1 

,-, 
시설별 P-DC-A-2 

재고량 
연도별 P-DC-A-3 

핵연료 종류별 P-SF-G-1 

디ε근} λ C:H> a ζ그t 
부지멸 P-SF-G-2 
시설별 P-SF-G-3 

예즉데이터 P-SF-G-4 
사용후 핵연료 종류멸 P-SF-A-1 
핵연료 -」「저-， 부지별 P-SF-A-2 

재고량 시설별 P-SF-A-3 
예즉데이터 P-SF-A-4 

폐기물 망사선학적 데이터 P-SF-C-1 
특성 자료 비방사선학적 데이터 P-SF-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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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표준보고서의 분류체계 (4 중 2) 

구분 대분류 :E15:: I t=Ei: 주 :=쿠1 ~‘- ti E곤 =TT 항목 보고서 번호 

부지멸 P-LE-V-1 
배출체적 시설별 P-LE-V-2 

연도멸 P-LE-V-3 
부지멸 P-LE-A-1 

액체유출 배출밤사 
시설별 P-LE-A-2 

긍。긍 '--
‘二그 

연도별 P-LE-A-3 
부지별 P-LE-D-1 

소외주민 
시설별 P-LE-D-2 

선량 
연도별 P-LE-D-3 
부지별 P-GE-V-1 

배출체적 시설멸 P-GE-V-2 
。~~~성 P-GE-V-3 
변:l:1 멸 P-GE • A-1 

기체유출 배출방사 
시설별 P-GE-A-2 

물 '--
= 

연도별 P-GE-A • 3 
부지멸 P-GE-D-1 

소외주민 
시설별 P-GE-D-2 데이터 선랑 

-[」그 돋 ζ폭;:t: 드여극 연도별 P-GE-D-3 

(계속) 인도량 
기관멸 인도랑 P-DS-C-1 

(계속) 연도멸 인도량 P-DS-C-2 
기관멸 인수랑 P-DS-R-1 

이，-，-λT- E C그t 
연도별 인수량 P-DS-R-2 

영구처분 며|기울 종류별 처분량 P-DS • D-1 
기관멸 처분량 P-DS • D-2 

처분량 연도멸 처분량 P-DS-D-3 
처분 방사늘 데이터 P-DS-D-4 
예측 데이터 P-DS-D-5 
조=c 근rr 벼 E르 」λ← 그 →「} a c=>t P-IC-1 

~j↓、- 그 →기} 
연도멸 소각량 P-IC-2 

발생기관별 소각량 P-IC • 3 
-기-'--、 그 2，'-;1:、H λ < =H1 / c=r>i a C:1t P-IC-4 

기타 폐기물 좀류별 수량 P-CL -1 
자체처분 방법별 수량 P-CL-2 

자체처분 연도멸 수량 P-CL-3 
부지별 수량 P-CL-4 
시’서금벼E 수 T→랴。 P-C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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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표준보고서의 분류체계 (4 중 3) 

구분 대분류 E 그5I Z t:rj f ;:f1 .1‘- E iI브; T ET프 -<:}, g--프1 보고서 번호 

고리 제 1 발전소 P-PR-K-1 
고리 원전 1 호기 (고리 제 1 발전소) P-PR-K-2 
고리 원전 2호기 (고리 제 1 발전소) P-PR-K-3 

고리 제 2 발전소 P-PR-K-4 
고리 원전 3호기 (고리 제 2 발전소) P-PR-K-5 
고리 원전 4호기 (고리 제 2 발전소) P-PR-K-6 

신고리 제 1 발전소 P-PR-K-7 
신고리 원전 1 호기 (신고리 제 1 발전소) P-PR-K-8 

고리부지 
신고리 원전 2호기 (신고리 제 1 발전소) P-PR-K-9 

신고리 제 2 발전소 P-PR-K-10 
신고리 원전 3호기 (신고리 제 2 발전소) P-PR-K-11 
신고리 원전 4호기 (신고리 제 2 발전소) P-PR-K-12 

저11 저장고 P-PR-K-13 
저12저장고 P-PR-K-14 
저13저장고 P-PR-K-15 
저14저장고 P-PR-K-16 

영광 제 1 발전소 P-PR-Y-1 
영광 원전 1 호기 (영광 제 1 발전소) P-PR-Y-2 

시설별 
발전용원 영광 원전 2호기 (영광 제 1 발전소) P-PR-Y-3 

2 
자로 영광 제 2 발전소 P-PR-Y-4 

영광 원전 3호기 (영광 제 2 발전소) P-PR-Y-5 
영광부지 영광 원전 4호기 (영광 제 2 발전소) P-PR-Y-6 

영광 제 3 발전소 P-PR-Y-7 
영광 원전 5호기 (영광 제 3 발전소) P-PR-Y-8 
영광 원전 6호기 (영광 제 3 발전소) P-PR-Y-9 

저11 저장고 P-PR-Y-10 
저12저장고 P-PR-Y-11 

울진 제 1 발전소 P-PR-U-1 
울진 원전 1 호기 (울진 제 1 발전소) P-PR-U-2 
울진 원전 2호기 (울진 제 1 발전소) P-PR-U-3 

울잔 제 2 발전소 P-PR-U-4 
울진 원전 3호기 (울진 제 2 발전소) P-PR-U-5 

울진부지 울진 원전 4호기 (울진 제 2 발전소) P-PR-U-6 
울진 제 3 발전소 P-PR-U-7 

울진 원전 5호기 (울진 저1 3 발전소) P-PR-U-8 
울진 원전 6호기 (울진 제 3 발전소) P-PR-U-9 

저11 저장고 P-PR-U-10 
저12저장고 P-PR-U-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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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I 2단겨| I 출력 옵션 c 설명 

사용후핵연료 ) [ 발생량 부지 부지목록 

발생시설 발생 시설목록 

핵연료 종류 핵연료 종류 목록 

소L二사C그대ι-'1-받「 모두/건전/손상 

줄력 시작년도 연도 

줄력 종료년도 연도 

밤사능 구분 종밤사늘/핵종멸망사능 
L •• 

저장량 부지 부지목록 

저장시설 저잠 시설목록 

핵연료 종류 핵연료 종류 목록 

소I二;사 C그대 ν1 -며，- 모두/건전/손상 

줄럭 시작년도 연도 

줄력 종료년도 연도 

저장기술 습식/건식 

건식저장방법 건식저장방법 목록 

밤사늠 구분 종망사능/핵증멸망사능 

그림 2.19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1 단계 11 2단겨l I ( 출력 옵션 

액체유출물 1 r 배출량 부지 

배줄시설 

배줄체적 

배줄망사늘 

줄력 시작년도 

줄력 종료년도 

기체유출물 1 r 배출량 부지 

배줄시설 

배줄밤사능 

줄력 시작년도 

출력 좀료년도 

환경정보 lr 환경정보 부지 

시설 

액체배줄 소외선량 

기체배줄 소외선량 

부지선량 

대기확산인자 

줄력 시작년도 

줄력 종료년도 

3단계 

r== 설명 

부지목록 

시설목록 

(선택) 
방사능목록 

연도 

연도 

부지목록 

시1 서E르모---，로---， 

밤사능목록 

연도 

연도 

부지목록 

시설목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연도 

연도 

그림 2.20 액체/기체유출물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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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I 2단체 
출력 옵션 「 설명 

| 동위원소페기물 11 ^~~할 부지 부지목록 

저장시설 저장시설목록 

발생원인 발생원인 목록 

폐기울 구분 밀봉선원/개봉선원 

폐기물 종류 폐기물 종류 목록 

가연성 여부 모두/가연성/비가연성 

출력 시작년도 연도 

줄력 종료년도 연도 

방사능 구분 총밤사능/핵종별방사능 

예측결과 저장시설 저장시설목록 

연발생량 Y/N 

-」「 저-「 E C그t Y/N 

쏘화 예상시점 연도 

폐기울 구분 밀봉선원/개봉선원 

펴|기울 종류 폐기물 종류 목록 

예측 시작년도 연도 

예측 종료년도 연도 

그림 2.21 똥위원소폐기물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l 1 단겨 2단거| 

해체폐기물 I [ 디}λH ~~ 
g긍 C그 ζ그 

출력 옵션 

부지 

발생시설 

줄력 시작년도 

줄력 종료년도 

밤사능 구분 

3단계 

설명 

부지목록 

발생 시설목록 

연도 

연도 

총방사능/핵종별 방사늘 

그림 2.22 해체폐기물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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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I 2단계 I 출력 옵션 r= 설명 

영구처분 1 r 인수량 부지 부지목록 

발생시설 반~~ A' 선 i 모「로「 

발생원인 발생원인 목록 

폐기물 등급 HLW, 니LW 

펴|기물 종류 폐기울 종류 목록 

가연성 여부 모두/가연성/비가연성 

줄력 시작년도 연도 

줄력 종료년도 연도 

방사능 구분 종방사능/핵종별방사능 

처분량 부지 부지목록 

발생시설 발생 시설목록 

발샘원인 발생원인 목록 

-」「 저-「 a C그t (선택) 

폐기물 등급 HLW, Ll LW 

펴|기물 종류 폐기물 종류 목록 

가언성 여부 모두/가연성/비가연성 

줄력 시작년도 연도 

출력 종료년도 연도 

밤사능 구분 종방사능/핵종별방사늠 
」←

그램 2.23 방사성페기물 처분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1단계 I 2단겨l I 3단겨| 

출력 옵션 철명 

IC뿔 대상부지 부지목록 

대상시설 시설목록 

문반울 중저준위폐기물/사용우핵연료 

폐기물 등급 HLW, Ll LW 

펴|기울 종류 폐기물 종류 목록 

가연성 여부 모두/가연성/비가연성 

줄력 시작년도 연도 

줄력 종료년도 연도 

방사늘 구분 종밤사능/핵종별 밤사능 

그림 2.24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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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사용자정의보고서 출력옵션 프로토타입(제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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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보고서형식 

(가) 방사성폐기물 협약 국가보고서 

2002.09월 16일 우리나라는 IAEA 방사성폐기물 안전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매 3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본 연구의 중간결과물은 국 

가보고서 초안의 작성 초기에 각종 수치데이터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반영되었으 

며， 2003.04월 현재 동 국가보고서는 최종안이 완성된 상태이다. 주기적으로 작성 

될 국가보고서의 특성상 보고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며， 주 

로 수치 데이터의 갱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 

후 국가보고서 작성 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WACID 시스템에서 국가보고 

서에 포함될 주요 수치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03.04월 현재 작성된 국가보고서 초안을 기준으로 WACID에서 확보해야 할 수 

치 데이터 출력항목은 다음과 같이 표 2.2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28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에 대한 국가보고서 테이블 출력양식을 도시한 것이다. 

표 2.27 국가보고서 기술 내용 중 WACID에서 출력기능의 확보가 요구되는 항목 

테이블 번호 제목 

Table 0.1-1 Inventory of spent fuel stored in NPPs 

Table 0.1-2 Inventory of spent fuel in the storage pool of HANARO 

Table 0.1-3 Inventory of spent fuel in the storage pool of PIEF 

Table 0.2-1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stored in NPPs 

Table 0.2-2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stored in the KAERI 

Table 0.2-3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stored in nuclear fuel fabrication facility 

Table 0.2-4 Inventory of radioisotope waste stored in the radioisotope 

Table F.4-2 Annual release of liquid and gaseous radioactive waste from NPPs 

Table F.4-3 
Annual release of liquid and gaseous radioactive waste from nuclear fuel 
fabrication facility 

Annex A-1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for NPPs 

Annex A-2 Characteristics of the spent fuel storage pool in HANARO 

Annex A-3 Characteristics of the spent fuel storage pool in PIEF 

Annex 8-1 Storage facilities for Ll LW in NPPs 

Annex 8-2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for NPPs 

Annex 8-3 Storage facilities for radioactive waste in the KAERI 

Annex 8-4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in the KAERI 

Annex 8-5 Storage facility for radioactive waste in the KNFC 

Annex 8-6 
Radioactive waste treatment system in nuclear fuel fabrication facilities in 
KNFC 

Annex 8-7 Radioisotope waste storage facility in the KHNP/NETEC 

Annex 8-8 Radioactive waste incinerator in the KHNP/NETEC 

Annex C Li st of nuclear facilities under de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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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국가보고서 초안 데이터 출력 예(사용후핵연료 재고량) 

Vohune Stored Ma피mwn Average Burn 

Facility Type 
Emidunent Up after 

Fuel 
Ton on Loading Unloading 

tκ1TU) 
Assembly (wfo) (GWd!MTU) 

Kori #1 Wξt 149 419 34-3.8 41-43 14X 14 PWR 

Kori #2 wξt 310 792 3. 4-3.8 34-39 16X 16 PWR 

Kori #3 wεt 461 1116 3.9-4.2 39-46 17X 17 PWR 

Kori #4 wet 368 872 3.9-4.2 39-46 17X17 PWR 

γonggwang #1 wet 323 772 39-4.2 39-46 17X 17 P댄TR 

γonggwang #2 wet 281 668 3.9-4.2 39-46 17X17PWR 

γonggwang #3 wet 145 352 3.8-44 35- 55 16X16 PWR 

γonggwang #4 wet 117 284 3.8-44 35-55 16X16 PWR 

γong양λrang #5 、N"et 3.8-44 35-55 16X16 P댄TR 

Ulchin #1 wet 268 620 3.9-4.2 39-46 17X17PWR 

Ulchin #2 wet 244 568 3.9-4.2 39-46 17X 17 P댐TR 

Ulchin #3 wet 73 176 3.8-44 35-55 16X16 PWR 

Ulchin #4 wet 71 348 3.8-44 35-55 16X 16 PWR 

wet 707 37,452 Natural 
7. 2 CANDU 

uraruum 
Wolsong #1 

dry 1,091 57,780 Natural 7.2 CANDU 
uraruum 

Wolsong#2 wet 485 25, 500 
Natural 

7.2 CANDU uraruum 

해Tolsong #3 wet 406 21 ,424 Natural 
7. 2 CANDU 

uraruum 

낌Tolsong #4 289 15, 236 
Natural 

7. 2 CANDU wet uraruum 

(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기보고서 형식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볍시행규칙 제 1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마다 저l출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기보고서의 형식을 해당 기관별로 도출하였다. 표 2.29 
는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정기보고 표준형식을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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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발전용원자로 정기보고 표준형식 도출결과 

해당 절 구분 내용 

개요 

2 일반 사항 

규제요건 

2 시설 개요 

3 보고내용 

배줄관리기준 만족여부 

기체유줄물 배줄현황 

2 액체유줄울 배출현황 

2 분기 소외주민선랑 평가결과 

3 고체방사성폐기물 현황 

고체폐기울 종류별 발생량 [첨부 C] 
2 고체펴|기물 누적현황 상세자료 [점부 C] 

4 방사선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경상 운전중(울시정지도 쏘함) 고밤사선작업 발생사항 

2 üH 당 발전소의 분기별 최대 μ| 폭자와 그 III 폭랑 [첨부 0] 
3 밤사선작업종사자 수와 발전소멸 종 집단선랑 [첨부 0] 

5 원자력이용시설내 방사선/능 감시 및 즉정 결과 

외부방사선랑률， 공기줌농도， 요면오염도 등 [첨부 티 

2 비정상상태에서 감시기의 경보발생 사례 

4 보중자료 

방사능 즉정방법 

2 망사성울질의 배줄관리 

뱃치 배줄실적 요약 

2 ”기타배줄*" 사례 

3 뮤줄물밤사선감시기 운전불늘상태 및 경보발생에 관한 사항 

4 문기중 대기확산인자 평가결과 

3 주요 변경이력 

ODCM 및 PCP 개정이력 
2 방사성벼|기물관리계통 설계변경이력 

4 원자로냉각재 및 2자냉각재 암사능 즉정결과 

5 분기 기상자료 분석결과 요약 

6 분기중 계획예방정비 기간 방사선안전관리 수행결과 

7 기타사항 

집단선량 즉정방법 (집단선량 산줄시 적용된 개인선량계와 판독기의 종류) I 
첨부 A 기체유줄물 상세 배줄실적 

기체유줄물 종 배줄랑 

2 기체유줄울 핵종별 배줄량 

첨부 B 액체유줄물 상세 배줄실적 

액체유출울 종 배줄량 

2 액체유줄울 핵종멸 배줄량 

첨부 C 고처1 폐기물 상세 관리실적 

고처|방사성폐기물 저장 현황 

2 고체방사성펴|기물 발생특성 

3 사용우핵연료 발생/저장 현황 

4 자체처분 실적 

첨부 D 해당 분기중 밤사선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첨부 E üH 당 분기중 작업장 방사선/능 감시 및 즉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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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유관시스템 연계성 확보방안 도출 

가. 가존 시스템 연계방안 

(1) 방사션 안전관리 시스템 (RASIS) 

(가)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정보 요소(기관， 인수， 인도， 운반， 처분 등) 조사 

RASIS에서의 WACID 이용 데이터 도출 

동위원소폐기물 관련 데이터는 산업체 및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 

원소중 사용 후 폐기의 대상이 되는 개봉선원 빛 밀봉선원 관련 정보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전에 데이터 요소룹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운영중인 RASIS 의 데이터 요소들플 기본적인 관리 

대상으로 선정 (http://rasis.kins.re.kr 참조)하고， 일차적으로 모든 동위원소폐 

기물을 RIRW 모율에 저장하되， 개봉선원 폐기물은 향후 중저준위폐기물모 

률로 정보의 이관 가능성을 고려하고， 밀봉선원 폐기물 정보는 별도로 관리 

하는 체계 모색한다. 

RASIS에서 수집할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데이터 항목 

O 기초정보: 시설명， 폐기물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신정보 

。 동위원소: 용기번호， 폐기불구분， 모델변호， 제작회사， 제조일자， 용기크기， 

폐기물유형，발생，처리 

O 동위원소 측정: 핵종， 최대표면선량율， 표면선량율， 표면오염도， 무게， 

부피， 최대농도， 최종pH 

。 폐기물 저장정보: 저장일， 저장시설， 저장위치 

。 재활용정보: 재활용기관， 반출일자， 안전검사여부， 방사능량 

O 기타 정보: 관련 문서 

(나) 주 백엽서버 구조분석 맞 데이터 저장주기， 취득방안 조사 

RASIS에서 관리하고 운영중인 여러 시스템 중에서 동위원소폐기물 관리 시스 

템과 연계하여 WACID에서 관리예정인 동위원소폐기물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예정이다.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데이터의 저장 주기는 

일반 기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주기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RASIS 

시스템은 KINS내에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한 정보 수집 방법으 

로 데이터를 전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원본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직접 검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데이터를 일정한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한 후 데이터를 W ACID Application 서버에 전송하여 수집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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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예방관리 

’‘ 

시스템 (RASIS) 구성도 그림 2.29 방사선 안전관리 

(2) 방사능방재대책 기술지원전산시스템 (CARE) 

(가) 연계대상 원전 유출물감사기 채널 및 

연계대상 유출물 감시기 대상 선정 

현재 CARE에서는 방사능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4개 원전 부지 17개 원전 

으로부터 호기 당 200 - 300여개의 원전안전변수를 20-30초 간격의 실시간 

으로 원전안전변수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CARE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기 당 200 - 300여개의 전체 안전변수중 WACID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원전안전변수 중에서 사용 가능한 방사능 감시기 데 

이터를 선정하였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노형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각 노형별로 선정된 변수를 표 2.5와 같이 도시하였다. 

웨스팅하우스 2Loop(PWR)형: 고리 1, 2호기 

웨스팅하우스 3Loop(PWR)형: 고리 3， 4호기， 영광 1, 2호기 

프라마톰(PWR)형: 울진 1, 2호기 
한국표준(PWR)형: 영광 3， 4호기， 영광 5， 6호기， 울진 3， 4호기 

CANDU(PHWR)형: 월성 1, 2호기， 월성 3,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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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WACID 연계대상 원전 안전변수 

번호 태그명 
원전안전 

(태그철명) 
후보 

Hζl:-A「 선정 

방사선 

ABHvacG R5151 고리 3호기 보조건물 배출 기체 방사능 농도 G 

2 ABHvacl R5152 고리 3호기 보조건물 배출 목소 방사능 농도 G 

3 ABHvacP R5150 고리 3호기 보조건물 배출 입자 망사능 농도 G 

4 CAERad R5140 고리 3호기 복수기 공기 추출기 방사능 농도 G 

5 CVPrgGas 
R5250. 

고리 3호기 격납건물 배출 공기 밤사늘 농도 G 
R5251 

6 CVPrgHGas R5251 고리 3호기 격납건물 배출 공기 망사능 농도 G 

7 CVPrgLGas R5250 고리 3호기 격납건물 배출 공기 방사능 농도 G 

8 FBExh R5290 고리 3호기 핵연료 건물 배기 망사능 농도 G 

9 RWGas R5130 고리 3호기 기체 펴|기물 처리계통 밤사능 농도 G 

10 RWLiq 
R5220. 

고리 3호기 액체 폐기물 처리계통 방사늘 농도 L 
R5221 

11 RWLiqA R5220 고리 3호기 액체 폐기울 처리계동 방사능 농도 L 

12 RWLiqB R5221 고리 3호기 액체 폐기물 처리계통 방사능 농도 L 

13 SGRad R5320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밤사능 L 

보조증기응축수회수탱크 출구 방사능 농도 L 

환경 

Env4D R5011 CV 고리 원전부지 4호기 소내 환경방사선감시기 E 

2 EnvBH R5009CV 고리 원전부지 비학 환경방사선감시기 E 

3 EnvC1 R5005CV 고리 원전부지 1 단지 사택 환경방사선감시기 E 

4 EnvMS R5006CV 고리 원전부지 영산초등학교 환경망사선감시기 E 

5 EnvHA R5008CV 고리 원전부지 효암회관 환경방사선감시기 E 

6 EnvlC R5004CV 고리 원전부지 전시관 환경밤사선감시기 E 

7 EnvlK R5002CV 고리 원전부지 일광 환경방사선감시기 E 

8 EnvMe R5007CV 고리 원전부지 관측소 환경방사선감시기 E 

9 EnvR1 R5001CV 고리 원전부지 1 발전소내 환경방사선감시기 E 

10 EnvWF R5010CV 고리 원전부지 징수장 환경방사선감시기 E 

11 EnvWN R5003CV 고러 원전부지 월내 환경망사선감시기 E 

(나) CARE 주 백업서버의 연계대상 요소의 위치 및 데이터 취득방안 도출 

CARE 주 백업서버의 연계대상 요소의 위치 

CARE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주로 방사능농도감시기와 소내 환경방사선 

감시기 데이터로서 폐기물저장고 주변의 방사능 농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한다. WACID에서는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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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데이터를 관리하여 폐기물 저장고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CARE 데이터 취득방안 

CARE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10-20초 간격의 실시간으로 각 발전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WACID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두를 관리할 필 

요가 없기 때문에 한 시간 평균이나 일일 평균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CARE시스템은 KINS내에 존재하고 있어 다음절에서 기술할 다양한 방 

법으로 데이터를 전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차원에 

서 데이터베이스의 직접 검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어렵고 임의의 가상 데 

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 평균 데이터를 CARE시스템에서 직접입력하고 

WACID에서 가상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취한다. 

(3)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 UJOERNet) 

(가) 연계대상 환경방사선감사가 데이터 요소선정 

현재 IERNet에서는 전국 37개 지역에서 127B 의 지방측정소와 25개의 간이 측정 

소를 운영하면서 적의 환경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IERNet에서 관리하고 있 

는 감시기 데이터 중 폐기물 저장고가 있는 기관 주변의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선 

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O 고리원자력발전소부지 주변: 고라 간이측정소 외 0-2곳 

。 영광원자력발전소부지 주변: 영광 간이측정소 외 0-2곳 

O 월성원자력발전소부지 주변: 월성 간이측정소 외 0-2곳 

O 울진원자력발전소부지 주변: 울진 간이측정소 외 O • 2곳 

。 원자력연구소부지 주변: 대전 지방측정소 외 0-2곳 

。 연구로 해체 부지 주변: 서울 지방측정소 외 0-2곳 

(나) IERNet 주 백엽서버의 연계대상 요소의 위치 및 데이터 취득방안 도출 

IERNet 주 백업서버의 연계대상 요소의 위치 

IERNet 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환경방사선감시기 정보로 CARE의 소내 

환경방사선 감시기 데이터와 함께 관리하여 폐기물저장고 주변의 방사능 

농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도록 관리한다. WACID에서는 지도를 이용 

해 데이터를 관리하여 폐기물 저장고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로 활용한다. 

IERNet 데이터 취득방안 
IERNet 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15분 간격의 실시간으로 각 측정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vVACID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두를 관리할 필 

요가 없기 때문에 한 시간 평균이나 일일 평균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IERNet 시스템은 KINS내에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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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의 직접 검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어렵고 임의의 가상 데이터베이스를 따 

로 만들어 평균 데이터를 IERNet 시스템에서 직접입력하고 WACID에서 가 

상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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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시스템 선뢰성， 보안성 확장성 확보 절계 

가. 시스탬 구성 목표 

방사성폐기물 통합정보시스템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사 

용후핵연료， 액/기체 방사성유출물， 해체폐기물 방사션동위원소폐기물 및 기타 방 

사성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력을 관리하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현황을 대 내외에 제공하는 기능 및 특정폐기물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려 

하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 

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및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대부분 발생， 관리， 배 

출 및 저장되고 있으며， 이들 방사성폐기물은 최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또는 처분시설)에 운반되어 안전관리 될 예정 

이다. 

방사성폐기물은 처분이후 오랜 시간동안 저장되어야 하며 폐기물 처분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등과 같은 지속적인 폐기물 관리차원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 

보(발생부터 처분까지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었다. 한편 lAEA에서 

제시하는 폐기물정보기록관리체계 (WIRKS)에 대한 기술적 지침에서는 처분이후 

장기간동안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 관련 자료의 유지 필요성을 언 

급하고 있으며， WIRKS에서의 폐기물 정보구성방안으로 폐기물패키지 개념을 적 

용하고 았다(WIRKS에서 고려하는 폐기물범위에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통합정보시스템 구성은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 

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인 형태로 제공받아 통합관리하고， 관리되는 자 

료범위는 폐기불의 발생부터 처분까지의 모든 폐 71 물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나. 시스탬 H!W, S!W 구성 

(1) 시스탬 H!W 션정 시 고려사항 

(가) 관계기관 데이터 수집 

원자력 관계기관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발생이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한수원(DREAMS!RWM System) , 원 

자력연구소(RAv\대!IIS 및 DECOMIS)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MES) ， 한 

전원자력환경기술원(RASIS)등의 폐기물관리시스템을 운영 또는 개발 사업을 수 

행 중에 있다. 향후에는 통합정보시스템과 기관별 폐기물관리시스템을 연계시키고 

폐기물 관련 정보의 교환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통합정보시스템 구성방안 검토 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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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관별 폐기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나) 통합시스템 저장 정보의 크기 

기존 각 관계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최근 2-3년간의 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자 

료를 토대로 정보의 양을 도출하고 향후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력 관련 

시설의 데이터 량을 고려하여 향후 수십년간 데이터의 저장이나 인터넷 웹서비스 

에 어려움이 없을 시스템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2.31의 관리 데이터베이 

스 부하 량에서 보는바와 같이 향후 십년간 1GByte 정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최소 100년간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최소 10GByte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이외의 

일반자료(사진자료， 관련 문헌자료 등)가 최소 lOGByte의 공간이 필요해 전체적 

으로 대략 20GByte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구축에 있어서는 여유공간 

이 예상치 못한 자료의 저장까지 합하면 예상한 자료크기의 약 3배정도인 

60Gbyte 저 장공간이 필요하다. 

표 2.31 과거이력에 근거한 WACID의 관리 데이터베이스 부하량 예측결과 

1989-2000년 기간동안 발생된 국내원전의 방사성고체폐기물 발생량 

고체폐기물 
사용루핵연료 

(경수로) (중수로) 

논-=r→ X -「H 그 Cj~、- 57.091 〔二 Ec={1 6000 다발 122.000 다발 

전처I Byte 67.94 MB 4.20 MB 85 .40 MB 
연 발생빈도 3500 c= 己c:{1 670 다발 20600 다발 

연 증가 Byte 4.17 MB 0.47 MB 14 .42 MB 
입력요소개수 119 개 70 개 70 개 

호기당 발생량 218 .75 개 55.83 개 5150.00 개 

호기 당 1 년 샘산Byte 1.04 MB 0.16 MB 14 .42 MB 
원전수 

경수로 중수로 

2001 년 16.66 MB 1.88 MB 57.68 MB 12 4 
2002년 17.70 MB 2.03 MB 57.68 MB 13 4 
2003년 18.74 MB 2.19 MB 57.68 MB 14 4 
2004년 19.78 MB 2.35 MB 57.68 MB 15 4 
2005년 20.83 MB 2.50 MB 57.68 MB 16 4 
2006년 20.83 MB 2.50 MB 57.68 MB 16 4 
2007년 20.83 MB 2.50 MB 57.68 MB 16 4 
2008년 20.83 MB 2.50 MB 57.68 MB 16 4 
2009년 20.83 MB 2.50 MB 57.68 MB 16 4 
2010년 20.83 MB 2.50 MB 57.68 MB 16 4 

10년 누계 197.84 MB 23 .45 MB 576.80 MB 798.09 MB 

따라서 이번 개발의 하드례어선정은 최소 70Gbyte 디스크 저장공간을 갖춘 

H!W가 필요하며， 또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따른 분산형 시스템을 지향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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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내에는 여러 가지의 처리 프로세스가 항상 구동 중이므로 시스템별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DB 서버， Application 서버， 웹서버 등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 정보의 공개 및 시스템 안정성 

일반인에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과 같은 최선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적 

용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WACID 개받목표와 도출된 기능요건에 따라 여기에 제시된 시스템 H!W 구성 
안은 향후 과제 수행기간 중이나 하드워l 어 및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상황 및 데이 

터베이스 구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충분 

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구성하였다. 

WACID 시스템 H/W 사앙 

엇‘ 

織i니繼 KIN8 Inlranel 

。.8 : WíndoVl 2000 8erver 
CPU : 1 GHz 2CPU 
Memory: lG 
Disk’ 72.8G 

밟쫓해 
짧관련기관연계시스템 

。 8 : Wí ndoVl NT 4.0 

Cornpaq Z 홉: S잃。맘o앓z 2CPU 

Proliant 5500 짧 .: Disk: 66G 
홈 l;했 Application: Web 8erver 

SUN 

훨효펴 
。 S : Window 2000 Server 
CPU: 1.5GHz 2CPU 
Memory: 2G 
Disk: 36G X 4 
DBMS: Oracle 8i 

KINS-Net 너l 톤 워 크 

O.S: Solaris 
CPU : 400MHz 2CPU 
Memory: 2G 
Disk: 100G 
DBMS: Oracle 8i 

KINS DMZ 네 트워크 

그림 2.30 시스템 하드워l 어 사양 

(2) 시스템 H/W 선정 

WACID의 시스템 하드웨어는 위에 나열된 고려사항을 근거로 시스템을 선정 

하였다. 특히 시스템이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충분 

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사양을 선정하였다. 

실제로 시스템을 구성할 시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어플 

리케이션 서버 웹서버의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 분산형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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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WACID 시스템 구성에서는 KINS 전산실의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30의 시스템 하드웨어 사양에서 보는 것처 

럼 KINS DMZ 네트워크 상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어플라케이션 서버를 기존 

장비로 사용하면서 WACID 데이터베이스의 백엽서버와 외부 웹서버로 활용할 수 

있다 

(3) 시스템 S!W 선정 시 고려사항 

(가)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다양한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정보로 인한 정보처리 능력 확 

보 및 비용 적인 측면보다는 요즈음 문제시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보안에 취약한 

DBMS는 과감히 배제하였고 가능한 관련기관과 유사정보 연계시스템과의 호환성 

이 높은 DBMS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 적재/처리에 가장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용 DBMS 선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리고 관련기관 데이터 수집이나 방사성 폐기물 관련 연계 DB와의 연 

계를 위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매체가 필요하다. 

표 2.32 통합정보시스랩 사용 S!W 

구분 논‘:른- T ET프 선택언어 비고 

WINDOWS 2000 Server , 

시 A 템 0.8 시 λ 텀 운영체계 WINDOWS NT 4.0 , 유휴장비 시스템 포함 

Sun Solaris 

밤사성폐기물 수집 XML, Excel , ASP.Net 관련기관 환경 지원 검토 

데이터 수집 XML, Excel , ASP.Net. 
유사정보 연계 

C. C++ 
유사기관 환경 지원 검토 

DBM8 데이터베이人 Oracle 8i 기존 보유 

웹서버 IIS 5.0 이상 

서비 A 통합관리 끄로그램 XML. ASP.Net 

홈페이지 서비스 ASP.Net 

그[그{ 三c드-
데이터 저。호~서g 그t그4 

XML. C. C++. Delphi 검증 단계 검토 
증 교로그램 

관리 자동관리 프로그램 C. C++. Delphi 프로세A 검증 

(나) 웹가반 시스템 구성 

통합정보시스템은 다수의 관련기관과 일반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되는 측면 

에서 동시 다수 접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측면 

에서 일반적인 Client/Server 환경에서는 서버 코어로직 변경 시 클라이언트를 재 

배포해야 하나 웹 기반인 경우 서버 코어로직 변경이후에도 재 배포하지 않아도 

-122-



된다. 

(다) 정보의 공개 시 지원 언어의 표준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언어 선택은 공인된 것이 좋으며 많이 사용되고， 각 

요구사항에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언어의 

선택은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품질결정에 영향을 준다. 

특히 WEB 기반의 지원언어는 범용성과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스템 S!W 선정 

다양한 정보와 시스템의 정보공개， 안전성， 호환성 측면을 고려하여 S!W를 선 

정하였다. 또한 기존 유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일부 고려되 

었다. 선규 시스템에서는 최선의 O.S와 보다 범용 적이고 발전된 개발언어를 이 

용해 시스템을 구성한다. 선정된 S!W는 표 2.32의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S!W와 

같다. 단， 선정된 개발언어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다. 시스템 구성 

(1) 시스댐 구성목표 

WACID 개발목표와 도출된 기능요건에 따라 시스템의 구성 안을 작성하였다. 

제시된 시스템 구성 안은 향후 과제 수행기간 중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상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의 발전추이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선 가능 

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2) 시스템 구성 시 고려사항 

(가) 장기간 데이터 보존을 위한 백업 (Backup) 관련 고려사항 

데이터보존주기(월， 분기， 년， 영구) 

데이터백업방법(시스템 내 백업， 시스템 외 백업， 별도건물 백업) 

데이터백업주기(월， 분기， 년， 영구) 

(나)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관련 고려사항 

방화벽설치， 기존의 KINS의 방화벽을 활용한다.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S!W 발견 시 이를 항상 최신정보로 시스템 

패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을 24시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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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 검증을 통한 신뢰도 확보 관련 고려사항 

입력단계 및 주기적인 데이터 포뱃의 검증을 실시한다. 

이상 데이터(제한치 초과 통계적 Out1ier 등) 유무에 대한 겸증 실시한다. 

일정 기간을 두어 정보제공 기관별 자체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DB서버 및 WEB서버 분리 

시스템 내에는 다양한 처리 프로세스가 항상 구동 중이므로 시스템별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따른 분산형 시스템 지향한다. 

(마) Orac1e 채 택 사유 

협동연구기관(KAERI)과 시스템 호환성 확보 및 바이러스에 취약한 MS 

SQL의 단점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정되었다. 

대용량 데이터 적재/처리에 가장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평가 

되고 있는 상용 DBMS 선정하였다. 

(바) 인터넷 기반 시스템 구성 사유 

동시 다수 접속가능성 확보한다. 

C/S 환경과 비교 유리한 웹 환경의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사) 유관 정보시스템과 연계로 활용성 제고 

RASIS , CARE, IERNet 등 기존 원자력안전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자원을 최적화하고 활용성을 제고한다. 

(3) 시스템 구성 결과 

데이터의 흐름에 입각하여 정의된 논리적 시스템 구성도이며 데이터의 흐름은 

방사성폐기물 정보의 수집， 방사성폐기물 정보 관리， 방사성폐기물 정보의 서비스 

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의 구성은 KINS-Net 네트워크에 메인 DB서버와 

Intranet WEB서버를 두고 KINS DMZ 네트워크에 미러링 DB서버와 외부 WEB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pplication서버를 둔다(그림 2.31 참조). 

(가) 서버 구성 

메인 DB 서버 

수집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서 기본적으로 자체 백 

업의 기능을 가지면서 KINS Intranet에 서비스할 정보를 제공한다. 

KINS Intranet WEB 서 버 

메인 DB 서버의 정보를 KINS Intranet에 서비스하는 WEB 서버로서 기본 

적으로 WEB서버의 기능을 가지지만 향후 DBMS 포팅시에는 백업서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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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DB 서버 

DB 서버의 백업 기능을 담당하는 DB 서버로서 메인 DB 서버와 동 

정보를 KINS 외부에 서비스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 

임시 DB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집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App1ication 서 버 

미러링 DB 서버의 정보를 

관련기관정보와 유관시스템 

하게 된다. 

서버의 

데이터 수집 

WEB 

구성되었다. 

외부에 서비스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검증하는 

KINS 

/
T 할 기능을 

미러링 

메인 

일한 
'-

1 •-

WACID 시스텀 구성도 

꿇필품 훌앓잃빽 蠻청亡〕 
‘ J γ ￠짧뺑 굉런 71판 정복찌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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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뼈
￥
훌
總
핵
·
편
뺑
·
확
 

뽑
 

영
 

훈기;수시면고 : 

1 자 검증 
잉사성떼기룰정보 

짧수퍼 
3자 검증 

마이더 저정 

통힘 정보 저장 i 

내무 서비스 DB <C-←「영， 

효휩 
통f상 접보 
오l 부서비간 

데이터 MAltl DB 와 같은 구성 
데이터 일시저장 DB 
외부 서비간 DB 

KINS DMZ Lil 드 워 균 KINS-Net 네 트 워 크 

(나) 데이터 수집 저장 체계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방사성폐기물 정보 수집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관리하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면서 데이 

터의 물리적， 논리적 1차 검증을 실시한다. 데이터의 수집은 분기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유관 정보 시스템 연계 

유관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면서 데이터의 

검증을 설시한다. 데이터의 수집은 수시로 받을 수 있는 

한다 

기관 자체검증 

구성도 시스랩 2.31 WACID 그림 

1차 물리적，논리적 

체계를 갖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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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집된 정보는 바로 서비스하기에는 불안전한 정보가 존재할 수도 있 

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자체적 

으로 검증할 수 었도록 하는 기관 자체 검증을 실시한다. 이때 각 기관은 

미러링 DB서버에 존재하는 임시저장 DB로부터 실제 서비스되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Application 서 버 의 내 부 프로세 스 검 증 
1차 검증과 기관 검증을 끝낸 데이터는 임시저장 DB에 존재하면서 2차 검 

증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로직에 기반을 둔 내부 프로세 

서가 이상데이터나 오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다. 

메인 DB 서버에 저장 시 검증 
1차 검증과 기관 검증 2차 검증플 끝낸 데이터는 임시저장 DB에서 메인 

DB로 저장되면서 마지막 검증블 받게 된다. 

(다) 정보 제공 체계 

KINS Intranet 정 보제 공. 
분리된 네트워크 하에서 KINS 내부 사용자에게 방사성폐기물 통합정보를 
서비스하여 각 기관별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고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인하 

며 관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관계기관 및 외부에 정보제공 

분리된 네트워크 하에서 KINS 외부 사용자인 관련기관， 중앙부처， 연구기 
관，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정보 취득 주체에 따라 차별 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라.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WACID 개발목표와 도출된 기능요건에 따라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안(그림 2.3 

참조)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안은 향후 과제 수행 

기간 중이나 하드워l 어 빚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상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구성하였다. 

(1) 시스템 하드해어 및 네트워크 구성 

(가) 시스템 하드혜어 구성 

외부 네트워크(KINS DMZ)에는 메인 DB서버의 보호를 위해서 관련기관 

에서 입력을 받는 통신서버의 역할， 검증 프로세스의 구동， 외부의 사용자 

(일반인， 관련 기관， 관련 연구소， 중앙부처)에게 웹서비스 하는 Application 
서버와 내부 메인 서버의 보호 차원에서의 미러링 DB 서버를 배치해 관리 
한다. 

-126-



내부 네트워크(KINS-Net)에는 메인DB 서버와 인트라넷 웹 서버， 백엽 서 

버를 배치해 관리한다. 

WACID 네트펙 구성도 

: 찮需혈를 ?펀련기관 

짧롤 •• 믿 .... _, 
:훨魔렴 

‘.、뽕톨 층빙혈벽 야 
내부 서비즈 DB 
(Oracle) 

KINS-Net 네 트워 크 

외부 서비스 DB 
(Oracle) 

iKINS DMZ 네트워 크 

그림 2.32 WACID 네트워크 구성도 

(나)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KINS는 자체 보안의 일환으로 내부 네트워크(KINS-Net)와 외부 서비스 

네트워크(KINS DMZ)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 

KINS는 기존의 연구전산망(2Mbps의 전용회선)에서 2003년 5월 1일부로 

인터넷 전용션(KT의 20Mbps)으로 업그레이드 해 속도를 향상시켜 보다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외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관련기관으로부터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엑셀， Text형식으로 자료를 업로드 받는다(1차 검증). 

업로드 받은 자료를 외부 서비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DB 서버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기관별 검증한다(2차 겸증). 

2차 검증 후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외부 서비스 네트워크의 DB 서버에서 
내부 네트워크의 메인DB 서버로의 데이터 저장한다(3차 검증) . 

낀
 



제 8 절 상세설계 지침서 작성 

가) 개발 방법론 선정 

표 2.33 일반적인 개발 방법론 

명칭 토르 ^I -, c> 개요 

@ 고전적 생명주기 때러다임이다 
@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프로그래밍l. 시험 및 유지보수의 순서로 
이어진다 

@ S/W개알을 단계적으로 정의한 체계이며 순차적 접근망업을 사용한다 
@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폭포수모델 | 전통적인 I@ 개념 정립에서 구현까지 하항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높은 추상화 
(Waterfall Mode l) I 샘명주기 모델 | 단계에서 낮은 추상화 단계로 옮겨가는 망식이다 

@ 각 단계 종료 시 검증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J)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기에 용이하다. 
@ 고객의 요구사항을 초기에 명확히 정의하기 어럼다 
@ 목표 시스템이 과정의 후반부에 가서야 구체화되므로 중요한 문제점이 
뒤에서 발견된다 

프로토타이핑 모델 

(Prototyping 
Mode l)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분석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 I I=l 는브드프 
E르 -r l..!..... E근 

일시적으로 

간략히 구현한 

다음，원래 

계획했던 개발 

절차로 

되돌아가는 

프로토타이핑 
닙 f^1 

CD 시스템 개알 시， 고객은 목표를 징하였으나 요구되는 속성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샘한다 

@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 간단한 시제움을 
만드는 개념이다. 

@ 프로토타이핑 기법은 폭포수 모덜의 단점을 보완하여 접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나가는 접근 방법이다. 

@ 시스텅의 기능이 사용자에게 일부 보임으로써 개발자와 사용자간 오해가 

규명된다 

@ 생각지 못했던 기능과 서비스가 알견된다 
@ 물완전하거나 의문스럽던 요구사항을 시제품을 통하여 알견한다 
@ 그러나 완성될 시스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시제품에서 

완제품으로 옮겨가는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극한 상황이거나 타 시스템과의 인터메이스 등의 성능 평가가 어럼다 

나선형 모델 

(Spiral Modell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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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폭표수 모델과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장점에 위험 분석 (Risk Analysis)을 

추가하여 만든 것이다. 

@ 나선을 돌연서 접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 각 나선은 계획수립， 위헝문석， 개발， 고객평가의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 나선형 모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큰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데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개발밤법으로 I@ 성과를 보면서 조금씩 투자하여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빙법이다 
위험관리 중심인 I~ 프로젝트 관리롤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I (J) 상대적으로 새로운 접근망업이며 많이 사용되지 않아 충분한 검증을 
새명주기 모덜 ! 

! 거치지 못하였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 요구사항 

바보 o. 져 I저 I gJ닙닙 또」 
~~ 굿 섣 õ~ I è --ri:!:" • .::r:: C 

개발 모델 (Iterative I 제품의 일부분을 
and Incremental I 반복적 으로 
Development 개발하여 

Mode l) 최 종제 품을 

완성하는 밤법 

@ 폭포수 모델 뿐 아니라 프로토타이핑 모델과 나선형 모델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보다 진보된 개알 모델이다 

@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반복할 부분과 반목 횟수， 각 반목의 완료시에 
산출되는 Baseline 등을 사전에 계획하며， 후반부의 반목으로 갈수록 
작업랑과 성과가 늘어난다‘ 

@ 폭포수 모덜과는 달리 개발과정의 유연성으로 인해 후속 단계에서도 
언제든지 선행 작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컴포넌트 기반 

개발 모델 

(Component 
Based 
Development 
Modell 

소프트웨어를 

조립한다는 

개념에 따른 

모덜 

CD 컴포넌트의 특성상 객체 지항적 개발 방식에 의존함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반복 및 정증적 모델에 컴포넌트를 외부에서 채용， 구성하는 개념 

등이 혼합되지 않을까 예측한다 

@ 표준화되거니 특별히 정형화되어진 모덜은 없지만 향후 개발 모델의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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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개발방법론(시스템 개발주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절차 혹은 개발단계의 반복현상을 시스템 개발주기 

(System Development Life Cyc1e)이라고 부른다. 소프트웨어공학에서는 소프트워l 

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탄생에서 사망까지의 변환과정으로 보아 소프트혜어 생 

명주기라고 한다. WACID에서는 다음의 여러 모델을 기초로 해서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개발 방법 모델은 표 2.33과 같다. 

(2) WACID에서의 모텔 적용방안 

WACID에서는 기본적으로 열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폭포수 모델을 

근간으로 하지만 폭포수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방 

법을 일부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기초조사 수반되어지고 이용자 요 

구분석이 완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본래 의도와는 

다른 시스템 구성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았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프로토타이핑을 해가며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나) 시스템 품겔관리 및 선뢰성 확보 

(1) 보편적인 개발방법론 및 최선가법 활용 

위에서 나열한 각종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단일 모 

델 적용을 지양하고 정부기관 및 투자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 

전산망의 권장 방법론인 Method/l( 관리기법/1)을 기반으로 Web Application 개발 
방법을 최적화한 'UWebMethod jj 을 적용하여 개발주기 전 단계에 일관성을 유지 

하고 운영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WebMethod 개발 방법론 

(가) 개발 지침 개요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표준화된 설계 수행한다. 

표준화된 양식제정으로 인한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다. 

프로젝트 수행 지침에 의거 개발함으로써 개발기간의 단축 및 개발효율 

증대효과 발생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한다. 

(나) 주요방침 

시스템 개발의 표준화 효율화 및 정형화 

기술적， 기능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개발환경 확보 

개발단계와 산출물에 대한 진행과 개발내역에 대한 생산성 향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비용 최소화 

시스템의 확장 및 변겸 시 유연성과 용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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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의 체계화로 책임자， 개발자간의 원활한 업무내용 소통 및 확인 

각 개발단계별 산출물의 문서화， 정형화 및 표준화 작업 실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 방안』 과 병행하여 프로젝트 수행 

(다) 효과 

개발업무의 표준화 구축 

업무파악이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협의일정 단축 

표준화된 양식사용으로 인하여 업무개발의 일관성 유지 

담당자 변경에 대비한 인수인계의 정확성 유지 

(3) Web Application 개 발방법 최 적 화 

Web Application 개발 방법은 기존의 C/S(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개발방법 

과는 많은 부분 구별되어 진다(표 2.34 참조) .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 개발은 

Web 기반이며， 모든 Business Model들이 e-Business로 통합되고 있다. 즉， 

Web기반의 개발방법은 필수이며 이것은 많은 Web Application 개발 경험에서 나 

올 수 있다. 

표 2.34 C/S환경과 Web환경의 개발방법 비교 

구분 C/S 환경 Web 환경 

。 전솜속도 빠름 연결 상태 。 전송속도 늦음 서버에서 오는 모든 자료와 연결 관 l 

서 비 스 
유지 계를 유지 

。 Local LAN 환경 ( 여 러 개 노E의 Internet 망 
。 자료의 크기 에 자유로움 。 자료의 크기 최소화 

。 Window 기 반의 메뉴방식 
。 멸도의 메뉴는 존재하지 않고 각각 화면에 산재 

Data Flow 。 Client 위주처리 자료 흐 
。 복잡한 시스템에 대처 미흥 

름 Client 제공 
。 Server 위주처리 입출력 자료흐름의 통일성 없음 

자료 등름 Server 제공 

개발 절차 。 표준화된 C/S 개발절차 。 웹화면 연결도 중요 Hyperlink 중점 모델링 

。 우|치 변경이나 새로운 컴 
。 우|치 변경이나 새로운 컴포넌 E 추가 어려움 

인터페이 λ 포넌 E 추가 용이 

。 우|지윈 (WYSIWYG) 지원 
。 우|지윈 (WYSIWYG) 지원 어려움 

。 Client. Server 모두고려 

사용 기술 
。 Client 비 중도 높음 。 CGI 응용프로그램， 웹서버 API 응용표로그램， 자바 
。 Client API 응용프로그램 애플릿， 자바λ크립 E. ActiveX. HTML. XML 등 

。 다양한 Solution 발전 

※ WYSIWYG - What Y ou See Is What Y ou Get 

n U 퍼
 



(4) 개발 단계 및 설명 

(가) 요구분석 

전반적인 업무모댈 작성을 준비하는 단계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목적 및 기준설정 

업무 프로세스 프로토타입 수용 

업무 트랜잭션， 시스템 처리 및 데이터 요구사항 모댈구성 

시스템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과 사용자와의 상호 적용 

데이터 및 업무 프로세스 정의 지원 

데이터모댈 검토 및 업무규칙 확인 

(나) 웹화면 연결도 

실제로 구현할 화면간의 연결을 간단명료하게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으로 

웹의 특징인 Hyper1ink에 중점을 둔 모델링 방법 

Web Application 연 결 정 의 

- 하나의 웹화면에서 다른 웹화면으로(같은 웹화면도 됨) 이동하는 길 

을 말하는 것. 

HTML에서 <a>태그나 Form의 submit 등 

(다) 매개항목 할당표 

웹화면사이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주고받는 자료 GET방식， POST방식 

웹화면 연결도에 나타나는 각각의 연결에 어떠한 매개항목들이 있어야 하 

는지를 표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 

(라) 매개항목 설명서 

각각의 매개항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면 단위 빛 값은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실제 URL상에서 어떤 변수 명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서 

매개변수는 매개항목이 URL상이나 웹모률상으로 실제 구현된 이름 

매개항목과 매개변수는 일대일로 대응관계 

(마)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모텔링 단계로 정의된 DATA 모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계 

작업 

프로세스간의 파라미터는 매개항목 할당표를 바탕으로 설계 

개발자 설계 지침 

- 다이얼로그 설계 

윈도우 및 화면설계 
1 
4 굉

 



보고서 및 양식 설계 

- 응용 아키텍처 설계 

• 데이터 및 프로세스 분산정의 

- 자동화 프로세스 설계 

사용자 지침 

- 사용자 접속설계 활동 참여 

- 품질 특성에 따른 설계 평가 

업무 및 품질목적과 관련된 기술결정 사항 검토 

업무기능 빛 보안관련 기술 설계사항 평가 

(바) 데이터베이스 설계 

매개항목할당표 및 매개항목설명서를 바탕으로 DB 및 파일 설계 

(사) 웹 모률 설명서 

각각의 웹모률의 화면구성의 구체적 설명서 

화면의 연결성을 자세히 설명 

- 연결되면서 받아오는 매개변수 

• 연결이 되는 곳의 위치와 연결하면서 보내는 

• 파일이나 DB에서 동적 생성되는 데이터들의 

- DB와 파열과의 연결에 대한 메모사항 

• 코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화면 디자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아) Markup Language 제작 

매개변수 

개략적인 위치 

개발 후 웹화면 구성요소 변경 어렵기 

가 화면의 레이아웃을 미리 디자인하고 

자인을 확정 

때문에 개발 전에 전문 웹디자이너 

고객(사)으로부터 검수를 받고 디 

- HTML파일， 각 종 Irnage,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의 제작， 클라이언 

트 스크립팅 등 

웹디자이너는 INPUT필드의 

일화 

01 드르주l ’ P 2. 
웹모률 설명서에서 나오는 

HTML파일， Image 파일 등 이름부여방식 표준화 

(자) 웹화면 검수 

이름과 통 

Markup Language 제작 단계에서 나온 산출물을 고객(사)으로부터 검수 

검수 후 각각의 표준화 부분 재점겸 

(차) 코드 & DATA 입력 

SQL이나 프로시저 등 미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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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 시 별도의 데이터 입력 작업 제거 

개발 전 데이터 정의로 개발속도 향상 및 다양한 테스트 가능 

(카) 웹어플리케이션 코딩 

웹모율 설명서를 기본으로 작성 

목록항목의 페이지별 적절한 구분 

목록화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레코드의 개수 제한 

필요한 모든 연결성 확인 

사용자의 입력폼 인터페이스 확장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시 재확인 

용어의 통일성 

사용자가 URL 조작으로 에러를 일으킬 가능성 제거 

사용자가 HIDDEN 값의 조작의 가능성 제거 

웹화변에 사용자 각각의 정보가 유지되는지 확인 

(타) 단위， 종합 TEST 

프로그램의 정확한 처리상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작업 

다수의 검증요원이 웹모률명， 문제점， 개선방향 기준으로 실시 

논리적인 HTML 형식에 따라 다양한 브라우저를 이용한 실시 

통합/사용자 시험 수행 및 시험결과 확인 및 보안 

시스템의 성능시험 실시 

꿨
 





제 3 장 신뢰성 향상방안 

제 1 절 입출력자료의 선뢰도 검증방법 및 절차 

가. 입출력자료 검증기법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관련기관 

에서부터 제공되어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용되기까지 논리적， 물리적 검증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검증은 2가지로 분류된다. 

표 3.1 논리적， 물리적 검증단계 

논리적 검증단계 물리적 검증 단계 

· 데이터 표준화에 따라 규정된 데이터 항목 Internet D〈:〉}투 εE걷E 통하여 통합관리 센터인 

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는지 검증하는 단계 KINS와 원격지에 있노 관련기간의 데이터 교 

· 데이터 요소의 적합성 조사 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증 단계 

1 . 통합관리시스템 통신 서버에 도착한 데이 
1. 논리 검증단계와 동시에 검증 

터의 구성요소 검증 

2. 문서 생성 및 편집 단계 검증 
- 데이터 크기， 유형 등 

3. Background 관리 끄로그램에 의한 데이 
2. 문서 생성 및 편집 단계 검증 

터 일치성 검증 
3. 데이터베이 λ 적용이 울리적 검증 

1 차 검증 =수 2차 검증 =수 3차 검증 1 차 검증 =수 2차 검증 

(1) 논리적 검증 단계 

데이터 표준화에 따라 규정된 데이터 항목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는지 검증하는 

단계로서 기관별 통선 데이터의 구성 형식을 도출하게 된다. 다음과 절차에 따라 

표준화에 따른 각 기관별 데이터 입력 포멧을 정한다. 

각 분류별 입력 가능 데이터 형식을 각 기관에 배포한 후 규정에 맞게 관 

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관련기관과 WACID에서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 WACID에서는 수집하는 기관의 숫자만큼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문서 생성 및 편집 단계 검증 

. Background 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데이터 얼치성 검증 

(2) 물리적 검증 단계 : 적재 데이터의 크기 및 유형 도출 

Intemet 망을 통하여 통합관리 센터언 KINS와 원격지에 있는 관련기간의 데 

이터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증 단계로서 다음 절차에 따라 적재 

데이터의 크기와 유형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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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데이터의 단위 자릿수 등의 데이터의 유형을 도출하고 각 기관별로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을 배포한다. 

주로 자료를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단계인 1차 검증 때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전송 데이터의 크기나 유형을 

판단하는 단계이다 

3차 검증이 이루어지는 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시 데이터의 크기 유형 등을 다시 검증한다. 

(3) WACID에서의 검증방법 

Intemet 망을 통하여 통합관리 센터언 KINS와 원격지에 있는 관련기간의 데 

이터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가) 1차 검증 

각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시에 실시되는 검증단계， 데이터의 구성요소， 

유형， 크기， 포뱃 데이터의 존재 유무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 배포한 데이터의 

포뱃과 코드 정의서에 정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백그라운드 

실행프로그램이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임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전 이를 수행한다. 각 검증 단계에서 이상 데이터 발생 시에 수집기관에 에러 

내용을 전송(E-mail 등)하고 수정된 데이터를 재전송 받는 피드백을 실시한다. 

(나) 2차 검증 

1차 검증이 끝난 데이터를 임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서 발생된 데이터 

중복， 데이터베이스 입력 오류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각 기관으로부터의 재검증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이 기간동안 각 기관은 당 기관의 임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 

터를 화면 출력이나 파일 출력 후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면서 1차 검증에서 발 

견되지 않은 오류인 문자 오기， 오류 데이터 등을 검색하게 되며 오류 발생 사 1 

차 검증 때와 동일하게 기관으로 피드백 된다. 피드백 되어진 정보는 임시데이터 

에서도 삭제된다. 

(다) 3차 검증 

1, 2차 검증을 완료한 데이터는 임시 데이터베이스에서 WACID 메인 데이터 

베이스로 저장되는 동안 전체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데이 

터 량과 기준치를 토대로 이상데이터 검출， 포뱃 이상 단위 불일치 등의 검증을 

하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된다.3차 검증 시 오류가 발견되면 피드백 

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수정 저장된다. 이때 발견된 오류는 시스템 관리자의 

허가를 얻은 후 수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타 검증 

기본적으로 각 기관별 정보수집에 대한 검증은 해당분기가 끝나고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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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시점부터 분기가 끝난 후 2개월째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 시기의 검 

증에 대한 피드백은 가능하며 이시기가 끝나면 바로 3차 검증과 함께 메인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다. 모든 검증 시기 이후에 오류에 대 

한 수정은 3차 검증 시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Etc 

기관검흥: 

입력자료확인 

각종 보고셔 흩력. 
기관동계 자료검색 

그4 도르 
C:J c:::> 

-
홉
훨
 뺑
 

-
-
뿔
 
맨
 

「
댈
 빼
 

3차검증: 

데이터 저장 

j 

{￠ I 
、!

WACID 데이터 

홉혐;홉 j 

MAI t'IOB 와 같은 구성 
데이터 임시저장 DB 
오|부 서비스 DB 

KINS DMZ 네트워크 KINS-Net 네 트 워 크 

데이터 검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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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3.1 WACID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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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용기관별 실적데이터 입력방안 구축 

제 1 절 기관별 질적데이터 압력방안 

가. 기관별 데이터 업력방안 

(1) 데이터 수집 시 고려사항 

기관별 업무전산화 여부， 전산시스템 등의 차이점을 고려한 데이터 확보 

및 입력체제를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기관별 전산시스템 보안체계의 상이점을 고려하여 제공기관과 KINS간 

FTP, DB 직접 겸색 등은 지양하고 HTTP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기관， 미 구축기관 및 기타 소규모 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체계 차등화 하여 데이터 수집 방법을 달리 해야 효율적이다.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파일전송이 주요 방법이고 이 안에 데이터 업 

로드나 인터넷 직접 입력의 방법 등도 적용 가능하다. 

(2) 관련 데이터의 입력주가 

현재 원자력 법 요건에 따른 정기보고 주기(분기: 시행규칙 제 125조 관련)를 

원칙으로 하꾀， 필요시 입력주기의 변경이 가능하고 수시 입력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한다. 

(3) 가관별 압력방법 

(가) 한수원: DREAMS-RWM(한수원 ERP System) 

한수원 ERP 시스템 중에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RWM에서 자료를 취합 하 

여 Excel형태로 변환 후 전송한다. 

한수원과 KINS 사이에 보안문제에 따라 FTP. DB 직접 검색 등은 지양 

하고 HTTP 방식 을 취 하도록 한다. 

한수원으로부터의 수집 자료는 중저준위페기물， 사용후핵연료， 액체유출물， 

기체유출물， 영구처분， 기타(운반， 소각) 정보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한다. 

(나) 한수원!NETEC RASIS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원자력 환경기술원의 RI 폐기물은 현재 KINS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RASIS에서 데이터를 직접 전송 받거나 다른 기관과는 달리 다양한 데이 

터 전송방법 이 가능하다. 

WACID가 운영될KINS네트워크에 시스템이 존재하므로 다른 기관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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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다양한 데이터 전송방법이 가능하다. 

한수원!NETEC으로부터의 수집 자료는 RI폐기물， 영구처분， 기타(운반， 소 

각) 정보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한다. 

(다) KAERI(하나로， PIEF): RA \\매lIS(연구소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연구소 RAWMIS 시스템에서 자료를 Excel형태로 변환 후 전송 

연구소와 KINS 사이에 보안문제에 따라 FTP, DB 직접 검색 등은 지양 

하고 HTTP 방식 을 취 하도록 한다. 

KAERI(하나로， PIEF)으로부터의 수집 자료는 중저준위페기물， 사용후핵 

연료， 액체유출물， 기체유출물， 영구처분， 기타(운반， 소각) 정보에 대한 자 

료를 받도록 한다. 

(라) KAERI(TRIGA -1/2): DECOMIS(해체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연구소 DECOMIS 시스템에서 자료를 취합 하여 Exce1 형태로 변환 후 

전송 

연구소와 KINS 사이에 보안문제에 따라 FTP, DB 직접 검색 등은 지양 

하고 HTTP 방식 을 취 하도록 한다. 

KAERI(TRIGA -1/2)으로부터의 수집 자료는 해체폐기물， 영구처분， 기타 
(운반， 소각) 정보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한다 

(마)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KNFC-MES (한전원자력연료 ERP System) 

KNFC 시스템에서 자료를 취합 하여 Excel형태로 변환 후 전송 

. KNFC와 KINS 사이에 보안문제에 따라 FTP, DB 직접 검색 등은 지양하 
고 HTTP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로부터의 수집 자료는 중저준위페기물， 액체유출 

물， 기체유출물， 영구처분， 기타(운반， 소각) 정보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한 

다. 

(바) 기타기관: 표준 입력Tool제공 

기타기관은 표준 입력창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기관으로부터의 수집 자료는 중저준위페기물， 액체유출물， 기체유출물， 

영구처분， 기타(운반， 소각) 정보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한다 

(4) 기관 데이터 수집 시 HTTP 방식을 사용한 이유 

(가) 데이터 전송 방식은 FTP등의 효율적인 여러 통신방식이 있으나 각 기관 

등에 네트워크 보안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통신 방식은 사용이 불가능함 

(나)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HTTP통선방식으로 어느 기관이든 

수용이 가능한 통신 방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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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1 WACID 정 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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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Web 기본설계 

제 1 절 Web 가본 구성 

가.개요 

웹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축 과정에서의 핵심은 WACID 시스템의 서 
비스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WACID 시스템의 서비스 목적은 국내 방사성폐기 
물 관리 요소 및 보고 체계를 통합하고 웹을 통한 대국민 방사성 폐기물 정보 공 

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었다. 따라서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들 모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방안 및 친숙 

한 사용자인터페이스(U ser Interface)로 설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요소 겸색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이 아닌 방사성 폐기물과 관 

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여 관련 포탈 사이트 형태로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기능 및 사용자인터페이스는 “2) 요구분석”을 준용하여 설계되었으며， 국 
내외 유사 시스템 분석음 통해 각각의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또한 웹기반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자주 발생되는 오류인 다 

수의 개발자가 하나의 웹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므로 발생되는 각각의 개발 

모률마다의 디자인 패턴의 상이 및 중복 기능은 설계 이후 자체적인 “웹개발 표 

준 방법론” 을 푼용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나. 주요 컨텐츠 내용 

WACID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어지는 주요 컨텐츠로는 방사성 폐기 
물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컨텐츠 그룹과 커뮤니티성의 다양 

한 게시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을 위한 모률별 정보 검색 기능 컨텐츠를 포 

함하고 있다. 각 컨텐츠 그룹별로 포함된 세부 컨텐츠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모율별 정보검색 컨텐츠 

모률별 관리요소로 선정된 항목을 검색하기 위한 도구와 결과를 나타내는 컨텐 

츠로서 총 8개의 모률 중저준위폐기물， 액체유출물， 기체유출물， 사용후핵연료， 해 

체폐기물， RI폐기물， 영구처분， 기타로 구성되어 었다. 

143 



제 2 절 Web 화면 구성 

가- 햄화면 연결도 - 접속 시나라오 

WACID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일반인 사용자와 관련기관 사용자， 관리자 메뉴 

로 나뒤어 설계되었으며 그에 따라 초기화면에 세분류의 접속 권한에 따라 접속 

하는 경로가 다르며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 또한 달라지게 된다. 그에 대한 사유 

로는 기관별 보안적인 이유로 열반인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협약 조건상 어려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화면 연결도에서는 세분류의 사용자가 

권한에 따라 달리 접속되며， 정보 제공 종류의 차이는 외부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 된 것 이 다 (그림 5.1-5.24 참조). 

(1) 메언 화변 화면연결도 

.냐〕 

P...L03 
뼈~월드 현용 

‘ L2 Pw_change.8SPX 

’'_.J 

P_L05 
월한AI-용JJ 잉생eJ훨면 ‘ iA 

P_L06 
)1판사흉JJ[얘얀형연 

slndëX.hlml 

그림 5.1 로그인 화면 웹화면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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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관사용자 사용화면 연결도 

(가) 일반화면 웹화면 연결도 

그림 5.2 부가서비스 컨텐츠 웹화면 연결도 

그림 5.3 커뮤니티 웹화면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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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dìaf1cn , aSDX WHldiatlcn.3SPX 

그림 5.4 연계시스템 웹화면 연결도 

뇨매蕭 1111 월한 O 
9L1 0 

9L1 1 

9L8 
913 9L~ 

Fnlq P기‘iIa〉.1.“，zl톨i PJ)f14 
^,"lUI! 
월억 9L1 2 

SrS_ÎnouLaso ll: OQ-Íπp나I.aspx 

9L4 

그림 5.5 데이터 입력 웹화면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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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L‘ 

그림 5.6 데이터 교환 웹화면 연결도 

(나) 보고서 관련 웹화면 연결도 

그림 5.7 정기보고서 웹화면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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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협 약보고서 웹화면 연결도 

그림 5.9 사용자정의보고서 웹화면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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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률관련 웹화면 연결도 

316 

그림 5.10 방사성폐기물 모율 웹화면 연결도 

P_8Nf02 
~il!!:l"':!:!~ 
(싸iNPl 

W:r~lnfcr dSpX 

?’ι!cihty~~.HNr71γl ‘~-:.:;r 1’ 

P_S애F03 
g힌 g루률톨 

(KAε 1'1 1 ’ 
싸Q’!’‘’Q’ ‘ i:;~，X 
')!~cil ‘ Iy=κAEn "Iy~ ，ι= ， 1 

그림 5.11 사용후핵연료 웹화면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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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stoa 
용i!! fII'Õl lr톰 

(KAERI) 

P_SL04 
?i.'!fII일:!!l1I 

‘싸lFC) 

그림 5.12 중저준위폐기물 웹화변 연결도 

P_LOO2 
홈I! 엌g효. 

IKIlW') 

P_~C빠& 
흩!! ‘~'i'훌톨 

(Ma1Il 

그림 5.13 액체유출물 웹화면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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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기체유출물 웹화면 연결도 

그림 5.15 RI폐기물 웹화면 연결도 

q 
니
 

퍼
 



’ 0'_" 

PJ)C(l2 
i!!i"! 업Ij!þ 톰 (KAEFlI) 

‘ bι11 

그림 5.16 해체폐기물 웹화면 연결도 

P_LOO2 
l!1i'l 엽Ij!흥톨 

/ ，~ b 、;

그림 5.17 영구처분 웹화변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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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기타(운반， 자체처분， 소각) 웹화면 연결도 

(3) 관라자 사용화면 연결도 

?ι1 19•‘; 

’‘1'.::': 

그림 5.19 관리자용 메인 화변 웹화면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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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사용자 관리 웹화면 연결도 

21 L3 I P_8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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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unodily.aspx 
?n。느 }!I ，，'표l 언호 

그림 5.21 게시판 관리 웹화면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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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데이터 관리 웹화면 연결도 

그림 5.23 로그 관리 웹화변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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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5.24 컨텐츠 관리 웹화면 연결도 

-158-



나. WEB 화면 프로토타입 (Prototype) 

개발에 앞서 분석 맞 검증된 절차에 의해 도출된 모율별 관리 요소를 웹상에서 

대화형 시스템으로 존속시키기 위하여 모든 컨벤츠 구성 요소는 가급적 마법사 

형태의 질의 및 이동으로 해당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복잡한 페 

이지 화면 및 난잡한 형태를 피하고 가급적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웹 브라우저에 나온 데이터를 직접 출력해도 무방하도록 구성하 

였다 다음 그림 5.25-5.85 는 주요화면 프로토타입을 보여준다. 

(1) 초기 기본 화면 컨텐츠 

개발에 앞서 분석 및 검증된 절차에 의해 도출된 모률별 관리 요소를 웹상에서 

대화형 시스템으로 존속시카기 위하여 모든 컨텐츠 구성 요소는 가급적 마법사 

형태의 칠의 및 이동으로 해당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복잡한 페 

이지 화면 및 난잡한 형태활 피하고 가급적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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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WACID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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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시설정보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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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0 해체폐기물 기초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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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기타기관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 채계개발 지원 

제 1 절 가관벌 이용자 요구분석 통한 입출력 설계 

가. 각 가관별 취급 방사성 폐가물 정보 설문 조사 수행 

국가 방사성폐기물 통합 체계 구축에 필요한 표준 입출력 요소 및 관리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기관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및 업무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및 분석하였다. 대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 

료주식회사， 원자력환경기술원 등 실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 

는 원자력이용기관으로 표 6.1의 형식으로 WACID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상호연 

계를 강화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6.1 기관별 설문조사 결과(일부) 

항목 KHNP KAERI KNFC NETEC 
방사성폐기물 관련 전산시 A템 운영 여부 z C그È~3 개발중 개발중 드ι으- 。C그1 즈 ó드 I 

HLW X O X 

LlLW-LL O O O 
tL:L1 T E프T 

LlLW-SL O O X 

EW O O X 

사용후핵연료 O O X 

고체폐기물 O O O 

방사성폐기울 종류 액체유출물 O O O 

기체유출물 O O O 

돔물사체 X O X 

(1) 중저준위폐가물 

(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KHNP)설문조사 결과 

저장용기를 재 포장할 경우 5개 이상의 용기를 재포장하지 않는다 

전체 호기의 이력관리 형태를 ERP System에 맞게 표준화 중이다. 

월성원전은 호기별로 분류가 가능하나 나머지 원전은 구분이 어렵다 

(나) 원자력연구소(KAERI)설문조사 결과 

X 

O 

O 

X 

X 

O 

O 

X 

O 

실험용 폐기물 중 동물사체도 발생되나 건조처리로 인해 미량 발생한다. 

고체 폐기물의 중량은 가연성일 경우 부피로 따지며 비가연성은 중량으로 

-191-



구분한다. 

현재 유리수 킬라이트제는 유무는 기록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 이유로는 

향후 처분장을 고려할 경우 당연히 킬라이트제와 유리수는 포함되지 않아 

야 할 사항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체폐기물의 경우 아직까지 함유 핵종에 대한 분석은 이행되지 않고 있 

다. 

(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설문조사 결과 

자체 저장고 시설이 271 존재한다. (제 1공장 저장소， 제 2공장 저장소) 

폐기물 분류 방법은 폐기물의 재질별로 분류한다.(농축 폐액은 액체 폐기 

물에 포함됨， 발전소 쪽에서는 고체 폐기물로 분류) 

배치된 드럼은 이동이 거의 없으며 이동 정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음 

드럼의 저장위치는 모자이크 식의 맴 (Map) 을 구성하여 관리함. 

방사성 폐기물 정보는 월별 분기별 보고함. 

폐기물 분류 중 잡고체는 모든 가연성 재질을 포함하여 칭함. 

(2) 사용후핵연료 

(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KHNP)설문조사 결과 

사용후핵연료 부분은 현재 한수원ERP System(RWM)에서 누락되어 다른 데이 

터와 동시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나 시스템이 적용될 때까지는 WACID에 수동 

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자력연구소(KAERI)설문조사 결과 

사용후핵연료 부문은 관할 부서가 아니며，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데이터 관리항 

목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설문조사 결과 

해당 없음. 

(3) 액/가체유출물 

(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KHNP)설문조사 결과 

발전소 보고 시 2개 호기의 합한 내용을 둘로 나누어 호기별 발생량으로 

취급한다. 

핵종의 종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 원자력연구소(KAERI)설문조사 결과 

기체 방사성 폐기물은 발생됨과 동시에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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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에 따라 폐기물의 핵종 및 재질이 다양해질 수 있다. 

핵종의 종류는 예상되는 모든 핵종을 나열하는 것이 향후 WACID 엔 필 

요하다. 

원자력연구소는 액체유출물의 방출이 없다. (자연증발) 

(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설문조사 결과 

액/기체 방사성 폐기물은 배출이 있다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포함되는 핵종이 한 종류이다. 

(4) 동위원소혜기물 

(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KHNP)설문조사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도 일부 발생되며 위탁을 통한 폐기를 수행한다. 

(나) 원자력 연구소(KAERI)설문조사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도 일부 발생되며 위탁을 통한 폐기를 수행한다. 

(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설문조사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도 일부 발생되며 자체 폐기 및 위탁을 통한 폐기를 수 

행한다 

(5) 얼반적인 답변내용 

(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KHNP)설문조사 결과 

선량률에 대한 이력관리는 항상 최선 정보만 유지하며 영구처분에 대한 내용 

은 실제 처분 시설이 갖춰지면 수정할 예정이다. 

(나) 원자력연구소(KAERI)설문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 방법은 양적인 면에서의 

차이 얼 뿐 발전소와 흡사하다 

(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설문조사 결과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는 PC 에서 엑셀형태의 시트로 저장하여 관 
리한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분이 포함된 ERP 구축중이다) 

WACID 구축 시 폐기물 분류는 가급적 세분화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평가 

현재 폐기물 관련 ERP 구축중임으로 완료되기 전 KINS 측에서 먼저 필 

요한 데이터를 지정하여 요청해야만 구축중인 ERP 에 사전에 WACID 에 

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선별 및 전송 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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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관별 펼수/선택 압력 사항 정립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기관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한 항목 요소뜰 도출하고 현재 

이력관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 입력으로 하고 향후 처분장 건설이후와 

WACID DB 관리상 필요한 요소 등을 선택 사항으로 정의하여 향후 각 기관의 

데이터 압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WACID 데이터 항목의 선정은 기존 이력관리와 데이터 요소가 가장 많은 한 

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중섬으로 하여 도출하였고 다른 기관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요소가 많은 관계로 데이터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하여 추후에 관리 

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WACID 구축 시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요소 도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과 해체페기물을 제외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데이터가 많은 기관이고 실제로 가장 많은 시설을 가 

지고 있어 WACID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데이 

터 항목 선정에 있어서 많이 참조하였다. 현재 정보관리 시스템인 ERP 
System(RWM)이 완료되었고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 WACID에서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연구소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 않지만 다양한 시설과 종류의 폐기물 데이 

터를 관리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는 나오는 액체 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수집요소 

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수집하기고 결정하였다. 또한 원자력연구소는 해체폐기물 

도 관리하지만 연구소내의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소 전체의 페기물 데 

이터 이력관리와 해체폐기물 이력관리는 독립되어 수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체 

폐기물 이력관리는 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연구소 관리 데이터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폐기물 관리 시스템 

(Rh\\매ns)이 WACID와 동시에 개발이 되는 관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는 WACID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핵연료 가공공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 기관과는 

다소 상이한 데이터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관리 데이터 항목에 있어서도 관 

리되어지는 데이터의 종류나 양적인 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경 

향을 띠고 있다. 실제로 WACID에서는 한전 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데이터는 타 

기관과는 별도 관리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환경기술원은 기관의 목적이 방사선동위원소 관리라는 특수한 관계로 타 

기관과는 다른 데이터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방사선안전 

관리통합정보망(RASIS)이라는 동위원소 관리시스템이 KINS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또한 타 기관과는 탈리 다양하고 손쉬운 수집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처분을 수행하게되므로 WACID의 체계이해가 처분 DB개발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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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4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단회의와 과제검토 

회의를 월 1회 개최하면서 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요구사항의 수집과 동시에 

의견을 교환해 단위 DB를 개발하는 이용기관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세미나 등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여 분류항목별 적절한 데이터 요소를 선 

정 합의로 반영하였다 

나. 입출력자료의 형식 결정 

(1) 정기보고 표준안에 따른 각 기관별 입출력 자료 형식 결정 

(가) 원자력연구소의 정기보고 표준안 내용 요약(예) 

기체유출물 배출현황 

분기별， 원자로굴뚝， RCI 굴뚝 등 배기구별 

액체유출물 배출현황 

고체방사성폐기물 현황 

고체방사성폐기물 발생/저장 현황 

• 사용후핵연료 발생/저장 현황 

기타 배출-사례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정기보고 표준안 내용 요약 

기체유출물중 방사성 물질의 평균농도 

- 요약자료 

기체유출물 배출실적 (기존시설) 

기체유출물 배출실적 (증설시설/경수로시설) 

기체유출물 배출실적 (증설시설/중수로 시설) 

• 기체유출물 배출실적 (열분해시설) 

액체유출물중 방사성 물질의 평균농도 

- 요약자료 

- 액체유출물 배출실적 (기존시설) 

액체유출물 배출실적 (증설시설) 

- 사용후핵연료 발생/저장 현황 

고체폐기물중 방사성물질의 평균농도 

- 요약자료 

자체처분 실적 

자체처분 폐기물 종류/수량/오염도/방법/시행일시 

기타 배출사례 

(나) 정기보고 표준안에 따른 각 기관 입출력 데이터 요소 

중저준위폐기물 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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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데이터 수집 시 배포한 데이터 폼에 맞게 중저준위폐기물 정보 

를 입력한다. 자료가 없거나 관리 예정인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하고 공란 

처리에 관한 내용은 미리 약속을 해두어 에러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용후핵연료 데이터 요소 

각 기관은 데이터 수집 시 배포한 데이터 폼에 맞게 사용후핵연료 정보를 

입력한다. 

액체유출물 데이터 요소 

각 기관은 데이터 수집 시 배포한 데이터 폼에 맞게 액체유출물 정보를 

입력한다. 자료가 없거나 관리 예정인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하고 공란처리 

에 관한 내용은 미리 약속을 해두어 에러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액체 

유출물은 특히 각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요소가 많아 가관별로 입력하 

는 내용이 상이하다. 

기체유출물 데이터 요소 

각 기관은 데이터 수집 시 배포한 데이터 폼에 맞게 기체유출물 정보를 

입력한다. 자료가 없거나 관리 예정인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하고 공란처리 

에 관한 내용은 미리 약속을 해두어 에러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체 

유출물은 특히 각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요소가 많아 기관별로 입력하 

는 내용이 상이하다. 

(2) 기관별 입출력 자료 형식 표준화 유도 

(가) 기관별 입력 자료 형식 표준화 

기관별 선정된 요소에 대해 모든 가관에 대해 모율별 동일한 입력 방안을 수립 

하고 정의하였다. 기관에 따라 자체적인 모률별 관리 요소 및 입력 체계가 상이하 

나 입력 방안올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정의한 사유로는 WACID 가 지니는 표준 

적인 입출력 방안을 지향하는 것이 구축의 기본 골자였으며 또한 기관별 상이한 

입력 데이터 포멧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게 될 경우， 향후 데이터 포뱃의 불일치로 

따르는 유지보수의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기관별로 선정된 요소를 토대로 표준 

적인 모률별 입력 포뱃을 정의(표 6.2 참조)하게 되었으며， 기관에서 관리되지 않 

는 요소는 Blank 형태로 제공토록 합의되었다. 

(나) 기관별 출력 자료 형식 표준화 

액 기체와 같이 상이한 이력을 관리하는 요소는 전 기관이 다른 출력형식을 갖 

도록 하였고 각 기관별로 정기보고 표준안에 근거한 출력 형식을 따를 수 있도록 

관리 데이터 항목을 추가 수하였다. 상이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표준 폼을 유지하 

도록 하였으며 미취급 데이터의 경우 가능하면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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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고체폐기물 시트 정의서 

모율명 고체폐기물 시 E 명 I CONTAINER 
시 E 설명 중저준위폐기물 용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관리한다.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입력 설명 

SERLNUMB 일련번호 터1λE 
기관별로 사용 중인 용기 고유의 

--,--
일련번호를 기입 

MINLRD_RATE 발생일자 숫자 
폐기물이 용기에 쏘잠된 일자를 기입 

(YYYY-MM-Yη 

BENLYN 벤 E여부 터--1| 人드 용기의 벤 E 여부를 Y or N 으로 기입 
INSLB_CURLYN 내부차펴|체사용여부 터--1| 人 드 여 부 에 따라 Y or N 。로 기 입 
OUTS_B_CURT _ YN 외부차폐체사용여부 터--1| 人 E 여 부에 따라 Y or N 。로 기 입 
PACK STIC YN 쏘장물요지부착여부 E1I -'κ E드 여부에 따라 Y or N O로 기입 --,--

INSLCD 시설코드 E~Iλg WACID 의 분류 코 E를 잠고하여 기입 --,--

USER_CD 사용자코 c E~I -"、 E르 
기관별 WACID 담당자의 사용자 코I를 

--,--
기입 

INSI B CURT CD 내부차펴|체코 I 터|λ 든 WACID 의 분류 코 I를 참고야여 기입 --,--

OUTS_B_CURT _CD 외부차폐체코亡 E~I 끼、 E르 WACID 의 분류 코도를 참고아여 기입 --,--

CONT CD 용기종류코I 터--1l λ E WACID 의 분류 코드를 참고하여 기입 

표 6.3 액체유출물 데이터 요소(공통요약정보) 

공통 요약 정보 

2-1 배출 방사능 요약 

2-1-1 핵분열생성물 및 방사화생성물 방사능 8q A 
2-1-2 삼중수소 방사능 8q A 
2-2-3 용존기체 방사능 8q A 
2-2-4 C-14 방사능 8q A 
2-2-5 알바 종방사능 8q A 
2-2-6 베타 종방사능 8q A 
2-2-7 일파/버|타 밤사능 8q A 

2-2 MDA 요약 
2-2-1 감마핵종 8q/m3 A 
2-2-2 감마핵종별 MDA 8q/m3 A 
2-2-3 H-3의 MDA 8q/m3 A 
2-2-4 C-14의 MDA 8q/m3 A 
2-2-5 알파 종방사능의 MDA 8q/m3 A 
2-2-6 베타 종방사능의 MDA 8q/m3 A 
2-2-7 알바/버|타 방사능의 MDA 8q/m3 A 

2-3 배줄 실적 요약 

2-3-1 분기 종배출펴|액 체적 m3 A 
2-3-2 분기 종희석수 체적 m3 A 

2-4 소외 주민 선량 

2-4-1 유효선 랑(시설) mSv A 
2-4-2 민체장기등가선랑(시설) mSv A 
2-4-3 최대장기(시설) mSv 

2-6 특이 사항 

2-6-1 비정상배줄사례 및 조지내용 TEXT A 
2-6-2 유줄물감시기 경고/경보 및 조치내용 TEXT A 
2-6-3 유줄물감시기 운전불가능기간 및 조지내용 TEXT A 
2-6-4 ODCM 액체유줄울 부분 개정내용 TEXT A 
2-6-5 액체펴|기물계통， 배출경로， 배줄지점 변경내용 TEXT A 
2-6-5 액체유줄물 배줄관련 제한치/기준치 변경내용 TEXT A 

m m 



제 2 절 개발 추진 체계 

가. DB Silo 개발 및 운영 

(1) DB Silo 운영 춰 지 

본 과제중 위탁 세부과제 수행 평가 및 진행 상황， 산출물의 검색이 용이하고 

프로젝트 수행 시 검토된 관련 문헌 및 기술 자료를 관련 참여 기관에서 공유 가 

능한 형태로 도출하기 위해 본 “ WACID 프로젝트 수행 현황 및 정보” 라는 주 

제로 가칭 DB Silo 라고 명명하고 웹기반으로 개발하였다. 

(2) DB Silo 메 뉴 구조 

DB Silo의 수록 정보는 총 107R 의 상위 컨텐츠와 각각의 컨텐츠 안에 세부 컨 

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페이지에는 주제에 대한 요약과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http://wacid.kins.re.kr 로 접속하면 DB 

Silo 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림 6.1-6.5 참조) 

재요 

후진ilh 정 

파:l:jJ껴l 획시 

쭈요앙〔야시한 

연구과생수행현첼 

PRμ%/liXI훌 

송건전도 보끄서 

함 .tl~ 흉{ 

시윷자료 

셰A 한 

.j1령셔야E. 

i 목표 

g 닫계멀 

• 추잔 체제 

• 주요연구내용 

• KINS 서| 부 고}제 
• 전도 관리 계획 

• 우|탁연구 과제 수챙 강보 

산출울 내용 및 링므 
• K,'ÌERI 세 부 고}제 
• 진도란리 계획 

’ |이NS 말표 자료 ‘ 우|탁연구 과제 수헬 정보 
• KAERI 필표 자료 산줄물 UI 용 및 렁크 

• 기타알표자료 

- 대콰재 진도 보고서 

• 세부고}저l 진도 보고서 (KltJS) WMD8 (Waste Managen18nt Database) 
‘ 세리고}제 진도 보고서 (I<AERI) NEWMDB (Net Ensbled Waste Management Database) 

DIRAT，익 

‘ 국내 문헌 및 자료 

• 국인 문헌 및 자료 

CID (Centrallnternet Database) 
MIMS (Manifest !nformation Mangement Systeml 
Low-Track 

‘ 국내외 원자럭 관련 /1、|스잉 자료 

‘ 국내 원자럭 사설현황 
MNJITEL 
ELGÞ, 

KHNP 
R,'ÌSIS 
IERNet 
C,6,RE 

i 국내 사미튿 해체 폐기울 [18 

한국원자럭안전기술원 (KINSl 
한국수럭뭔자럭 (KHNP) 
한국원ì\f력연구소 (KAERI) 
원자럭환경기술원 (NETECl 

• 국오| 사01트 CID (Centrallnternet Databasel 
IAEA (Intet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그림 6.1 DB Silo 사이트 맴(컨텐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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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Compr8hensl ll8 Informatlon Ostabss8 잉 OIU~미며 앙시잉.JI. 및 사용i얻연료에 대한 만~rl ;q 잉5의 기반. 
구‘하고， 기초자료.11보δlα 대외 경갱혁과 효.~. t!상시키기 예6때 연1I1!1‘AK!I.，I.밍 *생 기~." 및 안전앤 
리 기를를 g힐쩍으로 도시하는 .앙정보 힌ß헤계. 구.tlO1 시m민쭈화와 극믿잉여 연엄호 져고되는 g사영.，1. 만언R 

g에 대한잉빈앤l 의 관"i!머에 엉잉~I기 위한시스임 01다 

판련 큐찌밍 특틸잉 용개g 영R잉 효.영 잉뢰g 잉썩 i얻 톨과 링은 잉진큐제 밍‘ g엌잉 ~!j 
- 용I안 정보g개 및 에1적인 안진인.， 시스잉구 ••• t때 잉사성 R기. 안견판러” 마인 대혹민 싱윈도 및 01에 §걷 
빙서성l끼’ 밍 사를i에연g 인전판리 .V시스g 응용 •• ~ 엉R액상엉의 대외찍 g영성 획잉 

-8)1.밍 밑생 저장및 얘톨 단". ;J1I잭를밍 미 "1정 호원-i!V쩍 .앙칙 e.r~rl:q 헤껴로의 힌!' 
언재 처를 인t~~ 예캉의 국가잉 g장기 연구에계 밍 앙힐. 방사성871. 판리 안진잉 11보 .. "긍잉 앤!' 딩도 

DB 5110 암? 

g자획 연구기인 의.시g의 엄~'1잉시성8'1. 인건E년l 톨앙정보시스잉의 구." 에 대안 에약 셰잉피g 스잉 g기 잉 진g 
상g 상 •• 의 겁씩미 를미하고 ~~~g 수엉시 경를윈 !'걷 응언 밍 기. 자를.!f야~~여 기판에서 .. ll 가S얀엉태g 도 
.tl기 외에 은’WACIO !.토!트 수g 얻1.> 1‘ g영·리등 주g릎 까~ 08 SI띠리고 g밍tl끄 개wtl잊[f 

E'~보는 .1 0:개인 큰 어뉴와 각각~ 어듀으얘l 밑잉 셰잉 삐뉴. 포앙tlù 잉으m 각각리 801지에능 주g에 대안 8약피 천 
g 내를 •• 수 잉능 잉크호 구성되며 잉다 

그림 6.2 DB Silo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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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tD!I? I 

‘ ,< ’ .• 
、‘>J"" .. 、~~. "' 

뻐앙I 

그림 

a -<1 ;.o~’，μ、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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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힌.ll~지‘i얘S 

6.3 DB Silo W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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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DB Silo 진도 보고서 링크 화면 

-200-



나. PRM(Project Review Meeting) 및 전문가 기술 자문 

(1) 과제진도회의 (PRM) 

본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요 참여 기관(한국수력원자력，한전원전연 

료，원자력환경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소)과의 매월 중순 과제 수행 평가 및 진도 

보고를 수행하고 각 기관과의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요소 선 

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을 수행하였다. (표 6.4 참조) 

표 6.4 차수별 PRM 발표 내용 

차수 발표 기관 발표 주제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영혁신 정보화 사업 (ERP) 방사성폐기물관리분야 추진방항 
1 회차 

대상정보기술(주)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 A 템 개념설계 구축현황 

대상정보기술(주) 기관멸 기초 설문 조사 결과 

바이오링크(주) RAWMIS 개발 진행 상황 

2회차 한국원자력연구소 고체폐기물 분류 

한국원자력연구소 
Development of a Decommissioning Database for the KRR ‘ 

1&2 

대상정보기술(주) 중저준위 입력 요소 및 세분류 (Rev. A) 
3회차 

바이오링크(주) RAWMIS 개발 진행 상황 (화면설계 Part 1) 

대상정보기술(주) 
중저준위 입력 요소 및 세분류 (Rev. B) 및 액기유출물/영구 
처분/사용후핵연료 세분류안 

바이오링크(주) RAWMIS 개발 진행 상황 (ERD & 화면설계 Part 11) 
4회차 

한국원자력연구소 
Establishment of Databas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KAERI Wastes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해체 데이터베이 A 

대상정보기술(주) 방사성안전관리통합시 λ템 개념설계구축현황 
5회차 

바이오링크(주) RAWMIS 추가입 력 요구항목 

바이오링크(주) RAWMIS 데이터베이 λ 설계현황 

대상정보기술(주) 액/기체 유출물 요소 선정 및 E 로토 타입 

6회차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성펴|기물 관리 RWM 

KINS 성공적 IT 쿄로젝 E 관리 추진밤만 

KINS 해외 해체사업 데이터베이 λ 개발현황 (일본，독일 사례) 

7회차 대상정보기술(주) 기관별 WACID 연계 방안 

(2) 전문가 기술 자문 

본 과제의 참여자에 대한 IT 전문지식과 간접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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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하여 유사 시스템 개발 경험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데이터 응용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였으며 자문을 얻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지식 배양 및 타 기관 구축을 지원하였다. (표 6.5 참조) 

표 6.5 전문가 자문 내용 

~‘- : --i:1 자문인 자문 주제 

경희대학교 김명헌 교수 WACID 구축에 대한 기대와 추진 방안에 대한 조언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종화 박사 Public Database Service Project 
한앙대학교 그口|요C그*li2μ 「λ- Waste Inventory Record Keeping Systems & Maintenance 
충남대학교 그c=1 | -Z1-하 c.:. .J. 꾀"- λ 방사성 폐기물 데이터 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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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à 보 양 λ「1

수행기관보고서변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변호 주제 코드 

KINS.α-IR←550 

제목/부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통합시스템의 개념설계 

연구책임자 및 
손 동 찬， 솔루션사업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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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정보에 

대한 전산화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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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5대 원칙의 실현 

• 정확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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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 

현재 처분 안전성 위주의 KINS의 중장기 연구체계 및 방향을 폐기물관리 안전 

성 확보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Framewor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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