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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야
 
「, 

1 . 제 

방사성폐기물 안전판리 통합정보사스템 개념설계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대한 종류 및 수량의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효윷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 정보통선 가술 (IT)을 적용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안 데이 

터베이스 (DB) 구축·운용이 요구된다. 

최근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각종 안전규제정보의 전산화 및 통신망을 

한 일반공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정보에 대한 전산화 및 연터넷을 통한 공개체계를 구축한 바 었다. 이와 관련하 

여， 지금까지 미진했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관련 정보와 전산화 및 공채를 

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 

• 판련 규제의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 원착 실현 등과 같은 

안전규제 5대 원칙의 실현 

• 정확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올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몇 이해 증진 

• 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안전판리 통합시스템 운용을 통한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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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협약 대비 및 대외적 투명성 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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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적 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 

• 현재 처분 안전성 위주의 KI1'‘JS의 중장기 연구체계 및 방향을 폐기울관리 

안전성 확보체계로의 천환을 위한 기본 Framework 제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및 구축， 운용 

• 개념설계 보완을 통한 DB 상세설계 및 구축 

데이터베이스 및 웹 시범운영 맞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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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전산화 
원자력 이용시설 과거설적 자료 수집서스템 

3. WEB 상세설계 및 구축 

4‘ 71 타 기관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 체계개발 지원 

N.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 방사성폐기물 및 사 

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능력과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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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려 공동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등 협약 이행올 위한 기초자료 쳐1 꽁 등에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얀전판리 공동협약 국자보고서 작성시 주요 

자료를 제공 

• 정부 및 규제전문기관의 안전관랴/규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자 및 폐기업자에게 안전관리 필수정보 

제공 

• 일반얀에 대하여 필요한 객관적언 정보제공을 통하여 안전규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국가 정책수립 시 겨초자료 (정확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누적량 예측자료 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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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Design of an Integrated Infon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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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el in Korea is developed to collect basic 

infonnation, provide the framework for national regulation, and improve 

national competition and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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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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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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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ve (5) principles (independence, openness, clearance, efficiency and 

reliance) of safety regulation can be realized. 

Public understanding and reliance on the safety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an be promoted by providing reliable 

infonnation 

• Ensure an openness within the intemational nuclear community and 
efficient1y support intemational agreements among Contracting Parties by 

operating saf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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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ion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management related to waste generation, 

storage and disposal, and make it possible to holistic control. 

Re-organize the basic framework of KINS' s intennediate and long tenn 

research organization and trends, regarding waste management policy is 

to integrate safe management and unit safe disposal. 

-111-



m.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and Design of Database 

• Develop and Design of Database make use of basic design Database 
• managed Database and Web 

2. Computerized Data 

• System collect past data of Nuclear facilities 

3. U ser input method of result data 

4. Development and Design of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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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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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mprove a efficiency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and regulation role 
by Government and KINS 

Provide to waste generators an essenti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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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regarding the safety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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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 a basic data to develop its national policy Cinforming accurate 

generated/cumulative projection data for the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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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 장 서 로
 

L 

제 1 절 깨발목적 및 팔요성 

가. 연구개발의 경재·사회·기술적 중요성 

(1) 경재 ·싼엽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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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 관리해야 할 정보의 수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았으며， 일부 71 
판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전산화가 추전되고 있거나 추 

진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관련 정보는 국가 방사 

성폐기물 관리사업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합적인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데이터 형식 o.J 표 

(ProtocoD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단계부터 잠재적인 시스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본적인 초기정보의 생산자인 폐기물 발생기관 및 저장기관이 직 간접적 

함께 참여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향후 서스템 

이용률과 효율성올 제고할 수 있다. 

(다) 지금까지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에 대한 국가 차원약 통합관리체계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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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과정에서 Àl 엽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었다. 따라서 국가 방사성폐기 

안전관리 통합 시즈:템의 구축을 통해 정확한 사실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함으로써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자 추진하는 사업 및 연구의 효율성을 제공 

할 수 었다. 

(라)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판려 통합정보시스템의 통하여 발생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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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기관벌 발생추이 분석 및 향후 발생 · 누적 예상량에 대한 신뢰도 있 

이분석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정부의 국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수 

및 관련 산업계의 사업 계획단계에 필수정보를 제공할 수 았다. 

(마) 판련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Web Site를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Porta1 Site로 운영함으로써 향후 시스템의 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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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문화적 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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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겸험을 통하여 국민적 신뢰도의 확보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으며 어를 위하여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려체계 

및 현황에 관한 신뢰도 있는 사실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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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판련 

정보의 대내외적 공개가 가장 효율적언 수단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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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을 실현하지 위하며 현재 산별 적으로 관랴되고 있는 방사성폐기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변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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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공개라는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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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2006년까지)계획에 안전판리 통합정보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았으며， 상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꾸체적인 이행수단이 요구된 

다. 

(3)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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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기 위하여 최신 정보통산 기술 (IT)을 적용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인 데이터떼이스 (DB) 구축·운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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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약국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대내외적 공개를 의무화하고 

NEWMDB, DIRAT A 등 국제적인 방사성폐거물 DB를 구축하여 회원국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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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하고 았는 국제기구의 최근 동향과 관련 국제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 

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 판련 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려 체계의 구축이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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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얼반 공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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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정보에 대한 전산화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체계를 구축한 바 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미진했던 방사성폐가물의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를 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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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1 별로 각론 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사설의 운영계 

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방사성폐지물의 발생 • 처리 · 저장 및 최종처분까지 

각 단계별 연계성올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나. 지금까지의 연구재발 잘척 

(1) 국외 
>

둔
 

구
 

시스탤 내용 

.IAEA가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취할하여 관 

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1 989)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불 재고향，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및 실적， 관련 

법령， 규정 및 정책 등을 수 

WMDB 1. IAEA 직원에 한하여 WMDB 첩근권한틀 부여하고 회원국에 대해셔 
는 보 고 서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files - Compilation 

Waste I of Data from the Waste Management Data Base)로 관련 정 
Management I 공 개 

Database I CD 1991 년 (제 1 판) : 1991 년 이전 정보수록 
@ 1994년 (제2판) : 1991.01-1993.03 정보수 
@ 2000년 (저13판) : 1998.02-1999.12 정보수록 
'WMDB 운영과정에서 정보수집 및 배포시 소요 JI 간 지면 등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저l 기 

IAEA 
NEWMDB 

Net-Enabled 
Waste 

Management 
Database 

·기존 WMDB의 한계를 보완하고 방샤성 I폐기울협약과 연겨1.운영할 목 

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입출력기능을 보완한 NEWMDB를 JH 
(2001) 

·회원국 01 자국의 방사성펴|기물 분류기준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면 

DBMS에서 01 를 IAEA의 분류기준에 따라 자료를 변환하는 기능 확보 

.IAEA가 NEWMDB를 개발한 사유 

@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반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 
@ 방사성펴IJI 울협약에서 체약국과 IAEA 간의 정보공유를 요건화 
@ 1992년 2.1 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Agenda 21 저122장에 따른 방 
사성펴|기물 관리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빌을 위한 지표” 개발의 책 

임을 IAEA어| 부여 

DIRATA 

.DIRATA는 회원국의 액체 및 기처| 방사성폐기물의 배출량을 통할적므 

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IAEA는 1992년 2.1 우 UN 환경개발회의 Agenda 21 저122장에 따른 

의무 01 행 주처|로서 고처|방사성펴|기울 관련 정보를 통합적 E프로 관리하 

기 위한 NEWMDB 01 외에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처11기처l 방사성울질의 

종휴 및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DIRATA를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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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탬 

CI。

Central 
Internet 

Database 

내용 

-01 국 내 각 주빠서 발생되는 저준위폐기물 및 혼합폐기울에 관한 

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탬 

-DOE의 “환경관리 통합 DB"를 추축므로 5종의 기존 시스템 (시설자 

료 관리사스텀， 핵물질 재고랑 DB, 오염밟지 DB, 유해물질 배출량 

DB, 초우라늄 펴|기불 처분 DB)을 연계하여 구성 

-1997년까지 매년 발간되던 IDB (Integrated Data Base) Report눈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01 러한 면보 발간 기능은 CID 시스 

템으로 대처I 

미국 

MIMS 

Manifest 
Information 

·저 폐기물 처분장어l 처 펴IJI 

별 처분이력 등을 기간별로 정리하여 검 

정보공개 시스텀 

2;:t -, 

별 농도， 처분 

있는 WEB 기 

Management I -CID 사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에 즈응하여 MIMS 서비스 중단 
System 

Low-Track 

MINITEL 

ELGA 

-01 국 INELOH 서 JH 

‘펴|기물 발생자가 폐기물 01 력 

하는 윈도우즈 컬퓨터 프로그램 

·폐기물 생성기록， 처리기록， 반출기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지원 

합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지원 Low-Level 
Radioactive 

Wast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용기에 관한 정보 전산 

프랑스 

스페인 

·방사성폐기물 I폐기시설을 포함한 원자력주기설비에 대한 환경자료 

및 안전관러 등의 정보를 일반대중메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 

·스퍼|인의 원자력 규제기관민 CSN가 개발·운영중인 방사성물질 환경 

배출량 DB 사스템 

·사업자는 방사성물질 월간 배출량 관련 자료를 전산파일 형태로 보 

고 

·의회 보고자료 및 일반 공개 자료의 작성어1 ELGA 시스템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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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구분 l 시스템 내용 

중저준위 

KHNP I 방사성 I폐기물 

종합판2..1 시스템 
저12단계 과제를 겨|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연겨| 

추적관리 사스템 및 드럼 핵종 XH 고랑 검증체계를 

개발·운영할 예정 

RASIS 

'2001.0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톨위원소의 도입에서 펴| 

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정보관리 시스템들 구축 

·현 재 WEB (http://rasis.kins.re.kr)을 통하여 “사이 버 방사선 안전 

정보센터”를 운영중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사고 시 방샤능 방호 기술J:I 원을 위한 사고 

상황 파악， 대기확산， 방사선 영향 평가 및 예측으로 방사능 방XH 

대책 기술J:I 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샤선으로부터 국민을 보 

CARE 오 

IERNET 

·원전안전정보08. JI 상정보08. 방사선영향평가08. 샤회 환경 08. 

지리정보08 등의 모율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각 DB가 면 

겨i 되어 있는 시스템 

재 WEB (http://care.kins.re.kr)을 통하여 관련 정 

·국내-오| 원자력사고 핵실험 인공위성의 추락 등으로 인 

위한 방사능 오염사고를 조기에 탐지하여 적시에 적절 

응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강시 

KINS 

KAERI 

·한국원자력연구 

해체폐기울 l 된 관련 정보 

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중 

기 해처l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 

DBMS 구축과제 (2001-2003)를 
DB 수행중 

·해처|시 발생하는 발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보가 08에 포항될 예정 

다.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 지금까져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들이 발생 71 관 

또는 저장기판 단위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필요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 

• 현재 일부 기관에서는 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표준적 

인 데이터 향목 형식 및 프로토콜 등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산별적 

으로 추진 종언 전산시스템 상호 부합 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중 

투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 현재 기관별 문서에 의촌하는 정보관리체계 만으로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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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리과정 (재포장 동)에서 야자되는 기존 폐기물 관련 정보의 변동 상황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라. 앞으로의 전망 

• UN의 Agenda 21, IAEA의 방사성폐기불안전협약 및 통합 DBMS 

(NEWMDB, DlRA T A 등)의 운영과 판련하여 국제가구를 중심으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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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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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현황정보를 포함한 각종 규제정보의 인터넷 공개가 가속화될 것 

예상된다 . 

•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에 판한 국제협약의 요건이행 및 대내외적 정보공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가 위하여 국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통합청보셔 

스템을 구축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대싼 기술도입 가능쟁 

• 일부 선잔국에서 운영중인 통합정보 DBMS는 자국의 폐기물 특성， 법령 및 

요건 등을 반영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룹 도입하여 국내 상황에 직접 적용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정보 DBMS는 일반적으 

고체 혹은 액/기체로 나누어 운영되므로 통합체계 운영은 극소수이며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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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시 많은 기술효의 지불이 예상된다. 

” b 



제 2 촬 개발 목표 

가. 개발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1) 최종 목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려 통합정보시스템 (W Aste Comprehensive Information 
Database: WACID)의 구축 및 서범운영 

(2) 단계별 목표 

(가) 제 1차년도 (2002.8-2003.05) 목표 : 

· 잠재적 이용자의 요구분석 

. WACID DBMS 및 WEB 개념설계 
(나) 제2차년도 (200307 -2004.05) 목표 : 

. WACID DBMS 및 WEB 구축 및 시범운영 

나.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구분 면구개발목표 

10 발사성펴|기물 통합정 
저11 차년도 | l 보시스템 최적처|계 도 

(2002) 
l 및 개념설겨l 

10 방사성펴IJI 물 통합정 
저12차년도 l i 보시스템 데이터베 01 스 

(2003) I 
l 및 웰 구축 및 시벌운영 

면구개발 내용 및 범위 

o 데이터베이스 기본설계 확정 
- 01 용자 요구분석을 톨한 DB 설계 
국내외 유사 전산시스텔 분석 및 벤치마킹 

- 통합 DB의 모물화 구성 

- 하부 DB 모률간의 첩보 면겨|성 확보 및 정보처리과 
정 분석 

- 표준화된 입훌력모훌 셜겨l 

유관 시스텀과 연계성 확보방안 도훌 

시스텀 신뢰성·보안성·확장성 확보 설겨| 

- 상세설계 XI 칭서 작성 

o 신뢰성 향상방안 검토 
- 입출력자료의 신뢰도 검증방법 및 절차 

o 01 용기관벌 실적 더101 터 잉력방안 구축 

o WEB 기본설계 
- 최적 유지/보수 방안 

o 기타 기관 방사성펴|기울 정보관리 체계개발 지원 

0 더101 터베이스 상세설계 및 구축·운용 

- 개녕철계 보완을 통한 DB 상서l설계 및 구축 

- 더101 터베이스 및 뭘 시범운영 및 보완 

시스텅 관리자 및 사용자 지휩서 작성 

o 자료 전산화 
• 원자력 01 용시설 과거 실적자료 전산입력 

o WEB 상세설계 및 구축 
。 기타 기관 방사성 I폐기물 정보판리 처|겨|개발 XI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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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활 내용 및 범위 

가. 개발전략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 

및 KINS 주도의 산， 학， 연 

통합과 확장， 상호교류를 위 

시스템 

조체제 

통합 

적화 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부 

구축， 원자력 관계기관의 공개정보의 

protocol 체 계 를 확정 한다 . 

• KINS의 거존 정보관리샤스템과의 연계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기촌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관련 유관기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 

시스템의 각 모률별로 유관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l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 입 데이터의 겸 (Validation and 

Verification)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 

• 국제 원자력기관과 방사성펴}가물판련 정보관랴시스템파의 연계를 위한 기준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또는 계획 중에 았는 유사 정보관리시스템 

벤치마킹 하여 동 셔스템의 활용 성을 채고한다. 

냐. 개발방안 

• 국내 원자력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었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정 

보흐름의 연계성 및 효율성” 이라는 차원으로 관련 유사 정보관리 샤스템을 

통합하여 업무후틈 중심의 안전규제시스템， 위험도 규제기준을 반영한 안전관 

려사스템 등의 역할을 하는 효율성이 제고된 통합 판려시스템으로 구축한다 . 

• 통합 관리사스템과 가존 관리체계와 연겨1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업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유관71 판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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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관의 정보관리시스템틀 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정보관리 protocol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협력하고， 자체 방사성폐기물 

판리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 유판기관에 대해서는 동 과체를 통해 

개발된 독립된 정보관리 모률을 제공하여 각 기관에서 사용활 수 있도록 한다 . 

• 국내 유관기관의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 및 범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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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동 정보관리시스템에서 판려될 모든 자료 및 정보틀에 대한 단계 

적인 보완/수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인다 . 

• 방사성폐기물관리 정보의 국제 Networking을 위해 현재 개발 중띤 유사정 

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여， 동 시스템의 활용성 및 완성도를 제고한다 .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자료의 신뢰성 학보를 위해 다단계 검증절 

차를 정립하고 이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다 . 

• 도출된 최적 통합정보사스템은 그 완성도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 

별로 모율화된 Web 겨반의 정보관려 GUI 시스템을 구축하여 셔스템의 
화， 유지 • 보수 편이성， 수요에 따른 등급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통합정보 

시스템의 GUI 시스템 구축은 사스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 Web 설계회사 
의 위탁업무로 수행한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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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 

리하고 요구 껴1 층에 채공함으로써 국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려의 대내외적 

산뢰성 확보한다.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관리 사스템 기술의 확보 및 응용에 01 용 

한다. 

• 장기적으로 원자력 관계법령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관련 보고의무 

동 시스템 체계를 적극 활용 •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유사 분야에 대 

한 기술의 파급효과가 있다 . 

• 경제， 산업적 

• 방사성폐기불 발생자 및 폐기시설 건설운영자에게 안전관리 및 안전규제 

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분 

단계에서 입증되어야 할 안전요건에 대한 사전 대비 유도 

· 방사성폐기물 판련 정보 및 업무관리에 IT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판련 안천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각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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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몇 연구개발의 기획단계에 유용한 가초정보를 제공한다 . 

• 활용방안 

· 방사성폐기불안전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및 체약국 의무조항 이행을 위 

자료의 생산 및 제공을 한다. 

·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 누적 량에 대한 추이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관련 

자정책 수립 사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판한 필수적인 전산화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 

함으로써 각 기관벌 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한다. 

인에 대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안천규제의 신뢰성 

명성 확보한다. 

.장기적으로 W ACID Web Site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판련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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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판련 보고요건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행하는 수단으로 

가. 기대정과 

(1)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룹 체계 
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요구 계총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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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 

(2) 방사성폐가물 관련 정보관리 시스템 기술의 확보 및 웅용 

(3)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폐기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안전규제 관련 정 

제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증되어야 할 안전성 관련 현안에 

대한 사전대비 가능 

(4) 관련 연구개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 

제공하며 효율성 제고 

(5) 관련 연구개발 방향의 저1 시 

나. 활용방안 

(1)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공동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및 판련정보 Networking에 
주요 자료를 제공 

(2) 정부 및 규제전문지관의 안전관리/규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폐기업자에게 안전관리 필수정보 제 

(4) 일반언에 대하여 펼요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안전규제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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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량 예측자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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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2 장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및 구축 운용 

제 1 절 개녕설계 보환을 통한 DB 상셰첼계 및 구축 

1. 요구분석 

1차년도에 국내외 법평 및 요건분석， IAEA위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 요건， 시 

템 개발요건， 관계가관 요구분석 과 시스템 요구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전반 

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실제 개발에서는 1차던도 개념설제를 점검하면서 

나오지 못한 요구사항과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요소를 포함하여 요 

구 분석을 도출하여 사스템 개발에 적용하였다. 

가. 데이터베이스 지본 71 능요건 분석 

(1) 업무 트랜잭션， 시스템 자체 처리 및 데이터 요구사항 모텔구성 

지본적으로 WACID 정보의 기본인 방사성폐기물 정보는 그림 12. WACID 데 
이터 겁증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원자력환경기술원 등과 71 타 지판에서 더i 여터를 정기 

적으로 수잡하고 그밖에 다른 정보는 해당 정보를 정보의 발생과 동시에 처리 

수 있도록 한다. 

(2) 모률별 요구사항 

WACID DB시스템 개발과 관련 사용자요구분석은 매주 정례 면탐을 통해 요구 
사항， 이행내용 및 논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응용업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정려되며 향후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 

파 운영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써 QA의 근간이 된다. 현재까지 정리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이행내용은 아래분야에 대해 약 100여종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추가 요구사항 

사용자요구분석 완료된 이후 상세설계를 하거 전 개념설계를 리뷰하면셔 

하지 못했턴 요구룹 추가로 도출하였다. 주로 기능 부분에서 시스템 개념 정립 단 

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대용을 추가로 설정하여 개발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사스템 요구분석쩍 결과는 다음과 같이 데야터 모률별 요 

구분석과 시설/기능별 요구분석 결과로 구분할 수 었다. 2차년도에 추가가 된 요 

구눈 별도 표시 를 하였다. 

(가) 데 이 터 모률별 요구분석 

o 중저 준위 폐 기 물 관련 요구사항(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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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후핵연료 관련 요구사항(3건) 

추가 1건 

o 동위원소폐기물 관련 요구사항(6건) 

-> 추가 1건 
。 해체폐기물 관련 요구사항(2건) 

추가 3건 

o 액체유출물 관련 요구사항(3건) 

-> 추가 2컨 
。 지처l유출물 관련 요구사항(3건) 

。 영구처분장 관련 요구사항(3건) 

。 자체 처 분 판련 요구사항(3건) 

-> 추가 5건 
;반 관련 요구사항(4건) 

(나) 시설/거능별 요구분석 

o 시 설 관련 요구사항(5건) 

-> 추가 1건 
。 지원， 관리 요구사항(24건) 

추가 1건 

o 거능 관련 요구사항(22건) 

-> 추가 7건 

나. 데이터 모률벌 요구분석 결과 

WACID에 수록될 데이터는 관리대상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중저준위폐기물， 동 

위원소폐기물， 해체폐기물)， 방사성유출물(액체유출물， 기체유출불)， 사용후핵연료， 

지타정보(영구처분 소각 운반 자체처분)등으로 모률화되었다. 개벌 데이터 

에 대한 1차년도와 추가 요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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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저준위폐기물 모률에 대한 요구분석 

요구샤황 10 요구사황 내용 처리 방법 및 컬과 

저장고 외의 판2.1 구역의 폐기훌 
폐수지는 가상드럼번호훌 설정해 200L 드럼 

300B-3-LlLC-01 기준으로 관리한다. 
관리 

- 한수원은 현재 관리하고 있다 

300B-3-LlLC-02 
한수원 중저준우1I폐기물 발생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옳 압력 요소 및 세분류 
황의 횡목을 재설정한다. 

1. 재포장 전 방사성펌|기울의 이력을 독립적으로 
한수원의 nu기훌 관리사항 중 관리한다. 

300B-3-LlLC-03 드럼을 재포장 할 경우의 처리 2. 원자력연구소 : 실제 드럼은 계속해서 이동 변 
dζi} 남 ~ 환， 시작과 종료 => 재포장(시작과 종료) 

3. 한수원 : 재 포장된 각각 내장c:럼을 %로 표시 

300B-3-LlLC-04 
드럼 내용훌의 분류는 잠고처1， 

(표 2.11 창조) 
가면성 여부만으로 분류한다. 

300B-3-LlLI-05 
한수원 드럼의 재포장 시 원래 

비율표시는 하지 않는다. 
의 개별 드럼을 %로 표시한다. 

1. 한수원입 보고는 발전소벌로 하지만 시설정보 

월성원전은 호기별 분류 가능하 
부분의 세분류롤 각 발전소 호기별로 하여 각 

300B-3-LlLC-06 
나 다른 원전은 어렵다-

호기별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저준위폐기울 AI 설정보 사|분류를 호기별로 한 

다. 

중저준우{ 펴|기물 용기일련번호 
1. 용기 일련번호훌 두 가지로 관리한다. 

300B-3-LlLI-07 
압력방법 

• 용기일련번호(사업자 관리번호) 

- 용기일련번호(WACIO 관리변호) 

고자| 폐기울 용기의 크기표시 
1. 고체폐기울의 크기 기준은 내용적으로 표시한다. 

300B-3-LlLO-08 
dC〉}다 t:i{ 

2. 드럼 종류에 따라 외용적이 표시 가능한 g소에 
대해서는 외용적 표기도 가능하도록 한다-

1. 폐기옳용기의 검색 시 그 용거의 형태와 제원에 
판한 정보를 훌력할 수 있도혹 하며 사진정보도 

300B-3-LlLO-09 
국내 펴|기훌 저장용기 사진정보 추가해서 제공한다-

확보 및 제공해야 한다- 2.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폐기물 용기의 형 
태와 제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 

성한다. 

AW용기가 발샘자， 잉시저장시 

300B-3-L1L1 -10 
셜， 영구처분장으로 이송되는 추후 영구처분장 관련 시스텀 구성 시 재설정한도록 

과정에서 포장단위 변경메 따른 한다. 

01 력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300B-3-LlLI-11 
고체펴|기울의 체적인 용기의 내 E럼 종류에 따라 오l 용적이 표시 가능한 묘소에 

용적을 기준요로 입력한다. 대해서는 외용적 표기도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 뿔 특정 1 년에 대한 중저 1. 출력 퍼10lAI 형태 표 2.12 찰조 
300B-3-LlLO-12 준우{며|기물(드럼수， 처|적) 발생 2. 하E카피 형태로 훌력할 수 있게 구성한다.(Excel 

향을 표로 출혁가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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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위원소폐기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300B-3-RIWC-0 1 

300B-3-RIWC-02 

300B-3-RIWC-03 

요구사항 내용 

동위원소 펴|기룰은 한수원 

ERP에는 제외되어 있다. 

밀봉선원의 폐기물 종류는 

핵종으로 구분한다. 

밀봉선원의 드럼(상자) 

종록는 사업자가 제작함으로 

표준적이지 않아 대형， 중형， 

소형으로만 구분한다. 

재포장 및 드럼 이동이 

300B-3-RIWC-04 I 빈번함으로 효과적인 
드럼관리가 필요하다. 

“핵종별 “기관별 

300B-3-RIWQ-05 I “밤사능량 “일자별” 

검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300B-3-RIWC-06 I 밀봉선원의 위치 정보 

ι 

RI의 흥저훈뼈 부를의 
3OOB-3-RIWC-07 I 

톨도편리 

'-~ -

처리 방법 및 결과 

1. RASIS 데이터 분류체계를 수용해 관리한다. 
2. KINS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므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앙하다 . 

- 필요한 데이터를 파일로 내려 받아 FTP등을 이용 

해 데이터를 추출한 후 자동 일력한다. 

- 필요한 데이터를 파일로 내려 밭아 WACID 홈페 

이지 임의의 장소에 업로드한 후 자동 입력한다. 

1. 핵종은 종류가 많지만 동위원소로 관리하는 
핵종은 30여 가지이다. 

2. 실제로 WACID에서는 가능한 전핵종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1.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드럼 
용량을 기본으로 한다(개봉선원의 경우). 

표 2.16 드럼용량(개봉선원) 
2. 밀봉선원의 경우 일반적인 규획이 없어 대헝， 중 
형， 소형으로 구분한다. 

1. 재포장 시 원 드럽의 일련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포장 시 한 드럼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미리 징하도록 한다. 

3. 선원의 재활용 문제를 고려한다. 

。t 드g 
c:> ë르 

1 . 핵종별기관별밤사능량일자별” 등의 특정 
인자에 의한 검색이 가능한 검색창을 만들어 항목을 

선택하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펴|기물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특정 인자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며|기울은 밀봉선원과 개봉선원의 
저장 방식과 표기가 다르다. 

2 , 표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봉선원과 밀봉선원 

은 항목을 별도로 구성한다. 

3. 밀봉선원 : 용기크기-저장고 위치-랙의 위치 

4. 개봉선원 : 블록-줄-층 

rl": 빔 셀톨휴훨소빼JI‘ 훌i저흔쾌뼈l기울 부톨온 
톨도의 태이톨로관리. 
2. 차후 훌저훈위뼈기톨 관리 시 RI뼈기룰흩 ‘포함하여 
검색활 수 었도특 관리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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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폐기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300B-3-DECQ-O 1 

300B-3-DECQ-02 

요구사항 내용 

해체가 진행중인 

원자력시설의 목록과 

해체상황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시설 멸 특정 1 년에 대한 

해체폐기.물(드럼수， 체적) 

발샘량을 표로 출력가능 

해야 한다 . 

처리 방법 및 결과 

1. 해체가 끝나는 시점에는 중저준위펴|기물에 
해체펴|기울 데이터가 편입될 수 있도록 데이터 

항목을 중저준위며|기물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2. 건물， 룸， 등의 단위 요소 별로 분류를 하여 해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분류한다 . 

3. 해체가 완료된 후에는 관리 주체가 바뀌면 중저 
준위폐기물로 데이터를 이관하고 기존 데이터는 그 

대로 두어 다른 원자력 시설 해체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다음과 같은 형태의 출력 퍼|이지를 구성한다 . 

표 2.18 출력페이지 구성 
2. 하드카묘|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한다(Excel 등) 

>1‘ 해 지!며|기톨 쩌|공주체에서 데 01 터 져|공에 어려용a 

표명. 

# 보류 3000一 1-DECI-19: 해채폐기물 더|이터 요소의 

1‘ 모든 시혈어l 대하여 건혈， 운전 종， 연구정 XI， 

해처|풍. 혜쳐|원료톨 구문한다. 

-) OPE~STATE 라는 시혈정보의 월드 
2. 혼전 풍이거나 훈전이 얻료원 시얼어l는 혼전 시작 

시정과 훌료시절흩 표기하여 나타낸다. 

-> 상엉룬현 개시윌 밑드 
3. 해처| 풍이거나 혜처|가 올료된 시혈에논 빼처| 시작 
정과 종료시절/옳 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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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체유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한수원은 각 호기 데이터가 1 액체유출물 관리 시설에 호기 명을 포할 
300B-3-UQC-0 1 휘득 가능하나 호기 별 구분이 2. 각 발전소 보고 시에 호기 멸 ， 시설 멸 보고 

명확하지 않은 발전소가 있다. 를 할 수 있게 구성 

1 액체유출울 방훌 유무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 

시설 멀 액체유출울 방출 유무 
설정 

300B-3-UQC-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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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를 구성한다. 

300B-3-LlQO-03 발샘량을 표로 훌력(종류멀 
표 2.20 출력페이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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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뱃 ~I배훌톨시간 / 뱃~I배훌훌횟수 = 훌균 단위 
[휩윤 단위 뱃치배훌 AJ 2! 1 의 

뱃 ~I뻐훌 시간 곁과많흩 기관해서 전술한 뿔균 

300B-3-UQC-04 
겉훌방안 

단위 뱃 ~I 배흩 시간흩 비교힌다. 

2. 방명싫예서 요구한 호차벌휘 상회시 오류 
데이터로 판단. 

ι “‘ 

r: 액처l휴훌훌 훌 훌혼기채(룰훌엉기처” 
Ar-4 1. K-87, K-88, Xe-133. Xe-l33m. 

유흩톨 MDA 궐훌시 룰.성기처l 
Xe-135.Xe-138 

300B-3-uaC-05 
고려 빽훌 

2. 액체유훌톨 훌 방사화 맡 부식생생톨 

‘ 
1-131. 1-133 후가 

, ,. 3. JI 처|유흩톨 풍 룰.성기쳐| 
Ar- 41 추가 

(5) 기체유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컬과 

한수원은 각 호기 데이터가 
1. 기체유출물 관리 시설에 호기 명을 포할 

300B-3-UQC-0 1 
취득 가능하나 호기 멸 

2. 각 발전소 보고 시에 호기 별 시설 별 보고를 
구문이 명확하지 않은 

발전소가 있다. 
할 수 있게 구성 

1. 기체유출울 방출 유무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 

시설 별 기체유출물 방출 
설정 

300B-3-LlQC-02 
T 。T-디「 효↓이 

2. 기체유출울 입력 표준안은 Y ， N으로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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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별 1 년 기체유출물 1. 다음과 같은 헝태의 출력 페이지를 구성한다 . 

300B-3-UQO- 03 발생량을 표로 출력(종류별 표 2.23 출력페이지 구성 
방사능)가능 해야 한다. 2. 하드카피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한다.(Excel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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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후핵연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한수원 ERP어| 사용후핵연료 
1. WACIO에서 입력 창을 만들어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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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할 것 
2. 차후에 한수원 ERP어| 추가가 되면 ERP에서 직 

접 입력한다. 

1. 운반용기의 검색 시 그 용기의 형태와 제원에 

국내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판한 정보룰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진정보도 

3008-3-SNFO-02 사진정보 획보 및 제공해야 
추가해서 제공한다. 

한다. 
2.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의 혈태와 제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 

이지를 구성한다. 

시설 별 1 년 사용후핵연료 
1. 표 같은 형태의 출력 퍼|이지를 구성한다 

3008-3-SNFO-03 발생량을 표로 출력(다발수， 
HMT)가능 해야 한다 . 

2. 하드카묘|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한다.(Excel등) 

1. 현저| 그링은 건식 저당형태톨 나타낸다. 

300용3-SNFC-04 사용후획언료 저장뼈치 판리 
2. 슬씩 저훌띈 폐기톨른 얼정기간이 지나면 
건식저팡고톨 이술힌다(풍수로) 

l 3. 건식. 슐식에 구훈에 따튿 이획관리가 되어야 한다 
“~ 1 

(7) 영구처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끓과 

처분장은 존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1. 각 분류요소 멸 처분관련 항목 설정 

3008-3-0ISC-01 
건설될 예정이므로 포할한다. 

2. 일력 가능한 데이터 요소 설정， 분록 및 
정리 

영구처분은 현재 필수 항목 요소를 

3008-3-0ISC-02 
정하여 잉시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한수원 요소롤 중심으로 분류 항목을 

처분시설 완공 후 개선될 설정한다. 

예정이다. (한수원) 

3008-3-0ISI-03 
항후 처분 시설을 고려하여 입력 

표 2.25 처분관련 입력표준안 
표준안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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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KOPEC 자료 보고서의 운반에 
3008-3-TRNC-O 1 관한 정보는 다소 방대함으로 운반관련 데이터 관리항목(표 2.29 참조) 

함축적이며 단순화한다. 

Low-TrackOI 하는 펴|기물 
3008-3-TRNC-02 운반에 관한 보고서 출력 필요한 항목만 재설정한다. 

프로그램을 참고한다. 

1. 운반용기의 검색 시 그 용기의 형태와 제원에 j 

국내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진정보도 

추가해서 제공한다. 
3008-3-TRNO-03 사진정보 확보 및 제공해야 

2.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운반용기의 헝 
한다. 

태와 제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한다. 

1. 운반 이후의 처분과 소각의 개녕정립 

300B-3-TRNC-04 소외운반의 개념 정립 
2. 소각을 분튜항목으로 해야 된다. 
3. 시설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은 운반의 개념으 
로 보지 않는다. 

(9) 자체 처 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300B-3-SDIC-0 1 자체처분 데이터 관리 방법 t소 2,27 자체처분 데이터 관리항목 

1. 자체처분계획서를 전승 받아 스캔한 후 보관하느 

자체처분 계획서의 보관방법 
절차를 구성한다. 

300B-3-SDI0-02 
2. 자체처분의 항목에 자체처분계획서 (0101;;::1) 를 추 

가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KNFC 관련기관 방사성동위원소 펴|기울은 대-닙r-':: 닙!: 

300B-3-SDIC-03 방사성동위원소며|기물은 NETEC에 위탁 펴|기한다. 

자체처분 및 위탁며|기 한다. 2. 일부 자체 처분하는 것도 있다 

RI 자체처분과 WACID 
1. KINS 관리자가 수기 입력활 수 있도록 자체처분 

3008-3-SDIC-04 자체처분과 부합한지 
KINS 잉력도구를 제공한다. 

확인한다. 
ι 

l ‘ 자빼처룬 모률은 낼크 혐태의 정보와 홈겨 혐태의 
자쩨처룰데이터휠 

정보가톨려되어 져훌를 수 있도륙 빼계. 
3008-3-8011-05 훌저훈챔뼈기톨 데이터의 

2. 자체처훈 절보의 컴색 31논 훌기번효가 이닝 
훈리잉획 

뻐기룰흩휴로톨청 . 
r 

자쩌l처룰 체빼셔 겉색방안 
1. 자체처를 정보의 Key논 자쩌|처훈 계획서 

3008-3-5010-06 
번효와폐기톨 훌휴로 데이터베이스 혈계시 반열흰다. 

>>빼처훈 계빼셔 정보 필 
1. 자찌처톨 판련 KINS 밑획도구. 쩌l공한다. 3008-3-8010-07 

흩과밍획 
-,. 

셔 "’t “ r""'I，.'싼 

” . 
~ I 1. 자1.1 21를 훌소의 엉획뭘드 혐태톨 Long협 g:논;f 

3008-3-8011-08 자체쩌훈 장소 잉획빔벌. - ‘• 

VARCHAR(255J 크기로 빼뭘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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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 기능별 요구사항 

WACID에 수록될 모율별 데이터 외에 시스템 관리 및 기능적 측면에서의 1차 

년도 요구분석 과 추가 요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내용 

300B-3-FACO-O 1 

300B-3-FACC- 02 

300B-3-FACC-03 

300B-3-FACC-04 

300B-3-FACO-05 

폐기물 저장고 위치， 기관 

Contact 상 대 등 을 
기재하여 지도에 나타내는 

자료가 필요하다 

각 기관별 시설 목록을 

추가하여 반영한다. 

각 시설 별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 위치 

관리 방법 

각 기관별로 액.기체 배출구 

및 관리 UNIT별로 

테이블화하여 관리한다. 

시설정보 테이블에는 위치， 
즈모저 즈。트서 하모 --.-..-., --'...l...L--， C그 C그 --.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 21 -

처리 방법 및 결과 

1. 지도상에 각 시설 표현을 한다. 

2. 전체 시설목록을 모두 나열한다. 
표 2.31 전체 시설목록 

표 2.32 방사성폐기물 관련 저장시설 

저장위치 관리는 가장 최근의 위치를 

기준으로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33 액체배출구 시설현황 
표 2.34 기체배출구 시설현황 

1 . 시설 정보의 기본자료 외에 
일반자료도 테이블로 정리한다. 

2. 각 시설정보 중 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정보공개 권한에 의한 관리를 한다. 

이나 기관 후가 

형태로관리 

늠코드의앙 
정힌다. 



(2) 지 원，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황 10 요구사항 내용 처리 방법 및 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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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일정관리와 진도판2.1 롤 통해 업무 혈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WACID DB Silo의 활용을 롱하여 원할한 정보 교환01 

될 수 있도록 한다. 

3. 훨간 PRM회의 활용과 수시 방문을 통해 서로의 장단 
점을 보완한다. 

1. 더101 터의 입력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데이터 검증 앙법은 더101 터의 통신 방법대l 따라 조긍 

씩 달라질 수 있다. 

3. 데이터를 입력한 후 파일로 전송해서 WACID때 입력하 
는 방법을 선택활 경우 

1 차적으로 입력자 혹에서 파일을 샘성할 따l 검증올 

한다. 

WACID에서 전송을 받은 후 2차 컴증을 한 후 데 01 터 

베 01 스어l 저장한다. 

입력될 수 있으므로 그어1 1 검증 방법은 벌도의 혈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도록 한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l 다. 
- 검증은 각 기관마다 더|이터의 입력이 C~를 수도 있E므 

로 멀도로 관리한다. 

4. 이상데이터 판리기준을 확보한다. 
- 과거의 실적에 비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의 더|이 

터 

- 요구되는 FORMAT과 다른 더101 터의 입력 

1. 각 사뿔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기 생산 자료의 
압력범위(과거 몇 년까지)와 입력 완료일 (더101 터버101 스 

300B-3-SUPI-03 ’ 기 생산 자료 입력방안 | 구성 완료 후 데이터 입력 완료시점)등01 필요하다. 
2. 각 기관 데이터 입력 방안01 먼저 정해져야 작업을 할 

수 있다. 

300B-3-SUPI-04 

KNFC는 펴IJI 물 관련 

DB가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입력 가능한 

품목을 조사하고 입력 

데이터훌 선별해주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분류황목에 대환 세 분류 황목을 01 리 

설정해서 해당JI 판에 입력 가능 여부를 점곁한 훌 더l 이터 

항목을 결정한다. 

1. 각 기관별 입력될 더101 터 항목 01 선정되고 갖 분류별 

데이터 량01 나오면 각 기관별 가상의 입력창을 만든다. 

각 입력 폼 작성에 12. 각 입력참별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여 각 
소요되는 예상시간을 ’ 업무량을 시간을 추산한다. 

300B-3-SUPI-05 1 추정하여 각 사업자의 13. 각 업무량 추산은 각 분류항목별로 추산하고 전처l 어| 
엉무부담올 여l측하여야 | 대해서 계산을 하는E 빙식을 사용한다. 

한다 14. 일반 사용자 테스트는 실제 입력자들을 대상으로 테스 

트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과 공간의 저l약이 따르므로 가능 

한 인력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도훌 한다. 

기 입력된 터|이터를 

수정활 경우， 이에 대한 11. 입력화면 구성 시 팍 기관01 입력활 황목에 대한 수정 

내부절차가 수립되어 ot 등의 권한은 각 기관 자체만 주어지도록 설정하도록 한다. 
300B-3-SUPI-06 1 -" ~ =::"~~~， I .=~-:-:，~':: ~ 1 

하고 더101 터 수정에 따른 12. 데이터 수정 등메 의한 01 력관리를 위해 써로운 테이 

기혹01 유지/관리되어야 l 물률 구성하며 작성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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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 요구사황 내용 처리 방벌 및 컬과 

1. 각 종 산출물， 여|훌 들면 요구사항 분석서， 시스템 설계서 
시스템 개발 후 저13자에 등의 관 èl 훌 훨저 ôl 한다. 

300B-3-SUPC-07 
의한 운영 및 2. 정형화된 산훌울 외의 각종 Document 판리 
업그러i이드의 용이성을 3. 운영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사용설명서， 관 
제고하기 위한 앙안 리자 사용설명서 등의 운영관련 OH뉴일 제공 

4. 시스럽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뮤지보수절차서 작성 

300B-3-SUPC-08 더|이터베이스 백업 방안 데이터의 백업방법， 주기， 보관기간 결징 

300B-3-SUPI-09 
기관의 더101 터 입혁은 1. 입력창이나 압력 방법을 분JI 보고어| 맞게 셜정한다‘ 

주기적 {3개월)으로 한다- 2. 보고 형식이 바뀌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정한다. 

정보의 입력을 위한 
1. 고시 02-01 호 개정. 

300B-3-SUPI-10 법령화 밥만이 
강구되어야 한다 

2. RASIS의 샤려|훌 참조한다-

1. 각 국외 DB어| 데이터 항목이 정해진 후 데이터 입력창을 
국외 DB(lAEA 

만든다. 

300B-3-SUPC-11 
NEWMDB. DIRATA, 

2. 더101 터 입력창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지는 것과 수동으로 일 
폐기울 협약)에 더|이터 

제공을 위한 방안 확보 
력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3. 자동입력은 기존 DBOlI 입력되어진 내용을 연결하도록 한다. 

300B-3-SUPC-12 
정보의 물리적인 형태 

(논의중) 
제시 

1. 시스템 구성메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안01 제시되었다 

300B-3-SUPC-13 
정보의 저장 및 백업위치 DB서버， 웰서버， 백업서버를 별도로 두는 방안 

저|시 2. 단 모든 시스텔은 KINS 전산정보실에서 관리활 수 있도록 

한다. 

300B-3-SUPC-14 정보의 색인방법 제시 (논의 

1. 전처| 데이터 분류 항목의 분류가 끝난 후 각 정보의 크기롤 

300B-3-SUPC-15 
정보의 규모를 파악할 수 정한다. 

있는 방안 2. 각 정보의 분기뿔 생산량을 과거 실적자료를 토대로 유추한 
다. 

1. 각 기관의 데아터 수집을 위한 보고양식의 위한 고시나 
법령이 필요하다. 

2. 각 기관별로 보고 가능한 더101 터를 운석하고 WACID에서 더I 

더|이터의 만정적인 수집 01 터가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300B-3-SUPC-16 및 유지를 위한 수단01 3.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101 터의 입력 

제시되어야 한다‘ 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을 유 ÃI 하기 위한 시스템의 유 Ã' 보수， 업 

그러101!::. 비용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4. 시스템의 적절한 유지률 위해서는 관리요원이 항시 시스텀 
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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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황 ，。 요구사항 내용 

더101 터입 망실 시 
300B-3’ SUPC-17 I 

이의 복구방안 

정보의 신뢰도를 

300B-3-SUPC-18 ! 확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정보의 중요도 별로 

300B-3-SUPC-19! 칩소 보존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삭제 및 

수정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300B-3-SUPC-20 ! 삭제 및 변경이 
허용되는 조건을 

사전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 및 결과 

1. 단순한 더101 터 오류나 디스크오류 시 : 

시스템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백업더101 터를 이용한다. 오류 

제거 홈에는 원상태로 복귀한다. 

2 시스텔 자체의 오류 시 
원 데이터나 백업 모두 쓸 수 없으므로 백업시스텅의 더101 터를 

서비스메 서용한다- 01 경우는 백업 시스털이 존재활 경우메만 
가능하다. 

3. 시스템 자체나 백업시스텀이 모두 복구 뿔능의 경우 
화XHLr 홍수 시 등으로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이다 

물리적민 백업장치를 사용하여야 복구하여야 한다‘ 

- 원 시스템의 복구해야 가능하므로 시스텀 복구의 기간01 길어질 

수 있다. 

4. 시스텀， 백업 시스텀， 울리적 백업 장치 등일 모두가 손상되었 
을 경우 : 

기 생산 정보 제공 기관의 정보를 다시 받는다. 

시스텀 복구 및 더101 터 재입력 등으로 잉해 복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1. 데이터 입력 시 검증 밥만 : 요구사항 300B-3-SUPI-02 참조 
2. 포뱃이 다를 경우 검증 방안 : 

‘ 웹 데 01 터 입력 창에서 검증합수나 아스키 더101 터 닙|교를 롱하 

여 문자나 숫자를 검증할 수 있다. 

허용 길이 범위를 벗어나농 문자를 걸러낼 수 있다. 

3. 이상데이터 관리 방안 : 

- 데이터 통신 01 상 

- 과거 실적어l 비해 허용범위를 벗 01 나는 입력 검증 

- Y, N 또눈 0, 1 의 입력을 항목에서의 01 외의 데이터의 입력 λl 
:J.1즈S 

1. 데이터 항목 분류에서 사용되었던 통급기준 A~F 를 적용해 

정보의 중요도룰 정 èl 한다， 

-A: 필수 JI 판 입력 정보를 의미항-

- B : 필수 기판 입력 정보를 의 01 함. (처분 관련 향후 필수 항목 

으로 예상되는 요소) 
C: 더101 터가 해당 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입력함 

의미함. 

- 0 : 폐기울 특성에 따라 기관별， 상황별 조건에 따라 입력항을 
의 DI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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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01 함. 

F: 향후 처분 관계 시설 운영자가 입력할 요소를 의미할 
2. 보안레벨은 각 항목별로 보안 우선순위를 판단 설정한다-

1. 입력화면 구성 시 각 기관이 입력할 항목에 대한 수정 등으i 

권한은 각 기판 자체만 주어지도록 설정하도록 한다. 

2. 데이터 수정 등에 의한 이력관리를 위해 새로운 터101 블을 구성 

하여 작성한다. 

4. 갱신의 경우눈 분리해서 샘각환다. 
5. 기관에서 잘못 준 데이터는 기판에서 수정. KINS에서 잘못 수 
정된 데이터는 시스템 관리자가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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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10 I 요구사항 내용 

외부 

300B-3-SUPC-21 I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보호방안 

데이터 

접근권한을 

등급화해야 하며 

권한 지정 해제 
300B-3-SUPC-22 I 변경 등의 

방안이 

절차화되어야 

한다. 

서버 다운시의 
300B-3-SUPC-23 I 우여 바안 

사용자인증체계 

300B-3-SUPC-24 I 및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처리 방법 및 결과 

1. 시스텀의 안전성을 위한 방안 
- 무정전장치 (UPS) 가동을 통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OS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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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스텀 보안 
- 방화벽 

- 시스템 보안 : 각 종 패치를 통한 시스텀 및 소프트웨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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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둔다. 

- 등록한 일반인 : 자신이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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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에 
요청이 있을 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한다 

1. 서버다운시의 운영밤법은 시스템 구성 방법에 약간씩 다르다. 

2. 백업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는 백업시스템이 원 시스덤 
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3. 백업시스텀이 없는 경우는 서버 다운시의 서비스를 바로 재개 
하기가 불가능하다 

사용자 인증 체계 설정을 위한 사용자 정보 취득 방안 

- 25-



(3) 기 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황 ，。 요구사황 내용 

얼 발생랑 환산방법(핵종 

300B-3-FUNC-0 1 I 관련)을 01 용 얼 발샘량훌 
구할 수 있다-

처리 방법 및 결과 

1 . 얼발셀랑 환산을 로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시 
적용한다. 

2. 반강기훌 적용한 방사능 보정은 핵종 테이블의 반감 
기를 인자로 하여 겨|산 활 수 있다. 

1. 해외 관련 사이트 및 
확보 

CD 등를 통한 관련자료 

해외 판련 사진정보 확보 12. 기관01 보유하고 해외 관련 자료 수집 300B-3-FUNO-02 1 ;:; -', I ~ :: ~ .• - ~ - • -

및 사진제공 13. 관련 자료훌 분류해 항목별로 나열해 제공한다. 

각 시설별로 방사성 I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물질 

300B-3-FUNO-03 I 종류뿔 설명， 부피， 질량， 
총방사능， 핵종벌 밤사능을 

출력하는 기능 확보 

WACID DB의 데이터는 

4. 관련 사진 제공 시 홈페 01 지가 있는 경우 링크도 연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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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 보고 내용을 엑셀 화잃 등의 헐태로 출력할 수 

있는는 기능 저|공 

그룹화 및 겨l홈화되어야 l 더101 터의 그룹화 및 겨|층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산훌물 
300B-3-FUNC-04 1 -:l ~ '" -= rT l O~~~ .A. ~I '- 1 하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작성 

도면 01 저|시되어야 한다. 

필요 시 더|이터의 등급들 

300B-3-FUNC-05 I 재 룬류할 수 있는 기능 
확보 

1. 정보 검색의 기준이 도i 는 황목을 보다 단순화 하고 

명확하게 만든다. 

2. 검색 완료 후 관련된 더101 터 표현을 보다 보기 쉽게 

구성한다. 

3. 정보의 검색 시 table 형태의 더101 터 리스트 표현과 

더불어 차트나 그래프 같은 그래픽적 요소를 같이 보여 

줌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쉽게 활 수 있다. 

4. 검색 항목을 선택적으로 하게 한다. 

정보에 대한 칩근 용01 성과 
300B-3-FUNC-06 I ::;~ .. : ...... - - - -. --. l(논외 

01 해도롤 확보 

정보 검색 및 추훌을 뭐한 

300B-3-FUNO-07 I 색인시스텀 구성되어야 
한다‘ 

원자력， 방사선 관련 

300B-3-FUNO-08 I 용어칩 01 서비스되어야 

한다-

1‘ 정보를 검색할 때 기본 색인 자료를 우선 저|공하여 

사용자가 정보에 대한 XI 식이 없더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검색의 기준01 되는 황목을 우선 선별한다. 

- 시설정보 종의 시설명 

- 중저준위폐기울 항옥 중 용기일련번호 

단위 시간 

1. 용어칩을 구현하기 위해 용어칩 관련 정보를 

취할한다. 

2. WACID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원자력 관련 용어 또 
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머지는 어휘에 

대해 빠르고 쉽게 검색 가늘토록 구성한다. 

3. 일반 검씩엔진과 유사한 인터퍼101 스를 홍해 사용자 

의 거부강을 줄이고， 직판적인 인터떼 01 스률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혹 링크훌 제공하여 수록된 전체 용어 

& 어휘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판리 메뉴에서 어휘 추가 및 설명 삽입이 가능한 형 

태의 관2.1 훌훌 제공하여 향후 유 XI 보수롤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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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10 요구사황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 

빙사성폐기물， 사용후핸연료， 
1. 관련 링크에 관한 항목 도훌 

300B-3-FUNO-09 2. 관련 링크들도 종류별로 그를 형태로 표기가 
방사선， 원자력관련 링크 제공 

된다. 

관련 창고자료률 저장， 검색， 
원자력 관련 참고자료를훌 저장， 검색， 다운로드가 

300B-3-FUNC-l0 다운로드훌 허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가능한 기능 제공 

방사성폐기울，사용후핵연료의 

300B-3-FUNO-l1 향후 발생 추01 훌 예측할 수 있는 
향후 추이를 예측활 경우어|는 예흑모델 로적 01 

필요하다. 
기능 져|공 

KINS CARE의 원전 주요 
1. WACID에서 필요한 원전 내 방사선감시기 

300B一3-FUNO-12 유출물감시기의 지시치를 표현할 
분류 정리 

수 있어야 한다. 
2. 데이터 통선 빙법 및 일평균 더101 터 추훌방법 

그a킥저 ζj 

300B-3-FUNO-13 
각종 전문용어사전 링크를 

각종 전문용어사전 링크를 저l 공.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전존비 보고서 : 보고서의 형식을 미리 

지정해 둔다. 

2. Pre-Formatted 보고서 : 사전준비 보고서보당 

보고서의 형태별로 미리 구분해 눈 번도가 떨어지는 보고서 
300B‘ 3-FUNO-14 

정의한다. 3. User Defined 보고서 : 사용자가 상황에 맞추 

어 새로 만드는 보고서 

4. 톨벌보고서 : IAEA DB입력용 또는 혈약 보고 

용 자료 

300B-3-FUNO-15 
시설별 특징 5, 10년 실적을 표나 

그래프나 차트 등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래프로 훌력활 수 있어야 한다. 

허가 종류별로 각 시설의 

300B-3-FUNO-16 
관리항목을 1, 5, 10년 주기로 

님|교/출력하여야 한다(테이블이나 
그래프나 차트 등훌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래프 선택) 

외부 출력보고서의 형식 : PDF, 외부 출력보고서의 형식 수용 PDF ， Excel 가능 
300B-3-FUNO-17 

HTML(내/외부)， MS Office, 한글 한글은 문제가 있틈 .. 

외부 훌력보고서는 수정 및 
각 응용프로그램의 보안 방법을 이용 적용한다-300B-3-FUNO-18 

변경이 불가능하도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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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B-3-FUNO-19 원획으로 하나 IAEA 제공 자료는 혈의가 필요하다) 

영문므로 제공 가능해야 한다. 2. 수동 입력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보 작성용 그래프 및 테 01 블 
연보 좌성용 횡목 도출 예정 300B-3-FUNO-20 

훌력 JI 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 현재는 확정안이 아니고 2003년 9월에 

확정예정 

300B-3-FUNO-21 헐약보고서 작성 2. 영문 보고서가 필요하다. 

3. Draft훌 작성해셔 초안을 작성활 수 있도록 환 

다. 

300B-3-FUNO-22 과JI 부 보고자료 작성 연보 작성용 황목 도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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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10 요구사황 내용 

300B-3-FUNC-23 I WACID 표훈 단위 왜 계 

300B-3-FUNC-24 I 획흩정보 곁색시 킬색방없 

300B-3-FUNC-25 J 관리자 도구 개발 

터
 

이
 

떼
 

내
 

국
 

와
 

터
 

에
 능
 

더
 

기
 

외
 
교
 

해
 
비
 

감
 

빠
 

뚜
 

」ua
니
 떼

 

300B-3-FUNC-27il 방사성 룸괴효과 고려기늄 획보 

300B-3-FUNC-28 I 획흩 8r-89/90 테이터 처리빙벌 

WACID 었트(그래프)의 훌획 

300B,-3-FUNQ-29I Qptlon를 잉의로 지정힐 수 있논 

기늄톨악보 

처리 방법 및 결과 

1. 국쩨 표훈인 SI 단위톨 사용한다. 

2. 기광낼로 정보 제공시 빼당 unlt로 변 

보고혀도룩 포옛절의 

1. 획훌 정보 는 기롤적으로 자주 쓰이논 획훌훌 

상단에 배월하여 검색시 톨뭘요한 시간 낭비톨 

하지 않도를 배얼한다. 

2. 뼈홈을 그룰벌로 톨힐하여 검색하는E 방벌도 

고려한다. 

'1 1. 폴리자 모률은 일반 사용자 매|이지와 낼도로 

구성한다‘ 

2. 시스텔 판리 률의 시스템 관리자의 기능만 
벌도로 져|공한다. 

2. 비파힐 추 있는 데이터의 형태톨 이용 비교방법 

구현 

미곁 300D-1-FUNC-22: 혜외 테이터의 흥륙， 

더|이터 형식 뭘 비교방법 

1. 획흩의 반갑기 Eil이톨를 구성하여 

페이터베이스에 적용 

2. 방사블 혹정강흩 기흔 낸도애 반강기 테이를a 

이용하여 재계산힐 수 있는 방법 구성 

1. 한수원 흩~에 따르는 것흩 핸핵으로 힌다. 

2. 테이터 표힌 시 상기 힐의 시정를 표시힐 수 
있도륙 한다. 

1. 현재 껴|공 기늄한 ~트 훌류(흩 5기자) 

- 월반 악대그해프/ 

- 더톨 Y 막대그래프/ 

- 리인그래프/ 

-Dl이그래프/ 

- 룰훌 악때그래프 

2. 다만 대이터 휴명에 따랴 쩍톨 가률힌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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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DB의 모율화 구성 

1차년도에는 WACID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운영 및 보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 대상에 따라 개밸 폐기물 DB를 모률화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한 검색 및 판려의 편의성 저l 고 

려 대상별 관련 데이터를 독립적인 DB에 저장/관리함으로써 사스템 판랴 

의 용이성 제고 

- 폐기물 전문가에 대한 NEWMDB 정보입력 

메이터의 특성 및 가능에 따른 차등 화된 관리 

- WEB융 통해 제공될 정보를 실제 콘텐츠 

, 신속한 검색 및 유지보수 가농 
2차년도에는 이에 추가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DB서버스 시 

구비하였다. 

처O
 

수
’
 

한 설정 

사전에 모율화하여 류
 

요 

DB 

가. 폐기불 DB의 모율화 구성방법 

(1) 방법 

대 

및 선정 절차와 결과 

령， 폐기물딴전협약， 

선정 

현재 동위원소폐기물 관련 정보는 KINS에서 기 운영중인 RASIS 시스템 

에서 관라하고 있으며， 폐밀봉선원 풍은 중저준위폐기물과 구분하여 관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 따라 별도 모률로 구정 

반， 소각 등의 정보는 폐기물 데이터의 관리주체 변경 또는 소멸 

관련하여 이력추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기타 모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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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판한 모률을 별도로 구성 

외에서 운 인 유사DB 체계에 따라 

(2) 위에 제시된 원칙 하에 분류된 표 2.1파 같다. 

2.1 WACID 데이터베이스 모률 

모률멸 약자 국와 유샤 DB명 

중저훈위폐기물 .2률 LlLW NEWMDB(lAEA} 
동위원소폐기물 .2둘 RIRW SRS Registry(lAEA) 
해체떼기물 모율 DDRW DRCS(lAEA) 
샤용후핵연료 모둘 SNFM Fuel-Trac(미 국)， ISNFDS(OI 국) 
액처|유출울 모둘 LEFF DIRATA{IAEA) 
기처|유출물 모율 GEFF DIRATA(lAEA) 
처분 모률 DISP NEWMDB(IAEA) 

기타(XI-처|처분， 운반， 소각) 모둘 MISC NEWMDB(l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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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년도 추가 결정 사항 

제 서버스시 각 모률을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 

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8가지의 모율로 구성되나 일반에 서버스시에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묶어 서버스하도록 구성하였다. 

(가) 방사성폐기물 

- 중저준위폐기 

- 동위원소폐기물 

- 해처l 폐기 

(나) 방사성유출물 

액체유출물 

- 기체유출불 

(다) 사용후핵연료 

(라) 기타 

영구처분 

자체처 

나. 일반 시스탬 DB 

시스템 고유의 폐기물 DB야외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나 일반 서비 

위한 컨텐츠 정보용으로 시스템 DB를 구성하였다. 이안에는 각종 부지， 시 

장소 등을 관라하거나 효율적인 데이터베야스 관리를 위한 코드 정보， 각종 

시스템 프로셰스 관리정보 커뮤니티 갤러려 용어사전 같은 콘텐츠 관리를 위 

한 떼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일반 시스템 DB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시설 정 

(2) 코드 정보 

(3) 프로세스 정보 

(4)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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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부 DB 모률판의 정보 연계생 확보 및 정보처려과청 

가. 데이터 모률별 ERD 등 절계결과 

(1) 개요 

모률별로 구성하여 선정된 관리 데이터 요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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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식별자를 선정하고 논려적/물리적 ERD를 도출하여 WACID 데이터베이스 설 

계를 진행하였다. 

(2) 엔티 티 (Entity) 정 의 
간 중복되는 요소 및 엔티티는 단일의 엔티티로 통합하였으며 각 모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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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간 링크가 가능토록 구조화되었다. 예를 들어 중저준위 고채 폐기불 같은 경우 

에는 용71 일련번호를 엔티티간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Key 로 선정하여 각71 

산되어 있는 모든 엔티티들의 정보를 용기 일련변호만을 대입한 간단한 질의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요소로 정렬한 엔티티는 하나이상의 Primary Key를 가지며 하나이상 

의 관련 속성을 지나게 되며 이러한 엔티티의 설계는 데이탁베이스화하기 위한 

기초 골격을 형성한다. 

2.2 모률 공통 엔티티 (Entity) 정의서(일부) 

엔티티 타입명 엔티티타입 설영 동의어/유의어 관련 속성 

시설코ζ 

방사성폐기 시설이를 

시설 발생시셜에 대한 기관 시설 OIOIXI 경로 

기 보 적 ÃH 시설위치 

대표연락처 

원자력관련 시설을 시성유형코I 

시설유형 인허가 구분。로 기관종 시설유형명칭 

으Tl획 ζ〉 벌 ~ 져 ~21 시설유형설명 

사용자코I 

사용자01 릉 

O~OICI 
파{λ워 I 

WACID를 이 할 
직위 

사용자 사용자(입력자， 검증자， 회원 
부서 

주민등록변호 
잭잉자)의 정보 

01 머l 일주소 

훌퍼10lXI 
전화번호 

핸 I폰번호 

때-，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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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별자 & 식별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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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티티에 부여하였다. 따라서 분산된 다수의 엔티티는 식별자를 통해 서로 간에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구조룹 지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2.17 주삭별자 

& 보조식별자 정의 참고) 

2.3 주식별자 & 보조식별자 정의(일 

멘 EIEI8입영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외 식별자 

시설 시설코- 시설유형코드 

시설유형 시설 허〈그 -극4극-

사용자 사용자코E 시설코E，사용 코 c 

고처l 용기 일련번호 발생일자 
시설코E 사용 c::내부차펴|체 

코I ，오|부차펴l 체코c::용기코 E 

ÀH 포장 

고처|측정 일련번호 일련번호 

핵종별 방샤능 일련번호，핵종코E 빙사능평가일자 일련변호， 핵종코-

기타 일련변호 일련번호 

mlJ l 표〈〉5gT ET근 폐기울코 물리적형태 C二

용기 기 亡-
처리 처리코 ε 

ζc=:〉: 급코-

a--”1 응--H1 코 I 

bE크}人 C:H>
-그-‘ 

LH 차펴|체 LH 부차 I해처l 코 ε 

외부차펴|체 오| 차펴|체코E 

화학물질 화학 질코I 

경볍상펴|거 
펴|기물 코c 

뜯CJ응 

리적형태 물리적형태코E 

저c> 방사능측정방법코亡 

특E르프 르 -「Si X <i{ 일련변호，핵종코ζ 일련번호， 핵 코ε 

MDA 일련번호，핵종코E 일련번호，핵종코E 

DRL 일련변호 일련번호 

냉팍재 일련번호 일련번호 

비보호옥외탱 
일련번호 일련변호 

크 

유출물 일련변호 tJH 코c，시설 드，사용자코c 

환경배출 일련번호 일련변호 

민선량 잃련변호 일련번호，대상부지，장 JI 코 I 

대기확산 일련번호，기상탑코E 일련변호，기상탑코드， 16방위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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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사 
각각의 사용 용어에 대한 동의어 영문표시 및 용어 정의를 통하여 채벌 단어 

에 대한 명칭의 정의틀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성 사 이를 활용해 표기한다. 

2.4 용어사전(일부) 

용어 동으l 어 물리명 。-「t 용어정의 

2차 Second SECO 

가능성 Possibility POSS 실제로 01 루어질수 있는 실현성 있는것 

가면성 Combustible COMB 롤에 탈 수 있거나 타기 쉬운 성질 

가중 Severíty SEVE 책임이나 부담 등을 더 무겁게 합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발사선의 하나. 파장 01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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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을 탐지하거나 앙을 치료하는 더|에 널리 쓴다 

감시 Monitoring MONI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갚게 살핍 

후뚜( p候頭)의 앞쪽 아랫부분에 있는 내분비선- 신처l 으l 
g λ <=3} k ι:i Thyroid Gland ‘ T GLAND 발육 및 신진대사에 관겨|하는 호르몬인 티록신을 

분비한O. 

값 수치 Value VALU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OH 겨진 액수， 

강도 Strength STREN 센 정도. 

게사울 Notice NOTI 
여러 사람어l 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거| 한 물건이나 을. 

게시판 Board BOAR 
여러 사람에게 알릴 LH 용을 LH붙이거나 LH 걸어 두루 

보게 붙이는 판 

?EEj 숭 t그F 01 상 Defect DEFE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흥미 되 -t「j 튿ι걷 

경계 Boundary BOUN 사물01 어떠한 JI 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겨| 

경로 폴더 Course COUR XI 나는 걸. 

고화처l Solidíty SOLl 고체화(固體1t)’굳어질‘므로 순화. 

그c:그〉 : --:11 Gap GAP 작은 구멍이나 빈틈. 

공기 Air AIR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하층부를 구성하는 무색， EF추l 의 l 

투명한 기처| 

둘 01 상의 사람， 사울， 현상 따위가 서로 판계를 맺어 
관련 Relation RELA 

OH (껴 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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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접미사 

구분 Division DIVI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구역 구간 Area AREA 갈라놓은 지역 

권한 Authority AUTH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 01 마치는 범위. 

균일성 Smooth SMOO 한결같이 고른 성질 01 나 상태. 

그룹 팀 Group GROU 
합꺼l 행동하거나 공통정이 있머 한더| 묶일 수 있는 

샤함들의 무리. 

기강 Term TERM 어느 때뿌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 

물보다 가엽고 물을 물이면 잘 타는 액처1. 약간 끈기가 

있고 01 끈미끈하며 울에 잘 풀리지 않는다. 동물의 살， 

기톰 오일 Oi’ OIL 뼈， 가죽어| 엉기어 있기도 하고 식물의 씨앗에서 

짜내기도 하는데， 뭔료에 따라서 빛깔과 성질이 다르고 

쓰잉사{가 매우 다랑하다. 

기상탑 
Meteorological 

M_OBSE 대기 중에서 밀어나는 울리적인 현상을 관활하는 시설 
Observatory 

물질이 나타내는 상태의 하나. 공기， 수소， 산소 따위와 

기처| Gas GAS 
같이 분자의 간격이 멀고 응집력이 없어 각 분자가 

자유로 01 유동하므로， 일정한 모양과 부묘|훌 갖지 않고 

용기룰 채우려는 성질 01 있다.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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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야블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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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테이블염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외 테이 

각각의 모률별 이나셜을 서두에 달아 모률 고유의 테이블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 

하였다. 

표 2.5 테이블명 정의(일부) 

엔티 EI 타입명 동의어 물2.1 명 8101 며〈그 

특이사항 특기사항 Peculiar Case CO_CASE 

기타자료 그외자료 Other Document CO_’’’’’’.’ 

χC그{ 검 λ} Measure CO_MEASURE 

방사능측정방법 Radioactive Measure Method CO_METHO。

님EE}A <:H3 생성 Occurrence CO_OCCUR 

흩-「” 벌방사능 Nuclide Radioactive CO_RADIOACT 

인증게시 인 보 I Authentication Board cLABOARD 

게시판 보E Board cLBOARD 

사전 Dictionary cLDICTIONARY 

갤러라 샤진 Gallery cLGALLERY 

업더|이 E 갱신 Update cLUPDATE 

처 Disposal D_DISPOSAL 

01 사항구분 Peculiar Case Divide deL 
Jζ5 二t그:::1 러 l 벨 Class deLCOCLASS 

시설 설비 Facility deLCOFAC 

시설유형 설비유형 Facility Type deLCOFACTYPE 

JI E 럼 Container deLCONTAINER 

I폐기 흔〈그석 펴|기울형태 Waste Pattern deLCOPATTERN 

리적형태 Phisical Type deLCOPHISICAL 

처 dζi} 납 t:j{ Disposal Method LDMETHOD 

배 구 방출구 Out’et deLEOUTLET 

필 JI 내장 Vicera deLEVICERA 

자체처 ~~‘、- Itself Disposal Location def_IDLOCATION 

기상 Meteorological Observatory def_EMEOBSERVER 
송--H1 Nuclide deLCONUCLlDE 

화학물질 Chemicals deL 

환경폐기울 Environmental Waste deLSENVWASTE 

진저l Filler deLSFILLER 

LH 부차폐체 내부차단저| Inside Blackout Curtain deLSIBCU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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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Field Name)으로 구성 하고 

개체 관계도틀 나타내었다. 

제 데이터베이 

나타낼 수 있 

가공하여 

모델링 

영문 불리명 축약 명으로 

판적얀 WACID 데이터베이스 

(6) ERD 작성 

테야블화된 관리 대왕 

각각의 테이블간의 연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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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결과에 따른 대 01 블 정의셔 작성 

(1) 개요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작성한다. 

(가) 작성방법 

TABLE NAME : 테이블목록에 정의된 테이블ID룹 가재한다. 

COMMENT: 태이블정의서 내용이 정의된 메이블목록의 시스템 멍을 기재한다. 

OWNER: 테이블정의서 내용이 정의된 테야블목록의 DB명을 기재한다. 

TABLESPACE : 테이블정의서 내용이 정와된 테이블목록의 시스템 명을 71 재한 

다. 

CREATED: 산출물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NO: 칼럼의 순서를 일련번호로 지재한다. 

필드 명 : 칼럼의 영문명을 기재한다. 

더1 01 터 형식 : 칼럼이 갖는 데이터 타업을 기재한다. 

문자형 (Character) : "c"로 표현 

수치형 (Number) : "N"으로 표 

날짜형 (Date) : "D"로 표현 

이 : 칼럼의 길이를 byte수로 겨재한다. 

키 : 칼럼의 도메인 값 등 칼럼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주커 (Primary Key) : “PK"로 표시 

외 부키 (ForeÎgn Key) “FK"로 표사 

서로다른 테이블에서 참조되는 다수의 외부키가 존재할 경우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 (FK1 , FK2",,,) 

NULL 허용 : 칼럼의 데이터 값이 없는 경우에 NULL값을 가질 것인가 여 

기채한다. 

NULL 값을 허용하져 않을 경우 . "Not Null"로 표현 

코멘트 : 필드의 한글 설명 

(나) 작성가이드 

- 파힐로 테이터를 관려하는 경우는 양식의 변경 없이 테이플ID와 테이촬명에 

파일ID와 파일명을 기재한다. 

- 테여블목록에 정의된 모든 테이블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테이블목록에 정의된 시스템명 테이블명 테이블ID와 동일한 명창으로 작 

성한다. 

- 주카 를 반드시 ;성 의 하도록 하고 NULL-값을 갖지 않도록 작성 한다. 

-43-



칼럼의 형돼， 길이， NULL 여부가 표현되도록 작성한다. 

(2) 방사성폐거 

(가) 중저준위폐지 

TABLE NAME RW_CONTAINER 

COMMENT 흉기 정보 

OWNER I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4 오후 2:09:51 

No 필 ζ 명 데이터 형식 31 
NullN 허u용LL 코멘트 

RW WACI NUMB VARCHAR2(30) PK NOT WACID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CCU_DATE DATE NOT NULL 폐기물 발생일자 

4 INST CD VARCHAR2(20) NOT NULL 폐기울 발생/관리 시설 

5 USER_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번호 

6 GENE_SOUR_CD VARCHAR2(10) NOT NULL 발샘원~ 

7 DRU M CREA DATE DATE NOT NULL 용기 샘성일자 

8 CONT CD VARCHAR2(10) NOT NULL 용기 종류 

9 INSI CAPA NUMBER(lO) 용기 LH용적 

OUTS_CAPA NUMBER(10) 용기 외용적 

11 BENT YN CHAR(l ) 벤트여부 

12 LABE YN CHAR(l ) 포장울 포지 부착여부 

13 SEE __ CHEC_DATE DATE 육안 검사일자 

14 SEE_CHEC_RESU_YN CHAR(l ) 육안 검사 걸과 이상여부 

15 INSI_SHIE_MATE_CD VARCHAR2( 1 0) 내부 차펴|체 종류 

16 。UTS SHIE MATE CD VARCHAR2( 10) 외부 차펴i 처l 종류 

17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1:잉시 ->N: 입 력 ->C:완료) 

18 VALI YN CHAR(l ) 
L ι 

용기의 유효성(초기값:Y) 

TABLE NAME RW_FISS_MATERIAL 

COMMENT 핵분열성 물질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20:42 

No 필드영 데이터 형식 카 Null 허용 -구대~~ 

RW.‘-‘‘.‘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NOT NULL 보고분기 

3 FISS_MATE_‘‘‘‘‘‘‘. VARCHAR2(10) PK NOT NULL 핵분열성 울질종류 

4 FISS_MATE_MASS I NUMBER(30 ,15) NOT NULL 핵분얼성 물질의 질량 

5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44-



TABLE NAME RW_HAZARD_CHEMICALS 
COMMENT 유하{ 화학물질 정보 

OWNER WACIO 

TABLESPACE WACIO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20:48 

No IcI=l -I-- C ζ그셔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WWAα NUMB VARCHAR2(30) PK I\JOT NULL WACID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HAZA_CHEM_CD VARCHAR2(10) PK NOT NULL 유해 화학울질 종류 

4 HAZA_CHEM_MASS NUMBER(30 , 15) NOT NULL 유ôH 화학울질 질랑 

5 STAT CHAR( 1)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RW_NUCLIDE_RADIOACTIVITY 
COMMENT 핵종별 밤사능 농또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8 오전 9:54:30 

No 교ε긍l -E-:- E C그예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W_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일련번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NUCL CO VARCHAR2(10) PK NOT NULL 흩-니1 죠 c:드〉 

4 RADLDENS NUMBER(30 ,15) NOT NULL 방사능농도 

5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I 

TABLE NAME RW_REPACK 
COMMENT 재포장정보 

OWNER WACIO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5 오전 10:45:06 

No 필드명 테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RW一WACI_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O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INCL_RW_F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기관 일련번호 

4 REPACK DATE OATE XH 포장 일자 

5 STAT CHAR( 1) PK NOT NULL 터101 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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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RW_MEASURE 
COMMENT 주요 혹정/방샤선학적 정보 

。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20:54 

No 필드명 더101 터 혈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RW_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SURF _RADLDATE DATE 표면선량율 측정일자 

4 CREV _RADLDA TE DATE 이격선량율 혹정일자 

5 ALPH RADI DENS DATE DATE 전알파방사능농도 측정일자 

6 BETA RADI DENS DATE DATE 전버IÐ밤사능논도 촉정일자 

7 SURF_CONT_ALPH_DATE DATE 표면오염도 알파 측정일자 

8 SURF_CONT‘ BETA_GAMM_ DATE 표면오영도 베타/강마 혹정일자 DATE 
9 URAN_DENS_DATE DATE 우라늄 농드 측정일자 

10 TOT A_RADLAPPR_DA TE DATE 홍방사능 평가일자 

11 HEAT_OCCU_APPR_DATEl DATE 멀발샘율 평가일자 (기관) 

12 HEAT_OCCU_APPR_DATE2 DATE 열발샘율 평가일자 (KINS) 

13 SURF_RADI NUMBER(30 ,15) l 표면선량율 

14 CREV_RADI NUMBER(30 ,15) 이격선량율 

15 SURF _CONT _ALPH NUMBER(30 ,15) 표면 오엽도 알파 

16 SURF _CONT _BET A_GAMM NUMBER(30 ,15) 표면 오영도 베타/강마 

17 HEAT_OCCU_RATE1 NUMBER(30 ,15) 멀발생률 (기관) 

18 HEAT _OCCU_RATE2 NUMBER(30 ,15) 열발생율 (KINS) 

19 URAN_DENS NUMBER(30 ,15) 우라늄농도 

20 URAN CONC NUMBER(30 ,15) 우라늄 농축도 

21 TOT A_RADI_DENS NUMBER(30 ,15) 홍방사능 농도 

22 TOT A_RM_METH_CD VARCHAR2( 10) NOT NULL 흔 i:;ac그tA、H~‘:s 경 -S1XC그i 닙 〈〉}납닙{ 

23 NUCL RM METH CD VARCHAR2(10} NOT NULL 를...，써 3C:E3 날i크1 b C그rA、 r 느ë5 걷 -，늘天〈〉{t〈j그‘납~ 

24 NUCL_RADLMEAS_DATE DATE 핵종별 방사능 훌정일자 

25 ALPH RADI DENS NUMBER(30.15) 전알파 방사능 농도 

26 BET A RADI DENS NUMBER(30.15) 전버|타 방사능 농도 

27 TRU DENS NUMBER(30 , 15} TRU 농도 

28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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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RW_PROPERTY 
COMMENT 주요 속성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一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21: 10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I!~‘n~ 

RW_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용기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MASS NUMBER(30,15) 펴l 기물 질향 

4 F _WATE_CONT NUMBER(30,15) 유리수함량 

5 CHEL_CONT NUMBER(30.15) 킬레이트제 함량 

6 UQU_SUCT _CONT NUMBER(30.15) 액체 홉수저! 첨가량 

7 FI’ιLL_’-’-’’’.’ NUMBER(30.15) 충진저l 부피 

g COMB_YN CHAR(l ) 가연성 여부 

9 COMP_YN CHAR(l ) 압축성 여부 

10 PROD_FIRE_YN CHAR( 1} 발화성 여부 

11 GENE HEAT YN CHAR(l ) 발열 반응 여부 

12 SOU UNIF YN CHAR(l ) 고화체의 균일성 여부 

13 CORR_YN CHAR(l ) 부식성 여부 

14 DECO_MATT _CONT _ YN CHAR(l ) 부패성 똘질 함유 여부 

15 EXPL_YN CHAR(l ) 폭발성 여부 

16 CONT _MATT_CONT_ YN CHAR(l ) 전엉성 물칠 함유여부 

17 CRIT_SAFE_YN CHAR(l ) 잉겨l 안전성 여부 

18 OUTG_GENE_POSS_YN CHAR(l ) 부산물 발생가능성 여부 

19 GASE_WAST _CONT _INSLP NUMBER(30.15) 기체 폐기물 용기 내부 압력 RES 

20 CONT _INSLGAP NUMBER(30,15) 용기내 공극율{부피기준) 

21 。IL INGR CONT NUMBER(30,15) 기름성분 함량(부 III 기 : ) 

22 WAST_CD VARCHAR2(30) NOT NULL 펴|기물 종류 

23 PHYS_ST AT _CD VARCHAR2(10) 폐기울의 물리적 형태 

24 RADW_CLAS_CD1 VARCHAR2( 10) 며|기물 분류기준(국LH/IAEA) 

25 RADW _CLAS_CD2 VARCHAR2(10) 폐기물 분류기준(10CFR6 1) 

26 ENVI_WAST_CD VARCHAR2(10) 환경법상 폐기물 구분 

27 COMP _STRE_METH_DATE DATE 압축강도 측정일자 

28 OVER_QUOT_METH_DATE DATE 훨출지수 흑정일자 

29 COMP_STRE NUMBER(30.15) 압혹강도 

30 。VER_QUOT NUMBER(30.15) 휩출 XI 수 

31 UQU_WAST _PH NUMBER(30,15) 액처| 폐기물의 pH 

32 STAT CHAR( 1)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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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RW_STORAGE 
COMMENT 저장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카 2-08 오전 9:49:28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W_WACI_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일련변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STOR DATE DATE NOT NULL 저장일자 

4 STOR_LOCA VARCHAR2(100) 저장위치 

5 RW STOR CD VARCHAR2(10) NOT NULL RW 저장 시설 

6 STAT CHAR( 1) PK NOτ NULL 더|이터 상태 
‘-

TABLE NAME RW SUMMARY 
COMMENT 요약정보 

。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21 :34 

No 필 E 명 더101 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관라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RW STOR CD VARCHAR2(10) PK NOT NULL 저장시설 

4 OCCU_QUAN NUMBER(5) 분기 발생량 

5 TAKE_QUAN NUMBER(5) 분기 인수량 

6 TRAN_QUAN NUMBER(5) 분기 인도량 

7 DECR_QUAN NUMBER(5) 분기 강용량 

8 INCR_QUAN NUMBER(5) 분기 NET 증가량 

9 BEFO_QUAN NUMBER(5) 전분기 재고랑 

10 CURR_QUAN NUMBER(5) 현분기 재고량 

11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잉 AI->N:입 력 ->C:완료) 

TABLE NAME RW_TREATMENT 
COMMENT 처리 정보 

OWNER f감aslD TABLESPACE ID REAL 

CREATED 2003-12-05 오정 10:47:37 

No 필E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대e:!.! ~ε 

RW_WAC’_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일련변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TREA CD VARCHAR2(30) PK NOT NULL 처라 방법 

4 TREA_DATE DATE 처리 일자 

I 5 I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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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위원소폐기물 

TABLE NAME RI_CONTAINER 
COMMENT 용기 정보 

OWNER WACID 

TA8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13 오후 5:18:04 

No 교c=l -ε- 며 o 데이터 혐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I WACI NUM8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관리 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1 

3 OCCU DATE DATE NOT NULL 발생 일자 

4 RLFACI_NUMB VARCHAR2(30) NOT NULL 기관 관리 번호 

5 INST CD VARCHAR2(20) NOT NULL 시설 코드 

6 USER_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번호 

7 GENE SOUR CD VARCHAR2(10) NOT NULL 발샘원민 

8 CONT CD VARCHAR2(10) NOT NULL 용기 코드 

9 WAST CD VARCHAR2(10) NOT NULL 폐기울코-

10 INCL SOUR COUN NUM8ER(5) 포함 선원 갯수 

11 PACK_METH VARCHAR2(50) 포장방법 

TABLE NAME RI_DISUSE 
COMMENT 폐기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2-08 오전 10:10:03 

No m--l -I--- 며 ζ그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L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완리 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DISU DATE DATE 폐기 일자 

4 DISU_RADI NUMBER(30 ,15) 며IJI 방사능 

5 DISU_ARTI VARCHAR2 ( 1 00) 패기울풍 영칭 

6 TREA CD VARCHAR2( 1 0) 처리 코드 

TABLE NAME RI_OPEN CONT 
COMMENT JH 봉선원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REAL 

CREATED 2003-12-08 오전 10:12:25 

No 표ξ크l -E-- 며 o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LWACαL’-’-’-’’’.’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관리 변호 

2 REPO_QUAR CHAR(5) NOT NULL 보고분기 

3 SURF _RADLRATE NUM8ER(30 , 15) 표면 선량율 

4 SURF _CONT _LEVE NUMBER(30.15) 표면 오렴도 

5 TOT A_RADLDENS NUMBER(30.15) 방사능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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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RI_RECYCLING 
COMMENT XH 활용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8 오전 10:13:07 

먹국밀드영 데이터 형석 키 Null 허용 코멘트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2 TOTA_CHAR_SOUR_COUN NUMBER(5) 전체 인수 선원 

3 RECY _UN_ TARG_S。 NUMBER(5) XH 활용 미대상선원 

4 RECY_TARG_SOUR_COUN NUMBER(5) XH 활용 대상선원 

5 RECY _CARR_SOUR NUMBER(5) XH 활용 반훌선원 

TABLE NAME RI ’.’ 

COMMENT 밀봉 선원 용기 측정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2-08 오전 10:14:33 

No ζi피=l -ζ 며 C그 데이터 헝식 31 Null 허용 -구대t!!!~ 

RL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관리 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MAXLSURF _CONT _LEVE NUMBER(30,15) 최대 표면 오영도 

4 DELLSURF _CONT _LEVE NUMBER(30,15) 인도시 표면 오염도 

5 DELLTOT _DISU_RADLQUAN NUMBER(30,15) 인도시 총펴|기방사능량 

6 CUST _ TOT _DISU_RADLQUAN NUMBER(30,15) 보관시 홍폐기방사능량 

TABLE NAME RI_SEALD_SOURCE_UNIT 
COMMENT 밀봉 선원 단위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8 오전 10:16:58 

No 필드영 데이터 헝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LWAC’_NUMB VARCHAR2(30) PK NOT NULL W보A고CID 관리 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LL 분기 

3 RS_NUMB VARCHAR2(10) PK NOT NU 선원 ID 

4 NUCL_CD VARCHAR2(10) NOT NULL 핸종코드 

5 WORK_COMP I VARCHAR2(30) 저l 작회사 

6 MANU_COMP VARCHAR2(30) 제조일자 

7 PURC_RADI NUMBER(30,15) 구입시 방사능랑 

8 DISU RADI NUMBER(30,15) I폐기시 방사능량 

9 CURR RADI NUMBER(30,15) 현재 방사능량 

10 SOUR_WEIG NUMBER(30, 15} 선원무게 

11 CARR_YN CHAR( 1) NOT NULL 반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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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RI_STORAGE 
COMMENT 자장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2-08 오전 10:18:13 

No 도ε~ E: 며 o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LWACI_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일련변호 

2 REPO_QUAR DATE PK NOT NULL 보고분기 

3 STOR_DATE DATE PK NOT NULL 저장일자 

4 STOR_LOCA VARCHAR2( 100) 저장우’ xl 

5 RI_STOR_CD VARCHAR2(10) NOT NULL RW 저장 시설 

(3) 방사성유출물 

(가) 액체유출물 

TABLE NAME LQ_DISCHARGE 
COMMENT 분기 배출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9:06 

No 필드영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유훌울 발생 시설 

2 LER_POINT _CD VARCHAR2(10) PK NOT NULL HH 수구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4 GENE_SOUR_CD VARCHAR2(10) NOT NULL 유출울 발생 원인 

5 USER 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번호 

6 BATC_DISC_COUN NUMBER(3) 뱃치 배훌총횟수 (해당 배수구) 

7 BATC_DISC_ TIME NUMBER(5) 뱃 xl HH 훌훌시간 (해당 배수구) 

g BATC_DISC_MINI_ TIME NUMBER(5) 단위 뱃치 배출시간 최소값 

9 BATC_DISC_MAXL TI ME NUMBER(5) 단위 뱃 xl 배훌λ| 칸 최대값 

10 BATC_DISC_AVER_ TIME NUMBER(5) 단위 뱃치 HH훌시간 평균값 

11 BATC_AVER_WATE_FLOW_ NUMBER(30, 15) HH훌기간 평균 학석수 유량율 RATE 

12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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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LQ_DISCHARGE_VOLUME 
COMMENT 배출 체적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REAL 

CREATED 2003-11-20 오 전 11:19:14 

No 필드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픽 ~~ε 

INST CD VARCHAR2(20) t-'K I NOT NULL 유출울 발생 시설 

2 LER_POINT _CD VARCHAR2(10) PK NOT NULL 배수구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4 REPO MONT CHAR(2) PK NOT NULL 대상월 

5 DILU_ TOTA_ VOLU NUMBER(30 ,15) 희석수체적 

6 DISC_WAST _UQU_VOLU NUMBER(30 ,15) 배출 펴l 액 체적 

7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LQ_ETC 
COMMENT 기타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9:20 

No 필드명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유출물 발생 시설 

2 LER_POINT _CD VARCHAR2(10) PK NOT NULL 배수구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4 MAXI PH NUMBER(30 ,15} 최대 Ph 

5 MINLPH NUMBER{30,15) 최소 Ph 

6 MAXI BORO NUMBER{30,15) 최대 붕소 농또 

7 MINLBOR。 NUMBER(30,15) 최소 붕소 농도 

8 STAT CHAR{l)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LQ_MDA 
COMMENT 핵종별 MDA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9:27 

No 필드영 더|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픽머t!!!~ 

INST~CD VARCHAR2(20) PK NOT NULL 유훌물 발생 서설 

2 LER_POINT _CD VARCHAR2( 10) PK NOT NULL ~H수구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
4 NUCL CD VARCHAR2( 1 0) PK NOT NULL 핵종 

5 MDA NUMBER(30,15) NOT NULL MDA 

6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m 

ι
 



TABLE NAME LQ_NR_REFRtGERANT 
COMMENT 원자로 냉각제 정보 (KHNP) 

。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9:33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먼트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자체 처리 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NR_REFR_MAXLRADI_DENS NUMBER(30 ,15) 
원자로냉각재 총방사능 농도 
최대값 

4 N R_REFR_AVER_RADLDENS NUMBER(30,15) 
원자로냉각재 종방사능 농도 
평균값 

5 E NNRS--REFR--| 131-MAXLRAD|-D NUMBER(30 ,15) 원자로냉각 ÃH ’-131 선량등가 
방사능 최대값 

6 E NNRS REFR |131 AVER RAD, o NUMBER(30 ,15) 
원자로냉각ÃH 1-131 선량등가 
방사능 평균값 

7 NR_REFR_H3_MAXLRADLDE NUMBER(30 ,15) 
원，XJ로냉각ÃH H-3 농도 

NS 최대값 

8 NR_REFR_H3_AVER_RADLDE NUMBER(30 ,15) 
원자로냉각ÃH H-3 농도 

NS 평균값 

9 RCS EBAR NUMBER(30,15) RCS E-bar 

10 RCS_EBAR_METH_DATE DATE RCS E-bar 측정일자 

11 -SDEECN0S-REFR-TOTA-MAXlRADl NUMBER(30 ,15) 
2차냉각ÃH 총방사능 농도 
최대값 

12 SECO_REFR_1131_MAXLRADI NUMBER(30 ,15) 
2자냉각자{ 1-131 선량등가 

DENS 방사능 최대값 

13 SECO_REFR_H3_MAXLRADI_ NUMBER(30,15) 
2차냉각ÃH 1-131 선량등가 

DENS 방사능 최대값 

14 STAT CHAR(l)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LQ_OUTDOORS_ TANK 
COMMENT 비보호 옥외탱크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I 2003-11-20 오전 11 :19:56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견머‘!5.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옥외 탱크 관리 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TANK 1 RADl NUMBER(30,15) 옥외 탱크 #1 총 방사능 

4 TANK 2 RADI NUMBER(30,15) 옥외 탱크 #2 총 밤사능 

5 TANYC3_RADI NUMBER(30 ,15) 옥외 탱크 #3 총 방사능 

6 TANK 4 RADI NUMBER(30 ,15) 옥외 탱크 #4 홈 발사능 

7 I TAN K...5_RADI NUMBER(30.15) 옥외 탱크 #5 총 방사능 

8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띠
 써 



TABLE NAME LQ_NUCLIDE_RADIOACTIVITY 
COMMENT 핵종별 방사능 정보 

OWNEA WACID 

TABLESPACE WACID_AEAL 

CAEATED 2003-11-20 오전 11 :19:41 

N。 필드 엉 더|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ACHAA2(20) PK NOT NULL 유훌울 발샘 시설 

2 LEA_POII\JT CD VAACHAA2( 10) PK NOT NULL 배수구 

3 AEPO_QUAA CHAA(5) PK NOT NULL 보고분기 

4 AEPO_MONT CHAA(2) PK NOT NULL 대상월 

5 NUCL CD VAACHAA2(10) PK NOT NULL 송-「” 표 〈그드 

6 TOT A_DISC_AADI NUMBEA(30,15) 총배훌 방사능 

7 DILU_BEFO_DENS NUMBEA(30,15) 희석전 농도 

8 DILU_AFTE_DENS NUMBEA{30,15) 희석후농도 

9 DISC_AVEA_DENS NUMBEA(30,15) 배출 평균 농도 

10 DISC_MAXLDENS NUMBEA(30,15) 배출 최대 농도 

11 ECL AEST AATI NUMBEA(30,15) ECL 비율 (대비) 

12 QUAA_AEST _AATI NUMBEA(30,15) 분기 제한치 비옳 

13 YEAA_AEST _AATI NUMBEA(30,15) 연간 저l 한치 비율 

14 DAL_AEST _AAT! NUMBEA(30,15} DAL 비율 

15 STAT CHAA(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LQ_ONESELF _DISPOSAL_FACILITY 
COMMENT 자체 처리 정보 

OWNEA WACID 

TABLESPACE WAC!D AEAL 

CAEATED 2003-11-20 오전 11:19:49 

No 필드영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ACHAR2(20) I PK NOT NULL 자처l 처리 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 보고분기 

3 REPO_MONT CHAR(2) PK NOT NULL 대상뭘 

4 I UQU_WAST_VOLU NUMBEA(30,15) 수칩된 액처|펴IJI 물 처l 적 

5 UQU_GAMM_AVEA_AADLD NUMBER{30,15) 
수집된 펴|액의 평균 강마방사능 

ENS 농도 

6 UQU_H3_AVER_RADLDENS NUMBER(30,15) 
수집된 며l 액의 평균 앙중수소 

농도 

7 LIQU_TREA_WAST_VOLU NUMBER(30, 15) 
액체폐기물 처리설비에서 

처리된 rnl 액의 체적 

8 UQU_NATU_WAST _VOLU NUMBEA{30,15) 
자연증발시설에서 처리된 

펴l 액의 체적 

9 UQU _NATU_STOR_AADLDE NUMBER(30,15) 
자연증앓시설 저장액의 

NS 총방λ}능 농도 

10 UQU_NATU_TEMP _RADLDE NUMBER(30,15) 
자연증발시설 제습액의 

NS 총방사능 농도 

11 MONI_AADLDENS NUMBEA(30,15) 
감시 정 (Monitoring Welt)의 
총방사능 농도 

12 STAT CHAR(l )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 ” 



TABLE NAME LQ_RESIDENTS_RADIATION_Q 
COMMENT 소외 주민 선랑 (분 JI)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20:10 

No 필드 영 데이터 형식 31 I씨 -구머~.êε 

IN\애JST.τττττ-’-’-’’’-’ VARCHAR2(20) PK NOT NULL 소외추민 선량 평가 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FACLVALLRADI NUMBER(30,15) 유효선량 (시설〉 

4 FACI_VALLAGE_GROU_CD VARCHAR2(10) 유효선량 연행군 

5 BODY _ VISC_RAD’ NUMBER(30,15) 인처| 장 JI 퉁가선랑 (시설) 

6 BODY _ VISC_ORGA_CD VARCHAR2( 10) 인체 장기 등가선량 최대 장기 

7 BODY _VISC_AGE~GROU~C VARCHAR2(10) 민체 장기 등가선량 면령군 D 

8 STAT CHAR( 1) PK !‘~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LQ_RESIDENTS_RADIATION_ Y 
COMMENT 소오l 주민 선란 (연간)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20:16 

No 필드영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엔트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소외주민 선량 평가 시설 

2 REPO YEAR CHAR(4) PK NOT NULL 보고년도 

3 FACI~VALLRADI NUMBER(30 .15) 유효선량 (시설) 

4 FACLVALI_AGE_GROU_CD VARCHAR2(10) 유효선량 면령군 

5 BODY _ VISC_RADI NUMBER(30.15) 인처l 장기 등가선랑 (시설) 

6 BODY _ VISC_ORGA_CD VARCHAR2(10) 민처l 장기 등가선량 최대 장JI 

7 BODY _ VISC_AGE_GROU_C VARCHAR2(10) 인체 장기 등가선량 언령군 D 

8 STAT CHAR(l )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TABLE NAME LQ_SPECIAL_EVENT 
COMMENT 특이 사항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20:23 

No 교El-I- C 〈껴〉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구- 머 ‘~~ ε-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유출몰 발생 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SPEC_EVEN_CD VARCHAR2( 10) PK NOT NULL 특이사항 종류 

4 SPEC~EVEN_DESC LONG 특01 사항 내용 

5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 55 



TABLE NAME LQ_OUTSI DE_DI SPOSAL_FAC I LITY 
COMMENT 01 송 처리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20:03 

Nc 필 E 영 터101 터 헝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01 송 처리 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REPO MONT CHAR(2) PK NOT NULL 대상월 

4 LlQU_GAMM_AVER_RADLD NUMBER{30 ,15) 이송펴|액 평균 감마방사능 농도 ENS 

5 LlQU_H3~VER_RADI_DENS NUMBER(30 , 15) 이송펴|액 평균 감마방사능 농도 

6 Ll QU_BETA_AVER_RADLDE 
NUMBER(3α 15) 이송펴|액 전베타 방사능 농도 NS 

7 TAKE OVER INST CD VARCHAR2(20) NOT NULL 액처|펴|기울 인수시설 

8 LlQU_WAST _ VOLU NUMBER(30,15) 액체폐기물 이송처|죄 

9 STAT CHAR( 1)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 L“ 

(나) 지체 

TABLE NAME GS_ATMO_DISP _FACTOR_Q 
COMMENT 대기 확산 정보 분기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6:36 

No iEi므l 며c>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픽대e:!!~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시설 코드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ATMO_DISP _FACT_CD VARCHAR2(10) PK NOT NULL 대기확산 인자코드 

4 METE_ TOWE_CD VARCHAR2(10) 기상탑코드 

5 DIRE CD VARCHAR2(10) 방위 코드 

NUMBER(5) 6 DIST 거리 

7 VALU NUMBER(30,15) NOT NULL 평가값 

8 STAT CHAR{1 )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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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GS_ATMO_DISP _FACTOR_Y 
COMMENT 대기 확산 정보 연간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6:44 

No 필- 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머t!lJ‘E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시설 코드 

2 REPO_YE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ATMO_DISP _FACT_CD VARCHAR2(10) PK NOT NULL 대기확산 민자코드 

4 METE TOWE CD VARCHAR2(10) 기상탑코드 

5 DIRE CD VARCHAR2(10) 방우| 코드 

6 DIST NUMBER(5) 거리 

7 VALU NUMBER(30,15) NOT NULL 평가값 

I STAT I CHAR( 1) PK NOT NULL L 더101 터 상태 

TABLE NAME GS_DISCHARGE_VOlυ 
COMMENT 분기 배출 체적 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7:33 

No 효’ c: 며 <::">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유출물 발생 시설 

2 GER_POINT _CD VARCHAR2(10) PK NOT NULL 배가구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4 REPO_MONT CHAR(2) PK NOT NULL 대상월 

5 BATC DISC VOLU NUMBER(30 ,15) 뱃치 배출 총 체적 

6 CONT DISC VOLU NUMBER(30 ,15) 면속 배출 총 처|적 

7 STAT CHAR( 1)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GS_MDA 
COMMENT 핵종별 MDA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7:54 

No 필드명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유훌울 발생 시설 

2 GER_POINT_CD VARCHAR2(10) PK NOT NULL tJH JI 구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4 NUCL CD VARCHAR2(10) PK NOT NULL ~μ 죠 〈그드 

5 MDA NUMBER(30,15) NOT NULL MDA 
6 STAT CHAR( 1)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n 
ω
 



TABLE NAME GS_DISCHARGE 
COMMENT 분기 배훌 정보 

。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16:51 

No 욕i=! -I-- 며 =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유출울 발생 시설 

2 GER_POINT _CD VARCHAR2(10) PK NOT NULL ~H 기구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4 GENE_SOUR_CD VARCHAR2( 10) NOT NULL 유훌물 발생 원민 

5 USER_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번호 

6 BATC_DISC_COUN NUMBER(3) 뱃 xl ~H 출총횟수 (oH 당 배기구) 

7 BATC_DISC_TIME NUMBER(5) 뱃차 배출홍시간 (해당 배기구) 

||1189 o B B BAAATTTC C C-}-DDD |SC-M|NLTlME 
NUMBER(5) 단위 뱃 xl 배출시간 최소값 

ISC MAXI TIME NUMBER(5) 단위 뱃치 배출시간 최대값 

ISC_AVER_ TIME NUMBER(5) 단우l 뱃치 배출시간 평균값 

11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GS NUCLIDE RADIOACTIVITY 
COMMENT 핵종별 방사능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8:03 

No 필E 영 더101 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유출물 발생 시설 

2 GER POINT CD VARCHAR2(10) PK NOT NULL 배기구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4 REPO_MONT CHAR(2) PK NOT NULL 대상월 

5 NUCL CD VARCHAR2(10) PK NOT NULL 핵종 

6 TOT A DISC RADI NUMBER(30 ,15) 총배출 방사능 

7 DISC AVER DENS NUMBER(30,15) 배출 평균 농도 

8 DISC MAXI DENS NUMBER(30,15) 배출 초j 대 농도 

9 ECL_REST _RATI NUMBER(30 ,15) ECL 비율 (대비) 

10 DRL REST RATI NUMBER(30 ,15) DRL 1:1 1 율 

11 AVER_DISC_RATE NUMBER(30,15) 평균배출율 

12 REST_AREA_BOUN_DENS NUMBER(30,15) 저|한구역 경계 농도 

13 TS REST RATI NUMBER(30,15) TS 제한치 비율 

14 QUAR_REST _RATI NUMBER(30,15) 분기 제한치 비율 

15 Y EAR_REST _RATI NUMBER(30,15) 연간 제한치 비율 

16 FACI_REST_RATI NUMBER(30 ,15) 시설 제한치 비율 

17 STAT CHAR(l )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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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GS_RESIDENTS_RADIATION_Q 
COMMENT 소외 주민 선량 (분기 정보 

OWNER WAGID 
TABLESPAGE WAGID REAL 
CREATED 2003‘ 11-20 오전 11: 18: 1 0 

No lξl르!C 며 C그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구머‘!~ε 

INST_CD VARCHAR2(20) I PK NOT NULL 소외주민 선량 평가 시설 

2 REPO_QUAR CHAR(5) I PK NOT NULL 보고분기 

3 GAMM_AIR_SUCT _RADI NUMBER(30 ,15) 감마선 공기홉수선량 

4 BET A_AIR_SUCT _RAOI NUMBER(30 ,15) 버18선 공기홉수선량 

5 OUTS_BBOM_SKIN_RAOI NUMBER(30, 15) 오l 부 III 폭 표|부 등가선향 

6 。UTS_BBOM→VALLRAOI NUMBER(30, 15) 외부피폭 유효선랑 (시설) 

7 BODY _ VISG_RAOI NUMBER(30,15) 민처! 장기등가선량 (시설) 

8 BOOY _VISG_ORGA_CO VARCHAR2(10) 민처| 장기등가선량 연령군 

9 BODY VISC AGE GROU_ CD VARCHAR2(10) 인체 장기등가선량 최대 장기 

10 STAT GHAR(1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GS_SPECIAL_EVENT 
COMMENT 특 01 사항 정보 

OWNER WAGIO 
TABLESPAGE WAGIO_REAL 

CREATEO 2003-11-20 오전 11 :18:39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INST_GO VARGHAR2(20) PK NOT NULL 유출울 발생 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SPEC_EVEN_GD VARCHAR2(10) PK NOT NULL 특 01사항 종류 

4 SPEC_EVEN_OESC LONG 특 01 사항 내용 

5 STAT CHAR{1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GS_SITE_RESIDENTS_RADIATION_Q 
COMMENT 소외 추민 선량 (분 J I) 정보 / .\:뮤지 

OWNER WAGIO 
TABLESPACE WACIO_REAL 

GREATEO 2003-11-20 오전 11: 18:25 

No nE,-I-二 며 <::>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소외주핀 선량 평가 시설 

2 SITE_GD VARCHAR2(10) PK NOT NULL 부지 코드 

3 REPO_O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폐꿇등$뼈01 NUMBER(30 ,15) 유효선량 (부;::1} 

LLAGE_GROU_CD VARCHAR2( 10) 유효선량 연령군 

6 THYR_EOULRAOI NUMBER(30, 15) 갑상선 등가선량 (부지) 

7 THYR_EOULAGE_GROU_GO VARGHAR2(10) 
갑상선 등가선량 {부지) 
연령군코드 

8 STAT CHAR(1 )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대
 써 



TABLE NAME GS_RESIDENTS_RADIATION_ Y 
COMMENT 소외 주민 선량 (면간)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8:17 

N。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멘트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소외주민 선량 평가 시설 

2 REPO YEAR CHAR(4) PK NOT NULL 보고년도 

3 GAMM AIR SUCT RADI NUMBER(30 ,15) 감마선 공기릎수선랑 

4 BETA AIR SUCT RADI NUMBER(30 , 15) 버|타선 공기흥수션량 

5 OUTS BBOM SKIN RADI NUMBER(30 , 15) 외부표|폭 피 등가선량 

6 OUTS_BBOM_ VALLRAD I NUMBER(30 , 15) 외부표|폭 유효선량 (시설) 

7 BODY VISC RADI NUMBER(30 ,15) 잉체 장기등가선량 (시설) 

8 BODY _ VISC_ORGA_CD VARCHAR2(10) 안처| 장기등가선량 연령군 

9 BODY VISC AGE GROU CD VARCHAR2(10) 인처| 장기등가선량 칩대 장JI 

10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GS_SITE_RESIDENTS_RADIATION_ Y 
COMMENT 소외 주민 선량 (연 정보/부지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8:32 

No 필 ~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득극메e:!!~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소오i 주민 선량 평가 시설 

2 SITE CD VARCHAR2(10) PK NOT NULL 부 ÃI 코드 

3 REPO_YEAR CHAR(4) PK NOT NULL 보고년도 

4 SITE_ VALLRADI NUMBER(30 ,15) 유효선량 (부 ÃI) 

5 SITE_VALLAGE_GROU_CD VARCHAR2(10) 유효선랑 연령군 

6 THYR_EQULRADI NUMBER(30 , 15) 강상선 등가선량 (부지) 

7 THYR_EQU I_AGE_GROU_CD VARCHAR2(10) 
갑상선 등가선량 (부지) 
연령군코드 

8 STAT CHAR( 1) PK NOT NULL 데 01 터 상태 
- μ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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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후핵연 

TABLE NAME SNF_DEFECT_NUCLEAR_FUEL_BAR 
COMMENT 결할 핵언료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5 오전 10:01 :07 

No 표a!-I-- 며 〈그 더101 터 헝식 31 Nul‘ 허용 코멘트 

SNF WACI NUMB VARCHAR2(40) PK NOT NULL WACID 일련번호 

2 REPO_Qυ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OCCU_DATE CHAR(5) NOT NULL 결합 핵연료봉 발생 일자 

4 INST_CD VARCHAR2(20) NOT NULL 관리 시설 

5 REMO_SNF _FACI_NUMB VARCHAR2(40) 적출 집합체 일련번호 

6 SNF STOR CD VARCHAR2(10) 저장 시설 

7 DEFE NUCL FUEL BAR STOR VARCHAR2(100) 저장위치 _LOCA 

8 SPEC EVEN DESC VARCHAR2(255) 특 01 사항 

9 STAT CHAR( 1) PK NOT NULL 테이터 상태 

TABLE NAME SNF_NUCLEAR_FUEL 
COMMENT 집합차|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8 오전 9:54:07 

No 표i크l ε 며 〈그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SNF _WACI_NUMB VARCHAR2(40) PK NOT NULL WACID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INST CD VARCHAR2(20) NOT NULL 관리 시설 

4 USER 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변호 

5 GENE_SOUR_CD VARCHAR2(10) NOT NULL 발샘원인 

6 FIRS SPRE PERI NUMBER(10) 최초 연소주기 

7 LAST _SPRE_PERI NUMBER(10) 최종 연소주기 

8 FIRS_CORE_LOAD_DATE DATE 최초 노심 장전일자 

9 LAST _CORE_WTDW_DATE DATE 최종 놈심 인출일자 

10 NUCL_ASSE_CD VARCHAR2(10) NOT NULL 핵연료 배열형식 

11 NUCL_FUEL_CD VARCHAR2(10) NOT NULL 핵연료종류 

12 LOAD_INST_CD VARCHAR2(20) NOT NULL 장전 원자로 시설 

13 STAT CHAR(l) PK NOT NULL 더|이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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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SNF_NUCLEAR_FUEL_BAR 
COMMENT 연료봉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2003-12-08 오 전 9:53:46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대‘!~ 

SNF_WACL’‘~UMB VARCHAR2(40) PK NOT NULL WACID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lNST_CD VARCHAR2{20) NOT NULL 관리 시설 

4 DATA DIVI CHAR( 1) NOT NULL 집할처1/면료봉 구분민자 

5 USER NO NUMBER(10) NOT NULL 샤용자번호 

6 GENE_SOUR_CD VARCHAR2(10) NOT NULL 발생원인 

7 ACPU DATE DATE 취득일자 

8 REMO_SNF _FACLNUMB VARCHAR2(40) 적출 칩합체 일련번호 

9 NUCL_BAR_DEFE_ YN CHAR{1 } 핵연료봉 걸황 여부 

10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SNF _NUCLEAR_RADIOACTIVITY 
COMMENT 측정/방사선학적 정보 

。WNER WACID 

TABLESPACE WACID __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33:24 

N。 욕~C ζ 며 c> 데이터 형식 밟 N이| 허용 코멘트 

SNF _WACI_NUMB VARCHAR2(40) I PK I NOT NULL 기관 관리 집할처|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JI 

3 FIRS_URAN_ENRI NUMBER(30,15) 초기 우라늄 농축도 

4 ASSE_IN_NF _MATT _MASS BER(30,15) 집합체내 핵연료 울질 질량 

5 RELE_SPRE NUMBER(30,15) |방훌 연소도 
6 ASSE_ TOT _MASS NUMBER(30 ,15) 칩합처|의 홈질량 

7 ASSE_VOLU NUMBER(30,15) 집합체의 부피 

8 HEAT_OCCU_’’-’-’-’-‘‘-‘.’ 
DATE 열발생울 평가일자 

9 HEAT_OCCU_RATE1 NUMBER(30,15) ~킹 닐 i크} A < :H> 두 g르우 

10 TOT A_RADLRADM_ VARCHAR2(10) 훌발사능 평가 방법 

11 TOTA_RADLDENS NUMBER(30,15) 홈방사능농도 

12 TOTA_RAD’_APPR_DATE DATE 총방사능 평가 일자 

13 SURV _URAN_QUAN NUMBER(30,15) 잔존 우라늄량 

14 N UCL_FUEL_DETE_RATE NUMBER(30.15) 획면료 결할율 

15 NUCLRM_METH_CD VARCHAR2(10) 핸종별 발사능 측정 방법 

16 NUCL_RM_APPR_DATE I DATE 핵종별 발사능 평가 일자 

17 STAT CHAR( 1)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없
 



TABLE NAME SNF _NUCLIDE_RADIOACTIVITY 
COMMENT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8 오전 9:53:33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SNF _WACLNUMB VARCHAR2(40) PK NOT NULL WACID 일련변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NUCL_CD VARCHAR2(10) PK NOT NULL 핵종코드 

4 RADLDENS NUMBER(30, 15) NOT NULL 방사능농도 

5 STAT CHAR(l ) NOT NULL 더|이터 상태 -

TABLE NAME SNF _STORAGE 
COMMENT 핸연료 저장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2-05 오전 10:08:14 

No 필드명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대~5. 

SNF _WACLNUMB VARCHAR2(40) PK NOT NULL WACID 일련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CONT_CD VARCHAR2(10) 용기 종류 

4 STOR_DATE DATE 저장일자 

5 SNF _STOR_CD VARCHAR2(10) NOT NULL 저장시설 

6 CONT_NUMB VARCHAR2(30) JI 판관리 용기번호 

7 STOR LOCA VARCHAR2(100) 저장위치 

8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SNF _SUMMARY 
COMMENT 요약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33:42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측격대」’5.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판2.1 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DATA_DIVI CHAR(1 ) PK NOT NULL 집합처1 ，연료봉 구분 

4 OCCU_QUAN NUMBER(5) 분기뿔 발생 JH수 

5 STAT CHAR( l)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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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타 

(가) 영구처분 

TABLE NAME DP_BASIC 
COMMENT 기본정보 

OWNER 

ln|W2NOAA O CC3-o D 1 0 R-E 1A 4L 오 전 10:43:21 
TABLESPACE 

CREATED 

No 표EEl 。〈그#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귀머~~ 

DISP _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관리 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 분 JI 
r、 ACI NUMB VARCHAR2(30) 기관 관리 변호 

4 DISP DATE DATE 처 l 일자 

5 INST CD VARCHAR2(20) NOT NULL 시설 코-

6 USER_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변호 

7 OVER_CD VARCHAR2( 10) OverPack 코드 

8 OVER CONT NUMB VARCHAR2( 10) OverPack 변호 

9 WAST_MASS NUMBER{30 , 15) 폐기물 질량 

10 CHAR_STAN…SATI_YN CHAR( l) 인수기준 만족 여부 

11 PACK TYPE CD VARCHAR2( 10) NOT NULL 단위포장물 형태 코드 

TABLE NAME DP ~INDIVIDUAL~MEASURε 
COMMENT 흑징/방사선학적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14 오전 10:54:47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핀-마~~ 

DISP WACI NUMB I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관리 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JI 

3 SURF _RADLMAXI NUMBER(30,15) 최대 표면 선랑율 

4 SURF _RADLMEAS_DATE DATE 표면 선랑율 측정 일자 

5 CREV‘ RADLMAXI NUMBER(30 ,15) 최대 01 격 선량율 

6 CREV _RADLMEAS‘ .DATE DATE 01 격 선량율 측정 일자 

7 ALPH_BETA_SURF _CONT NUMBER(30 ,15) 알파/베타 표면오염도 

8 ALPH_BETA_SURF_CONT_M DATE 
앞파/베타 i소만오염도 효-、저 c> 

EAS_DATE 일자 

9 GAMM_SURF _CONT NUMBER(30.15) 감마 표면 오염또 측정 일자 

10 GAMM_SURF _CONT _MEAS_ DATE 강마 표면 오영도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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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P _LOCATION 
COMMENT 처분 위치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2-08 오전 10:19:29 

N。 필 E 명 데 01 터 형식 31 Nul’ 허용 코멘트 

DISP _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관리 번호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DISP STOR CD VARCHAR2(30) NOT NULL 처분 λ| 설 c 

4 DISP _LOCA_1_CD VARCHAR2(10) 1 차처분위치코드 

5 DISP _LOCA_2_CD \IARCHAR2( 10) 2차 처분 우|치 코드 

6 DISP _STOR_LOCA VARCHAR2(100) 처분 우Ixl 

TABLE NAME DP _OVERPACK 
COMMENT OverPack 정보 

。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14 오전 10:51 :03 

No 필 I 명 터101 터 형식 31 Nul! 허용 코멘트 

OVER CONT NUMB VARCHAR2(30) PK NOT NULL OverPack 번호 

2 FILL MATE CD VARCHAR2(10) 홍진제 코드 

3 FILL MASS NUMBER(30.15) 충진저|의 질향 

4 WAST TOT MASS NUMBER(30.15) 폐기물 전처| 질량 

5 SURF RADI MAXI NUMBER(30.15) 표면선량율-최대 

6 SURF RADI MEAS DATE DATE 표면 선랑울 측정 일자 

7 CREV_RADLMAXI NUMBER(30.15) 이격선량율-최대 

8 CREV _RADLMEAS_DATE DATE 。，격 선항유 -정 일자 

9 ALPH BETA SURF CONT NUMBER(30.15) 알파/버|타 포면오염도 

10 ALPH BETA SURF CONT M DATE 
알파/베타 :H.면오엽도 츠-，료저 ζ3 

EAS_DATE 일자 

11 GAMM_SURF _CONT NUMBER(30.15) 감마 표면오영도 

12 GAMM_SURF _CONT _MEAS‘ DATE 감마 표면오염도 정 일자 DATE -

TABLE NAME DP _SEND_BACK 
COMMENT 반송정보 

。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8 오전 10:41 :09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격-머e:!! ~ε 

DISP _F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기관 관리 번호 

2 SEND_BACK_DATE DATE PK NOT NULL 반송일자 

3 SEND_BACK_INST _CD VARCHAR2(20) NOT NULL 반송 대상 기관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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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P __ SUMMARY 
COMMENT 요약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14 오전 11 :04:37 

No 필E 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RCHAR2(30) PK NOT NULL 시설 코드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CHAR_WAST _200_CONV_ NUMBER(5) 인수 .... 200 2. 1 터 환산 c 럼수 OUN 
4 CHAR_WAST.τττ‘‘‘‘‘’-‘ NUMBER(30,15) 민수- 체적 

5 CHAR_WAST _MASS NUMBER(30,15) 인수 ~르l a C:>t

6 SEND_BACK_WAST _200_CO NUMBER(5) 반송 - 200 2. 1 터 환산 드럼수 NV COUN 
7 SEND_BACK_WAST _ VOLU I NUMBER(30 , 15) 반송-체적 

8 SEND_BACK_WAST _MASS NUMBER{30,15) 반송- 질량 

9 TEMP STOR WAST 200 CO NUMBER(5) 잉시 - 200 2.1 터 드럼 환산수 NV_COUN 
10 TEMP_STOR_WAST_VOLU I NUMBER(30,15) 임시 - 처|적 

11 TEMP _STOR_WAST_MASS NUMBER(30,15) 잉시 - 질항 

12 |ηTSCE-。Gtu비j끼EIFN、v↓NE_’-’-’-’’’.’ 
NV NUMBER(5) 자체 - 200 2. 1 터 드럼 환산수 

13 ITSE_GENE_WAST _VOLU NUMBER(30 ,15) 자처l 체적 

14 ITSE_GENE_WAST _MASS NUMBER(30,15) 자처l 질량 

15 DISP _WAST_200_CONV_CO NUMBER(5) 처분 - 200리터 ζ 럼 환산수 UN 
16 DISP WAST VOLU NUMBER(30.15) 처분-체적 

17 • DISP _WAST_MASS NUMBER(30.15) 처분-질랑 

(나) 운반 

TABLE NAME CH_RW TARGETCONTAINER 
COMMENT 인수 대상 용기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11:23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머e!!.ê 

CHAR DATE DATE PK NOT NULL 인수일자 

2 REPO_QUAR CHAR{5) NOT NULL 잉수분기 

3 INST_CD I VARCHAR2(20) PK NOT NULL 인수 시설 코드 

4 I USER_NO 10) NOT NULL 사용자번호 

TRAN INST CD VARCHAR2(20) P NULL 인도 시설 코I 

6 TRAN_RW_FACααLr\JUMB \IARCHAR2(20) PK NOT NULL 인도 시설 용기 일련번호 

7 CHAR_RW_FACLNUMB VARCHAR2(20) NOT NULL 인수 시설 용기 일련번호 

8 STAT CHAR(l ) PK NOT NULL 데 01 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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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CH_SNF_TARGET_NUCLEAR_FUEL 
COMMENT 인수 대상 SNF 정보 

。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0:26 

No 흐i르l -I-- 며 <::>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CHAR DATE DATE PK NOT NULL 인수일자 

2 REPO_OUAR CHAR(5) NOT NULL 연수분기 

3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인수 시설 코드 

4 USER_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변호 

5 TRAN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인토 시설 코드 

6 DATA DIVI CHAR(l ) NOT NULL 더101 터 구분 인자 

7 TRAN_SNF _FACI_NUMB VARCHAR2(20) PK NOT NULL 인도 시설 SNF 일련번호 

8 CHAR_SNF _FACI_NUMB VARCHAR2(20) NOT NULL 인수 시설 SNF 앓련번호 

9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TR_RW_ TARGET _CONTAINER 
COMMENT 인도 대상 용기 정보 

OWNER WACI。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33:51 

No 필드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TRAN_DATE DATE PK NOT NULL 운반일자 

I 2 I REPO_OUAR CHAR(5) NOT NULL 보고분기 

3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운반 시행 시설 

4 USER_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변호 

5 CHAR_INST _CD VARCHAR2(20) PK NOT NULL 인수시설 

6 TRAN RW FACI NUMB VARCHAR2(20) PK NOT NULL 운반 대상 기판 용기 일련번호 

7 TRAN PURP CD VARCHAR2(10) {\10T NULL Si4E- 닙 '-•; 드 -프i~ 

8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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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TR_SNF _ TARGET _NUCLEAR FUEL 
COMMENT 민도 대상 SNF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34:46 

No 필-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TRAN_DATE DATE PK 핵OT NULL 뚫반 일 자 
I 2 REPO_QUAR CHAR(5) 。T NULL 고 분기 

3 ”\1ST CD VARCHAR2(20) PK 1 NOT NULL 운반 시행 시설 

4 USER_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번호 

5 CHAR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인수시설 

6 TRAN_SNF _FACI_NUMB VARCHAR2(20) PK NOT NULL 운반 대상 기관 SNF 일련번호 

7 TRAN PURP CD VARCHAR2(10) NOT NULL 운반목적 

8 DATA DIVI CHAR( 1) PK I NOT NULL 데이터 구분 

9 STAT CHAR(1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다) 소각 

TABLE NAME ICN_AFTER_OCCURENCE_WASTE 
COMMENT 발생된 폐기물 정보 

。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8:47 

No 닫i르! -I-- 며 o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꺼머~~ 

ICN DATE DATE PK NOT NULL 소각일자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소각 시행 시설 

4 ICN_RW_FACLNUMB VARCHAR2(30) NOT NULL 발샘된 펴IJI 울 일련번호 

5 STAT CHAR(1 )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TABLE NAME ICN_TARGET _ACCEPT_WACID 
COMMENT IWACID 용기 소각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8:53 

No 필E 명 데이터 혈식 키 Null 허용 -픽 Q‘~~ 

ICN_DATE DATE PK NOT NULL 소각일자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소각 시행 시설 

댐USER_N。 NUMBER(10) NOT NULL 사용자번호 

lιCN‘LRW_FACαLN VARCHAR2(30) PK NOT NULL 기관 관리 용기 일련번호 

6 STAT CHAR(1 )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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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ICN_TARGET_WASTE 
COMMENT 01 등록 펴IJI 물 소각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 전 11.18:59 

No ii되코!~ 며 〈그 더101 터 헝식 31 Null 허용 -구머e:!!!토-

ICN• .DATE DATE PK NOT NULL 소각일자 

2 WAST CD VARCHAR2(10) PK N。τ NULL 폐기물 종휴 코뜨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4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소각 시행 시설 

5 USER 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번호 

6 WAST MASS NUMBER(30 ,15) 펴|기물 질량 

7 STAT CHAR( 1) PK NOT NULL 다|이터 상태 

(라) 자체처분 

TABLE NAME CL_BASIC 
COMMENT 기본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0:34 

No 필-명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CLEA WACI NUMB VARCHAR2(30) PK NOT NULL 자처{처분 계획서 번호 

2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자체처분 신청 시설 코드 

3 USER 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번호 

4 OFFLDOCU_NUMB VARCHAR2(50) NOT NULL 자체처분 신청 공문 번호 

5 CLEA_PLAN_REQU_DATE DATE 자체처분 계획 일자 

6 CLEA AGEN CD 

7 STAT 

TABLE NAME 

COMMENT 

。WNER

TABLESPACE 

CREATED 

LNUMB 

U EXEC DATE 

CHAR(10) NOT NULL 자처|처분 주처l 코드 

CHAR(l)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CL_뼈OST_REPORT 
과기부 보고 정보 

WACID 

WACID REAL 

2003-11-20 오전 11:10:44 

더101 터 형식 Null 허용 

VARCHAR2(30) NOT NULL CID 일련번호 

DATE NOT NULL 

VARCHAR2(30) NOT NULL 

VARCHAR2(100) 

CHAR( 1) I PK I NO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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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CL_PLAN_AFTER_ρCCURENCE_WASTE 
COMMENT 발샘 며|기물 정보-계획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4:29 

No 묘들르I ~ 드- 며 o 데이터 혈식 31 Null 허용 코멘트 

CLEA_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일련번호 

2 WAST_CD VARCHAR2(10) PK NOT NULL 며IJI 물 종류 

3 WAST_QUAN NUMBER(5) 처리대상 예상 폐기울 앙 

4 TREA_CD VARCHAR2(10) 처리 방법 

5 STAT CHAR(l ) PK NOT NULL 터|아터 상태 

TABLE NAME CL_PLAN_APPROVAL 
COMMENT 승민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 전 11:14:36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CLEA_WACI_NUMB VARCHAR2(30) PK NOT NULL 자처|처분 계획서 번호 

2 WAST_CD VARCHAR2( 10) PK NOT NULL 폐기물 종류 코드 

3 APPR DATE DATE 승인 결과 확정 일자 

4 APPR_YN CHAR(l) NOT NULL 승인 결과 

5 CLEA_APPR‘ WAST_MASS NUMBER(30 , 15) 승민된 폐기울 부피 

6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E내 부L_PLAN_DESCRIPTION 
COMMENT 사항 정보-계획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5 오후 3:55:31 

No 필드 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CLEA_WAC’_NUMB VARCHAR2(30) PK NOT NULL 자체처분 계획서 변호 

2 WAST_CD VARCHAR2(10) PK NOT NULL 폐기물 종류 코드 

3 WAST MASS NUMBER(30 ,15) 펴|기물 부피 

4 WAST_VOLU NUMBER(30 ,15) 폐기울양 

5 GENE_SOUR_CD VARCHAR2(10) NOT NULL 원인 코-
6 CLEA_WG_PLAC_CD VARCHAR2( 10) NOT NULL 폐기물 발생시설 코드 

7 CLEA_WG_PLAC_!NST _CD VARCHAR2(20) 펴|기울 발샘장소 코드 

8 CLEA_METH_CD VARCHAR2( 10) NOT NULL 자처l 처분 방법 코드 

9 CLEA IMPL PLAC CD VARCHAR2(10) NOT NULL 자체처분 장소 코드 

10 CLEA_I M PL_PLAC_ TEXT VARCHAR2(100) 자처|처분 장소 (상서|우|치) 

11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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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CL_PLAN_NUCL_RADIOACTIVITY 
COMMENT 방사능 정보-계획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14:48 

No 필 l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귀머e:!! ~ε 

CLEA_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자체처분 계획서 번호 

2 WAST CD VARCHAR2 (1 0) PK NOT NULL 폐기물 종류 코드 

3 NUCL CD VARCHAR2(10) PK NOT NULL 핵종코드 

4 RADI DENS MAXI NUMBER(30 ,15) 방사능 농도 - 최대 

5 RADI_DENS_MINI NUMBER(30 ,15) 방λ}능 볼도 최소 

6 RADLDENS_AVER NUMBER{30 ,15) 방사능농도 평균 

7 RADI NUMBER(30.15) 발사능 

8 STAT CHAR( 1)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CL_PLAN_RADIATION 
COMMENT 선량율 정보-계획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4:56 

No 필E 명 더101 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펴자멘 〕처트 울 처분 증 CLEA_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계획서 번호 

2 WAST CD VARCHAR2(10) PK NOT NULL 류 코드 

3 RADI RATE MAXI NUMBER(30,15) 선량률-최대 

4 RADLRATE_MINI NUMBER(30.15} 선랑률-최소 

5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성태 

TABLE NAME CL_PROCEDUREREVISION 
COMMENT 절차서 개정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5:03 

No ii디~C 며 =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머‘!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시설 코드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I 보고 분기 
3 CLEA PROC REVI DATE DATE 절차서 개정 일자 

4 CLEA_PROC_REVLNUMB VARCHAR2(30) 절차서 개정 번호 

5 CLEA_PROC_ TITL VARCHAR2 (1 00) 절차서 제목 

6 STAT CHAR(l )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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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CL_RESU_AFTER_OCCURENCE~WASTE 
COMMENT 발생된 폐기울 정보-결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2-04 오 후 12:08:55 

No iEi르l -c-: a ζ~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댄트 

CLEA_WACLNUMB VARCHAR2(30) PK NOT NULL 자체처분 계획서 번호 

2 WAST_CD VARCHAR2(10) PK NOT NULL 폐기울 정보 

3 WAST_QUAN NUMBER(5) 펴IJI 물 앙 

4 TREA_CD VARCHAR2(10) 처리 코드 

5 STAT CHAR(1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CL_RESU_DESCRIPTION 
COMMENT 서!부 사항 - 결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5:23 

No 필드명 더|이터 헝식 키 Null 허용 -견대t!!!~ 

CLEA WACI NUMB VARCHAR2(30) PK NOT NULL 자처l처분 계획서 변호 

2 WAST_CD VARCHAR2(10) PK NOT NULL 1111 기울 종류 코E 

3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4 WAST_MASS NUMBER(30, 15) 펴|기물 부 111 

5 WAST_VOLU NUMBER(30,15) 폐기울앙 

6 CLEA_METH_CD VARCHAR2(10) NOT NULL 자처|처분 방법 코드 

7 CLEA_IMPL_PLAC_CD VARCHAR2(10) NOT NULL 자처|처분 장소 코드 

8 CLEA_IMPL_PLAC_ TEXT VARCHAR2(100) 자처|처분 장소 (상서l 위치) 

9 STAT CHAR(1 )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TABLE NAME CL_RESU_NUCL_RADIOACTIVITY 
COMMENT 방사능정보 결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 11-20 오전 11 :15:50 

No 필드명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머t!!!~ 

CLEA WACI NUMB VARCHAR2(30) PK NOT NULL 자체처분 계획서 번호 

2 WAST C。 VARCHAR2(10) PK NOT NULL 폐기물 종류 코드 

3 NUCL_CD VARCHAR2(10) PK NOT NULL 핸종코E 

4 RADI_DENS_MAXi NUMBER(30,15) 방사능농도-최대 

5 RADLDENS_MINI NUMBER(30,15) 방사능놈도-최소 

6 RADLDENS_AVER NUMBER(30,15) 방사능농도 평균 

7 RADI NUMBER(30,15) 발사능 

8 STAT CHAR( 1) PK NOT NULL 더101 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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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CL_RESU_RADIATION 
COMMENT 선량율 정보 - 결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5:59 

No 필- 영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꺼-메--ε 

CLEA_WAC’_f\JUMB VARCHAR2(30) PK NOT NULL 자처|처분 계획서 번호 

2 WAST_CD VARCHAR2(10) PK NOT NULL 폐기울 종류 코드 

3 RADLRA TE_MAXI NUMBER(30 , 15) 선량율-초j 대 

4 RAD‘ RATE MINI NUMBER(30 , 15) 선량율-최소 

5 STAT CHAR(l)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CL_RESU_ WACI D_ACCEPT _CONT 
COMMENT 용기 처분 정보-결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16:07 

No 교E르!C 며 〈그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CLEA WACI 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일련번호 

2 CLEA RW FACI NUMB VARCHAR2(30} PK NOT NULL 기관관리용 JI 일련번호 

3 CLEA METH CD VARCHAR2( 1 O} NOT NULL 자체 처분 방법 

4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TABLE NAME CL_SUMMARY 
COMMENT 요약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전 11: 16: 15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키 NUII 허용 -득극머~ê 

INST CD VARCHAR2(20) PK NOT NULL 시설 

2 REPO_QUAR CHAR(5) PK NOT NULL 보고분기 

3 CLEA_EXEC_COUN NUMBER(5) 시행회수 

4 CLEA_WAST _ TOTA_QUAN NUMBER(10) 폐기물총량 

5 STAT CHAR{l ) PK NOT NULL 데이터 상태 

지
 



(6) 일반 사스템 

(가) 코드정의 

TABLE NAME DEF _AGE_GROUP 
COMMENT 연령군 정으l 터101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22:20 

고급필드명 더101 터 형식 Null 허용 -구메tliLê. 

AGE_GROU_CD VARCHAR2(10) PK NOT NULL 연령군코드 

2 AGE GROU NAME VARCHAR2( 100) NOT NULL 연령군영청 

3 AGE_GROU_DESC VARCHAR2 (255) 연령군설영 

TABLE NAME DEF _ATMO_DISP _FACTOR 
COMMENT 대기확산 인자 정의 터101 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 10:26 

N。 필 며<::::> 데이터 헝식 31 Null 허용 코멘트 

ATMO _DISP _FACT _CD VARCHAR2(10) PK NOT NULL 대기확산민자코드 

2 ATMO_DISP _FAC_NAME VARCHAR2 (100) NOT NULL 대기확산인자명칭 

3 ATMO_DISP _FAC_DESC VARCHAR2(255) 대 JI 확산인자설명 

TABLE NAME DEF _CLEAR-AGENT 
COMMENT 자처|처분 주체 정의 터101 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10:30 

No 묘t=! -드- 며 o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 

CLEA_’’’’’’.’ 
VARCHAR2( 10) PK NOT NULL Ã}처|처분주체코드 

2 CLEA_AGEt\LNAME VARCHAR2(100) NOT NULL 자처l 처분주처|명청 

3 CLEA_AGEN_DESC VARCHAR2(255) 자체처분주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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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 _CLEAR IMPL PLACE 
COMMENT 자처l 처분장소 징의 테이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 07 오후 4:10:29 

No 필드명 더101 터 형식 31 Nul’ 허용 -큐머~~ 

CLEA_I MPLE_PLAC_CD VARCHAR2(10) PK NOT NULL 자처l처분장소코드 

2 CLEA_IMPLE_PLAC_NAME VARCHAR2 ( 1 00) NOT NULL 자처|처분장소명칭 

3 CLEA_IMPLE_PLAC_DESC VARCHAR2(255) 자체처분장소설영 

TABLE NAME DEF _CLEAR..-METHO。
COMMENT 자처|처분 방법 정의 테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10:29 

No 륙i코! -ζ 며 =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CLEA METH CD VARCHAR2( 10) PK NOT NULL 자체처분방법코드 

2 CLEA METH NAME VARCHAR2(100) NOT NULL 자처l 처분방법명칭 

3 CLEA_METH_DESC VARC HAR2{255) 자체처분방법얼명 

TABLE NAME DEF‘ CLEAR_ WG_PLACE 
COMMENT 자처l 처분 1lI 1 기물발생장소 정의 테이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10:29 

No 필드영 데 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CLEA_WG_PLAC_CD VARCHAR2(10) PK NOT NULL 펴|기물발샘장소코드 

2 CLEA_WG_PLAC_NAME VARCHAR2(100) NOT NULL 폐기옳발샘장소영칭 

3 CLEA WG PLAC DESC VARCHAR2(255) 폐기울발생장소설명 

TABLE NAME DEF _CONTAINER_GEOMETRY 
COMMENT 용기 형태 정의 터101 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HEAL 

CREATED 2003-10-07 오후 3:29:04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CONT GEOM CD VARCHAR2(10) PK NOT NULL 용기형태코드 

2 CONT _GEOM_NAME VARCHAR2(100) NOT NULL 용기형태영휠 

3 CONT _GEOM_DESC VARCHAR2(255) 용기형태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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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 _CONTAINER 
COMMENT 용가 정악 터101 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19 오후 4:02:48 

No 필 I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CONT_CD VARCHAR2(10) PK NOT NULL 용기코드 

2 CONT MATE CD VARCHAR2(10) NOT NULL 용기 ÃH 질코드 

3 CONT _GEOM_CD VARCHAR2( 10) NOT NULL 용기형태코드 

4 CONT NAME VARCHAR2(100) NOT NULL 용기명칭 

5 OUTS_CAPA NUMBER(10) 외용적 

6 INSI CAPA NUMBER(10) 내용적 

7 CONT IMAG URL VARCHAR2 (255) 용기 01 미지경로 

8 CONT_DIVI VARCHAR2(5) 

9 COMB_YN VARCHAR2(1 } NOT NULL 가연성여부 

TABLE NAME DEF _CONTAINER_MATERIAL 
COMMENT 용기 재질 정의 터l 이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후 3:27:33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큐메--드 

CONT MATE CD VARCHAR2(10) PK NOT NULL 용기 ÃH 질코드 

2 CONT MATE NAME VARCHAR2(100) NOT NULL 용JI 재질코드 

3 CONT _MATE_DESC VARCHAR2(255) 용기재질설영 

TABLE NAME DEF_이RECTION 
COMMENT 16방위 정의 테이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10:25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DIRE_CD VARCHAR2( 10) PK NOT NULL 16방위코드 

2 DIRE NAME VARCHAR2(100} NOT NULL 16방위명칭 

3 。IRE_DESC VARCHAR2(255) 16앙위설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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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 _DISPOSAL_LOCAL_1 
COMMENT 영구처분 위 xl1 접의 터101 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11 :04 

No 필 ε 명 더101 터 형식 31 Null ô1용 코멘트 

DISP _LOCA_1_CD VARCHAR2(10) PK NOT NULL 영구처분위치코드 1 

2 DISP _LOCA_1_NAME VARCHAR2(100) NOT NULL 영구처룬위치명칭 1 

3 DISP _LOCA_1_DESC VARCHAR2(255) 영구처분우Ixl 설명 1 

TABLE NAME DEF _DISPOSAL_LOCAL_2 
COMMENT 영구처분 위치 2 정믹 터101 블 

。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11 :05 

No 다C〉1 더101 터 형식 

P 3K| N J N。。uTT” 허용 멘트 

DISP _LOCA_2_CD VARCHAR2(10) NULL 영구처분위치코드2 

2 DISP _LOCA_2_NAME VARCHAR2( 1 00) NULL 영구처분위치명칭2 

3 DISP _LOCA_2_DESC VARCHAR2(255) 영구처분위치설명 2 

TABLE NAME DEF _ENVIRONMENT _WASTE 
COMMENT 환겸폐기울구분 정의 터101 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2-03 오후 5:09:30 

N。 필드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뀌어ei!.êε 

ENVI_WAST _CD VARCHAR2(10) PK NOT NULL 환경폐기울구분E드 

2 ENVI WAST NAME VARCHAR2(100) NOT NULL 환경폐기를구분명칭 

3 ENVI WAST DESC VARCHAR2(255) 환경폐기물구분설명 

TABLE NAME DEF _FACILITY _TYPE 
COMMENT 시설유형 정의 테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26:02 

No 필드영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FACL TYPE_CD VARCHAR2(10) PK NOT NULL 시설유형코드 

2 FACL TYPE_NAME VARCHAR2( 100) NOT NULL 시설유형영칭 

3 FACI_ TYPE_DESC VARCHAR2(255) 시설유형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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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 _FACILITY 
COMMENT 시설정의 테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19 오흐 3:52:41 

앤l 필드명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구어~~ε 

INST_CD VARCHAR2(20) PK NOT NULL 시설코드 

2 INST_NAME I VARCHAR2(100) NOT NULL 시설명칭 

{쉰 INST _IMAG_URL VARCHAR2 (255) 시설이미지경로 

INST_DESC LONG 시설셜영 

5 I NST_STAT CHAR( 1) NOT NULL 시설상EH 

6 UQU_DISC_ YN I CHAR(l) NOT NULL 맥처l 배출허가여부 

7 GAS_DISC_ YN CHAR(l ) NOT NULL 기처l 배출허가여부 

8 RESP _CONT VARCHAR2(100) 대표언락처-전화번호 

9 FACI_ TYPE~~CD VARCHAR2(10) NOT NULL 시설유형코 

10 INST_LOCA VARCHAR2(255) 시설위치-주소 

11 ’”씨NST.τττττ‘‘‘‘‘‘.‘ CHAR(4) 시설운영년도 

12 INST‘ DIVI VARCHAR2(10) NOT NULL 가관코드 

13 PROC~JNST_YN CHAR(l ) NOT NULL 가상 시설 여부(프로세스) 

14 REAC DIVI 
L-

CHAR(l ) 경/중수로 구분 

TABLE NAME DEF _FILL_MATERIAL 
COMMENT 뚫웰정의터 O 
OWNER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14 오전 10:47:49 

No 필드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FILL MATE CD VARCHAR2(10) PK NOT NULL 충진저| 코드 

2 FILL_MATE_~써ME VARCHAR2 ( 1 00) NOT NULL 충진저l 명칭 

3 FILL_MATE_’-’-’-’’ 
VARCHAR2(255) 충진저l 설명 

TABLE NAME DEF _FISS_MATERIAL 
COMMENT 핵분열성물질 정의 테이블 

I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10:24 

No 필드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맨트 

FISS_MATE_CD VARCHAR2(10) PK NOT NULL 핵분얼성울질코드 

2 FISS_MATE_NAM E VARCHAR2(100) NOT NULL 핵분얼성물질명칭 

3 FISS_MATE_DESC VARCHAR2(255) 핵분열성물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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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GENERATION SOURCE 
COMMENT 발생원인 정의 테이틀 

。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후 3:34:05 

No 필드 영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GENE_SOUR_CD VARCHAR2( 10) PK NOT NULL 발샘원인코드 

2 GENE SOUR NAME VARCHAR2(100) NOT NULL 발생원인명휠 

3 GENE_SOUR_DESC VARCHAR2(255) 발생원인설 

TABLE NAME DEF _GER_POINT 
COMMENT 배기구 정의 테이를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후 3:42:52 

N。 필드 명 데이터 형식 카 Null 허용 -구대‘!~ 

GER_POINT _CD VARCHAR2(10) PK NOT NULL 배기구코드 

2 GER POINT NAME VARCHAR2(100) NOT NULL 배기구명휠 

3 GER_POINT _DESC VARCHAR2(255) 배기구설명 

TABLE NAME DEF _HAZARD_CHEMICALS 
COMMENT 유해화학물질 정의 테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를 3:44:25 

No 필도영 데이터 형식 31 I Null 허용 코멘트 

HAZA_CHEM_CD VARCHAR2(10} PK NOT NULL 유해울질코드 

2 HAZA_CHEM_NAME VARCHAR2(100) NOT NULL 유ôH 물질명칭 

3 HAZA_CHEM_DESC VARCHAR2 (255) 유해물질설명 

TABLE NAME DEF _LER_POINT 
COMMENT 배수구 징의 터|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I WACID_REAL 

CREATED I 2003-10-07 오후 3:42:28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구머e!!~ 

LER_POINT _CD VARCHAR2(10} PK NOT NULL 배수구코드 

2 LER POINT NAME VARCHAR2(100) NOT NULL 배수구명칭 

3 LER_POINT _DESC VARCHAR2(255) 배수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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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COMMENT 

OWNER 

TABLESPACE 

CREATED 

No iti:ll -I-- 며 = 

METE TOWE CD 

2 METE TOWE NAME 

3 METE_TOWE_DESC 

TABLE NAME 

COMMENT 

OWNER 

TABLESPACE 

CREATED 

No 묘t코!c 며 = 
NUCL_ASSE_CD 

2 NUCL_ASSE_NAME 

3 NUCL_ASSE_DESC 

TABLE NAME 

COMMENT 

OWNER 

TABLESPACE 

CREATED 

N01 필드 명 

1 I NUCL_FUEL_CD 

2 I NUCL_FUEL_NAME 

3 I NUCL_FUEL_DESC 

TABLE NAME 

COMMENT 

OWNER 

TABLESPACE 

CREATED 

No 필드영 

ORGA CD 

2 ORGA_NAME 

3 ORGA_DESC 

DEF _METEORO_TOWER 
기상탑 정의 테이블 

WAC‘D 
WACID_REAL 

2003-10-07 오후 4:10:27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VARCHAR2( 1 0) PK NOT NULL 기상탑코든 

VARCHAR2 (100) NOT NULL 기상탑명칭 

VARCHAR2(255) JI 상탈설명 

DEF_NUCLEAR_ASSEMBLY 
핵연료 배열 정의 터|이블 

WACID 

WACID REAL 

2003-10-07 오후 4:10:28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VARCHAR2(10) PK NOT NULL 

VARCHAR2(100) NOT NULL 

VARCHAR2(255) 

DEF NUCLEAR • FUEL 
핵연료 종류 정의 테이블 

WACID 

WACID_REAL 

2003-10-07 오후 4:10:28 

-격머e:u 

핵연료배얼코드 

핵연료배열명칭 

핵연료 ~H 얼설명 

더101 터 형식 I 31 I Null 허용 l 코멘트 
VARCHAR2( 10) I PK I NOT NULL I 핵연료종류코드 
VARCHAR2(100) I I NOT NULL I 핵연료종류명칭 
VARCHAR2(255) I 핸연료종류설명 

DEF_ORGAN 
장기 코- 정의 테아블 

WACID 

WACID_REAL 

2003-10-07 오풀 4:10:27 

더|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VARCHAR2(10) PK NOT NULL 장기코드 

VARCHAR2(100) NOT NULL 장기명칭 

VARCHAR2(255) 장기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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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_NUCLIDE 
COMMENT 핵종코드 정외 테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γED 2003-10-07 오후 5:09:12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구머~~ε 

NUCL CD VARCHAR2(10) PK NOT NULL 핵종코드 

2 NUCL NAME VARCHAR2(50) NOT NULL 승-μ1 조 = 며 = 중 Ël 

3 REDU_HALF NUMBER(35, 13) 반강JI 일수환산 

4 MASS NUMBER(5) ZER| a ζ〉t

5 QVALU NUMBER(35 ,5) 붕괴당발생빠너 ÃI 

6 ATOM NUMB NUMBER(5) 원자번호 

7 GAMM YN CHAR(1 ) 감마핵종여부 

8 ALPH YN CHAR( 1) 앓파핵종여부 

9 BETAYN CHAR(1) 베타핵종여부 

10 FP YN CHAR(l ) a「μ E 」a」 드 켠 / ε:;:j~니1 즈 C그드 「ν):j 트 7브 

11 AP YN CHAR(l ) 방사화핵종여부 

12 NOBLE_YN CHAR( 1) 불활성&용존 JI 처l 여부 

13 NUCL DESC VARCHAR2(255) 핵증설영 

TABLE NAME DEF _PACKAGE_ TYPE 
COMMENT 단위포장울 형태 정의 터|이틀 

。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11 :05 

No 필드 명 더101 터 형식 Null 허용 코멘트 

PACK_ TYPE_CD VARCHAR2( 10) PK NOT NULL 단위포장물형태코드 

2 PACK TYPE NAME VARCHAR2(100) NOT NULL 단위포장울형태명칭 

3 PACK_ TYPE_DESC VARCHAR2(255) 단위포장울형태설명 

TABLE NAME DEF _PHYSICAL_STATES 
COMMENT 울리적 형태 정의 테이블 

OWNER WAC!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3 :47:27 

No 필드영 더101 터 형식 
3’ Null 허용 -특극머‘1 ε 

PHYS_STAT_CD VARCHAR2(10) PK NOT NULL 물리적형태코드 

2 PHYS_STAT_NAME VARCHAR2(100) NOT NULL 울 èl 적형태명칭 

3 PHYS_STAT_DESC VARCHAR2(255) 울리적형태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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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 _RADM_METHOD 
COMMENT 방사능측정방법 정의 터101 블 

OWNER WACIO 

TABLESPACE WACIO REAL 

CREATEO 2003-10-07 오후 3:40:30 

No 끄E프| -c-:- C ζ껴i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ADM_METH_CD VARCHAR2(10) PK NOT NULL 방사능측정방법코드 

2 RAOM METH NAME VARCHAR2(100) NOT NULL 방사농흘특정방법영횡 

3 RADM_METH_OESC VARCHAR2(255) ~콸사능촉정방법설명 

TABLE NAME DEF _RADWASTE_CLASS 
COMMENT 폐기물 등급 정의 테이블 

。WNER WACID 

TABLESPACE WACIO REAL 

CREATEO 2003-10-07 오후 3:32:54 

No 필E 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메ØJ~ 

펴!기 I :IAEA.2:10 
RADW_CLAS_CD VARC배R2(10) I PK NOT NULL CFR61 ) 

2 RADW_CLAS_NAME VARCHAR2( 100) NOT NULL 폐기롤등급명칭 

3 RADW_CLAS_DESC VARCHAR2(255) 폐기울등급설명 

TABLE NAME DEF _RW_STORAGE 
COMMENT 중저준위펴|기물 저장 시설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8 오후 3:46:11 

No 필드명 데 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RW_STOR_‘‘‘‘‘‘.‘ VARCHAR2(10) PK NOT NULL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코-

2 RW_STOR_NAME VARCHAR2(100) NOT NULL 방사성펴|기물저장시설명칭 

3 RW_STOR_LOCA VARCHAR2(255) 밤사성폐기물저장시설우|치 

4 RW STOR CAPA NUMBER(10)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저장 

a<>t

5 RW_STOR_OPER_BEGI_ YEAR CHAR(4) 시설운영년도 

6 RW_STOR_IMAG_URL VARCHAR2(255) 시설 OIOIÃl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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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 _SHIELD_MATERIAL 
COMMENT 차펴|처| 정의 테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홈 3:45:53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SHIE_MATE_CD VARCHAR2(10) PK NOT NULL 차펴l 처|코-

2 SHIE_MATE_NAME VARCHAR2(100) NOT NULL 차며l 체영횡 

3 SHIE_MATE_DESC VARCHAR2(255) 차며|체설명 

TABLE NAME DEF_SITE 
COMMENT 부자 정의 테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후 4:10:25 

No 필드 영 데 01 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머e!! ~ε 

SITE CD VARCHAR2(10) PK NOT NULL 부지코드 

2 SITE_NAME VARCHAR2(100) NOT NULL 부지명칭 

3 SITE DESC VARCHAR2(255) 부ÃI 설명 

TABLE NAME DEF _SNF _STORAGE 
COMMENT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정의 테 01 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8 오 후 3:45:19 

No 필드명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SNF _STOR_CD VARCHAR2( 10) PK NOT NULL SNF저장조코드 

2 SNF _STOR_TYPE VARCHAR2(10) SNF저장조형식 

3 SNF STOR NAME VARCHAR2(100) SNF저장조명칭 

4 SNF _STRO_BEGI_CAPA NUMBER(10) SNF저장조초기저장량 

5 SNF_STRO_EXTE_CAPA NUMBER(10) SNF저장조확장저장량 

6 SNF一STRO_EXTE_TYPE VARCHAR2(30) SNF저장조확장헝식 

7 SNF _STRO_LOCA VARCHAR2(255) SNF저장조위 xl 주소 

8 SNF _STRO_IMGA_URL VARCHAR2(255) SNF저장조01 미지경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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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 _SPECIAL_EVENT 
COMMENT 특이사항 정의 테이블 

OWNER WACIO 
TABLESPACE WACIO REAL 
CREATEO 2003-10-07 오후 4:10:27 

No 필드명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SPEC一EVEN_CO VARCHAR2(10) PK NOT NULL 특 01 사항코드 

2 SPEC_EVEN_NAME VARCHAR2(100) NOT NULL 특이사항명칭 

3 SPEC_EVEN_OESC VARCHAR2(255) 틀01 사항설명 

TABLE NAME DEF_TRANSPORT_PURPOSE 
COMMENT 운반목적 정의 테이블 

OWNER WACIO 

TABLESPACE WACIO REAL 
CREATEO 2003-10-07 오후 4:10:28 

No 필 E 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TRAN_PURP _CO VARCHAR2(10) PK NOT NULL 운반목적코-

23 
TRAN PURP NAME VARCHAR2(100) NOT NULL 운반목적영칭 

TRAN_PURP _OESC VARCHAR2(255) 운반목적설명 

TABLE NAME DEF_USER 
COMMENT 

~λW}A A용CC자 D c-정R의EA 테L 이를 OWNER 

TABLESPACE 

CREATEO 2003-11-01 오전 11 :32:07 

No IEi프’ -c-:- C c셔::>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픽-대」’~ 

USER NO NUMBER(10) NOT NULL 사용자변호 

2 USER 10 VARCHAR2(20) PK NOT NULL 사용자아이디 

3 USER_NAME VARCHAA2(40) NOT NULL 사용자01 름 

4 USER_PASSWORO VARCHAR2(20) NOT NULL 패스워 I 

5 RESLREGLNUMB VARCHAR2(14) PK NOT NULL 주민등록변호 

6 E MAIL VARCHAR2(100) NOT NULL 이메일 

7 GENE INST NAME VARCHAR2(100) 시설명휠-일반휠사 

8 TEL_HOME VARCHAR2(20) 연락처-자택 

9 TEL_OFFICE VARCHAR2(20) 연락처-회사 

10 TEL_HP VARCHAR2(20) 연락처-핸드폰 

11 TEL FAX VARCHAR2(20) 연락처-팩스 

12 INST_CO VARCHAR2(20) 시설코드 

13 USER_GROU_CO VARCHAR2(10) NOT NULL 사용자그룹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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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F _ TREATMEN 
COMMENT 처리 정의 테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3:35:16 

No 프c=! -I-- 며 〈그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머t>il~프 

TREA CD VARCHAR2( 10) PK NOT NULL 처리코 

2 TREA NAME VARCHAR2(100) NOT NULL 처리영칭 

3 TREA_DESC VARCHAR2(255) 처리설명 

DEF _USERGROUP 
COMMENT 사용자그룹 정의 테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5:26:14 

No 필 I 명 데이터 헝식 31 Null 허용 코멘 

USER_GROU_CD VARCHAR2(10) PK NOT NULL 사용자그룹코-

2 USER GROU NAME VARCHAR2(100) NOT NULL 사용자그룹명칭 

3 USER_GROU_DESC VARCHAR2(255) 사용자그룹설명 

TABLE NAME DEF _WASTE_TYPE 
COMMENT 폐기물종류 정의 테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7 오후 3:25:36 

No 필 E 명 더101 터 헝식 31 Null 허용 코멘트 

WAST CD VARCHAR2(10) PK NOT NULL 펴|기물종류코드 

2 WAST_NAME VARCHAR2(100) NOT NULL 폐기울종류명칭 

3 WAST_DESC VARCHAR2(255) 폐기울종류설영 

% 



(나) 프로세 

TABLE NAME PROC_DAT A_FI LE_ST ATUS 

COMMENT Upload 파일 상태 및 검증결과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17 오후 5: 19:07 

N마12o N 필 UOP드L。 명 DATE 

데이터 헝식 31 Null 허용 -구머t!!!~ 

NUMBER(10) PK NOT NULL 번호 

DATE NOT NULL 업로드 일자 

3 USER_NO NUMBER(10) l\JOT NULL 사용자번호 

FILE_NAME VARCHAR2(255) NOT NULL 파일 명칭 

FILE EXTE VARCHAR2(3) NOT NULL 확장자명칭 

6 MODU τYPE CHAR(4) NOT NULL 모률형식 

7 DATA_TYPE CHAR(1 ) NOT NULL 데이터 형식 (분 JI:QI과거 :0) 

8 FILE STAT CHAR(1 ) 묘}일 상태(준비 :W/읽응 :R) 

9 VERI RESU CHAR(1 ) 검증 곁고~ (준비 :WI성공/S:실패 :F) 

10 VERLCOMM_DESC LONG 검증 결과 설명 

TABLE NAME PROC_SMS 

NT SMS 데이타 전숨 테이틀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8 오전 9:06:10 

No 필드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TRAN PR NUMBER(1 1) I\10T NULL 

2 TRAN_REF키 VARCHAR2(20) 

3 TRAN_ID VARCHAR2(20) 

4 TRAN PHONE VARCHAR2(15) NOT NULL 

5 TRAN_CALLBACK VARCHAR2(15) 

6 TRAN STATUS CHAR(l ) 

7 TRAN DATE DATE NOT NULL 
-

8 TRAN RSLTDATE DATE 

9ITRAN_REPORTDATE DATE 

10 TRAN RSLT CHAR( 1) 

11 TRAN MSG VARCHAR2(255) 

12 TRAN ETC1 VARCHAR2(255) 

13 TRAN_ETC2 VARCHAR2(255) 

14 TRAN_ETC3 VARCHAR2(255) 

15 TRAN ETC4 NUMBER{10) 

16 TRAN_TYPE NUMBER{5) NO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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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PROC_LOG 

COMMENT WACID 프로세스 로그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18 오후 12:33:57 

No 필도 명 +뽑터형식 키 Null 허용 -구머~~ 

1 I NO CHAR2(38) PK NOT NULL 번호 

2 LOG LEVE VARCHAR2(20) NOT NULL 로그레벨 

3 PROC_DIVI VARCHAR2(30) NOT NULL 프로셰스 생성 프로세스 

4 QUER_DATE DATE NOT NULL 로그일자 

5 QUER_DESC VARCHAR2(1024) NOT NULL 로그설명 

TABLE NAME PROC_VERIFY_SCHEDULE 

COMMENT 검증 작업 스켜|줄 등록 

。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0 오후 4:30:47 

No gal-I-- 며 <::>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구대~~든 

NO NUMBER(10) 띔 NOT NULL 번호 

2 STAR_DATE DATE NOT NULL 검증 시작일자 

3 END DATE DATE NOT NULL 검증 종료일자 

4 TARG_INST_CD VARCHAR2(20) NOT NULL 검증 대상 일자 

5 DATA TYPE CHAR(l ) NOT NULL 더|이터 형식 

6 CHEC DATE DATE 

7 SCHE_STAT E션AR(l ) 스케줄상태 

TABLE NAME PROC_WACID_NUMBER_CREATION 

COMMENT WACID 일련변호와 기관판리번호 Mapping 정보 

IOWNER WACID 

TABLESPACE WACIDREAL 

CREATED 2003-11-27 오후 7:04:45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INST_CD VARCHAR2(30) PK NOT NULL 시설 코드 

2 WACI NUMB VARCHAR2(30) PK NOT NULL WACID 번 호(RW-20033-9999ggg) 

3 FACI NUMB VARCHAR2(30) PK NOT NULL 기관번호 

4 CREA DATE DATE NOT NULL 생성 일자 

5 CREA_QUAR CHAR(5) NOTNULL 샘성 분 JI 

6 I MODU_TYPE CHAR(2) NOT NULL 모률헝식 

7 INDE N。 NUMBER(20) NOT NULL 증가번호 

8 VALI YN CHAR(l ) NOT NULL 데이터의 유효성(초기값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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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PROC_XLS_FI ELD _DEFI N E 
COMMENT 기관멀 입력항목에 대한 입력등급 징의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01 오후 3:33:16 

No 끄EEl 며=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SHEE NAME VARCHAR2(100) PK NOT NULL 시토명칭 

2 FIEL NAME VARCHAR2 (100) PK NOT NULL c: 며 ~~ 

3 FIEL_DESC VARCHAR2(255) 필 ζ 설명 

4 DATA TYPE CHAR(1 ) 더101 터 형식 

5 PROP CHAR( 1) i-「:*C>4

6 PRIO KHNP CHAR(l ) 중요도 KHNP 

7 PRIO PIEF CHAR(l } 중요도 PIEF 

8 PRIO_NETEC CHAR{l ) 중요도 NETEC 

9 PRIO_KAERLRW CHAR(l } 중요도 KAERLRW 

10 PRIO KAERI DW CHAR(l ) 중요도 KAERLDW 

11 PRIO_KNFC CHAR(l ) 중요도 KNFC 

12 REFE_CODE_ T ABL VARCHAR2(100) 참조 코드 테이블 명휠 

13 REFE CODE FIEL VARCHAR2(100} 활조 코드 필드명 

14 PRIO_KH_UNIV CHAR(l ) 중요도 경희대 

TABLE NAME PROC_XLS_SHEET _DEFINE 
COMMENT XLS 시트 정의 및 속성 정보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1-27 오전 9:32:29 

No 필 며C그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SHEE_NAME VARCHAR2(50) PK NOT NULL 시트명칭 

2 MODU_TYPE CHAR(2) 모둘헝식 

3 FIEL_COUN NUMBER(2) 필드갯수 

rï SHEE DESC VARCHAR2(255) 시트설명 

5 IS_REPO_’-’-’-’’’-’ 

CHAR(l ) 보고분기 필요 여부 

6 IS_WACLNUMB CHAR(l ) WACID 변호 필요 여부 

7 IS USER NO CHAR(l ) 사용자 번호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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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PROC_XML_SOURCE_DIRECTORY 
COMMENT 검증할 XML 파일 경로 정보 및 상태 

。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떠 오후 4:13:44 

No 요εE| -I-- 며 〈그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머~~ 

FULL_DIRE VARCHAR2(255) PK NOT NULL 폴더 명칭 

2 IMPO DATE DATE PK NOT NULL XML 변환 일자 

3 IMPO RESU CHAR(1) XML 변환 결과 

4 SOUR N。 NUMBER(10) PK NOT NULL XLS 파일 번호 

(다) 컨 

TABLE NAME CONT_IMAGE 
COMMENT 01 미지 정보 컨텐츠 터|이를 (갤러리) 

OWNER WACID 

TABLESPACE WACIDREAL 

CREATED 2003-10-08 오전 10:56:55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먼트 

NO NUMBER(5) PK NOT NULL 일련번호 

2 키_CODE CHAR(2) NOT NULL 이미지구분 

3 IMAG_NAME VARCHAR2(100) NOT NULL 이미지명칭 

4 IMAG DESC LONG NOT NULL 0101 지설명 

5 IMAG URL VARCHAR2(255) 이미지경로 

6 SOUR_ORGI VARCHAR2(100) 출처 

TABLE NAME CONT 
COMMENT 문헌 정보 컴댄츠 테이를 

OWNER WAα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8 오전 10:58:21 

No 필 며C그 데이터 혈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NO NUMBER(5) PK NOT NULL 일련번호 

2 31_CODE CHAR(2) NOT NULL 문헌구분 

3 LANG_DIVI CHAR(1) NOT NULL 언어구분 

4 UTE_NAME VARCHAR2(100) NOT NULL 문헌명칭 

5 UTE_ LONG NOT NULL 문헌설명 

6 IMAG_URL VARCHAR2(255) 01 미지경로 

7 SOUR_ORGI VARCHAR2(1 00) 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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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CONT_UPDATE 
COMMENT WACIO 개발 업더101 트 기록 터|이블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10-08 오전 10:58:38 

No 필드 영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N。 NUMBER(5) PK NOT NULL 일련번호 

2 3LCODE CHAR(2) NOT NULL 업데이트구분 

3 UPDAT_DATE DATE NOT NULL 얻데이트일자 

4 UPOAT NAME VARCHAR2(1 00) NOT NULL 업데이트저l목 

5 UPDAT_OESC LONG NOT NULL 업데이트설명 

TABLE NAME CONT_WORD 
COMMENT 용어사전 컨텐츠 터|이를 

OWNER WACID 

TABLESPACE WACIO_REAL 

CREATED 2003-10-08 오전 11 :00:26 

No 필드명 더101 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NO NUMBER(5) PK NOT NULL 일련번호 

2 3LCODE CHAR(2) NOT NULL 용어구분 

3 LANG_OIVI CHAR(1 ) NOT NULL 언어구분 

4 WORO_NAME VARCHAR2(50) NOT NULL 용어 

5 WORD_OESC LONG NOT NULL 용어설명 

6 IMAG_URL VARCHAR2(255) 추가정보01 미지경로 

7 I SOUR_ORGI VARCHAR2(1 00) 출처 

(라) 제한치정의 

TABLE NAME V_DRL_HANARO 
COMMENT 하나로 DRL 제한치 정의 

OWNER WACID 

TABLESPACE WACID REAL 

CREATED 2003까 0-09 오전 11 :16:01 

No 필드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GER_POINT _CD VARCHAR2(10) PK NOT NULL 배기구 

2 REST_DIVI CHAR( 1) PK NOT NULL 저|한치 구분 (월/일} 

3 NUCL_ VARCHAR2(10) PK NOT NULL 핵종코드 

4 REST NUMBER(30 , 15) NOT NULL 저l 한치 

5 UNIT VARCHAR2(10) NOT NULL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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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V_DRL_KHNP 
COMMENT 한전 중수로 DRL 저|한치 정의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2-08 오전 9:51:13 

No 필E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구대f!!!~ 

INST_CD VARCHAR2(10} PK NOT NULL 시설 코드 

2 STAN DATE CHAR(l ) PK NOT NULL 월간/년간 

3 MODU_DIVI ‘ CHAR(l ) PK NOT NULL 모둘 구분(맥/기처1) 

4 NUCL_CD CHAR(10) PK NOT NULL 핵종코드 

5 REST NUMBER(38) NOT NULL DRL 제한치 

6 UNIT VARCHAR2( 10) 단위 

TABLE NAME V_ECL 
COMMENT ECL 제한치 정의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2-08 오전 9:51 :34 

No 필드영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먼 

NUCL CD VARCHAR2(10) PK NOT NULL 핸종코드 

2 REST NUMBER(30 , 15) NOT NULL ECL 제한치 

3 UNIT VARCHAR2(10) 단위 

TABLE NAME V_MDA 
COMMENT MDA 제한치 정으l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후 1 :27:56 

No 필드 명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코멘트 

MODU DIVI CHAR{1 } PK NOT NULL 모률구룬 

2 REAC_DIVI CHAR(1 ) PK NOT NULL 경/증수로구분 

3 NUCL_CD VARCHAR2(10) PK NOT NULL 핸종코드 

4 REST NUMBER(30 ,15) NOT NULL MDA 저|한 xl 

5 UN‘T VARCHAR2(10) NOT NULL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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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V RADIATION 
COMMENT 선량 제한치 정의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0-07 오 전 11 :33:57 

No 필드영 데이터 혈식 키 Null 허용 코멘트 

I MODU_DIVI CHAR( 1) NOT NULL 모둘구분 

2 RADI DIVI VARCHAR2(20) PK NOT NULL 선량구분 

3 REST NUMBER(30 , 15) NOT NULL 선량 저|한치 

4 UNIT VARCHAR2(10) NOT NULL 단위 

TABLE NAME V_REST_KNFC 
COMMENT KNFC 제한치 정의 

OWNER WACID 

TABLESPACE WACID_REAL 

CREATED 2003-11-28 오후 3:28:34 

No IEiEl -c-: 。c:격〉 데이터 형식 31 Null 허용 -큐머‘!~ε 

POINT CD VARCHAR2(10) PK NOT NULL 시설코드 

2 MODU DIV‘ CHAR(1 ) PK NOT NULL 모률구운 

3 REAC DIVI CHAR(1 ) PK NOT NULL 경/중수로구분 

4 NUCL CD VARCHAR2( 10) PK NOT NULL 핵종코-

5 REST NUMBER(30 , 15) NOT NULL 제한치 

1 6 UNIT VARCHAR2(10) NOT NULL 단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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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화 된 입출력 모렐 설계 

가. 통합시스템 구성체계의 표준 프로토콜 및 사용언어 선정 

(1) 표준프로토콜에 대 한 기 초조사 및 적 용성 검 

프로토콜 명 

FTP (File Transfer 
Protocol) 

표 2.6 TCP!IP 

기능 

민터넷들 통해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 

01 용하면 용량이 큰 파일도 빠르거| 

TCP포트변호 21 번을 사용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의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 

010. 

TELNET 
프로토콜이다. TELNET을 01 용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원격시스템에 

접근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TCP 
포트번호 23변을 사용 

SMTP (SimpleMail I 인터넷에서 전자우편 표준 프로토콜이다. TCP 
Transfer Protocol) 포트번호 25번 

인터넷에서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문서를 교환하기 우l 하여 

HTTP 
(Hyper Text 
Transport Protocol) 

사용되는 프로토콜 01 다. 하 01 퍼텍스트는 문서 중간 중간에 특정 

키워드를 두고 문자u 그림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결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문서라 할지라도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보 01 면서 참조하기 쉽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TCP 포트변호 
80변을 사렇한다. 

(2) 각 71 판별 적용 가능한 사전조사 및 분석 

(가) 가관벌 적용가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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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워 안에 있어 대부분의 프로토콜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FTP 같은 다른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받기관 보안 규정상 보안을 풀고 일정 

한 포트를 열어주는 일은 쉽지 않다. 설령 포트를 띤다고 해도 완벽한 보안을 하 

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일반적인 HTTP프로토콜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전 프로토콜 적용 가능 시스템 

원자력환경기숨원(RASIS) ， CARE, IERNet 
HTTP 프로토콜 적용 가능 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RWM)， 원자력연구소(RAWMIS)， 한전원자력연 

료주식 회 사(ER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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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기관별 적용 가능한 프로토콜 현황 

n로토콜 FTP UDP Telnet Http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가능 불가 불가 가 

원자력연구소 불가 가능 가능 가능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가능 불가 불가 가 

원자력환경기술현(RASIS) 가능 가능 가 가능 

CARE. IERNet 가 가 가능 가 

(나) 71 관별 실제 적용 

HTTP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RWM)， 원자력연구소(RA \i\매1IS) ， 한전원자력연 

주식회사(ERP System) , 원자력환경가술원(RASIS) ， CARE, IERNet 

FTP 

원자력환경기술원(RASIS) ， CARE, IERNet 

냐. 압력방안 

(1) XML 도업에 관한 SGML, HTML, XML악 비교분석 

(가) SGML, HTML, XML의 상호비교 
아래 표 2.8에 제시된 SGML, HTML, XML.의 상호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XML은 SGML과 HTML의 장점을 두루 갖고 있어 문서 교환 표준으로서는 적당 

하다. 단， 코딩이 어렵고 시스템 개발 여후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아 있지만 

데이터 수집이 빈번한 WACID에 적용이 되면 다음절에서 제시된 많은 장점을 살 

수 었을 것이다. 

표 2.8 SGML, HTML, XML의 상호비 교 

님Ij갚황목 SGML HTML 

Tag 사용 
저l 저-， SGML보다는 제 저-‘ 

사용자 정의 불가능 λ}용자 정의 가능 

문셔의 
가 룰가능 가능 

재사용 

방대한 LH 용과 구조 요하 
단순 구조의 문서 

방대한 내용과 구조를 요하 
응용분야 및 내 이 너무 길 

기술적인 서 및 전자 
지않 문서 

는기 적인 문서 및 전자 

간단하고 용 01 함 
SGML을 단순화시켜 편리하 

문서작성 OH우 ^~합 논리적 구조 작성의 

어려 
거l 작성 가 

문서검색 
정확한 검색 01 가능 효과적인 검색 어려 장확한 검색이 가능 

문서구조에 대 검색 가능 E < =E> 문셔구조에 대한 검색 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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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SGML, HTML, XML의 정 의 및 장단점 

얻어 정으l 장정 단점 

Standard Generalized Markup 다양한 형식의 문서구조들을 
사용법이 복장하다. 

지원하며，하드웨어나 
Language의 약자로서 SGML은 

소프트웨어어| 종속되지 않고 
Application개 발이 

SGML 장치에 독립적으로 문서의 내용이나 
새로운 Application어l 

어렵다. 

구조를 정의하기 위하여 markup을 
개방적이며 유연한 

SGML을 완벽히 지원하는 

여용하는 문서기술 언어마다. 
문서구조훌 가지고 있다 

브라우저가 없다. 

Hyper T ext Markup Language의 고정된 태그{Tag}만을 

약자로서 방대한 옵션과 복잡한 단순한 구조에 표현까지 
사용해야 하E?~ 복잡한 

SGML의 응용이 다. HTML은 Hyper XI 청해 주므로 쉽게 
내용의 충분한 표현 01 

HTML 어렵고 긴 문서를 출력활 
Text와 멀티미디어 지원을 통해 하01 퍼 01 디머 문서 작성이 

경우 각각의 분서를 
간단한 문서들을 표현활 수 있게 가능하다. 

쪼개어 논리적인 단위로 
해주는 고정된 문서형식 정의이다-

나누기 어렵다. 

eXìensible Markup Language 으| 

약자로서 HTML과 같이 고정된 SGML의 장칩과 HTMl.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특정 장점을 수용하여 다양한 HTML보다 구조가 

XML 응용프로그램이나 업계의 필요사항을 형식， 검색 XI 원과 검색의 복잡하여 사용 01 

홍족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markup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불현하다. 

먼어를 설겨l 활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적이다. 

메타(meta)언어의 일종01 다. 

(나) XML의 도입효과 

정보교환의 효율성 증대 

인터넷 환경의 고려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용야 

데이터베이스 지원 

정보 검색의 용이 

다. 출력방안 

(1) 출력파일의 형식 

(가) WACID 홈페이지 화면출력 

수집된 관계기관의 방사성폐지물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화변에 표현한 

다. 기본적으로 시설정보를 중섬으로 각 분류별로 출력하며 차트나 그래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기관간 비교도 가능할 수 있는 화면도 제공한다. 

시설벌 현황출력 

-
줄
 

면
 

현
 
화
 

별
 
‘
서
 

목
 
고
 

하o
 

보
 

려 
-, 

(나) 파얼 출력 

파일 출력은 각종보고서나 그래프 차트 등의 출력 가능한 자료들을 Ad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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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bat의 OO.PDF 파일 형태나 Microsoft Excel의 OO.XLS 형태의 파일로 출력할 
있는 가능을 제공한다. 이 가농은 사용자가 문서 작성 및 각종보고 시 손쉽게 

자료를 제공받아 특별한 수정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파일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하여 단순히 검증용으로 제공 

있도록 한다 

(2) 출력보고서 분류체계 

WACID에서 취급하제 될 방사성폐기물 판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가 

위해서는 용도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가공할 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 

에서는 WEB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 및 출 

서의 형식을 도출하고 데이터의 등급에 따른 출력자료의 수록범위 

사용자 입장에서 DB에 저장된 자료를 가장 선속하게 활용 

사전에 정해진 형식의 보고서 파일을 생성하여 WEB을 통해 사용자가 

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파 

일을 사천에 생성하눈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사용자가 옵션을 선택 

하여 DB에서 직접 데이터만을 추출/가공하는 방법은 원하는 자료만을 선별적으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번 모든 출력보고서를 DB에서 

하여 가공할 경우 시스템의 부하가 증가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처음 접속하는 사 

용자 및 사용법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이 

이에 따랴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사용자의 정보요구와 활용빈도에 근거하여 

WACID에서 채공하는 출력자료를 (1) 요약보고서 (2) 표준보고서， (3) 사용자정 
의보고서 등의 3종으로 구분하였다. 각 출력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요약보고서 

전국적인 방사성폐기물 판리현황 등 일반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활용빈도가 높 

종합적인 자료를 사전에 정의된 형식에 가공한 것으로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 가능한 보고서이다. 

(나) 표준보고서 

요약보고서에 비해 보다 상세하게 분류된 자료로 구성된 보고서로 요약보고서 

에 비해 활용빈도는 다소 낮지만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요 

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고서어다. 사전에 주기적으로 파얼 형태로 시스템에 업 

드 되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다) 사용자정의보고서 

일반적인 사용자 측면에서 활용빈도는 낮지만 사용자가 옵션을 선택하여 원하 

는 섬층정보를 추출하여 생성할 수 았는 보고서이다. 사용자정의보고서는 사전에 

생성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정의하는 형식에 따라 DB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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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연보에 수록된 요약정 

하고 여로부타 WACID에 구현되어야 할 요약보고서 출력체계를 도출하였다. 

약보고서 체계의 도출에 활용된 참고자료는 표 2.10과 같다. 

표 2.10 요약보고서 체 계 시 참고한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보고서 

국가 방사성 I폐기울 관2.1 현황 보고셔 

Integrated Data Base Report 1995: U .S. Spent Nuclear Fue‘ and Radioactive 
미국 Waste Inventories. Projections. and Characteristics , 。OE/RW-0006 ，

Rev.12(1996) 

캐나다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in Canada, LLRWMO-GN-TR- 99-037(1999) 

II 랑λ 
DE LA MISSION SUR LA METHODOLOGIE DE L’INVENTAIRE DES DECHETS 
RADIOACTIFS(2000) 

표 2.10의 참고자료에 대 

통합하여 판리 하게 펼 WACID에 서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에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 원자 

황에 대 한 요약자료， WACID 개 

대한 요약자료， 또한 각 원자력이 

등을 요약보고샤로 자1공하는 것이 

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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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서 발생， 처리， 저장 및 처분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것 

으} 허가 종류별 방사성펙거물 관려현 

판리되는 대상 폐기물별 판랴현황에 

의 방사성폐기물 관려현황 요약자료 

2.11 참조). 



._- • "-'- . 
구분 대분류 서l부 항목 보고서 번호 

국내 방사성폐기물 
흔 =x:; 81 ‘ 0 

관리현황 요약자료 

허가종류 종합 82.0 
발전용원자로 82.1 
연구용원자로 82 ‘ 2 

2 
허가 종류별 방사성폐기물 교육용원자로 82 ‘ 3 
관리현 요약자료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82.4 

핵연료가공사업 82.5 
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 82.6 

기타 82.7 
관리대상 종합 83.0 
중저준위폐기물 83.1 
동위원소폐기물 83.2 

관리 대상별 방사성폐기울 
사용후핵연료 83.3 

3 액체유출물 83.4 
관리현 요약자료 

기처|유출물 83.5 
소외주민선량 83.6 
영구처분 83.7 
기타 83.8 

부지 종합 84.0 
고리부지 84.1 
영광부저 84.2 

4 
지벌 방사성폐기 월성부 XI 84.3 
관리현 요약자료 울진주 XI 84.4 

대전 덕진동 부지 84.5 
서울 공릉동 부지 84.6 

기타 84.7 

(4) 표준보고서 

표준보고셔에서는 요약보고서에 비하여 보다 정보를 보다 세분화하여 출력 

구성하였다. 우선 기본적안 보고서픽 분류가준은 “데이터 모률” 및 “개별 시 

설”로 설정하였으며， 표 2.1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개별 데이터 모율에서는 발 

생량， 누적 재고량 등 모율별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률별 데이터눈 폐기물 종류별， 부지별， 시설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개별 표준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체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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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표준보고서 의 체계(일부) 

구분 대분류 르o드 툴 ‘ εTE 소분류 황뭘 보고셔 번호 

펴IJI -C :-그~ tE르1::1 P-Ll-G-l 

부지별 P-Ll-G-2 

발생량 시설멸 P-Ll-G-3 

면도별 P-Ll -G-4 

여l 촉 더101 터 P-Ll-G-5 

저준우l 펴|기울 종류별 P-Ll-A-1 
폐기물 부 XI 벌 P-Ll -A-2 

저-， 
시설별 P-Ll -A-3 

재고량 
연도멀 P-Ll-A-4 

예촉 데 01 터 P-Ll-A-5 

펴1]1 방사선학적 더101 터 P‘ LI-C-l 
성 자료 비방사선 데이터 P-Ll-C-2 

펴1]1 ë“r=>- tEt르j P-RI-G-l 

브t=}A < :H> 연도벌 P-RI-G-2 

여| 데이터 P-RI-G-3 

동위원소 폐기울 T E근~~ ε~ P-RI-A-l 

펴|기울 
는‘=짜 -「{

면도별 P-RI-A-2 
재고량 

데이터 여| 데이터 P-RI-A-3 

모둘별 폐기물 방사선학적 데 01 터 P-RI-C-l 
특성 자료 비방사선학적 데이터 P-RI-C-2 

폐기울 종류별 P-DC-G-l 

발생량 시설별 P-DC-G-2 

해체 연도벌 P-DC-G-3 
폐기물 폐기 걷i흐뜯 T ξET a ε르j P-DC-A-l 

저-， 
시설벌 P-DC-A-2 

XH 고 
면도별 P-DC-A 

핵연료 종 tE섭르 P-SF-G-l 

발생량 
부지별 P-SF-G-2 

시설별 P-SF-G-3 

여|촉더101 터 P-SF-G-4 

사용후 핵연료 종 tEtEj P-SF-A-l 

핸연료 」l 져 -, 부지벌 P-SF-A-2 
재고 시설별 P-SF-A-3 

여I 더101 터 P-SF-A-4 

폐기 방사선학적 데이터 P-SF-C-l 
특성 자료 비방시선학적 더|이터 P-SF-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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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정 의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요약보고서 및 표준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보다 상세한 정 

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으로 추풀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사 

용자정의보고서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려한 정보 출력체계는 미국의 DOE가 운 

영하고 있는 CID( Central Intemet Database)의 정보 출력체계를 벤치마킹 
써 도출되었다. 

그럭 2.9-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CID의 사용자정의보고서 출력은 5-8단계로 원 

테이터 출력옵션을 산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검토 결과 1-3단계에서 대 

부분의 출력내용이 결정되며 나머지 선택과정은 보고서의 형식을 조절하는 등 부 

수적인 조정과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려냐 사용자정의보고서를 출력하는 파 

정에서 지나치거I 복잡하거나 다단계 출력절차는 시스템의 활용도 재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3단계 선택과정을 통해 원하는 내 

및 형식의 사용자정의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는 체계를 도출하였다 

1단계 11 2단계 11 훌력 옵션 

중저준위며|기울 1 r 발샘항 부저 

발생시설 

발샘원민 

펴|기물 등급 

폐기물 종류 

가연성 여부 

출력 시작년도 

출력 종료년도 

방사능 구분 

저장랑 부지 

저장시설 

발생원e.! 

i폐기울 등급 

폐기울 종류 

가언성 여부 

출력 시작년도 

훌럭 종료년도 

방사능 구분 

예촉결과 부 ;;:1 

저장시설 

발생량 

느r 동 -「{ a C> t

포화 예상시점 

며|기물 등급 

폐기물 종류 

예혹 시작년도 

여l 혹 종료년도 

3단;학l 

c: 융훨명 

부 XI 목록 

발생 시설목록 

발생원인 목록 

HLW , ULW 
며|기물 종류 목록 

모두/가언성/비가연성 

연도 

연도 

총방사능/핸종멸방사능 

부 XI 목록 

저장시설목록 

발생원인 목록 

HLW , ULW 
며|기울 종류 목록 

모두/가연성/비가연성 

면도 

면.s:: 

훌발사능/핵종별방사능 

부지목록 

저장시설목록 

Y/N 

Y/N 
연도 

발샘원인 목록 

HLW. ULW 
연도 

연도 

:3..립 2.9 중저준위폐기물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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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l | 2단겨| 
11 

3단계 

출력 옵션 설명 

사용후핵연료 ll 닐ti}g λ c:Hi a C그t I I 부지 부지목 

발생 시설목록 

핵연료 종류 목록 

모두/건전/손상 

연도 

연도 

방사능/핵종별방사능 

저장량 

그림 2.10 사용후핵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1 단겨l 11 2단겨| 11 

액처|유출울 11 배출량 

〕|처|유훌울 1 r 배출량 

환경정보 1 r 환경정보 

그력 2.11 액체/지체 

훌력 옳션 

부지 

시설 

액처I t:l H 훌 소오l 선량 

기처l 배출 소외선량 

부지선량 

대기확산민자 

줄력 시작년도 

출력 종료년도 

3단겨| 

c 혈명 

부 ÃI 

시설목록 

(선택) 

방사능 

연도 

도 

부지목록 

시설목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면도 

면도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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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1 단계 2단껴l 

훌력 옵션 훨명 

l 동위원소페기물 I r 저장함 부 XI 부지목록 

저장시설 저장시설목록 

발생원인 발생원인 목록 

폐기물 구분 밀봉선원/개봉선원 

폐기물 종류 폐기울 종류 목록 

가연성 여부 모두/가면성!I:j l 가연성 

출력 시작년도 연도 

출력 종료년도 면도 

방사능 구분 방사능/핵종별방사능 

여|측결과 저장시설 저장시설목록 

연발생량 Y!N 

노l X --1{ a 〈그t Y!N 

포화 여i상시점 연도 

폐기물 구분 밀봉선원/개봉선원 

폐기물 종류 펴|기울 종류 목록 

예측 시작년도 연도 

여l 측 년도 연도 

그림 2.12 동위원소펙기물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F 1 단껴 2판계 I 3단;없 

훌력 옵션 혈땅 

iH 처l 펴|기울 1 f 발생량 부 XI 부지목록 

발샘시설 발생 시설목록 

출력 시작년도 면도 

훌력 종료년도 연도 

방사능 구분 총방사능/핵 별방사능 

그림 2.13 해체폐기물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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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겨~Í'단겨l 11 훌력 옵션 c 셜명 

영구처분 1 r 인수량 부XI 부 XI 목록 

발생시설 발생 시설목록 

발생원인 발생원인 목록 

폐기물 등급 HLW. Ll LW 
폐기물 종류 펴l 가물 종류 목록 

가연성 여부 모두/가면성/비가언성 

출력 시작년도 면도 

출력 종료년도 연도 

방사능 구분 총방사능/핵종별방사능 

처분량 부지 부지목록 

발생시설 발생 시설목록 

발생원민 발생원안 목록 

느F 6:’l E C그t (선택) 

폐기물 등급 HLW. Ll LW 
폐기물 종류 폐기물 종류 목룩 

가연성 여부 모두/가연성/비가연성 

줄력 시작년도 연도 

출력 종료년도 연도 

빙사능 구분 총방사능/핵종별방사능 

~럼 2.14 방사성폐기물 처분 판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보고서 출력체계 

1단챔 1 짧겨l I 3단〕혐 

훌력 옵션 훌훌엉 

기타 1 r 운반 대상부지 부지목록 

대상시설 시설목록 

운반옳 중저준우l 폐기물/사용후핵연료 

며l 가물 등급 HLW, Ll LW 

폐기울 종류 폐기물 종류 목록 

가면성 여부 모두/가면성/비가연성 

훌력 시작년도 연도 

출력 종료년도 면도 

방사능 구분 총방사능/핵종별빙사능 

그림 2.15 기타 판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확보고서 출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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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타 보고서형식 

(가) 방사성폐기물 협약 국가보고서 

2002.09월 16일 우리나라는 IAEA 방사성폐겨물 안전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매 3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본 연구의 중간결과불은 국 

가보고서 초안의 작성 초기에 각종 수치데이터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반영되었 o 

며， 2003.04월 현재 동 국가보고서는 최종안이 완성된 상태이다. 주기적으로 작성 

될 국가보고서의 특성상 보고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며， 

로 수처 데이터의 갱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 

국가보고서 작성 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WACID 시스템에서 국가보고 

서에 포함될 주요 수치데이터를 출력하는 가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03.04월 현재 작성된 국가보고서 초안을 가준으로 \VACID에서 확보해야 할 

치 테이터 출력항목은 다음과 같이 표 2.1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4은 원전와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에 대한 국가보고서 테이블 출력양식을 도시한 것아다. 

표 2.13 국가보고서 기 술 내 용 중 WACID에 서 기능의 확보가 요구 

터101 뜰 번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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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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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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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 of nuclear facilities under de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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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가보고서 초안 데이터 력 예(사용후핵 재고량) 

￥olume St힐red M갔필mum Average Burn 

Facîlity Type 
El1richment Up 웠fter 

Fuel 
Ton 011 Loading Unloading 

(J\,1TU) Assembly (w/o) (G'￥d!J\.1TU) 

Kori #1 wet 149 419 3.4 -3.8 41 ........ 43 14X14 PWR 

Kori #2 다Tet 310 792 3.4 ........ 3.8 34 ........ 39 16X16 PWR 

Kori #3 wet 461 111 검 3.9 ’‘ 39 ........ 46 17X17 P팎TR 

Kori #4 쩌Tet 368 용72 3‘ 9 ........ 4.2 39 ........ 46 17X17 PWR 

Yonggwang # 1 wεt 323 772 3 ‘ 9~4.2 39 、-46 17X17 PWR 

Yong휠iVang #2 wet 281 668 3.9 ........ 4.2 39 ........ 46 17x17 PWR 

Yong양iVang #3 wet 145 352 3.8 ........ 4 .4 35 ........ 55 16x16 PWR 

Yong휠iVang #4 wet 117 284 3.8 ........ 4.4 35 ........ 55 16X16 PWR 

γong힘lilang #5 때7εt - - 3.8 ........ 4.4 35 ........ 55 16X16 P때TR 

Ulchin #1 쩌Tet 268 620 3.9-4.2 39 ........ 46 17X 17 P낌TR 

Ulchin #2 wξt 244 568 3.9 ........ 4.2 39 ........ 46 17X17 PWR 

Ulchin #3 wet 73 176 3.8-4 .4 35 ........ 55 16X16 PWR 

Ulchin #4 wet 71 34 용 3‘ 8 ........ 4.4 35-55 16X16 PWR 

wεt 707 37.452 Natural 7.2 CANDU 
uraruum 

Wolsong#1 
Natural dry 1,091 57,780 7.2 CANDU 
uraruum 

힘olsong#2 재Tet 485 25,500 
Natural 

7.2 CANDU uraruum 

Wolsong#3 wet 406 21 ,424 Natural 7.2 CANDU 
uraruum 

Wolsong #4 wet 289 15.236 
Natural 

7.2 CANDU 
uraruum 

(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기보고서 형식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법시행규칙 제 1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마다 제출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기보고서의 형식을 해당 기관별로 도출하였다. 표 2.15 

발전용원자로어l 대한 정기보고 표준형식을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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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발전용원자로 정 기 보고 형식 과 

해당 절 구분 내용 

JH요 

2 일반 사항 

규제요건 

2 시설 개요 

3 보고내용 

tJH 훌관리기준 만족여부 

기처l유출물 배출현황 

2 맥처l유출물 tJH 출현황 

2 분기 소외주민선량 평가결과 

3 고처l 방사성펴l 기물 현황 

고체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첨부 C] 
2 고처|떼기물 누적현황 상세자료 [첨부 C] 

4 방사선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경상 운전중(불시정지도 쏘함) 고방사선작업 발생사항 

2 해당 빌전소의 분기얼 최대 III 폭자와 그 피폭랑첨 [첨부부 D 이] 
3 방샤선작업종사자 수오} 발전소별 총 집단선량 [ 

5 원자력 01 용시설 LH 방사선/능 감시 및 즉정 결과 

외부방사선량률， 공기중농도， 표면오염도 등 [첨부 E] 
2 비정상상태에서 감시기의 경보발생 사례 

4 보충자료 

방시능 측정방법 

2 방사성물질의 배출관리 

뱃지 배출실적 요약 

2 “기타배출*" 사례 

3 유출물방사선감시기 운전불능상태 및 경보발생어| 관한 사항 

4 분기중 대기확산인자 평가결과 

3 주요 변경이력 

ODCM 및 PCP JH 정이력 

2 방사성폐기물관리겨|통 설계변경이력 

4 원자로냉각재 및 2차냉각XH 방사능 측정결과 

5 분기 기상자료 분석결과 요약 

6 분기중 계획예방정님| 기간 방사선안전관리 수행결과 

7 기타사항 

집단선량 측정방법 (집단선량 산출시 적용된 개인선량겨|오} 판독기의 종류) 

첩부 A 기체유출물 상서l 배출실적 

기처|유출물 총 배출량 

2 )1 처{유출물 핵종별 배출량 

첨부 B 액체유훌울 상서| 배출실적 

액처|유출물 종 배출량 

2 액처|유출물 핵종별 배출량 

첨부 c 고처|폐기울 상세 관리실적 

고처|방사성뼈기물 저장 현황 

2 끄체방사성펴|기울 발생특성 

3 사용후핵연료 발생/저장 현황 

4 자처|처분 실적 

청부 D 해당 분 )1 중 방사선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첩부 E 해당 분기중 작업장 방사선/능 감사 및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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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관시스템 연계성 확보방안 도출 

가. 가존 시스템 연계방안 

(1)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RASIS) 

(가)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정보 요소(기관， 인수， 얀토， 운반， 처분 등) 조사 

RASIS에서의 WACID 이용 데이터 

동위원소폐가물 관련 데이터는 산업체 및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 

원소종 사용 후 폐기의 대상이 되는 개봉선원 및 밀봉선원 판련 정보로서， 

더l 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전에 더l 여터 요소를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환겸기술원에서 운영중인 RASIS 의 데이터 요소틀을 기본적인 관리 

대상으로 선정 (http://rasis.kins.re.kr 참조)하고， 일차적으로 모든 동위원소폐 

기물올 RIRW 모률에 저장하되， 개봉선원 폐기물은 향후 중저준위폐기물모 

정보의 이관 가능성을 고려하고， 밀봉선원 폐기물 정보는 벌도로 관리 

하는 체계 모색한다. 

RASIS에서 수집할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데이터 항목 

o 거초정보: 시설명， 폐기물발생원인， 입력일자， 갱신정보 

。 동위원소: 용기변호， 폐기불구분， 모델변호， 제작회사， 제조일자， 용기크기， 

폐기물유형， 발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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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피， 최대농도， 최종pH 

0 폐기물 저장정보: 저장일， 저장사설， 저장위치 

。 재활용정보: 재활용기관， 반출일자， 안전검사여부， 방사능량 

。 기타 정보: 관련 문서 

(나) 주 백엽서버 구조분석 및 데이터 저장주기 취득방안 조사 

RASIS에서 관리하고 운영중인 여러 시스템 중에서 동위원소폐기물 관리 시 

템과 연계하여 WACID에서 관리예정안 동위원소폐기물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예정이다. 방사성동위원소폐가물 데이터의 저장 주기 

얼반 기관에서 수집하는 데야터의 수집 저장 주지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RASIS 

시￡템은 KINS내에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한 정보 수집 방법 

데이터를 전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원본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직접 겸색을 통한 

데이터 수집온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데이터를 일정한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한 후 데 어 터 를 W ACID Application 서 버 에 전송하여 수집 하는 방법 이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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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방사션 안전관리 시스댐 

• 수입추천 
1- 표배H보고 
• 문반보고 
• 국LH샘산 
• 툴관정보 
• 해오|반출 .. 

사고관리 
E를----

• 사고접수/처근| 
관리 

• 사고유형분석 
• 불법샤용/펴1 :7 1 
선원추적 

• 사고예방관리 

심/겸사관리 

• 안허가십싸 
- 양도양수심사 
• 가판판리 
• 첼까/수시검사 
• 형식승인심사 .. 
- 대행업체관리 

운반관러 

• 운반심사 
• 운반검사 
• 운반절차관리 
- 운반미럭관리 

· 민원문써쳐러 j 

ζ 인허카릎써 
• 수압추환룬서 
• 펴1 :7 1 의뢰문서 
• 민터넷! 민원접 

」‘

• 사용대장관리 
• 선원추|득관리 
• 선원사용관리 
• 보관폐기관리 
• 자체빼:7 1 관리 
• 판매관리 ... 

• 폐기물민수표띤| 
• 펴|기물보관관리 
• 폐기물감용처리 
및재활용 

• 폐기선원추적 
• 펴1 :7 1 량보고 

그림 2.16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RASIS) 구성도 

(2) 방사능방재대책 기술지원전산시스템 (CARE) 

(가) 연계대상 원전 유출물감시가 채널 및 변수선정 

연계대상 유출물 감시기 대상 선정 

현재 CARE에서는 방사능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4개 원전 부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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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인 원전은 노형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각 노형 별로 선정 된 변수를 표 2.16과 같이 도시 하였다. 

O 웨스팅하우스 2Loop(PWR)형: 고리 1, 2호기 

O 웨스팅하우스 3Loop(PWR)형: 고리 3， 4호기， 영광 1, 2호기 

O 프라마톰(PWR)형 : 울진 1, 2호기 

O 한국표준(PWR)형: 영광 3， 4호기， 영광 5， 6호기， 울진 3， 4호기 

o CANDU(PHWR)형: 월성 1, 2호기， 월성 3，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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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WACID 딴겨l 대상 원전 안전변수 

번호 태::J.명 
월전안전 

(태그설명) 
후보 

변수 선정 

방사션 

ABHvacG R5151 고리 3호기 보조건물 배출 JI 처l 방사 농도 G 

2 ABHvacl R5152 고리 3호기 보조건 ~H 옥소 방사능 G 

3 ABHvacP R5150 고2.1 3호기 보조건 배출 입자 사 농도 G 

4 CAERad R5140 고리 3호기 복수 JI 공기 기 방사능 G 

5 CVPrgGas 
R5250 , 

고2.1 3호기 격납건물 ~H JI 뇨C그: G 
R5251 

6 CVPrgHGas R5251 고리 3호기 격납건물 배출 공기 방사능 도 G 

7 CVPrgLGas R5250 고리 3호 JI 격납건 ~H 공기 G 

8 FBExh R5290 고리 3호기 핵연료 건 배기 밤사능 농도 G 

9 RWGas R5130 고2.1 3호기 JI 처| 폐기물 처리겨| 방사능 도 G 

10 RWLiq 
R5220 , 

고리 3호기 액처l 폐기 처리계 방 느ζζ:〉 -I4- L 
R5221 

11 RWLiqA R5220 고2.1 3호기 액처l 펴IJI 처리겨|통 농도 L 

12 RWLiqB R5221 고2.1 3호기 액체 폐기물 처리겨i 방사능 L 

13 SGRad R5320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 취출겨|통 사능 L 

보조 기 수회 탱크 출구 방 농도 L 

환경 

Env4D R5011CV 고리 원전부저 4호기 소내 환경 사선강서기 E 

2 EnvBH R5009CV 고리 원전 E뮤지 비 환경방사선감시 JI E 

3 EnvC1 R5005CV 고리 원전부지 1 단지 사택 환경방사선 서 JI E 

4 EnvMS R5006CV 고리 원전 A:I 영산초 학교 환경 사선감시기 E 

5 EnvHA R5008CV 고2.1 원전부A:I 효앙회관 경방사선감시기 E 

6 EnvlC R5004CV 고리 원전 지 전시관 환경방사선 시기 E 

7 EnvlK R5002CV 고리 원전부지 일광 환경방사선감시기 E 

8 EnvMe R5007CV 고리 원전부지 소 환경 사선감시거 E 

9 EnvR1 R5001CV 고2.1 원전부A:I 1 발전소 LH 환경방사선 시 JI E 

10 EnvWF R5010CV 고리 원전부지 징수장 환경 사선 시기 E 

11 EnvWN R5003CV 고2.1 원전부지 월 LH 환경방사선감시기 E 

(나) CARE 주 백엽서버와 연계대상 요소의 위치 및 데이터 취득방안 도출 

CARE 주 백엽서버의 연겨1 대상 요소의 위치 

CARE에 서 수집 하는 데 이 터 는 주로 방사능농도감사 기 와 소내 환정 방사선 

감사기 데이터로서 폐기물저장고 주변의 방사능 농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한다. WACID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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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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터 모두를 관리할 필 

요가 없기 때문에 한 시간 평균이나 일일 평균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CARE시스템은 KINS내에 존재하고 있어 다음절에서 기술할 다양한 방 

데이터를 전송 받을 수 었다. 그러나 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차원에 

서 데이터베이스의 직접 겸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어렵고 임의의 가상 데 

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 평균 데이터를 CARE시스템에서 직접입력하고 

WACID에서 가상 떠1 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륜 가껴오는 방삭을 취한다. 

(3) 국가환경 방사선자동감사 망(IERNet) 

(가) 연계대상 환경방사션감시기 데이터 요소선정 

현재 IERNet에서는 전국 377~ 지역애서 127~ 의 지방측정소와 25개의 간이 측정 

운영하면서 적의 환경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IERNet에서 관리하고 있 

감시기 데이터 중 폐기물 저장고가 있는 거관 주변의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선 

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부지 주변: 고리 깐이측청소 외 0-2곳 

。 영광원자력발전소부져 주변: 영광 간이측정소 외 o 2곳 

。월성원자력발전소부지 주변: 월성 간이측정소 외 0-2곳 

。울진원자력발전소부지 주변: 울진 간이측정소 외 o 2곳 

0 원자력연구소부지 주변: 대전 지방측정소 외 0-2곳 

o 연구로 해체 부지 주변: 셔울 지방측정소 외 o 2곳 

(나) IERNet 주 백업서버의 연계대상 요소의 위치 및 데이터 취득방안 
IERNet 주 백업서버의 띤계대상 요소의 위치 

IERNet 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환경방사선감시가 정보로 CARE의 소내 
환경방사선 감시기 데이터와 함께 관리하여 폐기물저장고 주변의 방사능 

농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얄 수 있도록 관리한다. WACID에서는 지도를 이용 

해 데이터를 관리하여 폐기물 저장고의 안전성을 확언할 수 있는 참고자료 

활용한다. 

IERNet 데이터 취득방안 
IERNet 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15분 간격의 실시간으로 각 측정소에서 

페이터를 수집하고 았으나 WACID에서는 실시간 데여터 모두를 관려 

요가 없기 때문에 한 시간 평균이나 일일 평균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IERNet 시스템은 KINS내에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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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 테이터베이스의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베여스 

의 작접 검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어렵고 임의의 가상 데이터베이스를 따 

로 만들어 평균 테이터를 IERNet 시스템에서 직접입력하고 WACID에서 가 

상 데이터베이스의 데여터블 가져오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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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선뢰성 보안성 확장성 확보 절쳐l 

가. 시스템 구성 목표 

방사성폐기물 통합정보시스템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사 

용후핵연료， 액/거체 방사성유출물， 해체폐기물 방사선동위원소폐기물 및 기타 방 

사성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력융 관라하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현황을 대 내외에 제공하는 지능 및 특정폐기물에 대한 이력을 

수 있는 가능을 갖추는 잣을 목표로 하고 았다. 특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려 

하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원자 

연구소， 한천원자력연료추식회사 찢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대부분 발생， 관리， 배 

및 저장되고 있으며， 이들 방사성폐기물은 최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또는 처분시설)에 운반되어 안전관리 될 예정 

야다. 

방사성폐기물은 처분이후 오랜 시간동안 저장되어야 하며 폐기물 처분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등과 같은 지속적면 폐 71 물 관랴차원에서 폐거물에 대한 

보(발생부터 처분까지의 정보)룰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았다. 한편 lAEA에서 

제시하는 폐기물정보기록관리체계 (WIRKS)에 대한 기술적 지침에서는 처분야후 

장지깐동안 방사성폐기물을 판려하기 위해 폐기울 관련 자료의 유지 필요성을 언 

하고 있으며， WIRKS에서의 폐지물 정보구성방딴으로 폐기물패커지 개념을 

용하고 었다(WIRKS에서 고려하는 폐가물범위에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성은 여러 기관에서 

연료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인 형태 

위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분까지의 

냐. 사스템 H!W, SIW 구생 

(1) 시스템 H!W 선정 사 고려사항 

(가) 판계기관 뎌!1 01 터 수집 

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제 공받아 통합판리 하고， 관라 

폐기물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사용 

원자력 관계기관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등 방사성폐거물에 

대한 발생이력을 전산화하여 관려하기 위해 한수원(DREAMS!RWM System) , 원 

자력연구소(RAWMIS 및 DECOMI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MES)， 한 

전원자력환경기술원(RASIS)등의 폐기물관리사스템을 운영 또는 개발 사업을 수 

행중에 았다. 향후에는 통합정보시스템과 기관벌 폐겨물관리시스템을 연계시키고 

폐가물 판련 정보의 교환을 통해 방사성폐기불 판리 및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통합정보시스템 구성방안 검토 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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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폐기물관리사스템과 연계 방안을 고려한다. 

(나) 통합시스템 저장 정보의 크기 

가존 각 관계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최근 2-3년간의 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자 

토대로 정보의 양을 도출하고 향후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력 관련 

시설의 더l 어터 량을 고려하여 향후 수십 년간 데이터의 저장이나 인터넷 웹서버 

스에 어려움이 없을 시스템올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2.17의 관리 페이터베 

이스 부하 향에서 보는바와 같이 향후 십년간 1GByte 정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 
다. 최소 100년간 사스템이 유지된다면 최소 10GByte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이외의 일반자료(사진자료， 관련 문헌자료 등)가 최소 10GByte의 공간이 필요해 

전체적으로 대략 20GByte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설제 구축에 있어서는 여 
유 공간이 예상치 못한 자료의 저장까지 합하면 예상한 자료굿71 의 약 3배정도인 

60GByte 저 장공간이 필요하다. 

표 2.17 과거이력에 근거한 WACID의 판려 데이터베이스 량 예측결과 

1989-2000 년 기 e! 발생된 국 LH 원전의 사성고처|폐기울 Ec:>t

고처l 폐기물 
사용후핵면료 

(경수로) (중수로) 

누적건 57.091 E 럼 6000 다발 122 ,000 
전체 Byte 67.94 MB 4.20 MB 85 .40 MB 
면 빈도 3500 ε 러C그 670 다발 20600 다발 

여‘- 가 Byte 4.17 MB 0.47 MB 14.42 MB 
입력요소 JH수 119 JH 70 JH 70 개 

호기당 λ〈:H〉 a <:>t 218.75 JH 55.83 JH 5150.00 JH 
호기당 1 년 생산Byte 1.04 MB 0.16 MB 14.42 MB 

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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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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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겨| 197.84 MB 23 .45 MB 576.80 MB 798.09 MB 

따라서 이번 개발의 하E웨어선정은 최소 70GByte 디스크 저장공간을 갖춘 
H!W가 필요하며， 또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따른 분산형 서스탬을 지향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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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바람 

여러 가지의 처리 프로세스가 항상 구동 중이므로 시스템별 

위하여 DB 서버， Application 서버， 웹서버 등을 분리하는 것이 
는
 
기
 

에
 
하
 

내
 

뀐
 다
 

템
 
껴
 

하
 

스
 
을
 
직
 

(다) 정보의 공개 및 시스템 안정성 

일반인에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과 같은 최신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적 

용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WACID 개발목표와 도출된 기능요건에 따라 여기에 제시된 시스템 fνW 구성 

안은 향후 과제 수행기간 중이나 하드왜어 및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상황 및 데이 

터베이스 구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충분 

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구성하였다. 

짧t!련기관 연계시스템 

O.S : WindOVl NT 4.0 
/’!"'. : CPU : 500MHz 2CPU 

Compaq 누 .: 셔em。κ 2G 
Proliant 5500 톨 .: Disk: 66G 

•• :.~’ Application: Web Server 

WACID 시스템 H/W 사양 

k애S Intranet 

륨 
O.S: wi뼈아I 2000 Server 
CPU : 1 GHz 2CPU 
Memory: lG 
Disk: 72.00 

Web Server 

i 
〈→」

. ""'II1II 
O.S: Solaris 
CPU: 400MHz 2CPU 
Memory : 2G 
Disk: l00G 
DBMS: Oracle 8i 

k'INS"[j삐i 너| 트워 크、 、

O.S : Window 2000 Server 
CPU: 1. 5GHz 2CPU 
Memory : 2G 
Dísk: 36G X 4 
DBMS: Oracle 8í 

kjj，ìs~'Net 네 트워 효、 、

사양 하드궤어 2.17 시스템 그림 

(2) 시 스템 ww 선정 

WACID의 시스템 하드웨어는 위에 나열된 

하였다. 특히 시스템이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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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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을 근거로 시스템을 

특수성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많은 



분산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E는 단점이 었다. 그러나 실제 

WACID 시스템 구성에서는 KINS 전산실의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l. 림 2.17의 시스템 하드웨어 사양에서 보는 것처 

렴 KINS DMZ 네트워크 상에 데여터베이스 서버와 어플라케이션 서버를 기존 

장버로 사용하띤서 WACID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서버와 외부 웹서버로 활용할 수 

있다 

(3) 시소템 S까V 선정 시 고려사항 

(가) 데이터 수집 및 처라 

다양한 관련 71 판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정보로 인한 정보처리 

확보 및 비용 적인 측면보다는 요즈음 문제시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보안에 취약 

한 DBMS는 과감히 배제하였고 가능한 관련지관과 유사정보 연계시스템파의 

환성이 높은 DBMS를 선택하는 것이 유려하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 적재/처리에 

가장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었는 상용 DBMS 선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련기관 데이터 수잡이나 방사성 폐기물 판련 연계 DB와 

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매체가 펼요하다. 

표 2.18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S!W 
구분 분류 션택언어 비고 

WINDOWS 2000 Server, 
λlλ텔 O.S λ|λ 영처l 겨l WINDOWS NT 4.0 , 비 λ|λ 텅 포함 

Sun Solaris 

더i 이터 
방사성펴|기 -λr‘ Z t:jl XML, Excel, ASP.Net 관 환경 지원 검토 

수칩 유사정 언계 
XML, Excel , ASP.Net, 

유사기 환경 저원 검토 
C, C++ 

DBMS 데이터버101λ‘ Oracle 8.1.7 기 

웹서버 118 5.0 01 상 

서비λ 2.1 E로그럼 XM L. ASP. Net 

훌퍼10lXI 서님|λ ASP.Net 

출력 문서 E로그램 Crystal Report 
보고서 다양한 문서출력 

및 저장 

검증 
〉E그4 

XML, C, C++, Delphi 검증 단계 토 

관리 aC그μ C, C++, Delphi n로서lλ 

(나) 웹기반 시스템 구성 

보시스템은 다수의 관련기관과 일반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되는 측면 

에서 동서 다수 접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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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반적안 Client/Server 환경에서는 서버 코어로직 변경 시 클라이언트를 재 
배포해야 하나 웹 기반인 경우 서버 코어로직 변경이후에도 재배포하지 않아도 

된다. 

(다) 정보의 공개 시 지원 언어의 표준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언어 선택은 공안된 것이 좋으며 많이 사용되고， 각 

요구사항에 수용할 수 였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언어의 

선택은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단계애 소요되는 시칸과 품질결정에 영향을 

WEB 기반의 지원언어는 범용성과 발전하는 71 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스템 S!W 선정 

다양한 정보와 시스템의 정보공개 안전성 호환성 측면을 고려하여 S!W틀 선 

정하였다. 또한 기존 유휴 사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일부 고려되 

었다. 신규 시스템에서는 최신의 O.S와 보다 범용 적이고 발전된 깨발언어를 이 

용해 사스템올 구성한다. 션정된 S!W는 표 2.18의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S八V와 

같다. 단， 선정된 개발언어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약간의 변경은 

수 있다. 

다. 시스템 구생 

(1) 사스탬 구성목표 

WACID 개발목표와 도출된 가능요건에 따라 사스템의 구성 안을 작성하였다. 

제시된 사스템 구성 안은 향후 과제 수행기간 중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기술의 

재발상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의 발전추이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선 자능 

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2) 시스템 구성 사 고려사항 

(가) 장기간 데이터 보존을 위한 백엽 (Backup) 판련 고려사항 

떼이터보존주기(월， 분기， 년， 영구) 

데이터백업방법(시스템 내 백업， 시스템 외 백업， 별도건물 백엽) 

데이터백업주지(월， 분기， 년， 영구) 

(나)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관련 고려사항 

방화벽설치， 기존의 KINS의 방화벽을 활용한다.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S!W 발견 사 이를 항상 최선정보로 사스템 
패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116-



컴퓨터바이 백선을 24시간 가동한다. 

(다) 데이터 검증을 통한 신뢰도 확보 판련 고려사항 

입력단계 및 주거적인 데이터 포멧와 검증을 실시한다. 

이상 데이터(제한치 초과 통계척 Outlier 등) 유무에 대한 검증 실시한다. 
일정 기간을 두어 정보제공 71 판별 자처1검증을 실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DB서 버 및 WEB서 버 분리 

시스템 내에는 다양한 처리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려 

대용량 데이터 처려에 따른 

세스가 항상 구동 중이므로 사스템별 효 

이 바람직하다. 

사스템 지 

(마) Oracle 채 택 사유 
동연구기관(KAERI)과 시스템 호환성 확보 및 바이러스에 취약한 MS 

SQL의 단점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정되었다. 

대용량 데이터 적재/처리에 가장 안정적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평가 

고 있는 상용 DBMS 선정하였다. 

(바) 인터넷 가반 시스템 구성 사유 

사 다수 접 속가능성 확보한다. 

C/S 환경과 ti1 ..ïïI 유리한 웹 환경의 유지보수의 고려하였다. 

(사) 유판 정보시스템과 띤계로 활용성 제고 

RASIS , CARE, IERNet 등 기존 원자력안전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스템 개발자원을 최적화하고 활용성을 제고한다. 

(3) 시스템 구성 결파 

데이터의 흐름에 입각하여 정의된 논리적 샤스템 구성도이며 데이터의 

방사성폐기물 정보의 수집， 방사성폐기물 정보 관리 방사성폐기물 정보의 서비스 

의 C영역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의 구성은 KINS-Net 네트워크에 메인 DB서버와 
Intranet 찌TEB서 버 를 두고 KINS DMZ 네 트워 크에 서 비 스 DB서 버 와 외 부 WEB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pplication서버를 둔다(::1림 2.18 참조). 

(가) 서버 구성 

메인 DB 서버 
수집된 모든 정보를 판려하는 데여터베이스 서버로서 기본적으로 자체 백 

업의 기능을 가지면서 KINS Intranet에 서비스할 정보를 제공한다. 
Kll、~S Intranet WEB 서 버 

- 117 -



메인 DB 서버의 정보를 KINS Intranet에 서비스하는 WEB 서버로서 기본 
적으로 WEB서버의 기능을 가지지만 향후 DBMS 포팅시에는 백업서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서비스 DB 서버 
메인 DB 서버의 백업 기능을 담당하는 DB 서버로서 메인 DB 서버와 동 
일한 정보를 KINS 외부에 서비스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 
는 임시 DB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집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Application 서 버 
서비스 DB 서버의 정보를 KINS 외부에 서비스하는 WEB 서버의 기능과 
관련기관정보와 유관시스템 정보를 수집하여 검증하는 데이터 수집 기능도 

하게 된다. 

..‘ ..... : 

• 시스탬 뮤지 : 

• 보고써 잉력 : 
• 관리게선 : 유관행보시스햄 연계 

핀리자빼b 
분JV.수시보고: 
1차검증: 
애폐기를 정보 

빼
뼈

、”
 확인 | 혜외 빼기톨협약 

KINS-Net 내 트원 크 

MAlN DB 와 같은 구성 
댁이터 임시쩌장 DB 
외무서비스 DB 

KINSDMZl쾌 트워 크 

그림 2.18 WACID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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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



유판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면서 떼야터의 불리적， 논리적 1~} 

검증을 실시한다. 데이터의 수집은 수사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기관 자체겸 

1차 수집된 정보는 바로 서비스하기에는 불안전한 정보가 존재할 수도 있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방사성폐가물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자체적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자체 검증을 실셔한다. 이때 각 기 

미러링 DB서바에 존재하는 임시저장 DB로부터 실제 서비스되는 화면과 

동일한 화띤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룩 구성한다. 

Application 서버의 대부 프로세스 겸 
1~} 검증과 가판 검증을 끝낸 데이터는 임시저장 DB에 존재하변서 2차 검 

실시한다. 이 기깐 동안에는 일정한 로직에 기반을 둔 내부 프로세 

서자 이상데이터나 오류 데이터를 겹증할 수 있다. 

메언 DB 서버에 저장 시 검 
1차 검증과 기관 검증， 2차 검증을 끝낸 데이터는 임시저장 DB에서 메인 

DB로 저장되면서 마지막 검증을 받게 된다. 

(다) 정보 제공 체계 

KINS Intranet 정 보제 
랴된 네트워크 하에서 KINS 내부 사용자에게 방사성폐가물 통합정 

서비스하여 각 기관별 더l 이터를 상호 비교하고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인하 

며 관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관계기관 및 와부에 정보제공 

리된 네트워크 하에서 Iill、JS 외부 사용자안 관련기판， 중앙부처， 연구가 

판，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정보 취득 주체에 따라 차별화된 정 

제공할 수 았도록 구성한다. 

랴.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WACID 개발목표와 도출된 가능요건에 따라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안(그 
2.3 참조)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안은 향후 과제 

수행기간 중이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상황 및 떼어터베이스 구축기 

술의 발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었도록 충분한 호환성파 확 

장성을 가질 수 았게 구성하였다. 

(1) 시스템 하E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가) 시스탬 하도웨어 구성 

외부 네트워크(KINS DMZ)에는 메인 DB서버의 보호를 위해서 판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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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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네트워크(KINS-Net)에는 메인DB 서버와 인트라넷 웹 서버， 백엽 서 

버를 배치해 관리한다. 

WACID 네트혁 구성도 

: 활짧 F 핀끄?뺏싫i 

응 

뿜 a{(: 

그림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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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선(KT의 20Mbps)으로 업그레이드 해 속도를 향상시켜 보다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외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관련기관으로부터 HTTP 프로토콜을 

이 용하여 엑 셀， Text형 식 으로 자료를 업 로드 받는다(1차 검 증). 

업로드 받은 자료를 외부 서비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DB 서버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기관별 검증한다(2차 검증). 

2차 검증 후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외부 서비스 네트워크의 DB 서버에서 

내부 네트워크의 메인DB 서버로의 데이터 저장한다(3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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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베이스 및 뽑 시범운영 및 보완 

1. 태이터베이스 및 햄 시범운영 

가. 시험용 데이터빼이 

(1) 목적 

시스템의 안정적인 개 

다. 

실제 테이터에서는 나오지 

하기 위함이다. 

워하여 시험 데이터를 구비하여 테스트 한 

문제까지도 예상하여 시 도
 

있
 

수
 
· 

(2) 내용 

스의 시작과 프로세스의 와 프로세스의 끝을 표시 한다. 

용기 위 

테스트 ID: 설명되는 테스트 ID 

판련 71 능(떼뉴): 각 테스트 구분의 판련기능 및 메뉴 

테스터: 터1스트를 수행하는 개발자， 사용자 

번호: 관련기능(메뉴)의 TEST 항목의 번호 
TEST 항목: 관련기능(메뉴)내의 개별테스트 항목 
TEST 일자: 태스트 수행 일자 
사나리오: 테스트 수행 사 수행 방법을 표사 

업력데이터: 테스트 시 입력 데이터 

예상 결과: 대스트 수행 후 일러날 수 있눈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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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베이스 및 햄 시혐운영 

(1) 목적 

”방사성폐거 

여부 확언 

통합정보사스템”의 산뢰성 확보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시한다. 

시스템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정함오로써 차후 시스템 운영의 불안요소 

제거하기 위함이다. 

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의 정확도 반영 

소의 노력으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단위 표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 

한의 테스트이다. 

(2) 내용 

프로세스의 사작과 프로세스의 동작순서와 프로세스의 

테스트 구분: 대 

테스트 ID: 설명되 

하는 항목으로 검증， DB, 일반 사이 

테스트 ID 

관련 71 농(메뉴): 각 테스트 구분의 관련가능 및 메뉴 

테스터: 태스트를 수행하는 개발자， 사용자 

번호: 관련가능(메뉴)의 TEST 항목의 번호 
TEST 항목: 관련기능(메뉴)내의 개벌텍스트 항목 
TEST 일자: 테스트 수행 일자 
시나라오: 테스트 수행 시 수행 방법을 표사 

업력데여터: 태스트 시 입력 데이터 

예상 결과: 태스트 수행 후 얼러날 수 있는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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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계획 
(자) 일반사이 단위시험 상세계획 

테스트 10 터lλE구분 관련기능(머|뉴) 터|λ 터 

500A-4-일 반-001 일반샤이 E 사이 E 로그인 과정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02 일반 사01E HTML형 컨텐 ;ξ Page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03 일반사이 E 커뮤니 EI 게시판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04 일반 사01E 갤러리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05 일반 사01E 용어사전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06 일반사이 E 문헌자료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07 일반 사 01 트 링크정보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08 일반사이 E 연겨|시 λ텔점보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09 일반 사01E 면보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10 일반 사01E 정기분기 보고서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11 일반 샤01E 요약보고서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12 일반 사01ε H:준 보고서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13 잃반 샤01E 협약보고서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14 일반 사01E 샤용자 정의 보고서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15 일반 N이트 OATA 수정 요청서 개발자， 샤용자 

500A-4-일 반-016 일만 사01E 보고자료 File Upload 개발자， 사용자 

500A-4-일반-017 일반 사01E 중저준위폐기물 개발자， 샤용자 

500A-4-일 반-018 일반 사이 E 동위원소폐기울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19 일반 사01E ôH 처|폐기물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20 잃반사이 E 액처l 유출울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21 일반 사01E 기처|유출물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22 일반사이트 사용후핵연료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23 일반사이 E 영구처분 개발자， 사용자 

500A-4-밀 반-024 일반 사01E -λL‘ 그 -、}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25 일반사이 E 운반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26 일반 사01E 민수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27 일반사이 E 자체처분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28 일반 사01 트 사이 E 업 개발자， 사용자 

500A-4-일 반-029 일반사이 E 31 워 I 검색 개발자i λ}용자 

l 

i
N
ω
 
| 



500A-4-일 반 -001 200ψ03/06 테스트일자 λ}이트 로그민 과정 일반 샤01 트 테스트 구분 

예상결과 

등록된 사용자에 대해 사Ol~프 로그 e.! 
터|스트: “로그인" ( “로그인화면" ( 사용자 

( 사용자인증 -) “때안 화면” 

입력더101 E1 

사용자정보 

(사용자10 ， 닙|밀변호) 

수 있어야 한다. 

m이다， 비밀번호 입력 

λ1 Lt2.1.2 번호 

로그인시 “머|인 화면” 출력 저 
ζ:::> 01 

입혁되는지를 내용이 어| 
샤용자 JH 인정보 

(OtOI 다， 비밀번호， 01 름， 이 메일， 전 

번호， 이동전화변호， 주소지) 

사용자와 가입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스트: “사용자가잉" ( “사용자 가입화면" ( 사용자 개인정보 입 

력 ( 정보를 저장 -) “가입완료화면” 
02 

사용자 개인정보 

(01 름， 이 메일， 아이디) 

있어야 한다 

자 하는 10/PW 입력 
등록된 사용자에 대한 10/PW 찾기 
테스트: “로그인"( “사용자 가입화면"-) 

-) 등혹한 메일로 10/PW 정보 전송 -) 확인 
정상적인 메일 발송 03 

에 따른 머|뉴 저| 그
 

소
 「

소
 

자의 사용자정보 

(사용자 10 ， 비밀번호) 

제공할 수 관계기관 OATA 입력자 그룹에 대한 기 
있어야 한다 

테스트: “로그인" { “로그민화면" ( 10/PW 입력 ( 사 

사용자그룹판단 -) “기관관리자메뉴 출력” 

04 | 

iNA 

l 

자 인중 -) 



(나) 관리사이트 단위시험 상세계획 

테A트 10 테 AE구분 관련기능(메뉴) 테 A 터 

500A-4-관 리 -001 관리자 사이 E 로그인 개발자， 사용자 

500A-4-관 리 -002 관리자 사이 E 메인 화면 구성 개발자， 사용자 

500A-4-관 리 -003 관리자 사이 E 코드 관리 개발자， 사용자 

500A-4-관리 -004 관리자 사이 E 이용자관리 개발자， 사용자 

500A-4-관 리 -005 관리자 사이 E 작업 관리 개발자， 사용자 

500A-4-관 리 -006 관리자 사이 E 켠텐 Z 관리 개발자， 사용자 

500A-4-관리 -007 관리자 사이 E 메세지 관리 개발자， 사용자 

500A-4-관 리 -008 관리자 사이 E 자체처분 업무 개발자， 사용자 

500A-4-관 리 -009 관리자 사이 E 기타관리 개발자， 사용자 

500A-4-관 리 -010 관리자 사이 E 데이터 조회 개발자， 사용자 

테 λ트 구분 | 관리 사이 E | 관련기능(메뉴) I 로그인 터|AE 일자 | 2004/03/01 터| AE 10 I 500A-4-관리 -001 

번호 시나리오 입력데이터 결과 

관리자 권한을 인계 받은 아이디로만 로그인 가능해야 한다. 

테 A트:1) 일반사이 E 신규회원 가입 ( 관리사이 E 로그인 ( 등록한 가입 시 필요한 개인정 관리자 권한이 없는 아이디로는 로그인 할 수 

01 아이디 및 패 A워 I 입력 ( 결과 확인 보 & 아이디， 패 λ워 없으며， 관리자 권한이 있는 부여된 아이디에 

2) 관리자 권한부여 ( 관리사이트 로그인 ( 변경된 권한의 아이디 및 도 한해 로그인 가능 

패A워 I 입력 ( 결과 확인 

로그인 과정 중 입력 오류에 대한 메시지 출력 

테 A트1) 관리사이 E 로그인 ( 등록되지 아이디로 로그인 시도 ( 
관리자 아이디， 패 A워 

등록되지 아이디 입력 시 아이디 입력오류 메시 

02 메시지 결과 확인 c: 지를 출력하고 패 λ워드 입력 오류 시 패 λ워 I 

2) 관리 사이 E 로그인 ( 등록내용과 다른 패 A워 I 로 로그인 시도 ( 입력 오류를 출력한다. 

메시지 결과 확인 

| 

iNm 

| 



(다) 검증모률 단위서험 상세계 

터lλE 10 터lλ 구분 관련기능(메뉴) 터|스터 

500A-4-검 증-001 증 모둘 일반 기 JH 자， 사용자 

500A-4-검 종-002 겁증 모률 중저준위 검증 요소 개발자， 사용자 

500A-4-검 종-003 그C그내 즈 ζ:드〉 액처|유출물 겁증 JH 발자， 사용자 

500A-4-렴 증-004 다C그4 즈 c드〉 기체유출울 요소 개발자， 샤용자 

500A-4-검 증-005 모둘 사용후핵연 검증 요소 JH 자， 사용자 

500A-4-검 증-006 겁증 모률 자처|처 검증 요소 개발자， 사용자 

500A-4-겁 증-007 검증 모 RI 폐기물 검증 요 개발자， 사용자 

| 

iNm 

l 

500A-4-검 증 -0여 테스트 ID 2004/03/01 일반기능 관련기능(메 테스트 

거한 검즘 

하다. (특정 

가능하다. ) 

결과 

검중 수행 스커l 줄 징보 입력 내용에 

모둘의 작동 및 종료 이력 확인 01 

2.둘 및 특칩 시셜의 자료만을 검 

입력더10lEl 

검증사작일자， 검증종료 

일자，검증대상모둘，겁 

대상시설， 테스트 파일 

시나2.1 2. 

검증모률 수행 스케줄 정보(PROC_VERIFY _SCHEDULE) 테이블 
에 입력된 일정에 따라 검증모률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 

인. 테스트: 관2.1 사이트 접속 ( 검증모률 일정 입력 ( 검증 시 

상태 확인 ( 검증 결과 확인 

번호 

01 

에 대한 이력 

을 중단한 두1 ， ôH 
검증 과정 중 발샘된 

01 멘트로그어l 적재하고 겁 

기관관리자에게 통보한다. 

m일{비정상 포뱃) 
수， 컬럼 개수)메 대한 검증 

( 검증결과 확인 
접근한 엑셀파일어| 대한 구조(시 

테스트: 검증모둘실행 ( 포뱃검 

01 력을 

두1， 해당 

검증 과정 종 발생된 부분에 대 

이벤트로그에 적재하고 겁증을 중단 

기관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코드 

테스 

태스트 파일(비정상 

삽입) 

접근한 엑셀파잃 내용 중 코드 입력부분에 대한 검증 

테스트: 검증모둘실행 ( 코드검증 ( 겸증결과 확민 

02 

03 

검증 과정‘ 중 발샘된 부분에 대한 01 력뜰 이벤트로 

그에 적재하고 검증을 중단한 뒤， 해당 기관관리 Ãt 

에게 통보한다. 

요 J‘。 I~-,- t::::I -, 돼스트 파일 

소 저|거) 

거즈 

결과 

접근한 엑셀파일 LH 용 중 필수 입력부분에 대한 

터|쇼트: 검증모둘실행 ( 필수입력사항검증 ( 검 인 
04 



500A-4-검 증-001 터|스트 10 2004/03/01 테스트 일자 일반기능 관련기능(메뉴) 터l 스트 

거즈므 
=c그 E르 

다. 

여 

실시 

결과 

더|이터 검증 시 러|퍼런스 잠 

실시하는 요소어| 한해서 비교검증 

입력데 01 터 

테스토 파일(정상) 

데이터 

( 데이터 검증(러|퍼런 

참조하여 

시나리오 

Reference 터101 접근한 엑셀파일 내용 

유효성에 대한 검증 

테스트: 검증모둘실행 ( 데이터베이스 입력 

스 참조) ( 검증결과 확인 

번호 

05 

의 XML 파일 기관에서 전송한 XLS 형식의 
구조적인 형태로 변휠한다. 

포뱃 검증 01 완료된 01 후 지정된 경로로 XML 파일로 변환 작업 
터|스트: 검증모둘실행 ( XML 변환 ( 변환결과 확인 

변환한 XML 파일에 대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2차 검증을 실시한다. 

::;r.j 
εE 

벼 
‘-

81 스트 파일(정상) 

경로， 변환일자， 

과， 파일번호 
::;r.j 
E프 

변환된 XML 파일에 대한 작업 기록을 수행 
테스트: 검증모둘실행 ( XML 변환( XML 생성이력 기록 ( 기 

과 확인 

06 

07 

변환된 XML 파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고， XML 파일을 잉시 더101 터베이스떼 기록한다. 

오류 발생시 Rol18ack 한다. 
터|스트 파일(정상) 

변환된 XML 파일에 대한 내용을 WACIO 데이터베이스에 삽입 
테스트: 검증모톨실행 ( XML 변환( 임시데이터베 01 스 기록 ( 기 

결과 휠민 

08 

건하고 생된 이벤트 및 메시지에 대한 이력이 

관리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ol 
납A 

겁증 및 더101 터버|여스 변환 과정 

태로 JI 록/통보 

테스트: 01 ~ 08까지의 터|스트를 통해 발생된 이멘트/오류에 대 
한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관리사이트에서 이벤트 로그 

리스토/메시자 리스트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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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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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더101 터버101 스메 검증 01 전 XLS 형식의 더101 터 

가 데이터버101 스화되어 검증 처리한다. 

검증 01 필요한 더101 터에 대해 모든 검증을 

터|스트: 01 ~ 08까지의 과정을 모두 수행하고 더101 터에 대한 검 

실시 (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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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 자료 전산화 

제 l 절 원자력야용시절 과거 질적자료 수집시스템 

1. 과거 설적자료 수집 

가. 기관벌 과거 설적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는 현재의 발생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떼이터의 관리나 활용도 

면에서는 지금까자 관리되지 않란 과거데이터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 

거 떼이터의 관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안전판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원래 

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앞으로 발생될 폐기물의 양을 예측할 수 있는 지초 

자료로 활용할 수 았다. 

(1) 한국수력원자력 과거 실적자료 수집 

(가) 중저준위폐기물 과거 실적자료 수집 

한국수력원자력에서의 데이터 수집은 한수원 자체에서 판리중인 ERP 시스템의 

RVM을 통해서 과거 실적자료를 수집한다. 한수원은 원전 호기별로 원전 운영 시 

가가 달라 각 발전소별로 데이터의 생성시기와 그 양도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고랴 1발전소는 1977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운영 

시작한 영광 3발전소는 2001년부터 데이터가 존재한다. 

(나) 사용후핵띤료 파거 실적자료 

현재 한수원 ERP에는 사용후핵연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이 데이터를 ERP 

통해서 수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었다. 향 후 개선될 

예정이지만 현 시점에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고 1999년 이후의 

데이터만 요약정보를 수동으로 받아 저장 관리하고 있다. 

(다) 액} 기체유출물 파거 실적자료 수집 

액， 기체유출물 데이터도 중저준위폐기불과 같이 고리 l발전소는 1977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영광 3발전소는 

2001년부터 데 이 터 를 수집 관리 하고 있다. 

(라) 자체처분 과거 실적자료 수집 

자체처분 데이터도 중저준위폐기물과 같이 고리 1발전소는 1977년부터 지금까 

지의 데이터를 가져고 있고 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영광 3발전소는 2001년부 

터 데이터를 수집 판려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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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연구소 과거 실적자료 수집 

(가) 중저준위폐기물 과거 설적자료 수집 

크게 여섯 까지의 셔설(PIEF. RWTF. IMEF 하나로 RIPF 공용)로 분류해 데 
이터를 관리한다. 현재는 2아0년 데이터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수집 완료하였 

다. 

(나) 사용후핵연료 과거 실적자료 수집 

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현재 폐기물 정보를 

보고하는 주체와 사용후핵연료를 보고 관리하는 주체와의 데이터 공유 문제로 언 

하여 WACID에는 데아터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다. 

(3) 한전원자력 연료 과거 자료 수집 

(가) 중저준위폐기물 과거 실적자료 수집 

원자력연료는 가공시설과 증설시설로 구분하여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였다. 

(나) 액， 기체유출물 과거 실적자료 수집 

액， 기체유출물도 중저준위폐기물 데이터와 같이 1999년부터 현재가지의 자료 

수집 하여 관려 하고 있다. 

(4) 한전원자력환경거술원 과거 실적자료 수집 

원자력환경기술원은 현재 Kll“JS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판리 

통하여 기존의 다른 기관과는 다른 방식인 DB2DB 방식을 òl용해 뷰테이블을 만 

들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동위원소 폐기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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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입출력자료 검증가법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관련지관 

에서부터 제공되어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용되기까지 논리적 물려적 검증 단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겸 2가지로 분류된다. 

표 3.1 논리적 물리적 검증단계 

논리적 검증단계 | 몰리적 검증 단겨| 

· 데이터 표준화에 따라 규정된 데이터 항목 1. Internet 망을 통하여 통합관리 센터인 
01 충실하게 구성되었는지 검증하는 단계 I KINS와 원격자에 있는 관련기간의 데이터 교 
· 더101 터 요소의 적합성 조사 l 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어| 대 

1. 통합관리시스템 통신 서버에 도착한 데 01 

터의 구성요소 검증 

2. 문서 생성 및 편집 단계 겁 
3. Background 관리 프로그램떼 의한 데이 

1 차 검 

(1) 논리적 검증 단계 

1. 논리 검증단계와 동시메 검 
데이터 크기， 유형 

2. 문서 생성 및 편집 단계 검 
3. 데이터베이스 적용 01 물2.1 적 검 

1 차 검증 =>2차 검 

데이터 표준화에 따라 규정된 데이터 항목이 충설하게 구성되었는지 겹 

단계로서 가관별 통신 데이터의 구성 형식을 도출하게 된다. 다음과 절차에 따라 

표준화에 따른 각 기관별 데이터 입력 포뱃을 정한다. 

각 분류별 입력 가능 데이터 형식을 각 기관에 배포한 후 규정에 맞게 관 

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관련기관과 WACID에서는 별도의 프로셰스룰 어용해 데이터룹 주고받는 

다. WACID에서는 수집하는 71 관의 숫자만큼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문서 생성 및 편집 단계 검증 

. Background 관리 램에 의한 데이터 일치성 검증 

(2) 물리적 겸증 단계 : 적채 데이터의 크기 및 유형 

Intemet 망을 통하여 통합관리 센터인 KH‘6와 원격지에 있는 관련 71 간의 데 

이터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증 단계로서 다음 절차에 따라 적재 

대이터의 크기와 유형을 검증한다. 

수집 데이터의 단위 자릿수 등의 데이터의 유형을 도출하고 각 기관벌로 

데어터의 내용과 형식을 배포한다. 

주로 자료를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단계인 1차 검증 때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전송 데이터의 크기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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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3차 검증이 이루어지 

시 데이터의 크가 유형 

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다사 검증한다. 

(3) WACID에서의 검증방법 

Internet 망을 통하여 통합관리 샌터인 KINS와 원격지에 았는 관련기간의 데 

이터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에 대한 잠증을 실시한다. 

(가) 1차 

각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샤에 실시되는 검증단계， 데이터의 구성요소， 

유형， 표71， 포뱃 더l 야터의 존재 유무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71 배포한 데이터의 
포뱃과 코드 정약 서에 정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백그라운드 

실행프로그램이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임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전 이를 수행한다. 각 검증 단계에서 이상 텍이랴 발생시에 수집기관에 에러 

내용을 전송(E-mail 등)하고 수청된 데이터륜 재전송 받는 피E백을 실시한다. 

(나) 2차 검 

1차 겸증이 

중복， 폐 òl 터베아 

데아터를 임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서 발생된 데이터 

받는 단계 

터를 화면 

견되지 않은 

차 잠증 때와 

입력 오류에 대하여 검증올 하고 각 기판으로부터의 재검증을 

이 기간동안 각 지관은 당 기관의 임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 

이나 파일 출력 후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면서 1차 겁증에서 발 

인 문자 오기 오류 데이터 등을 검색하거1 되며 오류 발생 시 I 

하게 기관으로 파드백 된다. 피E백 되어진 정보는 임시테이터 

에서도 삭제된다. 

(다) 3차 검증 

1, 2차 검증을 완료한 데이터는 임시 데이터베이스에서 WACID 메인 데 òl 터 

베이스로 저장되는 동안 전체적인 겸증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데이 

터 량과 기준치를 토대로 이상데이터 검출 포뱃 이상 단위 불일치 등의 검 

하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된다.3차 검증 시 오류가 발견되면 피드 

백 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수정 저장된다. 이때 발견된 오류는 시스템 관리자 

의 허가를 얻은 후 수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가타 검증 

71 본적으로 각 지관벌 정보수집에 대한 검 

제공하는 시점부터 분기가 끌난 후 2개월째 되 

증에 대한 피드백은 가능하며 이시기가 끝나면 

터베아스에 저장되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다. 

수정은 3차 검증시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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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검증과 함께 메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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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프로쩨스 설계 

가. 개요 

(1) 개발 개요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WACID 로 전송되는 폐기물 데이터는 시설에 따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스템 및 담당자가 생성해 내는 파일에 적재되어 WACID 로 유입 

된다. WACID 와 같은 통합 관려 체계 목적의 사스템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수 

의 데이터 제공자에 의해 사스템의 데이터 신뢰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WACID 는 국가방사성폐기물을 총 망라한 시스템이므로 테이터의 신뢰성 

더욱 중요사 된다. 따라서 이라한 요구와 표준적언 포뱃에 의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WACID 데이터베이스로 유입되기 이전에 떼어터를 검증함으로써 한 차 

원 시스템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2) 개발 목표 

(가) 정보 교환 매체의 다수 지원 

현재 WACID 로 데이터를 전송할 계획에 있는 국내 원자력 이용시설의 기초 

조사 결과 모든 기관이 Excel을 통해 데이터를 WACID 와 교환 하는 것으로 협 

의 되었으나 향후 신규 건설되는 원자력 관련 인허가 시설을 고려하여 Excel 뿐 

만이 아년 TXT. CSV 형태의 다수의 정보 교환 매체 포뱃을 지원하도록 개발하 

고 접수한 정보 교환 매체는 WACID 내부적으로 XML 로 변환하여 통일된 

포뱃으로 유지한다. 

(나) 포률 검증 및 시나리오 구성 

기본적인 검증인 정보 교환 매체의 포뱃 겁증 외에 각각의 모률별 폐기물 특성 

고려하여 검증한다. 모률별 요소마다 검증 논리 구현에 필요한 기 

Reference 테이블을 등록하고 검증 시나리오와 Flag 및 제한치를 관리자가 설정 

할 수 었도록 고정적이지 않도록 구성하여 향후 검증 논리 및 시나리오 변경에 

따라 프로세스 자체를 보완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 보고 절차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어터의 처리 과정을 웹을 통해 표현하며， 검증 과정 중 

발생되는 이벤트(오류 및 검증결파)에 대해 기관 담당자와 e-mail 또는 SMS 

통해 보고 하여 발생된 이벤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유도 한다. 

(3) 개발 환경 및 구동 환경 

(가)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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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Pentium 4 - l .4Mhz 
- Memory 1GB 
- HDD 35GB 

[Software] 

- Windows2000 Server Service Pack 4 
- Visual Studio.NET C++ 7.0 Service Pack 1 

Oracle 8i 

(나) 구동 환경 

[Hardware] 
Pentium 4 - 1.5Mhz (Dual CPU) 

- Memory 2GB 

- HDD 36GB x 4 

[Software] 
- Windows2000 Server Service Pack 4 

- .NET Framework 

(4) 주요 가 

(가) 자료 변환 

기관에샤 접수한 Excel, TXT, CSV 등의 파일응 표준화된 
기 위 하여 XML로의 변환. 

(나) 데이타 겸 

을 통해 검증하 

더}여터의 신뢰성 

데이터 겸증 

위해 Reference 테이블과 시나리오 정책을 반영하여 

(다) 이벤트 보고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데이터 오류， 검증 완료， 기타)에 대해서 e-mail 

통보 

(5) 설계상 제약 사항 
- 검증 프로세스는 웹서버에 적재되어 구동되므로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하 

여 리소스 점유율 10%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는 인터넷 서버스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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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한다J 

- 기관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 파일에 대하여 웹상에서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 

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가 변경한 Reference 테이블 및 시나리오 정책을 수정이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시 데이터 파일 (Excel， TXT, CSV.J 와 검증용 파일인 XML 을 별도의 물리 

적인 저장공간에 백업해 두어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가 검증 프로세스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UI 를 

제공하여 인지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의 입력은 분기단위로 입력됨으로 검증 프로세스의 실행주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스케률러 모률이 필요하다. 

나.구성 

(1) 전체 시스템 구성 

KHI5 씬、선§앉i 

tq-iNr:+ γ'lE‘ . ~_"l:r: • 

; l:f~rnni 

“‘d J ~:，.‘ y t'"' 

-' 녕 
• 각， .. ‘. 

----- ... ‘~ 
I nt히ruγ j 

k지 rru 

s’‘1 . 

그림 3.2 시스템 구성 

κl 씨S [>서7 N~t oN(l t l! Ar-ni) 

원자력이용시설은 폐기물 관련 데이터를 WACID 웹에 기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WACID 포뱃정의서에 의거한 데이터를 WACID 에서 제공하는 업로 

드 모률을 통해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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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흐름도 
원자력이용 시설에서 전송한 파일의 포뱃이 어떤 파일의 포뱃인지 확인한 뒤 

표준 포뱃 형태인 XML으로 컨버견 한다. 그 이후에 KINS 에서 제정한 *WACID 

코드정의서 에 입각한 코드 체계인지 검증하며 이후 실제적인 데이터 검증을 실 

시한다. 이땐 신규 데이터와 갱신 데이터인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검증하며 최종 

검증 완료시 WACID 임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최종적으로 검증 결과를 기관 관리자에게 e-mail을 통해 전송하고 작업을 종료 

한다. 또한 각 구간별로 발생된 오류는 상황에 따라 시스템 관리자 또는 기관 관 

리 자로 구분하여 보고 한다. 

그림 3.3 프로세스 흐름도 

(가) 관련 요구사항) 

- 각 모률을 업로드 하여 기초 겸증이 완료되면 업로드 된 모률명(보고제목)， 일 

시 등 입력확인서를 출력해주는 기능도 구비한다. 

- 사업자가 보고하는 매분기 자료는 포뱃 검증이 끝나면 있는 그대로를 백업하여 

보존한다. 일부 데이터의 경우 WACID에서 계산된 값이 추가되거나 사업자 자 

료와 대체될 수 있다. 

(3) 데이터 업로드 구성도 
원자력이용 시설은 WACID 웹에 접근하여 아래 WACID 데이터 매체 업로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모률별로 업로드 한다. 단 반드시 업로드 되는 

파일의 포뱃을 지정하여 업로드 하도록 한다. 

업로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검증 프로세스에게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업로 

드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데이터 기록 테이블에 

기록한다. 검증 프로세스는 위의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업로드 즉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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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도록 하여 검증 과정을 기관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간략히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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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데이터 업로드 구성도 

(4) XML 변환 절차도 

향후 WACID 로 전송될 데이터 포뱃의 종류가 원자력이용 시설이 늘어날 경우 

예상되므로 다수의 데이터 포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관 

에서 전송하는 데이터 포뱃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의 공통된 검증 로직으로 데 

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원시 데이터 포멧을 XML 로 변환하여 검증을 수행한다. 

(가) 변환 프로세스 구성 

Excel 형태의 데이터 포뱃은 시트별로 XML 변환을 실시하여 포함된 시트 개 

수만큼의 XML 파일을 생성하고 CSV, TXT 기반의 원시 데이터 포뱃은 구조에 

상관없이 데이터만을 발훼 하여 XML 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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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XML 변환 구성도 

(나) 데이터 포뱃 저장 

위치 

원시 데이터 파일의 

저장위치와 XML로 변 

환된 파얼의 저장위치를 

구체화 하여 향후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경 

된 시나리오 및 

Reference 에 의 한 재 검 

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훌a 

데이터의 저장위치를 명 

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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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증 구성도 

(가) 코드 검증 절차 

WACID 에서 재정한 *WACID 코드정의서에 원자력이용시설 에서 전송한 데 

이터의 코드체계가 부합되는지 검증 한다. 코드정보를 별도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전송 데이터 코드체계와 상호 비교하여 검증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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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코드 검증 절차 

(나) 포뱃 검증 절차 

WACID 에서 재정한 *WACID 포뱃정의서에 원자력이용시설 에서 전송한 데 

이터의 포뱃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한다. 포뱃이 요구사항과 다른 경우에 

는 주요 검증 절차에서 많은 오류를 발생 시킬 수 있음으로 모든 검증 절차의 가 

장 상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포뱃 유형을 상호 검증 할 수 있도록 포 

뱃 정의에 대한 Reference 테이블을 작성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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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요소에 

기관별로 검증하 

요소별-기관별 입 

여부를 검증토 

절차 

(다) 필수 입력 요소 검증 절차 

원자력 이용 시설별 인허가 유형에 따라 필수 입력 요소 및 

대한 차별적 등급 정의가 필요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력여부를 

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포뱃 정의 Reference 테이블에 정의된 

력 등급을 명시하여 검증 프로세스가 참고하여 요소별 필수 입력 

록 개발한다. 

3.7 포뱃 검증 그림 

참조하 테이블을 최 대 치 에 대 한 Reference & 

테이블 참조 검증 

요소별 제한치 및 기준치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 라) Reference 

데이터 

여 데이터의 

다음과 같다. 소
 

요
 

통하여 검증될 대상 

하나로 DRL (유도방출한도) 

발전용 원자로 DRL (유도방출한도) 

- MDA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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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주민 선량 

- 핵종별 ECL 비율 
- 시설 제한치 만족 여부 (KNFC) 

@ 겸증 레벨 

- A:규제제한치가 초과된 경우 

(규제 제한치 초과에 따른 경고메시지 전송 및 신속한 사업자/관리자 연락) 

B: 기타 참고준위률 초과된 경 

(사업자 기준， 규제 제한치 단기 유도기푼 등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계산상의 

류가 확인된 경우 경고메시지 출력， 사업자/관리자 연락) 

C: 기타 유의할 조건인 경우 (코드 정의 오류 / 포뱃 정의 오류 - 사업자 연 

락) 

다. 검증 지 

(1) 중저준위 폐기물 

(가) 저장시설벌 설계저장용량 초과여부 

(저장시설에 저장된 폐기물의 수량 / 저장시 

: 다음 관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나) 방사성폐기물 등급 분류 적정성 확인 

계저장용량) < 1 

l 방출핵종의 방사능 농도 > 4,000 Bq/g(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 

2 열발생율> 2Kw/m3 
: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기의 폐기물 등굽은 고준위폐기 

분류 되어야한다. 

(2) 액체 유출물 

(가) MDA 반족여부 

MDA 값 흐 시설별 MDA 기준치 

: 다음 관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나) 소외 주민 선량 검 

(중수로) 보고 된 선량 < 연간 선량 제한 1/4 이내， (경수로)보고 펀 선량 E 연 

간 선량 제한 1/2 이내 
: 다음 관계식을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다) 특이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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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항이 보고 여부 

: 특이사항이 보고 된 경우 검증 절차에 따라 통보 

(라) 희석전 농도 및 희석후 농도 (KHNP) 

희석후 농도 : 희석전 농도 * 배출폐액 체적 / 희석수 체적 

: 희석후 농도에 대한 데이터를 사업자가 마 제출시 위와 같은 판계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룹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데이터 제출시엔 위 관계식을 이용하여 1% 이내 

인지 컴증한다. 

(마) 중수로의 DRL 비 율 겸 증 (KHNP) 

월간 DRL 비율 < 1% DRL 

: 다음 관계식을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바) 비보호 옥외탱크의 방사능 (KHNP) 

각 탱크 방사능을 합산한 값< 3.7E+11 Bq 

: 다음 판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사) 자연 증발시설 운영기준치 만족 여부 (KAERD 

- 저 장액 방사능 농도 > 1.85E+7 Bq/m3 
- 제습액 방사능 농도 드 1.85E+7 Bq/m3 

저장액 방사능 농도 흐 1.85E+7 Bq/m3 
: 다음 판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아) 액체유출물 배수구 자료 입력 며부 (KNFC) 

2깨 배수구 각각의 자료 입 

: KNFC 의 액처I 유출불 정보가 2채 배수구 기준으로 입력되었는지 검증한다. 

(자) 환경 배출 방사능의 제한치 만족여부 (KNFC) 

- 월간 알파 방사능 < (연간 알파 방사능 배출 제한치 / 12) 

- 월깐 베타 방사능 <연간 베타 방사능 배출 제한치 / 12) 

월간 감마 방사능 드 (연간 감마 방사능 배출 제한치 / 12) 

: 다융 관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차) 배출폐액 농도와 ECL 비율 검증 (KNFC) 

(알파 방사능 농도) / (배출폐액 통합 ECL 기준) 흐 I 

: 다음 관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하며 알파 방사능 농도 값은 (알파 방 

사능) / 배출폐액의 체적) 공식으로 구하여 겁증하며 배출 폐액 통합 ECL 기 

8.0E+04 Bq/m3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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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체 유출물 

(가) MDA 반족여부 

MDA 값 드 시설별 MDA 기준치 
: 다음 관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나) 소외 주민 선량 검증 

(중수로) 보고 된 선량 드 연간 선량 제한 1/4 이내， (경수로) 보고 된 선량 드 연 

간 선량 제한 1/2 이내 
: 다음 관계식을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다) 특이사항 입력 

특이사항이 보고 여부 

: 특이사항이 보고 된 경우 검증 절차에 따라 통보 

(라) 제한구역 경계농도 

제한구역 경계농도 Bq/m3 = 핵종별 배출방사능 Bq / (당해 분기기간 sec * X/Q 

sec/m3) 
: 다음 관계식의 결과 값이 기관 보고 값의 1% 이내일 때 정상으로 판단 

(마) 평균배출율 평가 

평균배출율Bq/sec = 핵종별 배출방사능 Bq / 당해분기기간 sec 
: 다음 관계식의 결과 값이 기관 보고 값의 1% 이내 일 때 정상으로 판단 

(바) ECL 비율 
- 제한구역 경계농도 Bq/m3 드 핵종별 ECL 제한치 

- 헥종군의 ECL 비율의 합 < 1 

- 모든 핵종을 고려한 핵종(군)별 ECL 비율의 합 드 1 

: 다음 관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사) 중수로의 DRL 비 율 검 증 (KHNP) 

월간 DRL 비율 드 1% DRL 
: 다음 관계식을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아) 하나로의 DRL 비 율 검 증 (KAERI) 

농도 DRL Bq/m3 검증 
- 월간 배출 방사능 Bq / 월간 배출 체적 m3 드 DRL Bq/m3 
일간 배출량 DRL Bq/d 검증 
- 월간 배출 방사능 Bq / 해당 월 일수 d 드 DRL B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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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관계식을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자) ECL 비율 (KAERI - W ACID 자체 계산) 

- 각 핵종별 제한구역 경계농도 < ECL 

각 핵종군의 ECL 비율의 합 1 

- 모든 핵종을 고려한 핵종(군)벌 ECL 벼율의 합 < 1 

: 다음 관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차) ECL 비율 (PIEF - W ACID 자체 겨}산) 

- 각 핵종별 제한구역 경겨l 농도 < ECL 

각 핵종군의 ECL til 율의 합 < 1 

핵종을 고려한 핵종(군)별 ECL 비율의 합 < 1 

: 다음 관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오로 판단 

(카) 환경 배출 방사능의 제한치 여부 (KNFC) 

간 알파 방사능 <연간 알파 방사능 배출 제한치 / 12) 

간 베타 방사능 <연간 베타 방사능 배출 제한치 / 12) 

깐 감마 방사능 드 (연간 감따 방사능 배출 제한치 / 12) 

: 다음 판겨l 식이 경우 정 

(타) 배출 방사능 평균농도 검증 (KNFC) 

배출 방사능 평균농도 : 월간 배출 방사능 / 월간 배출체 

판계식의 결과 값이 기관 보고 값의 1% 이빡일 때 정상으로 판단 

(파) ECL 비율 (KNFC) 

- 제한구역 경계 알파방사능 농도 / 배출기처I 통합 ECL < 1 

방사능 / 월 기 간 sec * X/Q sec/m3 : 알파방사능 농도 = 

배출기체 통합 ECL 

정상으로 판단 

9.0E자3 Bq/m3 와 같은 관계식으로 겁증하여 만족할 경 

(하) 배 방사능 평 점증 (NETEC) 

방사능 평균농도 : 월간 배출 방사능 / 월간 배출체 

관계식의 결과 값이 기관 보고 값의 1% 이내일 때 정 

(거) ECL 비율 (NETEC) 

‘ 각 핵종별 제한구역 경계 

- 각 핵종군의 ECL 비 

핵종을 고려한 핵 

: 다음 관계식이 만족할 경 

< ECL 

합 < 1 

별 ECL 비율의 합 응 1 

정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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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후핵연 

(가) 저장시설별 설계저장용량 초과여부 

(저장시설에 저장된 SNF 의 수량 / 저장시설 SNF 설계저장용량) < 1 
: 다음 판계식이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5) 자체처 

(가) 승인사항 중 “수량” 만족여부 

승인 자체처분 폐기물 량 = 누적 자채처분 폐기물 

: 다음 관계식이 경우 정상으로 

(6) RI 폐기물 

(가) 저장시설벌 설계저장용량 

(저장시설에 저장된 RI 폐기 

1 

여부 

수량 / 저장시설 RI 폐기물의 설계저장용량< 

: 다음 관계식이 딴족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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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셰 첼쳐I 

(1) 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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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보 방법 

(가) 메일 

KINS 내부 SMTP를 이용하여 메일 통보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KINS 내부 

SMTP 서버를 이용하여 메일을 통보한다.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여 전달 

하고자 하는 이벤트 유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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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메일 발송 

(나) 로그 

@ 로그 발생 

;‘-
’『‘

jI;jX 

- WACID를 구성하는 각 모률 또는 웹상에서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한 로그 및 

기록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 관리자는 로그종류와 기간을 설정하여 WACID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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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과거 로그 추적을 통해 원인을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 로그 종류 

- 검증 결과 

- 통보기록 

- 데이터 수정 기록 

- 로그인 기록 

- 데이터 업로드 기록 

- 기타 로그 

t:'M냥 

녕 ft": .:.- 샤 -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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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로그 관리 

작업 스케줄에 대한 등록 및 수정은 Web 기반의 관리자 모률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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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장 WEB 상셔|설져| 및 구축 

제 1 철 얼반 햄 설계 및 구축 

1. 개요 

웹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축 과정에서의 핵심은 WACID 시스템의 서 

비스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WACID 시스템의 서버스 목적은 국내 방사성폐거 

물 관리 요소 및 보고 체계를 통합하고 웹을 통한 대국민 방사성 폐기물 정보 

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았다. 따라서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들 

모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방안 및 친숙한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로 설계퇴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방사 

성 폐기물 관리 요소 검색을 위한 웹거반 사스템이 아닌 방사성 폐지물과 관련된 

이해룹 돕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여 관련 포탈 사이트 형태로 설계되었 

다. 

주요 기능 및 사용자인터페이스는 요구분석을 준용하여 설계되었으며， 국내외 

유사 시스템 분석을 통해 각각의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는 형태로 설계 

되었다. 또한 웹기반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자주 발생되는 오류인 다수의 

개발자가 하나의 웹기반 서스템을 개발하게 되므로 발생되는 각각의 개발 모률마 

다의 디자얀 패턴의 상이 및 중복 기능은 설계 이후 자체적인 “웹개발 표준 방법 

을 준용하여 개발하였다. 

2. 주요 컨탠츠 내용 

WACID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채공되어지는 주요 컨텐츠로는 방사성 폐기 

물에 대한 일반얀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컨탠츠 그룹과 커뮤니티성의 다양 

한 게시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을 위한 모률벌 정보 검색 가능 컨텐츠를 포 

함하고 있다. 각 컨텐츠 그룹별로 포함된 세부 컨텐츠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모률벌 정보검잭 칸탠츠 

모률별 관리요소로 선정된 항목을 검색하기 위한 도구와 결과를 나타내는 컨렌 

츠로서 크게 4개의 모률로 나누고 그 안에 다시 세부 모율을 두어 정보검잭의 편 

려성을 위해 구성하였다. 표 4.1 모률별 정보검색 컨텐츠 설명에서와 같이 중져준 

위폐기물， RI폐기물， 해체폐기물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 액체유출물， 71 체유출 

물을 포함하는 방사성유출물， 단일 항목의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소작， 운반， 자 

체처분을 포함하는 기타로 구성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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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모율별 정보검색 컨텐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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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롤 다양한 검색 옵션을 이용하여 조힐할 

수 있다. 또한 자체처분 신청을 온라인들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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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전산화률 추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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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부가 서버스 컨탠츠 

일반인에게 방사성 폐기물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컨텐츠와 WACID 의 구성 
맞 정보수록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컨텐츠로 구분되며 커뮤니티적인 요소를 추 

가하여， 일반인들의 참여 및 질의응답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4.2 관련 부가 서비스 컨텐츠 

컨텐츠명 주요 )1 능 셜명 

WACID 시스템의 필요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전체적인 이해와 WACID 
WACID 소개 l 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설명하며 정보 제공자와의 

협약 및 규저| 내용을 설명한다. 

방샤성 펴IJI 물 관련 소식 (News) 및 현재 WACID 와 관련된 공지사항， 자 
커뮤니티 l 유케시판 자료실 Q&A. FAQ 등으로 구성하여 풍부한 커뮤니 EI 환경 

구성한다. 

방사성폐기울 IWACID 에서 저|공하는 방사성펴|기물 관련 보고서 자료를 다운로드 밭을 

관리정보 l 수있게 구성한다. 

러리 

용어 사전 

헌 자료 

방사성 폐기물 관련 사잔 및 동영상 및 원자력 이용 시설 화보 

거IXH 하고 검색어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된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운 요소가 많은 점을 인식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련 용어사전 컨텐 

기획하였다，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된 논문 및 문헌 WACID 구축에서 적용된 참고 
자료/방법론 등어| 대한 자료를 렁크하여 사용자들의 01 해를 돕는다. 

원자력 관 데이터베이스 홍보 사01 

링크 점보 | 트에 대한 소개 및 링크를 두어 사용자들의 보다 넓은 자료 제공 및 
비교가 가능하다. 

방사성폐기물 | 방사성폐기울대l 관한 전문지식을 강좌의 형태로 제공하여 방사성폐기 

강좌 i 물이 일반인머l 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룩 구성하였다. 

l 전국 환경방사선량률에 대한 정보를 연겨l 하기 위하여 KINS LH 부에서 
연계 시스템 l 

정보 | 운영중인 IERNet에서 환경방사선향율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환경방사 
선량율 수치를 표현한다. 

내 원자력 l 국내 원자력 01용시설에 대해 한반도 지도상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 

01 용시설 분포 l 여 각 원전부지에 대한 시설 현황등에 대한 정보 접근 방법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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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햄화면 쩨뉴의 구생 

가. 메뉴의 구청 

WACID에서 주로 관리하는 정보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정보이다 따라서， 

메뉴의 구성은 폐기물 포흘벌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메뉴를 페이지의 상단에 위 

치하도록 하고 시스템과 관련된 부가서비스 컨텐츠 메뉴를 좌측에 두는 방식의 

사용자 인터폐이스를 취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 

하였다. 

냐. 짱단 때뉴의 구성 

상단메뉴는 크게 웹페이지 진입 시의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최상단 메뉴와 방 

사성폐지물의 안전판리 정보를 표현하는 상단떼뉴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었다. 

(1) 최상단 메뉴 구성 

WACID에서 주로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정보 외에 웹페이지의 기 

본정보인 사이트랩이나 로그언， 판리자 메일전송 둥의 웹페이지 겸색의 기초정보 

표현하는 메뉴이다. 메인 메뉴는 로고를 클릭하게 되면 어느 페이지에서나 이 

어 가능하게 구성하였고， SITEMAP은 웹페이지 전체를 일종의 맴 형식으로 표 

현하고， LOGIN 메뉴는 일반사용자 로그인 및 기관， 산학연 사용자의 로그인을 위 

해 구성하였다. CONTACT 메뉴는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룹 할 수 있는 곳이 

다. 

4.3 최상단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ID. Menu Position Page Description 
초기화면 CM_OO 머l 인 화면 

로그인후 대|인 CM_01 로그인후 머I e! 힐연 

사이트앵 TM_01 상단 

로그민 TM_02 최상단 로그인화면 

회원가입 TM_02_01 WACID 사용자 등록 

가입화면 TM_02_01_S01 
사용자 정보 수정 TM_02_0 1_S02 

10/님 I 변호 찾기 TM_02_01_S03 
Contact TM_03 최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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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 메뉴 구성 - 방사성폐기 

방사성폐기물에는 중저준위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해체폐기물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 메뉴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모률의 정보를 검 

색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4.4 상단 메뉴 정의 - 방사성폐기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방사성펴l기물 TM 01 상단 방사성 폐기울 켠텐즈 

방Á/절폐기물 JHH TM_01_S01 
방사성 며|기물 01 한? TM_O 1_S0 1_S0 1 
트‘!브- T E르T’ TM_O 1_S0 1_S02 
발생원인 TM_ 0 1_S0 1_S03 
처리방법 TM_O 1_S0 1_S04 
처분방법 TM_O 1_S0 1_S05 
국내 규제체계 TM_O 1_S0 1_S06 
판겨l 법령 TM_Ol_S01_S07 
국내 관리현황 TM_01_S01_S08 
중저준뮤Jl:/IJI울 TM_01_S02 
테이터 검색 TM_03_S09_S0 1 
요약정보 TM_07 _S08_S0 l_SO 1 
용기정보 TM_07_S08_S01_S01 
속성정보 TM_07 _S08_S0 1_S0 1 
방사선학적정보 TM_07 _S08_S0 1_S0 1 
핵종별방사능정보 TM_07 _S08_S01_S01 
핵분얼성물질정보 TM_07 _S08_S01_S01 
유해화학물질 정보 TM_07_S08‘ 801_S01 
XH 포장 정보 TM_07 _S08_S01_S01 
처리정보 TM_07 _S08_S0 1_S0 1 
저장정보 TM_07 _S08_S0 1_S0 1 

보고서 링크 TM_03_S09_S0 1 
똥뮤원쇼 Jl:/IJI울 TM_ 01_S03 
동위원소폐기울 이란 TM_01_S03_S01 
종류 및 발샘원 TM_01_S03_S02 
국내 관리처|계 TM_O 1_S03_S03 
국내 관리현황 TM_O 1_S03_S04 
처리 및 처분방법 TM_O 1_S03_S05 
국내 법령 및 요건 TM_ 0 1_S03_S06 
데이터 검색 TM_01_S03_S07 
용기정보 TM_Ol_S03_S07_S01 
폐기정보 TM_01_S03_S07_S02 
개봉선원 측정정보 TM_Ol_S03_S07 _S03 
밀봉선원 측정정보 TM 01 S03 S07 S04 
단위밀봉선원 정보 TM_Ol_S03_S07_S05 
XH 활용 정보 TM01 S03807_S06 
저장정보 TM_Ol_S03_S07_S07 

보고서 링크 TM_O 1_S03_S08 
ôHill폐기물 TM_Ol_S04 
원자력 시설의 해처|란 TM_04_S07 _SOl 
해처| 과정 TM_04_S07 __ S02 
해처l 폐기울 특성 TM_04 807_S03 
국LH 원자력 시설 해처l 현황 TM 04 S07 S04 
해외 원자력 시설 해처l 현황 TM_04_S07 _S04 
데이터 검색 TM 04 S07 S04 
미확정 상태 TM_07 _S08_S01_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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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단 메뉴 구성 - 방사성유출물 

방사성유출물에는 액체 

방사성유출물에 대한 개 

되어 있다. 

기체유출물이 포함되어 았으며 이 메뉴에서는 

명과 각 모률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 

표 4.5 상단 메뉴 정의 방사성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방사성유훌몰 TM 02 상단 방사성 유출물 컨텐츠 

방}.f섣유출울개요 TM 07 S01 
밤사성유출울 01 란? TM_06‘ S06_S01 
분류 및 특성 TM_06_S06_S02 
관리 및 감시 TM_06_S06_S03 
시료 채취 및 방사능흘 분석방법 TM_06_S06_S04 
규제처|겨l TM_06_S06_S05 
배줄현황 TM_06_S06_S06 
액체유줄울 TM_07 _S01 
데이터 검색 TM 06 S06 S01 
분기배출 정보 TM_07 _S08_S01_S01 
배출체적 정보 TM 07 S08 SOl 802 
핵종별 방사능 배출 정보 TM_07 _808_S0 1_803 
MDA 정보 TM_07_S08_S01_804 
자처|처리 정보 TM_07_S08_S01_805 
01 송처리 정보 TM_07_S08_S01_S06 
소외주민 선량-시설 (분 JII면간) TM_07_S08_S01_S07 
비보호 옥외 탱크 정보 TM_07 _S08_S01_808 
원자로 냉각재 정보 TM_07_S08_S01_809 
기타 정보 TM_07_S08_S01_S10 
특이사항 정보 TM 07 S08 S01 S11 

보고서 링크 TM 06 S06 S01 
J/체유줄물 TM 07 801 
데이터 검색 TM_06_S06_S0 1 
분기 ~H훌 정보 TM_07 _S08_802_80 1 
배출처|적 정보 TM_07 _808_802_S02 
핵종별 방사능 배출 정보 TM_07_S08_802_S03 
MDA 정보 TM_07_S08_S02_S04 
소외주민 선량-시설 (분 JII연간) TM_07_S08_S02_805 
소외주민 선량-부 AI (분기/면간) TM_07_S08_S02_S06 
대기확산 정보 (분기/연간) TM_07 _S08_S02_S07 
특이사항 정보 TM_07 _S08_802 __ S08 

L 멀고서 링크 TM_06_806_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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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단 메뉴 구성 -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는 단일 모률로서 메뉴가 구성되어 았어 상단때뉴 자체에서 정보 

검색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표 4.6 상단 메뉴 정의 - 사용후핵띤 

Page Name 
사용후핸연료 

점의 및 특성 

관리방안 

중간저장 방법 

국 LH 관리현황 

해외 관리현황 

더101 터 검색 

요약정보 

칩합처11연료봉 정보 (PIEF) 

집합처| 정보 

측정/방사선학적 정보 

저장 정보 

결함핵연료옹 정보 

핵종별방사능 정보 

보고서 링크 

(5) 상단 메뉴 구성 - 기타 

지타 메뉴에 

각 모률의 정 

영구처 

검색 

Page Name 
기타 

영구처분미확정 

준바중 퍼101 지 

쇼각 

소각이란? 

더|이터 검색 

폐기울 정보 (벌코) 

펴l 기울 정보 (용기) 

발생폐기울 정보 

보고서 링크 

운반 

운반01 란? 

더101 터 검색 

용기/운반 정보 

사용후핵연료/운반 정보 

용 JI/인수 정보 

사용후핵연료/민수 정보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TM 03 상단 사용후 핵연료 컨텐츠 

TM 06 SOl 

TM_06_S02 

TM_06_S03 

TM 06 S04 

TM_06_S05 

TM 06 S06 

TM_06_S06_S0 1 

TM 06 S06 S02 

TM_06‘ S06_S03 

TM_06_S06_S04 

TM_06_S06_S05 

TM_06_S06_S06 

TM 06 S06 S07 

TM 06 S07 

소각， 운반， 자체처분이 포함되어 었으며 이 메뉴에서 

수 있는 패뉴로 구성되어 았다. 

표 4.7 상단 메 뉴 정 와 - 가 타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TM_04 상단 

TM_08_S04 
TM_08_S04_S01 
TM_08_S03 소각 컨텐츠 

TM_08_S03 __ S0 1 
TM_08_S03_S03 
TM_08_S02_S01_S01 
TM_08_S02_S01S02 
TM_08_S02_S01_S03 
TM_08_S03_S04 
TM_08_S02 운반 컨텐츠 

TM 09 S02 SOl 
TM_09_S02_S03 
TM_09_S02_S03_S0 1 
TM_09_S02_S03_S02 
TM_09_S02_S03_S03 
TM_09_S02_S03_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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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링크 TM_09_802_804 
자체처혼 TM_08_801 자처|처분 컨탠츠 

자체처분이란? TM_08_80 1_80 1 
국LH 관련 법령 및 요건 TM_08_801_802 
외국 자처|처분 관련 기준 TM_08_80 1_803 
더101 터 검색 TM_ 08_801_804 
요약 정보 TM_08_801_803_801 
기본 정보 TM_08_80 1_803‘ 802 
계획 세부사항 정보 TM_08_801_803_803 
계획 방샤능 정보 TM_08_801_803_804 
계획 선량율 정보 TM_08_801803 805 
계획 발생펴|기물 정보 TM_08_801_803_806 
결과 서|부사항 정보 TM_08_801_803_807 
결과 방샤능 정보 TM_08_801_803_808 
결과 선랑율 정보 TM_08_801_803_809 
결과 발생 폐기물 정보 TM.‘_08_‘‘_8‘ 

결과 자처|처분 용기 정보 TM_08_80 1_803_8 11 
절차서개정 정보 TM_08_801_803_812 

보고서 링크 TM_08_80 1_804 

다. 좌측 I메뉴의 구성 

WACID에서 주로 관리하는 정보는 방사성폐거물의 안전관리 정보이지만 전문 

가가 아년 일반사용자에게는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반사용자의 

ö1 해를 돕고자 용어설명， 문헌정보， 렁크， 강좌 등의 보조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나 

티 메뉴를 구성하여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이 

다. 

(1) General Inforrnation 메뉴 구성 - WACID소개 

WACID 시스템획 필요성과 방사성폐기불의 전체적인 이해와 WACID에서 제 

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설명하며 정보 제공자와의 협약 및 규제 대용 

을 설명하고 채발 동기냐 댁이터 처리절차， 국내외 관련시스템 등의 시스템의 전 

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메뉴이다 . 

4.8 WACID소개 메뉴 청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WACID 소개 LM_Ol 좌혹 WACID 소개기능 

WACIO란? LM_Ol_801 

개발01 력과 의의 LM_Ol_S02 

OataFlow LM_Ol ‘ 803 

국내외관련시스템 LM_Ol_S04 

(2) General Inforrnation 메뉴 구성 ‘ 커뮤니티 

공지사항， NEWS, 자료실， FAQ， Q&A, 자유게시판 등 최신 정보의 공지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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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켜뮤니티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커뮤니티 LM 02 좌훌 다양한 거l시판 기능 제공 

공자사항 LM_02_S01 
g、르 -，르 LM 02 SOl SOl 

상서l 화면 LM_02_S0 1_S02 

NEWS LM 02 S02 

E‘-프1 흘 .. 르 LM_02_S02_S0 1 

상서l화면 LM_02_S02_S02 

자료실 LM_02_S03 
드-프，를 를1 LM_02_S03_S0 1 
。t3， a --j1 , 쓰T느갖 〈그{ LM_02_S03_S02 

상세화면 LM_02_S03_S03 

FAQ LM 02 S04 
료 .. 프르 -르1 LM_02_S04_S0 1 

상서l화면 LM_02_S04_S02 I 12개 항목 
Q&A LM_02_S05 

~~흩、 LM_02_S05_S0 1 
。tjl E 「j ,-Jr‘ X 。4 LM_02_S05_S02 

삭제 LM_ 02_S05_S03 

자유거Iλ| 판 LM_02_S06 

~르 -，르 LM‘ 02_S06_S01 
。t닐， a -「j ,-」r‘:::~ LM_02_S06_S02 

석저| LM_02_S06_S03 

(3) Topical Information 메뉴 구성 - 방사성폐기물 관리정보 

연보， 정기분기보고서， 표준보고서， 요약보고서， 사용자 정의 보고서， 협약 국가 

보고서 등의 각 종 보고서를 제공하여 WACID DB의 정보를 나름에 형식에 맞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각의 보고서를 다운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메 

뉴이다. 

표 4.10 방사성폐기물 관리정보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발사성1IIIJI룰 판리정보 LM 03 좌촉 

연보 LM_03_S01 

정기분기보고서 LM_03_S02 

표준보고서 LM_03....;S03 

요약보고서 LM 03 S04 

사용자 정의 보고서 LM 03 S05 

부 XI 및 시설 정보 LM_03_S0 1_S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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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pical Infonnation 메 뉴 구성 - 갤 러 리 

방사성 폐기물 관련 사진 동영상 및 원자력 이용 시설 화보 등을 게채하여 검 

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구성된 메뉴야다. 

Page Name 
겔러리 

검색화면 

상세화면 

4.11 갤러리 메뉴 정의 

LM 04 

LM_O 4_S 0 1 

LM_04_S02 

Menu Position I Page Oescriptipn 
좌측 i 이미지 컨텐츠 제공 

(5) Topical Infonnation 메뉴 구성 - 용어사전 

WACID에서 방사성폐가물과 관련된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려운 요소가 많은 점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가물 판련 용어를 

사용하여 쉽게 검색하여 사용할 수 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이해하기 어 

영 

표 4.12 용어사전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용어사전 LM_05 좌촉 방사성 폐기물 관련 용어설명 

검색화면 LM_05_S01 

인텍스화면 LM_05_S02 

상서l화면 LM_05_S03 

(6) Topical Infonnation 메뉴 구성 - 문헌자료 

방사성폐기물과 

론 등에 대한 

다. 

Page Name 
문흰자료 

검색화면 

상써l화면 

련된 논문 및 문헌， WACID 구축에서 적용된 참고자료/방법 

링크하여 사용자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션된 메뉴이 

표 4.13 문헌자료 메뉴 정의 

Menu 10. 
LM_06 

LM_06_S01 

LM_06_S02 

Menu P。sition I Page Oescription 
좌측 l 방사성 떼기물 관련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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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opical Information 메 성 - 링크청보 

원자력 관련 사이트 및 방사성 폐기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홍보 사이트에 대한 

개 및 링크를 두어 사용자틀의 보다 많은 자료 취득할 수 있고 타 사이트와 

사이트와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표 4.14 링크정보 메뉴 정의 

(8) Topical Information 메 뉴 구성 - 방사성 폐 기 물강좌 

방사성폐기물이 전문가가 아년 일반인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있어 방사성폐기물에 판한 전문지식을 강좌의 형태로 제공하여 방사성폐기 

물아 얼반인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한 메뉴이다. 

표 4.15 방사성폐기불강좌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방사성폐기물 강좌 ILM_08 좌측 관련 문헌자료 

상세화면 LM_08_S01 

(9) Topical Information 메뉴 구성 - 연계시스템 정보 

전국 환경방사선량률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기 위하여 KINS 내부에서 운영중인 

IERNet에서 환경방사선량율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환경방사선량율 수치를 표 

메뉴이다. 

Page Name 
연계시스템 정보 

전 국 환 경 밤사 선 량율 lL냐M_09_’-

4.16 연계사스템 정보 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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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관관리자 머g뉴 구성 

WACID는 각 원자력 관련기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 관리하는 사스템으로 

서 각 71 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메뉴는 각 기관의 

판리자가 일정한 시점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데이터가 이상이 있올 사 

에는 관리자에게 데이터의 이상이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4.17 71 판판리자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기판관리자 메뉴 LM_10 좌측 

OATA 수정 요청 LM_10_S01 

OATA 수정 01 력 정보 LM_1 0_S02_S0 1 

수정요청서 작성 LM_09_S02_S02 

WACIO 보고 LM_10‘ S02 

File Upload LM_10_S02_S01 현황，입력화면 

중저준위폐기울 압 LM_10_S02_S02 。ti， a -「j , 
’ 

화면 

동위원소폐기물 입력 LM 10 S02 S03 입력，목록，수정화면 

해처|퍼|기울 입력 LM_l0_S02_S04 입력，목록，수정화면 

맥처|유훌몰 입력 LM_l0_S02_S05 압력，목록，수정화면 

기처|유출물 입력 LM_10_S02_S06 입력，목록，수정화면 

사용후핵연료 입력 LM_10_S02_S07 。tj| g -「j , , 정화면 

영구처분 정보 입력 LM_l 0_S02_S08 입력，목록，수정화면 

소각 정보 입력 LM 10 S02 S09 입력，목혹，수정화면 

운반 정보 입력 LM 10 S02 S10 입력，목록，수정화면 

자체처분 징보 입력 LM_1 0_S02_S 11 입력，목록，수정화면 

마. 때언화면내 때뉴 구성 

WACID에서 주로 판리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정보 외에 웹페이지의 가 

본정보안 사이트법이나 로그인 관리자 메일전송 등의 웹페이지 검색의 기초정보 

표현하는 메뉴이다. 메인 메뉴는 로고를 클력하게 되면 어느 페이지에샤나 이 

동이 가능하게 구성하였고 SITEMAP은 웹페이지 전체를 일종의 볍 형식으로 표 

현하고， LOGIN 메뉴는 일반사용자 로그인 및 기관， 산학연 사용자의 로그인을 위 

해 구성하였다. Contact 메뉴는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Page Name 
국내 원자력 이용시힐 분포 

Quick Menu 

Menu 10. 
CM_02 
CM_03 

Menu Position I Page Oescription 
머|인화면 |시설정보 링크 
메인화면 lôH 당퍼101 저 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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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반 WEB 화면 

개발에 앞서 분석 및 검증된 절차에 의해 도출된 모률별 관리 요소를 웹상에서 

대화형 시스템으로 존속시키기 위하여 모든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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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메인 화면 

톨w*톨H ~’; 

TJr，η，..:.rI 
rF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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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얻 1- '- ; i. 댄터연-

그림 4.1 WACID 메인 화면 

ι/ 

상단에 각종 방사성폐기물 모률 메뉴를 두고 좌측에 폐기물 정보 취득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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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 할 수 있는 구조로 메 λ4 
。 화면은 좌상단에 

에 원자력이용샤설 분포 지도 우측에 방사성폐기불 호 

렴 4.1 떼인화면과 같다. 

사항좌하단 

었다. 화변의 그 

(1) 좌상단에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공지사항과 방사성폐기물 관련소식 정보를 위 
치시켜 기본적인 정보 체공의 창구로 활용한다. 

(2) 좌하단에는 전국 원자력 이용시설 분포를 지도상에 도식화하여 사용자가 각 

종 원자력 이용시설의 기본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화면 우측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일생을 흐름도 형식으로 볼 수 있는 Quick 메 

뉴를 두어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일반사용자들의 편의흘 위해 방 

사성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분까지의 일련의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았도록 하였다. 

냐. 상단메뉴 관련 화면 

상단은 크거1 두 가지 최상단을 포함한 두 가지 종류의 메뉴플 가지고 화면 

구성하고 있다. 최상단은 HOME, SITEMAP, LOGIN, CONTACT 등 사이트 진 

입초기에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하는 화면과 방사성폐기물， 방사성유출물， 사용후 

연료， 기타 등의 정보들에 대한 가본적언 정보 채공화면과 시스템내의 데이터베 

야스를 이용한 겸색화면을 볼 수 있는 각종 방사성폐기물 모률 머I뉴를 두었다. 메 

안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각 모률별로 2-4개의 개별모률이 존재해 

WACID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모률별로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 

였다. 

(1) 최상단 메뉴 관련 화면 

(7}) HOME 

WEB을 사용하는 언터폐야스에서 초기화면으로의 이동은 중요하다. 일반 사용 

자가 어느 화변을 보고 었다고 하더라도 초가 메인화면으로의 이동은 쉬워야 한 

다. 그래서 WACID 일반 웹패이지는 메인화면으로의 이동을 위해 최상단 메뉴의 

HOME과 WACID 웹페이지 로고에 떼인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연 

결시켜 놓아 사용자가 쉽게 메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SITEMAP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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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ID 일반 웹페이지에서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트리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 

용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웹페이지 지도를 구성 

하였다. 

(다) LOGIN 화면 

로그인 메뉴는 일반사용자 로그인 및 기관， 산학연 사용자의 로그인을 위해 구 

성하였다. Contact 메뉴는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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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LOGIN 화면 

그림 4.2 LOGIN 화면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일반 사용자나 기관 

관리자 관련 전문가들이 시스템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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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ONTACT 

CONTACT는 별도의 화면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연락을 취 

할 수 있는 관리자 메일 주소가 링크되어 있어 사용자들의 별도의 문의사항이 있 

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2) 상단 메뉴 관련 화면 -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메뉴에는 크게 방사성폐기물 개요， 중저준위폐기물， 동위원소폐기 

물， 해체폐기물 화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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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끌êoj!서 '!!연르기공까지 O~ 앙사앙예 )1 톨 

주강 t걱 억 장런예액 보수2찌꺼 1010;. 미윈한핵걷료 제조 공정에서 양잉하능 당.IJ.깅 폐기톨입 방U틀준우|능 

극헤 낱껴만 무리를쯤 앙딩~! ~I kζr.t l고 있능 것이 현싫미디. 잊관쩍 연a기a서 a에샤~~~ I.t으긍 오 
잉현 ~~ ~I폐기를01 일싱한다 

내삼환훌----

i 힌자혁월~~:입 앙사성메키톨 

원자익'it'~ l~ !-한깅~OI 시 g성된 !!J!~'로서 각홈 탕시잉il1]I ，OI iI성 '<iOL oi건싼 때끼톨은 그 칫태에 따2.! 
크깨 ):체 2 쩍체 및 고체 헤끼톨~ 나누댄 진다‘ 발사셜iiI기률의 !얻앙 및 뭘굉할응 월 71료힘 제률 QI계껴냥 ~~ 

- :="'T-..o i듀한i-'한혐---←“--찌 

그림 4.3 방사성폐기물 개요 화면 

방사성폐기물은 주로 드럼화 되는 고체 폐기물이 대부분으로 종류에 따라 나누 

어 화면을 구성하였다. 

(가) 방사성폐기물 개요 화면 

- 166-



방사성폐기물의 일반적인 내용인 방사성 폐기물이란?， 분류， 발생원인， 처리방 

법， 처분방법， 국내 규제체계， 관계법령， 국내 관리현황 등의 설명을 화면에 나열 

하였다. 그림 4.3 방사성폐기물 개요 화면은 방사성폐기물의 개요 정보를 보여준 

다. 

(나) 중저준위폐기물 화면 

양사성휴톨톨 

• 중지준우쐐시옳 I LDW RnD n~TI: 1.D.ι ....,...E 

이어외톰찌 

。 페이터 겁씩 
짧 g혀려 즌~I증잉L!D 

~α“‘ 

w 월썼앓 
~.-;! I~J이. 

l ‘a r-a '-• • 

‘ !잉크장~ 
• u n;‘ ”’。

핑샤성.'1.강.Jt 
a. t.."'C‘“'"‘ 

~찌.l.i~톨=3! 

g톨 ~-

사훌I에연를 끼타 
< TC

*￥'acid 

그림 4.4 중저준위폐기물 데이터 검색 화면 

원자력 이용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의 거의 대부 

분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에 대한 데이터 검색과 다 

양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검색요소는 요약정보， 

용기정보， 속성정보， 핵종별방사능정보， 방사선학적 정보， 핵분열성물질정보， 유해 

화학물질 정보 재포장 정보 처리정보 저장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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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위원소폐기물 화면 

2ω0여개에 이르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시설에서 사용한 후 발생하는 방사성동 

위원소 폐기물에 대한 동위원소폐기물 이란 종류 및 발생원 국내 관리체계， 국내 

관리현황， 처리 및 처분방법， 국내 법령 및 요건 같은 일반적인 정보와 데이터 검 

색 및 보고서를 겸색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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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를 SJ 효}결갑. 방사영동위원소 미용기란잉 경페영 홍대 밀룡선원밍 채활용에 따를 저장공간 잊보 및 자원킥 얼약 
과 ïII 키톨관E의 효톨화 톨율 도모길 수 있훌 것으로 키패된다 

국내 RI 뼈기를의 처리재녕 

그림 4.5 동위원소폐기물 처리방법 화면 

데이터 검색요소는 용기정보， 폐기정보， 개봉선원 측정정보， 밀봉선원 측정정보， 

단위밀봉선원 정보， 재활용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4.5 동위원소폐기물 

처리방법 화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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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체폐기물 화면 

연구로 1,271 등을 비롯하여 노후하여 철거중인 원자력 이용시설의 해체시 발 

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다. 원자력 시설의 해체란， 

해체 과정， 해체폐기물 특성 국내 원자력 시설 해체현황 국내 원자력 시설 해체 

현황， 해외 원자력 시설 해체현황 같은 일반적인 정보와 데이터 검색 및 보고서를 

검색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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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해체폐기물 처리방법 화면 

데이터 검색요소는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저준위 폐기물 검색 

요소의 일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6 해체폐기물 처리방법 화면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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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단 메뉴 관련 화면 - 방사성유출물 

방사성유출물에는 방사성유출물에 대한 개요 설명， 액체유출물， 기체유출물 화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성유출물은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또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을 띠는 유출물의 정보의 습득과 유출물 데이터의 검색과 보 

고서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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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방사성유출물 개요 화면 

(가) 방사성유출물 개요 화면 

방사성유출물의 일반적인 내용인 방사성 유출물이란?， 분류 및 특성， 관리 및 

감시， 시료 채취 및 방사능 분석방법， 규제체계， 배출현황 등의 설명을 화면에 나 

열하였다. 그림 4.7 방사성유출물 개요 화면은 방사성유출물의 개요 정보 중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을 보여준다. 

(나) 액체유출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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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이용시설 특히 발전용 원자로에서는 원자로의 냉각을 위하여 다량의 물 

이 사용된다. 따라서 배출되는 액체유출물이 안전하게 배출되었는지 또 양은 어느 

정도 이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종류의 액체유출물에 대한 데이 

터 검색과 다양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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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액체유출물 데이터 검색 화면 

그림 4.8 액체유출물 데이터 검색 화면의 데이터 검색요소는 분기배출 정보， 배 

출체적 정보， 핵종별방사능 배출 정보， MDA 정보， 자체처리 정보， 이송처리 정보， 

소외주민 선량-시설 (분기/연간)， 비보호 옥외 탱크 정보， 원자로 냉각재 정보， 기 

타 정보， 특이사항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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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체유출물 화면 

방사능 물질은 입자형태로 이용시설내의 존재하다가 배기되는 일정한 배기구를 

통하여 배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배기되는 이용시설내의 기체 

유출물이 안전하게 배출되었는지 또 양은 어느 정도 이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배출된 소량의 방사능이 시설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중 

요하다. 이러한 기체유출물에 대한 데이터 검색과 다양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 

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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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기체유출물 데이터 검색 화면 

그림 4.9 기체유출물 데이터 검색 화면의 데이터 검색요소는 분기배출 정보， 배 
출체적 정보， 핵종별방사능 배출 정보， MDA 정보， 소외주민 선량-시설 (분기/연 

간)， 소외주민 선량-부지 (분기/연간)， 대기확산 정보 (분기/연간)， 특이사항 정보 

등을 겸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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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단 메뉴 관련 화면 -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는 단일 모률로서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 상단메뉴 자체에서 정보 

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을 바로 표현한다. 

발전용원자로나 연구용원자로 등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다른 폐기물들에 비해 준위가 

높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훌 --를l‘“m~ ;파l흐j 

흩톨 
고 ~Ol톨 ; 

따얼(Ð 면잠(ξ) !l카연’ I ~"키(간) 도구m 도g톨엔， 

후소(j)} I없 배p://갱3. 2?JJ. 46. 200 職ISNF/s미 I l， as px 

IJ)..I~:.;I g시tJat 8Q‘한g ’IP 

~ - 굿느j’얻료 I SPEnl nιLE.::aA n Æ."L 

... ~. 、 ò ~ • 1톨 훌제 
씨
 

니
 

‘ ‘ ” ” “ ” 

,. "νιlι; • .:t". ! 
-

---

‘;-~ 톨“ - 1 ~ ~잉 !!I 

l.J 1'P1셔엇 
• -. 。 혜엽 사용흥핵연료 은~21 힌톨 

톨~Á' . 
r f .. !'. 0" ‘ S 

uε1111 I S II 

••• 플흩 헬뭇， 톨-- •• = 톨 l 격= 

D 즐5 률:."iii~ 훌i.. .... '-"굉V • ‘ r ‘ ’ 

면’1)./ 쇼밍:l'l!. - - - 홈 .. ---

Il흩션 1fL-C'를 시한효핵연료 및 받 i ‘;;헬기 율: 치분을 t!! : a !J찌 월 jH킬하는 정 힌f ~ 서를 일표하였:며 
:n:u .liι !ξ잉 원자획똥XI 엎‘ ~."..c ... -깅vCt''f1trn [ kl ) ，:.t!.앞3 힐 툴찌양(tJu('J~ .~ ....... ’~ty an‘d CÙn‘’ 01 Aι1) 
S 낱 Ul ti‘，~(t 신; 영렁야서 . ~ ‘l::CI~ι1 ad‘ an NIJε‘.， ;'~I Co-<lm;s i' io n )(페 디U 허가윌덩 세 )t!설 ~섣 

i깅 :’ (1 

~e 

그림 4.10 사용후핵연료 해외 관리현황 화면 

화면에서는 정의 및 특성， 관리방안， 중간저장 방법， 국내 관리현황， 해외 관리 

현황 같은 일반적인 정보와 데이터 검색 및 보고서를 겸색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그림 4.10 사용후핵연료 데이터 검색 화면의 데이터 검색요소는 요약정보， 집합 

체/연료봉 정보 (PIEF), 집합체 정보， 측정/방사선학적 정보， 저장 정보， 결함핵연 

료봉 정보， 핵종별방사능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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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단 메뉴 관련 화면 - 기타 

기타 메뉴에는 영구처분 소각 운반 자체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메뉴에서 

는 각 모율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가) 영구처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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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영구처분 국내규제체계 화면 

방사성폐기물의 일반적인 내용인 방사성 폐기물이란?， 분류， 발생원인， 처리방 

법， 처분방법， 국내 규제체계， 관계법령， 국내 관리현황 등의 설명을 화면에 나열 

하였다. 그림 4.11 영구처분 국내 규제체계 화면은 방사성폐기물의 개요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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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각 화면 

이용시설에서 사용한 후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소각 정보와 데이터 검 

색 및 보고서를 검색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그림 4.12 소각 국내현황 화면의 데이터 검색요소는 폐기물 정보 (별크)， 폐기 
물 정보 (용기) 발생폐기물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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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소각 국내현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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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반 화면 

이용시설에서 사용한 후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운반 정보， 분류 

및 특성， 법령 및 기술기준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는 화면과 데이터 검색 및 보고 

서를 검색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그림 4.13 운반 분류 및 특성 화면이다. 

데이터 검색요소는 용기/운반 정보， 사용후핵연료/운반 정보， 용기/인수 정보， 

사용후핵연료/인수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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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운반 분류 및 특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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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체처분 화면 

자체처분이란， 국내 관련 법령 및 요건， 외국 자체처분 관련 기준 같은 일반적 

인 정보와 데이터 검색 및 보고서를 검색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그림 

4.14 자체처분 국내현황 화면을 나타낸다. 

데이터 겸색요소는 요약 정보， 기본 정보， 계획 세부사항 정보， 계획 방사능 정 

보， 계획 션량율 정보， 계획 발생폐기물 정보， 결과 세부사항 정보， 결과 방사능 

정보， 결과 션량율 정보， 결과 발생페기물 정보， 결과 자체처분 용기 정보， 절차서 

개정 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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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자체처분 국내현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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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좌측 메뉴 관련화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보조적인 정보로서 데이터베 

이스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진 화면들로 구성되었다. 일반사용자의 이 

해를 돕고자 용어설명， 문헌정보， 링크， 강좌 등의 보조화변을 제공하고， 공지사항， 

NEWS , Q&A, FAQ, 자유게시판 같은 커뮤니티 화면을 구성하여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들이다. 

(1) WACID소개 화면 

WACID란， 개발이력과 의의， DataFlow, 국내외관련시스템 같은 시스템의 개괄 

적인 설명과 방사성폐기물의 전체적인 이해와 WACID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 

한 접근 방법을 설명하며， 정보 제공자와의 협약 및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개발 

동기나 데이터 처리절차， 국내외 관련시스템 등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 

하는 화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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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티 화면 

공지사항， NEWS , 자료실， FAQ, Q&A, 자유게시판 등 최신 정보의 공지 및 사 

용자간의 또는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풍부한 커뮤니티 환경 

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화면이다. 

(가) 공지사항 

관리자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지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련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 게재하는 화면으로 메인화면에서는 최근정보만 볼 수있게 구현되 

어 있으며 그림 3. 공지사항 화면에서는 전체 목록을 모두 볼 수 있으며 상세내용 

을 볼 수 있고 관리자만이 작성/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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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EWS 화면 

관리자가 방사성폐기물 전반에 관련한 사항이나 새로운 정보가 있을시 게재하 

는 화면으로 메인화면에서는 최근정보만 볼 수있게 구현되어 있으며 이 화면에서 

는 전체 목록을 모두 볼 수 있으며 상세내용을 볼 수 있고 관리자만이 작성/수정 

이 가능하다. 

(다) 자료실 화면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를 사용자 누구나 게재하고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화면이다. 사용자 모두가 입력이 가능하고 자신이 게재한 정보 

에 관해서는 수정/삭제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일반 문서를 첨부해 

게재할 수 있다. 그림 4.17 자료실 화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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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AQ 화면 

그림 4.18 FAQ 화면은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이 내용은 Q&A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아 

Update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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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lQ 원~럭암건소 작g자의선항은 대엉게멍가하는가? 

정 11 , 흥저흔워 와 교훈~I회기톨의 차01 는? 

상 12. 헤체뭘 )1톨은 대정게 쳐 21하나? 

-

째쉰활흩-'"'---←-， -------~ ← →← ←r . rr풀흰틴파rγ←← A‘ 

그림 4.18 FAQ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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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Q&A 화면 

그림 4.19 Q&A 화면은 일반인들의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 질 

문에 대해 일반 전문가나 관리자가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든 화면이다. 이 게 

시판은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일반 파일 첨부도 가능해 질문이나 답변 시 일반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곳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FAQ 게 시 판으로 옮겨 관리 하도록 한다. 

l .-‘--‘ ".~'IIIt ‘ 꽤
 
힌
 

디
」
 

따얼(Ð 흰짙(ξ) 릎꺼(.'l) 흩껴휠끼(p，) 도구<D 도를엎삐) 

) 흥소띠lJ삐 hltp :j!203.2경J. 46. 2OO :뼈IQNNQnaJi하 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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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짧R 
“1<" 

y t.ul.1l‘}. ~~~ 

dl ll 

ài캉 31 ~:f- ￥.1 cÞ}ξ .lO 'J.1. .J. l ,1 3 .. J.， ’ ~l('1 상 • ., ε (..1성 'fit， Jι i 

...:J 뽑킹L 

Q"XI‘ 
• 1411! 

'0 

잉1ι스톨영g 
-...' 

2\ 겸~Û)밑 가를 EI스트 n:.t~’-20 재밑자 i훌 

:0 방사션 피를에 의힌~ ~I혈은 대느김도 민까요? πLHiJ.. 1 잉 징 ll';-J 

19 l.Í' [AeJ 앙샤션 피혹애 의한 위힐은 대느정도 민가요 ?Jl4-.04-16 짐1.1 'i!’ 

13 2004-03-16 ，ι1 

17 을블과 듭‘변 파일 업로드 태스트 ðl、H13-16 깨알자 풀 

16 따얼 입로드 먹서 를가능 2flJH B ’j 영 .~I학 

15 개밀자가 누군가2? 2')]4-03- 11 징1:1 획 

1 4 번U글 제륙 킬미 (1스트잉L!다 수정하였읍니다 칩부파 , 2CC"\-(ß-10 깨일，l."f 훌 

lJ QNA 앤터게시판 é'(l)4-û3-GS 새밀:-:q 

12 :.; [AeIONA 앤터게시판?2 2004-03-11 재잃l.i 

*셰" .. ’‘·써찌 

대혹고 생김깐 르걷니 "3gB: [1 í 31 

훌훌훌 

、 f ’‘ ... .J“ ‘ '"、.‘ ....... 이 g‘,ra.cld 
v rr:-~t:f공--------; 

그림 4.19 Q&A 화면 

(바) 자유게시판 화면 

일반적인 게시판으로서 자유롭게 내용을 게재하고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 

고 일반 파일 첨부도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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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폐기물 관리정보 화면 

연보， 정기분기보고서， 표준보고서， 요약보고서， 사용자 정의 보고서， 협약 국가 

보고서 등의 각 종 보고서를 제공하여 WACID DB의 정보를 나름에 형식에 맞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각의 보고서를 다운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화 

면이다. 사용자정의 보고서는 그림 4.20 사용자보고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지 및 시설 정보， 방사성폐기물 관리정보， 기타 사실정보 등의 세부 정보를 스 

템별로 옵션을 지정하면서 검색할 수 있다. 

• ________ ~ __________ ... ____ .a ________ ... _______ ... 

~_'!. 

영g p엔쩨§썩앙g 

ip 잉~1혀 

- ‘j ~얀쁨 

- !lt'μ‘ 
'r ... .‘ ... ‘ ...... , r"" ... 

• 1 :l:;'J! - _____ " .UI 

J:샤')I'III 'I1H: 

연찌.1.:스월성딩 

i.-1I{D 도.톨(tl) 

빙사상유훌훌 

사융자칭잊보E서 타oi툴 OiOI^1 

[STEP 1) : 1혈 힐목를 선택하셰요 띠 j 

a익 

를톨구찍 ￥져 i μ."쳐 J.I톨명 : 윈뼈까흩톨 j 사엉>> I 톨'lI 1 

그림 4.20 사용자정의보고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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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갤러리 화면 

방사성 폐기물 관련 사진 동영상 및 원자력 이용 시설 화보 등을 게재하여 검 

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구성된 화면이다. 검 

색목록에 에 표시된 내용을 클릭하면 세부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4.21 갤러리 목록 화면을 보 

여준다. 

. ‘-

?냥 • 

....... ’l톨장확 
-“““l 

" ... ~11엉!l 

-‘-
î ìl:' 간 ~. l 껴r 형쓸 

도톨없t!> 

J，I~씬빼기흩 “‘사상유를월 사용i1l핵연효 

‘톨 짧러리 !""'-ι~ 

、1

X 
R 

「
·

• 

; 전빼 r 분를 r 국가 l ι‘ 지 .:::1 

숭얻 01미지 툴툴 

Tol31 즈6걷 P äg6 : (1 I 26 ] 

셰묵 동혹쉴 극가 

댔 톰 ^I영 미국 뉴멕M코머한 교욕를 원자로 2004-04-1 6 

쩌 헬훌 시S 미국 댁사스 A&M 대학 교욕용 명자로 ‘빠씨{I4 •. jS 

254 흩홉 시겉 대한민국 겸희대 교옥용 원자로의 운전반 20(셔-여-’ e 

똥3 률톨 시잉 대한민국 경회대교륙용린자로 2004-어-16 

월 • 시잉 대한민국 한2 국원자력연구소 무라늄변환시~ 라군 m:써-o4- i6 

251 훌훌 기기및올t:ll 대효!민국 한공정국원자럭연구소 무라g앤환AI" 연한 2l.씨-여-\6 

때 톨 서S 대한민국 한국원자럭연구소무라늄연혼시잉 2 2004-1써- 16 

얘 i흩 영구깅를 미국 유카{)f릎틴 지하연구시혈 개념도 200H)oH 6 

「

그림 4.21 갤러리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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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사전 화면 

WACID에서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 

려운 요소가 많은 점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를 한글로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고 영문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 사용자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찾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화면이다. 그림 4.22 용어사전 목록 

화면을 보여준다. 

g .‘--‘-....,.... ’ 따밑(f) 면정(f) 보기(~ .겨~JI(빙 도구m 도흩알(센) 

’ 주소(12)1월 http ://203. 233. 46. 2(Xl:flØlIGLOSSARY.깨b얀 ...... . 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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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사진 1 woaoooc"""""" 

-
r.=~~ 

g‘ig@ ’ ~~석:Jf7흩 를하정앤 t;;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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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èl 써 

‘'"~ ~봤i! ! i ‘ • 

형Lr3κ장 l !t 

• • 싸 -상‘tl’1 7’!툴장!I 

훈펴 。 O & ØO (흩 eooo 
연1'IAI스g~!.t 。 00000000 。

.~ 7k:~': I1‘!I ~ 칭〉 
--‘훌홈뀔I걷j‘1룰를.，.J{.‘;톨 

「’--「←TTF

〉 훌도농도AI헐툴획 m여-03-2'2 

〉연쇼도미특 Z004-03- 13 

~W윈지 20여-æ-oo 

〉를포화영역 2003-~-(t2 

〉포tI영역 2003-~-(t2 

ii)!fil .... -- ~ -- - ~“‘. ，‘-“.“ ‘.‘ -----==---~τ- -一 : ‘ 그"- -‘ - T -;""'~rr- I - ’. 얀없 .6 

그림 4.22 용어사전 목록 화면 

영사성u톨 잉사성해시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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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헌자료 화면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문헌， 예를 들면 방사성폐기물 관련 논문， 백서， 보고서 

및 WACID 구축에서 적용된 참고자료/방법론 등에 대한 자료를 저장한 후 링크 

시켜 사용자가 문서의 일반적인 정보를 알 수있게하고 문서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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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새휘}흩 헌회~ 

è g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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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링크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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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I‘! 

잃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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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꺼융!잉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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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학기융부 ;:1.m 

고‘힌기훌투 2002 

20 앙샤성폐기톨잉 민도 및 비를에 관한 R정 흥치를우|폐기홉 스-업자~;;! <JJD2 

19 사용흥헥연료 증간져장시잉 루지톨설보고서 작성지월 사항흥핵연료 

[1] [2] [ 3J π、

멈훤룰-코 

ï!i'학JIW!;! 1￥% 

“?’” 、“~~

..•.. ... ~.~.~í-:~.-한떠--_ .... -‘지 

그림 4.23 문헌자료 목록 화면 

원자력 관련 사이트 및 방사성 폐기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홍보 사이트에 대한 

소개 및 링크를 두어 사용자들의 보다 많은 자료 취득할 수 있고 타 사이트와 본 

사이트와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화면으로 분야， URL표기 설명의 형태 

로 목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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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사성 폐 기 물강좌 화면 

방사성폐기물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강좌의 형태로 제공하여 방사성폐기 

물이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8가지의 내용을 구성한 화면으로 그림 

4.24 방사성폐기물강좌 - 방사선과 방사능에서처럼 전문적인 내용을 강좌 형태로 

보여준다. 

• ________ .m ____ ~ ____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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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방사성폐기물강좌 - 방사선과 방사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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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계시스템 정보 화면 

그림 4.25 연계시스템 정보-전국환경방사선량률 화면은 KINS 내부에서 운영중 

인 IERNet에서 환경방사선량률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환경방사선량율 수치를 표 

현하는 화면으로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량률을 확인하여 원자력 이용시 

설의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 l 빼I(f) 믿g팅 톨꺼밍 l꺼잊꺼<A! 도구CD 도g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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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연계시스텔정보 ' ..... "T 

￥)d-l’'X.，t^~^!M흥상^，nt .. 깨"1 ~"::I.f옹 ~1~.，싸lι*‘ 、

。 현찌 전국토 환경방사선량톨 

전국 3끼{ 지억에 양처흰 환경방사건 갑시기가 혹정하능 20C닝년 C04힐 2잖 1 7시 45를 현 II 

캄시정보를 국민에게 15톨 주기료 에서간 g훌훌!u다 (수집주키 깐걷) 

J I타 

I~r-에 일 

그림 4.25 연계시스템 정보-전국환경방사선량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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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관관리자 정보입력 화면 

그림 4.26 기관관리자 정보입력 화면은 WACID 시스템에 각종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주는 관련기관의 관리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보의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화면이다. 단 기관관리자는 정보의 입력은 이정 

기간동안 할 수 있지만 수정 시에는 수정요청서를 작성 후 시스템 관리자의 허가 

를 득한 후 시스템 내에서 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력은 남게 

된다. 

:t()j[. :>:;::1 0 타tJ l 훌 디ID 지 

o DATA 수정요청 대력풍보 

• liH‘|희 )1 훌 뚱익 

• 엎 ~l유를홉 읍익 

• ::1 써 g윷윷 응회 

• .. I，j-흉흥~~연 료 입럭 
• 잉구쳐분 정보입럭 

• 소각 S 언~ 1피역 

• 운반 ! 잉 립칙 
• 자til 원룬 정보입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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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C씨 0.3-1 6 2αg년 1톨기 시를훌핵연료 관런 

10 2이:J<1 -fß-16 2003넌4률 ) 1 자찌처봉 정얼 ~련 

2이)4-03 .. 16 200엇~3를) 1 ~저흔\1.1 빼기훌 한련 

2004-03 .. 1& 200현4를기 영구치분 장보 E앤 

낀1)j4-03-16 α8년2톨기 해세뼈기톨 E렌 

:~씨 -03- 11 2004넌 3분기 사용흥 핵연료 관련 

;’이찌-0:， - 1 긴 2OO3S년 2를기 액혜 뮤톨률 한런 

20C씨-03-10 2003't!! 2톨키 기찌유톨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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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 : [ 1 í 21 

.... ~~ .. “ ‘;> ;> ;~ ~ . 、~. ’ • : ~ ‘_f'':þ_"!. ’ :’ ~ ! ,..’--.:‘ 01>;‘ "' j 

r: -, .’f ‘ .~ ‘ ~，..，.. .. ""‘ -. ,.t 、 ‘.' I .~ :~혀 ， . A. '''"，.~'t “ ‘… •. ~'I l'f열C힘 

짧câñl 끊i훌s~굶￡잃닮t"ÎÌÌ뼈표동값끓늄옮f힘>lg.)rIlE"""，，빼IJfIIllnlÏÉ힘 I!rf j. 힘휩훌직7 ι 

그림 4.26 기관관리자 정보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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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관i!l 웰 절 계 및 구축 

1. 개요 

웹기반의 어플리케아션 설계 및 구축 과정에서의 핵심 

이해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용 웹과는 달리 관리자용 

서비스하는 일련의 정보들을 관리자가 보다 편려하게 

、
서
 에
 

예
”
 떼
u
μ
 

스
 웹
 
용
 

、
비
 용
 
채
 

서
 
개
 
공
 

-
-
U
-
-
-
-
-

공
 
보
 

뺨
 내
파
 
정
 

스
 2‘ 
여
 

사
 

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텍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차인터페이스(l]ser Interface) 
고려하지만 먼저 정보 가공의 편이성을 우선하여 설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주요 기능 및 사용자인터페이스는 요구분석을 준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정 

개용 웹과는 달리 그래픽을 배제하고 텍스트 워주의 페아지를 구성하여 관리자가 

보다 빠르게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2. 주요 컨탠츠 내용 

WACID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어지는 주요 컨텐츠로는 방사성 폐기 

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여해를 돕기 위한 컨텐츠 그룹과 커뮤니티성의 다양 

한 게셔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을 위한 모률벌 정보 검색 지능 컨텐츠를 포 

함하고 있다. 각 컨텐츠 그룹별로 포함된 세부 컨텐츠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모률별 정보검썩 컨템츠 

별 관리요소로 선정된 항목을 겸색하기 위한 도구와 결과를 나타내눈 컨텐 

총 8개의 모률을 10개의 떼뉴로 세분화해서 방사성폐기물， RI폐기물， 해체 

폐기물， 액체유출불，자체유출물，사용후핵연료，영구처분，소각，운반，자체처분으 

구성되어 었다. 

각 메뉴는 

색을 할 수 있는 

였다. 

의 부메뉴 없이 기 

되어 있고， 검색의 

순차적으로 적용하야 직접 정보검 

과 값의 개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 

나. 샤스댐 관랴 컨탠츠 

관리하다 보면 데이타 수집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려， 데이터의 수정 

이나 추가 등의 정보관라와 시스템 자체의 관리 등이 펼요하다. 정보공개 웹페이 

지에서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판리의 복잡함과 웹페이지 구 

성의 난해함으로 언해 야런 관리 부분을 독렵적인 공간을 구성해 관리할 수 있도 

하였다. 

01 로 인해 이런 콘텐츠 한곳으로 모아 관리자가 보다 수월하게 셔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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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수 었도록 

거l 설명하였다. 

웹페이지이다. 표 4.19 사스템 관려 컨텐츠에 대해 간략하 

련텐츠명 

I 관리 

01 용자 관리 

작업 관리 

컨탠츠 2.1 

보고서 

정보저|공 

01 여|측 

RI 더101 터 

갱신 

4.19 시스템 관리 컨텐츠 

주요 기능 설명 

하고. 01 용자 등급 수접 및 기 Ð 요소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관리자 사01 트에서 직접 01 용자를 관리자가 등록 가능하다 

매 분기 기관에서 보고할 데이터에 대 

발생률 평가를 실시 

WACID 일반 사이트어l 제공될 보고서 생성 및 일반사이트에 표현될 

보고서 등록을 포함한다. 

IAEA에서 운영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스템 (DIRATA. NEWMD8)에 

서 요구하는 포뱃에 따라 WACID 의 데이터버|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결과물을 취득 한다 

중저준위펴|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과거 연간 발생량/저장량 수량으 

향후발생량 및 저장량을 예측하여 테이블 및 차트 형태로 제공한 

다. 

RASIS에서 제공하는 RI 데이터를 WACID 데이터베어스 구조어| 맞거l 

변환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CARE 시스텀의 원전 지역 주변 방사능감시기의 촉정치를 일간 평균/ 
기타 i 최대/초|소로 조호l 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보완 

요청 내역을 조호l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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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화면 메뉴의 구청 

가. 떼얀 메뉴의 구생 

WACID 관리자 웹페이지는 판리자의 정보 판리의 편의성을 위하며 만든 페이 

지이다. 따라서 메뉴의 구성방식은 상단메뉴에서는 모률벌 정보를 관리하고 

메뉴는 모률벌 정보를 제외한 사스템관리 업무관리 등을 위주로 관리하는 메 

구성하여 관리자가 손쉽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눈 인터페이스 형태로 구성하였다. 

메인화면에서는 사스템의 운영현황과 각종 시스템 메시지 및 로그， 각 종 게시 

물의 최근 자료를 확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나. 상단 메뉴의 구성 

상단메뉴는 방사성폐기물， RI폐기물， 해체폐기물， 액체유출물， 가체유출물， 사용 

핵연료， 영구처분， 소각， 운반， 자체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메뉴에서는 방사 

성폐가풀어1 대한 개요 설명과 각 모률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0 장단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상단메뉴컨트훌 상단 상단머|뉴 사용자 컨트롤 

좌를록머|뉴 컬트를 상단 좌측메뉴 사용자 건 롤 

하단메뉴컬트를 상단 하단머|뉴 사용자 컨트롤 

로그인 상단 관리자 로그민 화면 

로그인 아|러 

머|인 

데이터 검색 범위 설정 

더101 터 검색 - 핵종(군)별 설정 

데이터 검색 휘사 선택 

더101 터 점색 - 검색 결과 

데이터 종합 결과 - 방사성예기롤 

더|이터 종휠 결과 사용후핵연료 

더101 터 종합 결과 - 액체유훌훌훌 

데이터 종합 결과 - 기체유훌훌륭 

데이터 종할 결과 동윈원소펴|기올 

더101 터 종합 결과 - 해체뼈기옳 

더101 터 종합 결과 소각 

더101 터 종합 결과 - 운반 

더|이터 종활 결과 - 자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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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단 떼뉴 구성 - 방사성폐기 

방사성폐기물 메뉴에는 정 

준 설정， 범위설정， 포함핵종구간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색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회기 

정， 취사선택， 검색결과의 순서로 겸색할 수 

표 4.21 상단 메뉴 정의 - 방사성폐기물 

Page Name Menu 10. 
방사성폐기물 TM 01 

데이터 검색 TM_01_801 

조회기준설정 TM_01_801_801 

범위설정 TM_Ol_801_802 

포함핵종구간설정 TM_01_801_803 

취사선택 TM_O 1_80 1_804 

검색결과 TM_Ol_80 1_805 

(2) 상단 메뉴 구성 - 동위원소폐기물 

동위원소폐기물 메뉴에는 정보를 검색 

기준 설정， 취사선택， 검색결과의 순서로 검색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상단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았으며 조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22 상단 메뉴 정의 - 동위원소폐기물 

Page Name Menu 10. 
동위원소폐기훌훌 TM 02 

데이터 검색 TM 02 801 

조호l 기준설정 TM_ 02_801_801 

취사선택 TM_02_80 1_802 

검색결과 TM_02_80 1_803 

(3) 상단 메뉴 구성 - 해체폐기물 

해체폐기물 메뉴에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 

설정， 취사선택， 검색결과의 순서로 검색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상단 

메뉴로 구성되어 었으며 조회기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4.23 상단 메뉴 정의 - 해체폐기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해처l 뼈IJI룰 TM_03 상단 

더101 터 검색 TM_03_801 

조회기준실정 TM_03_80 1_80 1 

취사선택 TM_03_80 1_802 

검색결과 TM_03_80 1_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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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단 메뉴 구성 - 액체유출물 

액체유출물 메뉴에는 정보를 검색할 수 

정， 취사선택， 겁색결과의 순서로 검색 

떼
 

. 

이
μ
 

느
」
 

았
 수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되어 있다. 

기 

표 4.24 상단 메뉴 정의 - 액체유출물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액체유훌훌 TM 04 상단 

데이터 검색 TM 04 SOl 

조회기준설정 TM_04_S0 1_S0 1 

취사선택 TM_04_S0 1_S02 

검색걸과 TM_04_S0 1_S03 

(5) 상단 메뉴 구성 - 지체유출물 

기체유출물 메뉴에는 정보를 검색할 수 

정， 취사선택， 검색결과와 순서로 검색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았으며 조회기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았다. 

표 4.25 상단 메 뉴 정 의 - 기 체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기처|유훌롤 TM 05 상단 

데이터 검색 TM_05_S01 

조회 JI 준설정 TM_05_S0 1_S0 1 

취사선택 TM_05_S0 1_S02 

검색결과 TM_05_S0 1_S03 

(6) 상단 메뉴 구성 - 사용후핵연 

71 체유출물 메뉴에는 정보를 겁색 

정， 취사선택， 검색결과의 순서로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회기준 

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26 상단 메뉴 정의 - 사용후핵연료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사용후빽연료 TM_06 상단 

더101 터 검색 TM_06_S01 

조회기준설징 TM_06_S0 1_S0 1 

취사선택 TM_06_S0 1_S02 

검색결과 TM_06_S0 1_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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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단 메뉴 구성 - 영구처분 

영구처분 메뉴에는 정보를 겹색 

설정， 취사선택， 검색결과의 순서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회기준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27 상단 메뉴 정의 - 영구처분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영구처분 TM_07 상단 

더101 터 검색 TM_07 _SOl 
조효j 기준설정 TM_07 _SOl_S01 
취사선택 TM_07 _SOl_S02 
거C3 A -「니 켜 2!!..l 끼lt TM_07 _SOl_S03 

(8) 상단 메 뉴 구성 - 소각 

소각 메뉴에는 정보를 겸색할 수 

취사싼택， 검색결과의 순서로 검색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회기준 설정，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았다. 

4.28 상단 메뉴 정의 - 소각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소각 TM_08 상단 

데이터 검색 TM_08_S01 

조회기준설정 TM_08_S01 ‘ SOl 

휘사선택 TM_08_S0 1_S02 

검색결과 TM_08_S0 1_S03 
L 

(9) 상단 메뉴 구성 - 운반 

운반 메뉴에는 정보를 검색할 수 

취사선택， 검색결과의 순서로 검색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었으며 조회기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설정， 

4.29 상단 메뉴 정의 - 운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운반 TM_09 상단 

더101 터 검색 TM_09_S01 

조회기준설정 TM_09_S0 1_S0 1 

휘사선택 TM_09_S0 1_S02 

검색결과 TM_09_S0 1_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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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단 메뉴 구성 - 자체처분 

자채처분 메뉴에는 정보를 검색할 수 

설정， 취사선택， 검색결과의 순서로 검색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회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었다. 

4.30 상단 메뉴 정의 { 자체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I 
자체처분 TM_10 상닫 

데이터 검색 TM_l0_S0l 

조회기준설정 TM_l O_SO 1_S0 1 

휘사선택 TM_' O_SO 1_S02 

검색결과 TM_l O_SO 1_S03 

다. 좌측 떼뉴의 구성 

WACID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업무를 관려할 수 있도룩 코드관리， 

이용자판리， 작업 관리， 메시지 관리， 컨텐츠 관리， 자체처분 업무를 주 메뉴 화하 

여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메뉴이다. 

(1) 코드 관리 

WACID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에 대하여 대부분 코드 형태로 정의하 

여 사용한다， 따라서 해당 코드들에 대한 관리 가능(추가/삭제/수정)이 필요하며 

약 40 개의 코드 그룹에 대한 수정이 현재 가능하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4.31 코드 관리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코드판리 lM_01 좌혹 

공홍코드 변경 lM_01_E01 

Á!썰 코드 변경 lM_Ol_E02 

획종코드 변경 lM_Ol_E03 

앙Af경1111 JI훌 저장시설 코드 변경 lM_01_E04 

Áf용후획연료 저장시설 코드 변경 lM_Ol_E05 

용기코드땐경 lM_01_E07 

시설 유형 lM_Ol_S0l 

λl 셜 그툴 lM_Ol_S02 

시설 lM_Ol_S03 

방사성펴|기물 저장시셜 lM_01_S04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lM_Ol_S05 

며1)1 훌 종류 lM_Ol_S06 

용기 재질 lM_Ol_S07 

용기 훨태 lM_Ol_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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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종류 LM_01_S09 

펴l 기물 등급 LM_01_S10 

발생원민 LM_Ol_S11 

처리 LM_01_S12 

흐석종 LM_Ol_S13 

방사능 측정방법 LM 01 S14 

배수구 LM_Ol_S15 

배기구 LM 01 S16 

유해화학 물질 LM 01 S17 

차펴i 처l 종류 LM_01_S18 

물리적 형태 LM_Ol_S19 

핵분얼성 물질 LM_01_S20 

환경폐기물 분류 LM_01_S21 

연령군 LM 01 S22 

방우| LM 01 S23 

부지 LM_Ol_S24 

대기확산인 J;J LM_Ol_S25 

기상탑 LM_Ol_S26 

장기 LM_01_S27 

특 01 사항 LM_Ol_S28 

핵연료 종류 LM 01 S29 

핸연료 배얼 LM 01 S30 

운반 목적 LM 01 S31 

자체처분 장소 LM_Ol_S32 

자체처분 방법 LM_01_S33 

폐기물 발생장소 LM_01_S34 

자처i 처분 주처| LM_Ol_S35 

영구처분 위치 -1 LM_01_S36 

영구처분 위치 -2 LM 01 S37 

단위포장물 형태 LM_Ol_S38 

(2) 이용자 관리 

WACID 일반사이 통해 등록(가입)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이용 

자 동급 수정 및 기타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자 사이트에서 

직접 이용자를 관리자가 등록 었도록 하는 관라 메뉴이다. 

4.32 이용자 관리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이용자판리 LM_02 좌측 

이용자 2.1 스트 LM_02_S01 

01 용자 신규입력/수정/삭제 LM_03_S0 1_S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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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관리 

WACID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매 

의 수행 스케줄 및 열 발생률 평 

포함하는 메뉴이다 . 

가 지판에서 

실시할 

표 4.33 작업 관리 메뉴 장의 

할 데이터에 대한 

케줄을 등록하는 기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작업 관리 LM_03 좌혹 

검증모툴 일정관리 LM_03_S01 

검증모둘 작업 일정 LM_03_S02_S0 1 

검증모률 작업 일정 압력/수정/삭제 LM_03_S02_S02 

얼발생율 평가 일정관리 LM 03 SOl 

얼발생율 평가 일정 LM_03_S02_S0 1 

열발생율 평가 일정 입력/수정/삭제 LM_03_S02_S02 

(4) 컨텐츠 관리 

WACID 얼반 사이트에 제공될 갤러리， 문헌정보， 용어사전， 렁크 등의 컨텐 
틀에 대한 생성 및 등록과 관련된 메뉴 생성을 할 수 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표 4.34 컨텐츠 판리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컨텐츠판2.1 LM 04 좌혹 

갤러리 LM_04_S01 

갤러리 2. 1 스트 LM_04_S01 ‘ SOl 

갤러리신규입력 / 수정 / 삭제 LM_04_S0 1_S02 

문헌 LM_04_S02 

문헌 리스트 LM_04_S02_S0 1 

문헌 신규입력 / 수정 / 삭제 LM_04_S02_S02 

링크 LM_04_S03 

링크 리스트 LM_04_S03_S0 1 

링크 신규입력 / 수정 / 삭저| LM_04_S03_S02 

용어 LM_04‘ S04 

용어 리쇼트 LM_04_S04_S0 1 

용어 신규입력 / 수정 / 삭제 LM_04_S04_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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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 

WACID 일반 사이트에 제공될 각종 보고서의 생성 및 일반사이트에 표현될 보 

고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표 4.35 보고서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보고서 LM 05 좌측 

표춘/요약/연간/협약 보고서 등록 LM_05_S01 
보고서 리스트 LM_05_S0 1_S0 1 
보고서 신규등록/수정/삭제 LM_05_S01 “ S02 

보고서 출력 LM_05_S02 
중저준위펴|기울 LM_05_S02_S0 1 
기간 지정형식(연도~연 ) LM_05_S02_S01_S01 
특정연도 형식〈연도) 

I| L L LMMM O O O555• S SSOOO222-•3SSOO022 • SSOl 사용후핸언료 

기간 ;;:1 정형식(연도~연도) 

특정연도 형식(연 ) LM_05_S02_S02_S02 
액처l유훌울 LM 05 S02 S03 
기간 ;;:1 정헝식(연도~면도) LM_05_S02_S03_S01 

특정연도 형식(연도) LM_05_S02_S03_S02 
기처|유출물 LM 05 S02 S04 
기간 지정형식(연도~연도) LM 05 S02 S04 SO 1 
정연도 형식(연도) LM 05 S02 S04 S02 

자처|처분 LM_05_S02_S05 
기간 지정형식(연도~연 :) LM_05_S02_S05_S01 

특정연도 헝식(연도) LM 05 S02 S05 S02 
-λ↓‘- j -「F LM_05_S02_S06 
기간 ;;:1 정형식(연도~연 : ) LM_05_S02_S06_S01 
특정연도 형식(연 > LM_05_S02_S06_S02 

해처|며IJI 울 LM_05_S02_S0 7 
기간 ;;:1 정형식(연도~면도) LM‘ 05_S02_S07_S01 
특정연도 형식(연 ) LM 05 S02 S07 S02 

동위원소폐기물 LM_05_S02_S08 
기건 ;;:1 정형식(연도~연도〕 LM 05 S02 S08 SO 1 
특정연도 형식(연도) LM_05‘ 802_S08_S02 

영구처분 LM_05_S02_S09 

JI 간 지정형식(연도~연 LM_05_S02_S09_S01 

정연도 헝식(연도) LM 05 S02 S09 S02 
분 JI 검토/정기 보고서 등록 LM_05_S03 
보고서 리스트 LM_05_S03_S01 
보고서 신규등록/수정/삭제 LM_05_S03_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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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제공 

IAEA에서 운영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스템(DIRA T A , NEWMDB)에서 요 

하는 포뱃에 따라 WACID 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결과물 

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표 4.36 정보제공 떼뉴 정와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정보제공 LM_06 좌측 

NEWMDB 입력자료 LM_06_S01 

NEWMDB 입 혁 자료 출력 LM_06‘ S01_S01 

DIRATA 압력 LM_06_S02 

DIRATA Report LM_06_S02_S0 1 

MDB 포맺으로 변환 LM_06_S02_S02 

(7) 추이예측 

중저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과거 연간 발생량/저장량 수량으로 향후발 

생량 및 저장량을 예측하여 테이블 및 차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떼 

뉴이다. 

표 4.37 추이예측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추이예촉 LM_07 좌측 

사용후핵연료 발생/저장량 LM_07 _SOl 

사용훌핵연료 예 추01 분석 LM_07 _SOl_S01 

중저준위며IJI 울 발생/저장량 LM_07_S02 

중저준위펴|기울 예혹 추01 분석 LM_07 _S02_S0 1 

(8) RI데이터 갱선 

RASIS에서 제공하는 RI 데이터를 WACID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게 변환하 

기능으로 구성된 메뉴이다. 

4.38 RI데이터 갱신 메뉴 정의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RI데이터 갱씬 LM_08 좌측 

RASIS -> WACID 개봉선훤 갱신 LM_08_S01 

RASIS -> WACID 밀봉선원 갱신 LM_08_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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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CARE 시스템의 원전 지역 주변 방사능감시기의 측정치 

소로 조회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4.39 기타 메뉴 정의 

일간 평균/최대/최 

요청 내역을 조회 

Page Name Menu 10. Menu Position Page Oescription 
기타 LM 09 좌촉 

CARE 연계정보 LM‘ 09_S01 

발사능감시기 데 01 터 검색 LM_09_S0 1_S0 1 

데이터 변경요청 검토 LM_09_S02 

데이터 수정요청 승인 LM_09_S02_S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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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라자 WEB 화면 

관리자용 웹화면은 정보공개용 웹에서 서비스하는 일련의 정보들을 관리자가 

가공하여 정보공개용 웹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그래픽보다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주요 기능 및 사용자인터페이스는 요구분석을 준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정보공 

개용 웹과는 달리 그래픽을 배제하고 텍스트 위주의 페이지를 구성하여 관리자가 

보다 빠르게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가. 때언 화면 

훌g현홈 、 W.~.‘CID 되 운굉 강EH톨 따ξFδ‘논[1 도둥I)i 되는 정보훌훌 저l 공당니다 

” 111I111I IIJ __ 흩l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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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A T A ))12 
WACID_AEAL 22200 

사용톨KKB) OOV0<8γ 쪼훨.C%) 
/ 

4802 54}! 4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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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ffi8 142 9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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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멈 로그인 후 보이는 메인 화면은 데이터베이스 가용량과 접속현황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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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림 WACIO 일반사미트 가잉 혹하메셰지 전송 
요를 검흥(국드 오름) 정정 매셰지 정홍 
오톨 검홍(포뱃 오톨) 정정 메셰지 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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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관리 웹 메인 화면 



하는 운영 현황과 이벤트 및 메서지 로그를 포함하는 최근 로그， 공지사항， FAQ 

커뮤니티 항목의 최근 게시불을 보여주는 최근 게시물을 나타냄으로써 관리 

자가 로그인 후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향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화 

면이다‘ 

나. 장단때뉴 관련 화면 

상단메뉴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라 정보인 방사성폐기물， 동위원소폐기물， 해체 

폐기물， 액체유출물， 기체유출물，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소각， 운반， 자체처분 같 

폐기물 모률을 일반 검색 용기단‘위 검색 포장단위 검색 월단위 검색 등 개별 

모률 나름대로의 검색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였다. 

(1) 상단 메뉴 관련 화변 조회 형태 

각 모률별 조회 형태는 바슷한 형태의 순서에 따라 조회할 수 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각종 조회 기준에 대한 설정을 먼저하고， 각종 범위설정， 포함 핵종 구 

간 설정한 후 보고자하는 데이터를 취사 선택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하고 조회된 폐기물 단위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정보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 

구성하였다. 

방사성폐기불 모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률의 검색은 조회기준설정 이후 바로 

취사선택 후 검색결과를 봉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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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회 기준 설정 

관리자가 조회를 할 때 각 종 기준이 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나열하여 데이터 

조회시 불필요한 내용을 걸러내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다. 

데이터의 각 속성을 종류별로 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히 기준 

을 정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회한다. 

R 데이터 조획 - 죠획 기훈 설접 

I ~~~ 에시 

갑엑 시작년I!(힐성월차) 

판리시응 or 밑생시샅 l 렐 선빽하지 않톨 훌 

훌기엉엉 밑;t;} 

멘트여앙 「예 ("01니오 

내부~톨체 흥특 |홉 선쩍하지 않를 힐훌 

엔훌l 암사늘 .형밤잊 l 휩 션먹하지 않을 훨 

압혹엉 대루 r 떼 (" OIU오 

고확찌감밑잉여!;! 

!;!D엉.뭘 tl유 대투 

전~~톨흩여를 

루산톨뭘생가늘잉얘루 

.21칙힐댐 

.71톨 톨특(IOCFl\61 ) 

임시져장시영 

욕안검사밑자 

r 에 ("OIU오 

r 떼「마U오 

r 예 ("OHJ오 

r 예 ("01니오 

l짧션먹하시많톰 훌 

|휠 진댁lH지 많을 훌 

l흰 선먹하쩌않를 훌 

킹엑 흥g년톨(일성얼~) 

표 뭘생월민 l뚫 션택하지 많를 립 j 

훌기 g류 때 1맨아지않홈 헬 Zl 

g·mggs.사 ,@gglI .l s용 g·앙sSmit r 에 ("이U오 
l 플i 션빽하지 않를 입 :1 

굉 |휩 션획하지않를 뭘 :i 

표 가연엉대루 ("예 (". OHJ오 

톨1D~를대부 「에 「마U오 

루삭g 머루 「예 「며U요 

r 예 ("OHJ오 

「떼 ("01니오 

l거톨 훌튜 l 됩 션빽하져 많를 톰 ZJ 

죄 l기톨 톨튜(국내/IÞéA> 윌 션빽하지 않톨 뭔 썰 

퍼 혼용빙상톨기톨 톨를 |웹 진빽al}J 않을 톨: 희 

r.리획으로흔제힐 

「 톨리쩍으톨 흔찌하지 않톨 
퍼 용기의유효성 

를안경사 톨il 매상01￥ r 예 ("01니오 

그림 4.28 데이터 조회 - 조회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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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설정 

특별한 속성에 대해 관리자가 임의의 범위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화면으로 수치 범위를 갖는 모든 속성들을 여러 종류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최대 다섯 가지 속성에 대해서 범 

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D eaæ> !!꺼CïI pp앵 률구(l) 5 •• qp 

“ ~II ... . ~ ~헤 깅 tl훌에 ~."tr꺼 흘마다OI :J 

n 댐이터 조호1- 영워 설정 

l 텅).f성 : 111 

「 ~‘ . .- - ..J..→~~. 

범￥| 앙정대상 비교연산자 머입강 단위 

.:11 ’ .. , - ; :]1 
- - ’‘- - -、 -

「 ‘ - - -
영워 힐정마상 비교연상자 

Jr 
-

.r -
양워 j;:징 때상 

.-’ -‘ 퍼~‘ 
’ •.. ‘t ‘ ’ ... ‘…l ’ 

- ‘ i 

'i!I위 열정 대상 비교연상자 대입강 

-” , 쇠l :안 , ; j| 
~-- 깅r-~..... .... - ~- ~~흩-

「
1 

-
--Jo,. ‘---‘!I ~I 영쟁대상 비교연산지 대입강 

:ii 」‘ τ‘ .，늘 :u 
= U .I -) . =~소 ; 

그림 4.29 데이터 조회 -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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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함 핵종 구간 설정 

핵종에 대해 관리자가 임의의 범위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을 때 사용하 

는 화면으로 모든 핵종들을 여러 종류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최대 다섯 가지 핵종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를우m 톨삐1’ 
gαoa 녕 섭. u :o켈걱‘~ 양 용 

“ ‘ 혜이터 죠회-포함현쯤 구간설정 

’ 잉셔;~ ~ } 융 

::..l.....i g" 엉흥 미상 버교 연선자 때윌강 단위 

\'‘. :'.:" ~ 되| 깐'; ; i;", ~"'8 :::J I ψ ;nJ 

~ ， ~ ，~ 

~~μ 뇨 
뱀위 빼정 대상 1:1 1교 연산지 때엄강 단외 

\ ' ,i;.' ‘’ 셔 :"]1 ';" . ~ '" 서 νm3 

:다용-> ， =휘쇼; 

그림 4.30 데이터 조회 포함 핵종 구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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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사선택 

각종 기준에 따라 선택된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속성만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 

도록 하는 화면이다. 

ø 더101터 킬썩 - 취사선택 

h:서 ~l t2 711i 

빼사건며 가능톨드 

훌 

괴 

;다륨+ ， =~니소 ’ 

툴윌~ 

그림 4.31 데이터 조회 취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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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회결과 

취사선택까지 마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테이블 형태로 각 데이터의 

정보를 보여준다. 하나의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각 정보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 

다. 

-_ :.. ftll 치 

φ" je(t) 룰커t빼 ."."W 요팎D !i.뻐앵 

D' ril이터 ~화 - 조회 결과 

l 앙‘’~ ':1 7 þ: 

흩꺼 번효 호고 ·껴 !lD .. " .끼 톨칠 .커 빼톨져 l겨““악를“V 
RW-20D41-0081210 1잉D4 1 'iI쁜강·끄 빼 드홉 100 1.0 ‘ -26 요힌 U. IIO 흩0 시를운영 

, RW-20D41-008121\ 갱띠 앓상쿄빼 르S‘ 2빼1 01 -2‘ 요건 1111000 사를릎헝 ” ’‘ 

RW -20D41-0081Z11 얘D41 ‘일반잡고빼 드합 1OO~쩌-1. 요건 lZ . IIO_oo 서흩흥영 • -

Rw:ïö04ï:iïöëiiï :t X1041 밑반잠고해 드S' lOO l경 1 ' 2‘ 요g ‘ 2 뼈 @씨를운영 
- -.. ι RW .뼈41-008121‘ l()041 일반잡고빼 드힘.빼내l .l‘ 요~U “000셔톨흩영 ; 

RW. Z0041-008121잉(J04ι 말반참괴빼 드힐 ?앵1 -0 1 -2‘~~ u :ÕÒ õõ 셔i끓형 -_ ... _ ... ~…. -

RW ‘ ZÐ041-0()1““ ZOD41 ι : 밑반잠끄빼 드흰 tool ‘ o‘ .)0 요윈 U 011-00 셔톨운영 ’ 
죠에 -20D4 1고ßl121' 껴D4 1 ., -- ': ，말한칭패트값QØl애\ . lQ호를고융õõ:ii끓홍----~----‘_.-
RW -20 D41-00'111&.l0D41 iI반잡고생 드iI'lOII l -0\ '얘 요걷 Jl .IIOOÒ시힘운영 

’ , .-.- _.,-- • _ .. _ .. _ •....• -• - • 
II.W- 20D41-0011219 2QD41 윌반얻고빼 드~ 1OO ‘ -0 1 -)0 요B 12'00 • 00 )1"운영 

’ RW -20 D41-001 ‘2Z0 l()D4! 필반침고해 드링’ lOll l -al ' lQ 요징 ll 'GO OO' 셔혈흩기영-
• RW-20D41-00l t221' l 0 D41 'iI믿껑fù빼 드 fii 200 1 0 ‘ . )0 요를 12 빼 g셔를응영 
' 11.써' 2며41-뼈miZO{j4.1 싱~'!f뼈‘.。ε.07 오걷 Il : Q~ 뺀샤를흩힘 
... .... ε0041-0011 22:\20D41 ' HIC-PE ’ 1OO‘ -02.12 2!!! IlIlO 00 셔를응영 

_" . l0041-0081ZZ4 Z0D4 1 ' HIC -P ZOII1 .02- 14 요I! 11 GO 011 셔를운영 
' RW-김파1-00값강;써혀 비C-PE 꿇다감;호~ii급;표씨대;흘형--→ ---
• ι ; 

.. .. - 20(“·야:' 1 11‘’0041 H.lc. I'r NlOl 생1' 22 호전 1 2: 00 ‘ 00:서g운영 
RW-20여1-()081 22 120D41 일반잠고빼 드힘 2001-02-27 오전 12 : 00 : 00:시S릎영 

RW승o며1 - 0081 22~ 20며 " 톨험괴체 드럼'2001 -02 . 11 요I! IZ 011 .011 시혈운영 
RW-20D41-008122 ... 20D41 ’휠~~ il헤 드톨i!'ïoöi: iïi‘ 27 2 1! ï'2:빼 :OD 시1잉운염 

' RW-2화41- DOlI l상01야41 ‘ ·밑면휠과혜 등휠?생Ql ' OZ- Z7 요a ii . oo : 1Ili셔얻흡멀 _. __ .-
- 1i-ii&i:gi펴 2004‘ 얼힐생ïil il-!:. i! 뼈끊:ï~꿇긴파;굶피끊훌 --

.lI ·zmil·@·iZiir$i - - ”ic.,i m i ·Oi ‘ 05 2 1! Il 0' . 00셰훌힘 ! 

= CS、연환 *다시검색 =혀소 

그림 4.32 데이터 조회 - 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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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세정보 

선택된 개별 데이터 단위의 상세정보를 속성들의 그룹별로 묶어 보여준다. 

융기언효 RW-2(삐4HD312’ 3 용기내률적 m3 

월생일자 12001 -미 옮 멸 용기외용쩍 m3 

말생원인 !서양은엉 퍼 외루쳐폐lIA류 l ... 선택하지 않흩 꾀 j 

용기포장밑자 l2001-01-26 쉽 내루째체훌튜 | i침 진핵하지않을룹 최 

용기훌를 |힐반짙교빼 드월 ZI 륙요냄샤밑자 l 결 

「 언트 며투 「 욕안검사 OI~뼈부 「 표지루칙 대투 

‘ 핵문열성 를질 

호고혼깐 i훈얼흩〉톨훌 ~슐(Kg)’ l 

호~ 효훨j 

‘ 유해학핵 물질 

그림 4.33 데이터 조회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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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좌측메뉴 

늬
 

하
 

괜
 화
 

드
 

코
 
메뉴 

관련 화면 

WACID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자관리， 작업 관리， 메시지 관리， 컨텐츠 관리， 자체처분 업무를 주 

여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메뉴이다. 

하
 
며
 

의
 
하
 

처
。
 요
 

필
 

사용되는 분류에 대하여 대부분 코드 형태로 

코드들에 대한 관리 기능(추가/삭제/수정)이 

수정이 현재 가능하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관리 

WACID시스템 내부적으로 

여 사용한다， 따라서 해 당 

약 40 개 의 코드 그룹에 대 한 

코드 (1) 

CÐ .경(f) 톨꺼앵 .~.껴넬 틀구@ 를.톨뼈) 

i얘 ...... . 용 .:a~ ~톨빼 .jIÐ"" ‘’d CXl ~ 

l ‘i실 

전체시혈 

기타원자럭 미를 
예비용 

시잉 

PIEF툴속속시영 사용흥엔연료처리시혈(PIEF)의 루속시힐로 액체뼈기톨톨 Af연흥lIt톨 톨헤 쳐리 
(자연흥월시힐) 하는 시잉 

우리나라 자왜쩍으로 개옹받V 다를쩍 면구를원자료 헥얻료능 19, 75% 를혹된 부 
랴를연료， 강악찌는 경수/를수‘ 반사씨는 흥수 사를흥앤연료는 a싣방식의 하U 
료시용훌핵연료 져장조에 ~~하고 잊으매， 흥져훈위방사성회끼.은 소내 빙M 
생R기톨 제 1저장고， 제2쩌장고에 져장하교 있다 

하나로및판계시 
잉 

하나로영악시잉(~ 
~3fU로를속시흩민 조사U시휠시잉(lMEFl. 

MJ:I 시험시Q:) 

원자획연구소 
DECOMMIS (뎌미 
터전융씨잉) 

KAERI 기타시멸 예비용 

연구로용빽연료 
가용기영 

$2H; 연혼시열 

한국수억월자럭 
ERP (대미터전g 
시영) 

끄러 제 l 밑건소 

고리 l효기에 대한 건흩허가능 ’97천 51/ 31엉에 밑급되엎고. 응~&i기는 1972 
년 5월 31밑에 발쿄되었으며. 197원 411 2s일 현기생산톨 위한 S엠웅현를 개시 

고리 원전 l호기 하었다. 사훌훌핵연료능 a식방식의 M을훌핵연료쩌장조(훌탕2001애TU)삐 쩌장 
하고 있으며 흥져흔예.71.응 소내 양사성l기톨 제|쩌장고. 쩨2져장교 체뼈 
장교 ~4저장고에 져정하고 있다. 

교리 2효기에 대한 건잉허가는 19π뀐 ”쉴 18밑에 뭘극되었고. 용영허가는 1983 
연 8월 10밀에 일를또|었으대.198뀐 7월 2s월 현기썽산톨 위얀 응업운전를 재시 

고리 윈켠 Z효기 하영다， 사용훌핵연료는 슐식방쇠의 사를흩핵연료쩌장~(용앙종g에TUl에 쩌장 
하고 있으대.a쩌준꿔.71.은 소내 양사성l기를 제’아|장고‘ 체2쩌장교. 제3쩌 
장고. 째4져장고에 R정하고 잊다 

고입 셰 2 뭘전소 

교윈3호기에 머한 건잉허가는 19π션 12월 24흩에 얻극도|었고 릎영허가능 1984 
년 9월 영월에 맡극되었으며， 빼윈 9월 뻐월 전기생산를 ~한 상얻릎견톨 개시 

고리 원전 3효기 하영다. 사를흩핵연료는 g식방식의 사를*t!연료져장죠(를앙 %αo1TUl에 쩌장 
하고 있으며. 흥쩌흔쩌l기톨은 소내 앙사성R기를 제 l져장고 쩨2Ja장고 . .11 3쩌 
장고. 제4~장고에 쩌정하고 있다. 

교리 4효기에 대한 건영허가는 19π션 1211 2‘밑에 밑끝되었고. 뭉얻허가능 1985 
년 611밑에 밑쿄되엎으미 . 1얄 

aa 톨건 .~기 81옆디. 시U''t얀 R툴 a아g -- --- - -

하u로 

진핵 

「 전추 
r ETC.F및I 

r EVAPO J'ACT 

「 엔번맥9호쓰I 

「 맨토E 

「 뻐NPJ<R2 

「 앤탠막ATA 

r !s앞겐투쓰I 

r !s앨겐꾀E 

「 ι앞겐과M앤 

「 쁘~띄ATA 

「 핸인뜨댄l 

「 쁘인E초!ill 

r KHNP J<R ll 

「 션앤맥으 

「 쁘앤E초~ 

「 싸iNP~‘ 

관리 4.34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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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리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이용 

있으며， 관리자 사이트에서 

메뉴이다. 

이용자에 

하고 

관리 

등록(가입)한 

편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해
 
를
 

통
 
소
 

요
 

로
 
「등

 

(2) 

일반사이트를 

자 등급 수정 및 기타 

직접 이용자를 관리자가 

WACID 

n흩@ 톨톨‘fl 톨꺼φ .".끼어， 도팎D 틀.톨QI) 

“ 회 ........ @:i)~ ’:AiI에 ..ìI.~'" 훌이디어 J ’ 

a 01용자 관2.1 

1 0'1 8시 :t l !..:.!:... 

대톨찌그. ; p ’ 전처| 섣 최 

aα/αν04 00:00 

톨 식τ，， ; r. 톨Of가71 j 

2α찌/αν03 14:26 

2(1써‘mγæ ’ 1 ’ 51 

2004/05/04 21 :35 

2뼈/어/1600:00 

2α)4/0313 1 16:47 

2C뻐1/03/3 1 11 :09 

2아씨1/02/08 00:00 

임의선택그톨 

KINS 관리자 

밑의션뼈그톨 

입의션빽그톨 

임의선빽그를 

일반미용자 

KINS 판리자 

개월자 

Et스트 

효}수원 

한전연료 

KÞεAI 

리스트 

조를뼈 

「 인a핀댈l 

「 표만택 
「 쁘인E 
「 앤뜨꾀택 
r 15앞겐 

「 표효표E 
「 민옆띤쁘 

=신규용를 ; 

----r 

4.35 이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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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관리 

WACID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매 분기 기관에서 보고할 데이터에 대한 검 

증 모률의 수행 스케줄 및 열 발생률 평가를 실시할 스케줄을 등록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메뉴이다 . 

n 작업펀리 

I l~~ 보 ii 석업 일 성 ?성 

겁g씨ζμ밑자 2004-Ð6-01 김훌훌료밑자 2아껴매6-30 

때상기관 |효택수럭원자턱 .:::.1 매상모톨 |잠빼 섭 

대미터힐석 r.- 톨끼정보 (' 과거정보 작입얼영 흥쩌흔워데미터검흥 

; 수~ :11 휘소 

-

그림 4.36 작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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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텐츠 관리 

WACID 일반 사이트에 제공될 갤러리， 문헌정보， 용어사전， 링크 등의 컨텐츠 

들에 대한 생성 및 등록과 관련된 메뉴 생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I 컨텐초 환2.1 

I ;:21잉 21스프 

분류 : I 펙 전처| 걷 괴 

。，미찌 

톨 댔 [기껴 및 설버] 쩍찌유률울 시료체칙용 페녕 

딛π 했 E생셔영유훌휠-윈했OL며파JI 

톨톨 댄7. r앵사션원펀뺏JI활시료찌휘 

r 2fìG. l꺼꺼 얻 잉버 l 륙‘성훌께수기 

흩꾀 「 빡 I방사성암톨월l 액체 뻐널리비01커 

틀1 r_꺼 [빨렐 실현더힌 서를영 

“ [1 J (ZI ‘3] (4J [51 [6) (7) [8J L91 ... 

: 신규퉁룰 

그림 4.37 컨텐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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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 관리 

WACID 일반 사이트에 제공될 각종 보고서의 생성 및 일반사이트에 표현될 보 

고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a흩@ 톨톨(잉 톨기않 .~.꺼때 도구m 를 •• ‘ψ 

~~ . ... .. ~ ~ aI a흩빼 :.i) .~’거 에며디OI~ 

ai 컨단l츠 관려 

표준/요약/연간/협 약 보고서 등록 

를고서 를톨 : I ‘정해 톨고셔 I.=J I ~ 전처| 일~6.!.f 모를 를를 :1 휴전처| 모를 ..:i .:J 얻억 톰를 : I“ 전처| 헝식 i 죄 

C76 a악보고서 흥^t푼위 11기톨 연간 대 A E 보고셔힘 

C 7'5 연간옆고서 흥져흔위폐기훌 며-카‘ 200퍼킹 훌갱흘월훨기톨 월싫힐 ‘보전톨 훌률톨2.m 

C74 연간보고시 흥저흔위11)1톨 연간 200뀐 훌쩍~월11기름 윌설월 ‘로좌영 훌릎경2.~킴 

「저 표훈보고서 흥저흔워 11기톨 연도-연도 200뀐 흠져g위R기톨 저장탕 (투지를 흥톨멸) 험 

C72 표흔보고서 흥쩌훈외11)1률 연도-연도 때뀐-2003녕 흥~외11)1톨 힐생률 (영도를 대전덕직툴". 험 

C71 표준보고서 훌R흔~I삐기톨 연도-연도 1999녕-200웹 흥쩌흘원12!톨 월첼휠 (옆도톨 Qf영덤직률 험 

C70 표준보고서 흥저훈위힌)1톨 연도-연도 때l녕~없B년 훌저l:t윈훌기톨 휠셜얄 (며도톨 월져훌월자 . 휩 

r69 표흔보끄서 흥저훈워삐기톨 연도-연도 2001녀~딱벌 흥정흘mt키톨 뭘갤얄 (옆도훌 월전훌월자 .. ‘ 힘 

C65 요약보고서 흥저준외8)1톨 연간 200현 률저춘영az!톨 it셜훨 i휠국. 훌를톨) 험 

C6B 표흔보고서 흥져훈예회기를 연간 2003녕 률저ξ월뻐기톨 뭘설딸 (루지톨. 훌"톨) 험 

r64 a약보고서 용져준예톨기를 연간 2003녕 훌~윈~ 뭘앨활 샘국‘ 표옆염활를포갑엔12.1:낌 

C62 표흔보끄서 }J용*tl연료 연간 200뀐 사톨훌엔염료 져잘탕‘고리월짚흰브지 배훌11 렘 

r61 표흔보끄서 }J용훌t.l면료 연간 200웹 사툴I핵연료 Jí생휠 (고리월파럭투자 뻐엄톨L~ 

C60 Jf.훈보끄서 사용흥빽연료 연도-연도 1잉원~細녕 좌를훌헬엉료 갱잘휠 엠도톨 저국， 워자 . 협 

CS9 표준보고서 }J용흥핵연료 연도-연도 1몇웹-떨렐3 쏘훌훌웰엽료 검질훌 l엉도톨 징굴 뻐월 행 

r 5B 표준보끄서 사용훌피연료 연도-먼도 199뀔~딱벌 &율훌헬엽료 를셀휠앤도톨 징금 빼월 험 

r57 표준보끄서 사용훌빽연료 연도뀐도 199엽-따웹 싸톰후헬엽료 .쩔휠 l염도톨 짙로 윌 Ãf ， 햄 

C56 요약보끄서 기빼유흩톨 연도땐도 1999잉-쩌B닝 기젝료톨를 뼈훌 챔잭 영도벌 Qf짙딘징툴 힘 

rss a약보고서 기체유를률 연도-연도 199뀐~낄떡입 기혜융D...!U 회점 엠도영 휠영윌좌현 행 

“ [1] [2) [3) (4) þ" 

: 섣큐톨록 : 톨Cf가71 

그림 4.38 보고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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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제공 

IAEA에서 운영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스템 (DIRATA， NEWMDB)에서 요 

구하는 포뱃에 따라 WACID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결과물 

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Waste Class Matrix I Aegut린QL~ I ~원넨띤맥 I Milestor.es I 쁘QQrtin9 Group 
π-훨꾀파료꽉궐힐표T당cil파 - Storaq~I~훤꿇교표~으.r.ï l 핸흥--

J R‘mnUrtm1131'iD'il서 (l,lSS 111 W-SI % 111 W-I 1 % 비 l'.i. 
o 
￡ 

O 

10 

100 

o 

NélnH' 1 IJII Nrlrnp Division W‘셔fIIl얀따써fι써P샤lJi1셔세↑ιj셔lI1D때F III서li1l“l'ìI、 IIJ미J시川11 Nrl세lIllIl“‘P、 D…m’~씨II1II“이[M. 7__ (Wiii<<i'.id di 
R( ‘mII‘’ liiJ 1 

MOST ~~~i~~.~~Science and Radi~~~_~afety 아I radioactive waste including spent Gwache'oo 
Technology Divisíon nuclear fuel and spent radiation sources City 

.선llI;a관앤ârrlC I YPt 
’“IUI 、 I !~rI Cf' [)dl(、 I-' roflluldt .. ,j 

ImI'D1JJl‘ L aJIIilIIBdüiRil 

Atomic Energy Act Law 
Enforcement 
Decree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tomic Energy Act Regulatîon 
the AEA 

。rdinance Ordí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Regulation 
。，f the MOST Technology 

Rè9ulation onthe classífication, collection, 
and deli-."ery of radioisotope 뻐하e 

Siting criteria for spent fuel interim storage 
힘cili힘es 

Design criteriafor /OW- & intermediate키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MOST 
Regulation Notice N。‘

잊←07 

MOST 
Regulatíon Nofjce No, 

91 •)8 

MOST 
Regula:빼n . Notic:e No. 

91 • 09 

MOST Quality assurance criteria of radioactive waste 
Regl삐at!on Notice No. management faci때es 92-17 

그림 4.39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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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이예측 

중저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과거 연간 발생량/저장량 수량으로 향후발 

생량 및 저장량을 예측하여 테이블 및 차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 

뉴이다. 

I흩lÐ I!/:i t틸 룰가~ .겨톨거때 도우ID 효l톨뻐 

‘i 얘톨 . .. . 흩 와 깅 에:l ~.~ :iI . )lJP .(1이디OI \J 

예혹흥류 「 알앙량 ; 저장힐 

떼혹대샅 l 원자로 ~I고리 원전 1호기 피 

최큰 。써 수헬윌 늄E늄4-12 니앞뿐」 

。/H수딩주기 115 개힐 ~ 

i주기당 저짧 I뾰-- 뀐할괴 

예혹기간(년)r← 년 

20&S-’ 1 . %006-10 2008-1 J. 2009-. 

30 60 ; 90 : 120 

132.00 

118 .80 

105.60 

92 .40 

79 .20 

66 .00 

52 .80 

39.60 

26.40 

13오O 

00 .00 

그림 4.40 추이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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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I데이터 갱신 

RASIS에서 제공하는 RI 데이터를 WACID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게 변환하 

는 기능으로 구성된 메뉴이다. 

댁이당 、앙야LHI려l하나 약한시간쟁도소요됩니다， 

깨홍현코 갱신 l 

그림 4.41 RI데이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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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CARE 시스템의 원전 지역 주변 방사능감시기의 측정치를 일간 평균/최대/최 

소로 조회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보완 요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이다 . 

• ".，켜빼 를구(!) 도톨뭘QØ 

률톨에 펴.:;11." ’è (JOOl 녕 펀w ~~ (희 

밴효 a월1I판 요훌얼;Q-; a혈경 

r 13 고리 원진 l호기 a뻐/αν29 test 2뼈IC6I 14 기각 

r 12 끄리 월진 l호기 2004103,1 16 효믿염 3휠기 기11료훌훌 앓~센앙정 설를 수질 요휠 2OO4/C6I’4 브명 

rll 끄리 월전 l호기 뻐l4/03I16 쪽뿜녕 l톨기 ~훌훌염엽료 와럼 2004/C6I떠 반영 

r 10 끄리 월진 l호기 뼈103，1 ’6 때O켈4를기 자웰져붙 횡보 파리 20041αν16 반잉 

r9 고리 원전 !효기 2뼈103，1 16 200켈3블기 훌쩌후휠빼기훌 Zf려 20041떠116 기악 

ra 고리 원전 !호기 20C써103，1 16 <w웹4를기 얼구영을 절보 고}려 대끼를 

r7 고리 원진 !호기 a때103111 2004녕 3훈기 M:툴후 엔영료 팝련 2뼈l!lν03 기각 

r6 끄러 원천 l효키 X뻐103110 때3s넘 ~끼 쩍첼 g훌톨 응원 마기중 

r5 고리 원정 l효기 20C써，/03，1 10 2003녕2톨기 기헤류를톨 판련 20여I/!lνæ 기각 

r4 고리 원전 !효끼 20C써1/03116 ~캡2를기 mt폐기톨 흔렐 2004.ηl3j 16 기각 

r3 고리 원진 1호기 20C삐/03104 2{)Q캡2툴기 훌쟁훌예 회기를 한렁 대기흥 

r2 고리 원잔 1호기 20C써/03，1떠 200원 l툴기 률위월소예기톨 ltf렁 2뼈IC6I 14 기각 

rl 고리원진 1효기 20C씨103，102 ;;>00웹 I툴기 훌쩌주위빼기톨 망사선학적 정보 수절 a혈 매기중 

’‘-

그림 4.42 데이터 수정 요청 검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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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5 장 기EI-기관 방사성펴l기물 

정보관리 채겨l개발 ̂I 원 

제 l 철 기관벌 야용자 요구분석 통한 업출력 설계 

가. 각 기관벌 취급 방사생 팩기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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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 기관벌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및 업무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및 분석하였다. 대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띤구소 한전원자력연 

료주식회사， 원자력환경기술원 등 설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여력관려를 하고 있 

는 원자력이용기관으로 WACID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시하였다. 

(1) 중져준위혜가 

(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KHNP)설문조사 결과 

저장용기를 재 포장할 경우 5개 이상의 용기를 재포장하지 않는다. 

전체 호거의 이력판리 형태를 ERP System에 맞게 표준화 중야다. 
월성원전은 호기별로 분류가 가능하나 나머지 원전은 구분이 어렵다 

(나) 원자력 연구소(KAERD설문조사 결과 

험용 폐기물 중 동물사체도 발생되나 건조처리로 인해 미량 발생한다. 

고체 폐기물의 중량은 가연성웰 경우 부피로 따지며 1:31 가연성은 중량으로 

구분한다. 

재 유리수 킬라이토제는 유무는 기록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 이유로는 

향후 처분장을 고려할 경우 당연히 킬라이트제와 유리수는 포함되지 않아 

야 할 사항이므로 의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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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질별로 분류한다.(농축 폐액은 액체 폐기 

에 포함됨， 발전소 쪽에서는 고체 폐기 

배치된 드럼은 이동이 거의 없으며 이동 정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음 

드럼의 저장위치는 모자이크 식의 랩 (Map) 을 구성하여 관리함. 

방사성 폐기물 정보는 월별 분거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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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 잡고체는 가연성 재질을 포함하여 청 

(2) 사용후핵연료 

(가) 한국수력원자력주삭회사(KHNP)설문조사 결파 

사용후핵연료 부분은 현재 한수원ERP System(RWM)에서 

터와 동시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나 시스템이 적용될 때까지 

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자력 연구소(KAERI)설문조사 결과 

사용후핵띤료 부문은 판할 부서가 아니며 사용후핵연료에 

목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설문조사 철과 

해당 없음. 

(3) 액/가제유출물 

(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KHNP)설문조사 결과 

락되어 다른 데이 

WACID에 수동 

데이터 판려항 

발전소 보고 시 2개 호기 의 합한 내용을 풀로 나누어 호가 별 발생 량으로 

취급한다. 

핵종의 종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 원자력 연구소(KAERD설문조사 결과 

기체 방사성 폐기물은 발생됨과 동시에 배출된다. 

연구 목적에 따라 폐기물의 핵종 및 채질이 다양해질 수 있다. 

핵종의 종류는 예상되는 모든 핵종을 나열하는 것이 향후 WACID 엔 필 

요하다. 

원자력연구소는 액체유출물악 방출이 없다. (자연증발) 

(다) 한천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설문조사 결과 

액/기체 방사성 폐기물은 배출어 있다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포함되는 핵종이 한 종류어다. 

(4) 동위원소폐기불 

(가) 한국수팩원자력주식회사(KHl'‘P)설문조사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도 일부 발생되며 위탁을 통한 폐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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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 연구소(KAERD설문조사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도 일부 밥생되며 위탁을 통한 폐기를 수행한다. 

(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설문조사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도 일부 발생되며 자체 폐기 및 위탁을 통한 폐기 

행한다. 

(5) 지관벌 펼수/선택 입력 사항 정립방법 

iλ‘ 
끼-

설문조사를 통해 각- 가관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한 항목 요소를 도출하고 현재 

이력관려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 입력으로 하고 향후 처분장 건설이후와 

WACID DB 관리상 필요한 요소 등을 선택 사항으로 정의하여 향후 각 기관의 

데이터 입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WACID 데이터 항목의 선정은 거존 아력관리와 데이터 요소가 가장 많은 

국수력원자력주석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도출하였고 다른 기관은 설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요소가 많은 판계로 데이터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하여 추후에 관리 

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WACID 구축 샤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요소 도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을 제외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데이터가 많은 기관이고 설제로 가장 많은 시설을 가 

지고 있어 WACID전처l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데이 

터 항목 선정에 았어서 많이 참조하였다. 현재 정보관리 사스템인 ERP 
System(RWM)이 완료되었고 가장 방대한 떼어터를 가지고 있으나 WACID에서 

추가 더}이터에 대해서는 척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연구소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 않저만 다양한 시설과 종류의 폐지물 데이 

터를 관리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는 나오는 액체 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수집요소 

에서는 가본적인 정보만 수집하기고 결정하였다. 또한 원자력연구소는 해체폐기물 

도 관리하지만 연구소내의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소 전체의 폐기물 데 

이터 이력관려와 해체폐지물 이력관려는 독립되어 수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체 

폐지물 이력관리는 더l 여터 수집이나 데이터 관라 측면에서 연구소 판리 데이터와 

같이 판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폐기물 관리 시스템 

(RAWMIS)이 WACID와 동시에 개발야 되는 판계로 이력판리가 가능한 데야터 

WACID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핵연료 가공공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 거판과는 

다소 상이한 데이터 이력관리자 필요하다. 실채 관리 떼이터 항목에 있어서도 판 

려되어지는 데이터의 종류나 양적인 변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경 

향읍 띠고 있다. 실제로 WACID에서는 한전 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테이터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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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파는 별도 관라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환경기술원은 기관의 목적이 방사선동위원소 관리라는 특수한 판계로 타 

기관과는 다른 데이터 이력관리를 하고 았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방사선안전관 

리통합정보망(RASIS)이라는 동위원소 관라시스템이 Kll“JS에 존재하기 때문에 데 

이터 수집 또한 타 기관과는 달리 다양하고 손쉬운 수집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 

러나 향후 처분을 수행하게 되므로 WACID의 체계이해가 처분 DB개발에 매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47~ 가관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단회의와 과제겸 

회의블 월 1회 개최하면서 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요구사항의 수집과 동시에 

의견을 교환해 단위 DB를 개발하는 이용기관에 대해 71 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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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판별 입출력 자료 형식 결정 

(가) 원자력연구소의 정기보고 표준안 내용 요약(예) 

기체유출물 배출현황 

기벌， 원자로굴뚝， RCI 굴뚝 등 배기구 
액체유출물 배출현황 

고체방사성폐기물 현황 

- 고체방사성폐기물 발생/저장 현황 

사용후핵연료 발생/저장 현황 

기타 배출사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정기보고 표준안 내용 요약 

기체유출물중 방사성 물질의 평균농도 

요약자료 

기체유출물 배출실적 (기존시설) 

기체유출물 배출실적 (증설시설/경수로시설) 

- 기체유출물 배출실적 (증설시설/중수로 시설) 

- 기체유출물 배출실적 (열분해서설) 

액체유출물중 방사성 물질의 평균농도 

요약자료 

i 액체유출물 배출실적 (기존시설) 

- 액체유출물 배출실적 (증설시설) 

一 사용후핵연료 발생/저장 현황 

고체폐기물중 방사성물질의 평균농도 

-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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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 실적 

- 자체처분 폐기물 종류/수량/오염도/방법/시행일시 

기타 배출사례 

(나) 정가보고 표준안에 따른 각 기관 입출력 떼야터 요소 

저준위폐기물 데이터 요소 

각 기판은 데이터 수집 시 배포한 데이터 폼에 맞게 중저준위폐기물 청 

입력한다. 자료가 없거나 관리 예정인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하고 공란 

처리에 판한 내용은 머리 약숙을 해두어 에러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용후핵연료 데이터 

각 기관은 테이터 수집 시 배포한 데이터 폼에 맞게 사용후핵연료 정 

입력한다. 

액체유출물 더}이터 요소 

각 기관은 데이터 수집 시 배포한 데이터 폼에 맞게 액체유출물 정보를 

입력한다. 자료가 없꺼나 관리 예정인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하고 공란처려 

에 관한 내용은 미리 약속을 해두어 에려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액체 

유출물은 특하 각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요소가 많아 기관벌로 입력하 

는 내용이 상이하다. 

71 체유출물 데이터 요소 

각 기관은 데이터 수집 시 배포한 데아터 폼에 맞게 지체유출물 정 

입력한다. 자료자 없거나 관리 예정인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하고 공란처리 

에 관한 내용은 미리 약속을 해두어 에러 처리가 되지 않도룩 한다. 가체 

유출물온 특히 각 기관별로 쌍여한 데이터 요소가 많아 기관별로 입력하 

내용이 상이하다. 

(2) 가관별 입출력 자료 형식 표준화 유도 

(가) 가관벌 업력 자료 형식 표준화 

기관별 선정된 요소에 대해 모든 기관에 대해 모률별 통일한 업력 방안을 수렵 

하고 정의하였다. 기관에 따라 자체적인 모률벌 관리 요소 및 입력 체계자 상이하 

나 입력 방안을 모든 지관이 동일하게 정의한 사유로는 WACID 자 지니는 표준 

적인 입출력 방안을 지향하는 것이 구축의 가본 골자였으며 또한 기관별 상이한 

압력 데이터 포뱃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게 될 경우 향후 데이터 포뱃의 불일치 

따르는 유지보수의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기관벌로 선정된 요소를 토대로 표준 

적인 모률별 입력 포뱃을 정의하게 되었으며 기관에서 관리되지 않는 요소는 

Blank 형태로 제공토록 합의되었다. 

(나) 기관별 출력 자료 형식 표준화 

액 기체와 같이 상이한 이력을 관리하는 요소는 전 기관이 다른 출력형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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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각 기관벌로 정기보고 표준안에 근거한 출력 형식을 따를 수 있 

관리 데이터 항목을 추가 수하였다. 상이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표준 폼을 유지하 

하였으며 미 취급 데이터의 경우 가능하면 아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다) 중져준위폐기물 포뱃정의서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은 분기보고 시 다음과 같은 테야블 형태의 포뱃 이용 

하나의 테이블 당 한 쉬트로 하는 헥셀 파일로 만들어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 

약을 설정했다. 

모둘명 중저준위 폐기물 시트명 I RW_SUMMARY 

서트설명 중저준위 I폐기뚫의 요약정보 

필드명 ~ 드 '-'-프 며 ζ:::>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펴기울 알생/판리 주처I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Il 참그] 하〔셔 가록 

RW STOR CD 중 Ã1 준우i 폐기울 처장 λ| 설 TextiCode 11 중저준우| 저항시설 코-표;’ 참고 하여 기룰 

OCCU_QUAN 특ι프~JI’ 닐 iE}A C그HaCit Float 단위:개 

TAKE_QUAN 분기 인수랑 Float 단위:개 

TRAN_QUAN 분기 인도량 (타기관 운반량} Float 단위 : JH 

DECR_QUAN 분기 강용량 Float 단위:개 

INCR_QUAN 분기 순수 증가량 Float 단위·개 

BEFO_QUAN 전분기 재고량 Float 단위:개 

CURR_QUAN 현운기 재고량 Float 단위 : JH 

기타사항 

* 분기 알생/인수/강용/증가/재고량 데이터는 용기 개수의 합으로 기록 
난괄셀깐설관팬장시설이 1: 1 OH 필퇴치 않는 Jl ð'써서눈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WACID 해|서 자체겨l 산) 

모율명 중저준위 폐기물 시트영 I RWCONTAINER 
시 E설명 중저준위 폐기울 용기 정보 
필 E 명 :--11 g 」;- 며 = 셀헝식 추가정보 

RW FACI NUMB 기관 관리 용기 일련변호 Text 기관 관리 용기 일련변호를 거록 
OCCU_DATE 폐기울 발생 일자 Date "2003-10-31 1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INST_CD 폐기물 발생/관리 주처| 시설 Text/Code ”시설 코I 표” 창고 하여 기록 
GENE __ SOUR_CD llll 기울 발샘 원인 Text/Code ”발생 원인 코ζ 표” 참고 하여 기록 
DRUM CREA DATE 용기 생성 일자 Date "2003-10-31 " 와 같은 형식。로 기록 
CONT_CD 용기 종류 Text/Code 1"욕 ]1 족류 코I 표” 참고 하여 기록 
I NSLCAPA 용기 내용적 Float 단위 : m3 
OUTS CAPA 용기 외용적 Float 단위 : m3 
BENT YN 멘트여부 Text "y iI 또는 "N II 。로 기혹 
LABE_YN 포장몰 표지 부착 여부 Text ily" 또는 "N" 。로 기폭 
SEE_CHECDATE 육안 검사 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형식。로 기록 
SEE_CHEC_RESU_YN 육안 검사 결과 01 상 여부 Text ‘’Y" 또는 "N" 。로 기록 
INSLSHIE_MATECD 내부 차llU 체 종류 Text/Code ”차며|체 종류 코I표 11 참고 하여 기록 

OUTS __ SHIEMATE_ CD 외부 차lln 처l 종류 Text/Code ”차 llll 처| 종류 코E 표” 참고 하여 기록 

기타사항 

* 펴IJI 물 발생일자와 용기 생성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두항 모두 같은 날짜로 대입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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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명 종저준위 펴IJI 물 λIg TY 

시트설명 l 울 주요 속성 정보 

필드명 :--11 E 나:!. 며 〈그 셀형석 추가정보 

RW FACI NUMB 기관 판2.1 룡기 잃련번호 τext 기관 관컨 휠 Jj 잃련번호 기 

MASS 폐기 질랑 기+폐기울) Float 단위 : Kg 

F _WATE_CONT 유2.1 수 함량 Float 단위:% 

CHEL_CONT 킬러|이트저| (질량 대비) Float 단우| % 

LlQU_SUCT _CONT 액체 훌수제 첨가량 Float 단위 :g 

FILL VOLU 충진제 부끄| Float ”용기 종류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COMB_YN J~연성 여부 Text "Y" 또는 !’ N" 으로 기 

COMP_YN 않촉성 여부 τext lIy" 또는 HN'1 으로 기록 

PROD_FIRE_ YN 발효}성 여부 Text "y lI 또는 IIN" 으로 기록 

GENE HEAT YN 바2 여 2 바으 며 、" 닙 Text lIy lI 또는 IIN II 으로 기록 

SOLl UNIF YN 고화처|의 균일성 여부 IIY" 또는 IIN" 으로 기록 

CORR YN E1프 6、~ ι èj ( ν):l~ Text ‘’y lI 또는 IIN II 으로 기록 

DECO_MATT _CONT _ YN 부패성 물질 합유 여부 Text lIyu 또는 IIN" 으로 기록 

EXPL YN 폭발성 여부 Text Hyll 또는 l’N“ 으로 키록 

CONT _MATT _CONT _ YN 전영성 울질 할유 여 Text lI yll 또는 IlN II 
으로 JI 록 

CRIT _SAFE_ YN 임겨| 안전성 여부 Text "y lI 또는 IIN I1 으로 기 록 

。UTG_GENE_POSS_YN 부산울 발생가능성 여부 Text lI yll 또는 IIN II 
으로 기록 

GASE_WAST _CONT _INSI 
기체 펴IJI 똘 용기 내부 압력 Float 단위 : atm 

PRES 

CONT INSI GAP 용기내 풍픽율 (부표| 기 Float 단위:% 

OIL INGR CONT 기릉성분 함량 (부표l 기 Float 단위:% 

WAST_CD 펴|기울 종휴 Text/Code 11 폐기울 종류 코드표” 참고 하여 JI 록 

PHYS_ST AT _CD 폐기물의 풀리적 형태 Text/Code ”물리적 형태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RADW_C LAS_C 0 1 폐기울 분류 기훈 (국 LH/IAEA) Text/Code IIRW 분류 기준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RADW_CLAS_C02 폐기물 분류 JI 준 (10CFR6 1) Text/Code ‘’RW 분류 기준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ENVI WAST CD 환경볍상 폐기 le I H환경펴기울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COMP _STRE_METH_DATE 압축 강도 측정일자 Date 112003-1 0-31 1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OVER_QUOT_METH_DATE 침출 ÃI 수 측정일자 Date "2003-10-31 1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COMP_STRE 압축강도 Float 단위 : Mpa 

OVER_QUOT 침출자수 Float 단위. 

LlQU_WAST _PH 액체 폐기울의 pH Float 단우1: pH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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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영 중저준위 펴i 기물 시 트 영 I RW_MEASURE 

시트설명 중저준위 폐기울 주요 측정/밟사선학적 정보 

필드영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RW FACI NUMB 기관 관칸 용 JI 일련변호 Text 기관 관한 용 JI 킬련번호를 지를획 

SURF RADI DATE 표면선량율 측정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CREV RADI DATE 01 격선량율 촉정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형식으로 JI 록 

ALPH RADI DENS DATE 전알파방사능농도 측정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혈식으로 기록 

BET A_RADLDENS_DATE 전버l 타방샤능농도 측정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SURF __ CONT _ALPH __ DATE 포면오염도 알파 흑장밑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형식으로 JI 록 
SURF _CONT _BET A_GAMM_ 표면오염도 베타/감마 측정 

Date "2003카 0-3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DATE 일자 

URAN DENS DATE 우라늄 농도 측정일자 Date "2003-10-31" 오} 같은 형식므로 기록 

TOT A_RADLAPPR_DATE티 총표 얼망알면사생선능 평가일자 Date 112003-10-31" 와 같은 헝식으로 기록 

HEAT_OCCU_APPR_DAT 율 평가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혈식므로 기록 

SURF_RADI 랑율 Float 단위 : mSv/hr 

CREV RADI 01 격선량율 Float 단워 : mSv/hr 

SURF _CONT _ALPH 표면 오염도 알파 Float 단우I : Bq/’ m2 

SURF _CONT _BETA_GAMM 표면 오염도 버18/감마 Float 단위 : Bq/m2 

HEAT_OCCU_RATE1 얼발생율 Float 단위 : Kw/m3 

*URAN_DENS 우라늄농도 Float 단위 : Bq/m3 

*URAN __ CONC 우라늄 농축도 Float 

TOT A RADI DENS 총발사능 농도 Float 단우1 : Bq/m3 

TOTA_RM_METH_CD 총방사능 혹정 방법 Text/Code ‘’방사능 측정방법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NUCL_RM_METH_CD 핵종별 방사능 측정 방법 Text/Code ”방사능 혹정방법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NUCL_RADLM EAS_DATE 핵종별 방사능 혹정 일자 Date 112003-10-31 11 와 같은 형식E로 기록 

ALPH_RADLDENS 전알m 방사능 농도 Float 단위 : Bq/m3 

BET ~RADI_DENS 전버l 타 방사능 농도 Float 단위 : Bq/m3 

TRU DENS TRU 농도 Float 단위 : Bq/g 

기타시항 

* 우라늄 농도， 무라늄 농촉도는 KNFC 에 한하여 기룩 

모률영 중저준위 폐기물 시트명 RW_REPACK 
」

시트설명 중저준위 며|기물 재포잠 정보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RW_FACLNUMB 기관 관리 용 JI 일련번호 Text JI 관 관리 용가 일련번호를 기획 

INCL RW FACI NUMB 포황된 용]1 일련펀호 Text 포함된 용기 일련변호를 기록 

REPACK_DATE XH 포장 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JI 답사항 

* 하나의 용기에 다수의 용기가 재포장 되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횟수 만큼 행을 늘려 기록 

모률명 중저준우j ì폐기울 시 트 명 I RW_ TREATMENT 

시트설명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정보 

필드명 二~、 드 ‘」으 며 <::> 셀혈식 추가정보 

RW FACI NUMB 기판 관리 용기 일련번흐 Text 거관 관리 용기 잃련변호를 기록 

TREA CD 처리 밥법 Text/Code ”처리 코드표” 창고 하않 기록 

TREA DATE 처리 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기타사항 

1* 하나의 용기에 다수의 처리가 가해진 경우 처리 방법에 따라 분류된 횟수 만큼 행을 늘려 JI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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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둘영 중저준위 폐기물 시트영 I RW_STORAGE 

시트설명 중저준위 며l 기울 저장 정보 

필드영 그-，그 g ‘.L- C c껴::> 셀형식 추가정보 

RW_FAC디LNUMB 키관 관러 흉기 일련번호 l Text )1 관 관리 용가 일련변호룹 기록 

STOR DATE 저장 앓:AJ Date "2003-10-31 '; 와 같윤 형식로 기록 

STOR_LOCA 저장위치 Text 

RW_STOR_CD RW 저장 시설 Text/Code IIRW 저장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기타사항 

* 저장위치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관행되는 입력하나 가능한경우 X-Y-Z 형식의 입력을 권하며 최대 길 01 100문 

자 01 내로 기록 

모률명 중저준우l 펴IJI 물 

시트설명 중저준위 폐기물 핸종별 방사능 정보 

필드명 국운영 셀형식 추가정보 

RW_FACI_NUMB )!~ 관리 용기 일련벌호 Text 가관 관리 용기 잃련변호름 JI 룩 

NUCL CD 송..，니 표 ζ〉E Text/Code ”핵종 코드표” 참끄 하여 JI 록 

ENS 방사능농도 Float 단위 : 8Q/m3 

기타시항 

* 

모둘영 중저준위 폐기물 시트명 I RW_HAZARD_C빠AICALS 
시트설명 중저준위 펴|기물 유해 화학울질 정보 

필드영 국문명 셀형식 추가징보 

RW_FACLN 기관 관리 용거 일련변호 Text 기관 판라 용켜 일련번호를 기록 

HAZA CHEM CD 유ôH 화학울질 종류 Tex t!Code ”유해 화학물질 코드표 l ’ 참고 하여 기록 

HAZA_CHEM_MASS 유해 화학물질의 질량 Float 단위 : Kg 

기타사항 

* 단일 용기당 다수의 유해 화학 물질 01 검출되는 경우 행을 늘려 추가적으로 기록 

모률명 중저준위 며l 기울 시 트 명 I RW_FISS_MATERIAL 

시트설명 중저준위 폐 JI 물 획분열성 물질 정보 

필드명 국문명 셀혈식 추가정보 

RW_FACI_NUMB 기관 표t 2.1 용 )1 일련번호 Text JI 펀 관리 흉기 일련번호를 커록 

FISS MATE CD 핵분열성 물칠 종류 Text/Code ”핵분열성 물질 코드표” 참고 하여 기룩 

FISS_MAτE_MASS 혁분얼성 물질의 질량 Float 단위 : Kg 

기타사항 

* 단일 용기당 다수의 혁분열성 물질 01 검훌되는 경우 행을 늘려 추가적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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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액체 뱃정의서 

모율명 액체 유출울 시 트 영 I LO_DISCHARGE 

시트설영 액처| 유훌물의 방사능 배출IJI 본 정보 - 분기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NST CD 유출물 앓썽 λ| 설 TextíCode ”사설 코-표’ 참강 하‘껴 거록 

LER POINT CD tlH 수구 Text/Code ‘;벼수구 코드표 l 참고 하여 )1 록 

REPO_QUAR 보고 분기 Text 
2003년도 1 룬기민 경우 "20031" 와 
같이 거록 

GENE_SOUR_CD 유훌물 발샘 원인 Text/Code ”발생원인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BATC_DISC_COUN 뱃치 배출총횟수 (해당 배수구) Float 단위:회 

*BATC DISC TIME 뱃치 배출홍시간 (해당 배수구) Float 단위 : min 

*BATC_DISC_MINLTIME 단위 뱃치 배출시간 최소값 Float 단위 : min 

*BATC DISC MAXI TIME 단위 뱃치 배출시간 최대값 Float 단우1: min 

*BATC_DISC_AVER_ TIME 단위 뱃 xl 배훌시간 평균값 Float 단위 : min 

*BATC_AVER_WATE_FL。
배출기간 평균 희석수 유량율 Float 2 우I : m3/sec 

W RATE 

JI 답사항 

* 시설멀 배수구 멸로 기록 
* 시설 특징상 배수구 구분이‘없는 경우， 배수구 입력 란에 ôH 당 시설어l 대한 11tlH 수구 코드표 11 를 참고하여 기록 

* 꽃표 : 뱃치 배출01 있는 기관에 한하여 뱃치 tlH 훌 정보 기록 (그외 요소는 뱃치 배출01 없는 경우라도 필수 

압력) 

모둘명 액체유출울 시 트 영 I LO_NUCLlDE_RADIOACTIVITY 

시토설명 액처| 유출물의 방사능 배출 정보 

필드영 二--11 g L4- 며 = 선i르! 훨 〈그 人-「l 추가정보 

IINST CO 뮤뿔뿔 발생 서설 Text/Code ι'AI 셜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LER POINT CD 섭H 수구 TextíCode '1 tlH 수구 코드표” 창고 하여 기 

REPO_QUAR 보갚 분 JI Text 2003년도 ’분기인 경우 "20031" 와 같써 파록 

REPO_MONT 필{상 훨 Text 1 월더l예터인경우 "1 ‘’ 토 기록 

NUCL CD 승--.니 즈 ζ그드 Text/Code ’ l 핵흥 코드표” 참교 하여 기록 

TOTA 미SC RAOI 배출방사능 Float 단위 : Bq 

DILU_BEFO_OENS 석전 농도 Float 단위 : Bq/m3 

OILU AFTE OENS 희석- 농Eë. Float 1m3 

DISC_AVER_OENS 배훌 평균 농도 Float 단위 : Bq/m3 

DISC_MAXLDENS 배출 죄대 농도 Float 단위 : 8q/m3 

ECL REST RATI ECL 비율 (대비) Float 단위:% 

QUAR_REST _RATI 분기 저|한처 비율 Float 단위:% 

YEAR_REST _RATI 연간 제한치 비율 Float 단위:% 

*ORL_REST _RATI DRL 비율 Float 단위:% 

기타사항 

* 시설멸 배수구 별로 기록 
* λ| 셀 특징상 배수구 구분01 없는E 경우 배수구 잉력 란에 해당 시설때 대한 ”배수구 코드표” 룰 참고하여 기록 

* 각 저|한치에 대한 기록은 해당되는 시설에 한하여 기록 * 검출되는 핵종수에 따라 행을 늘력 반복하여 기록 
하며， 핵종군아| 대한 코드도 ”핵종 코드 코드표” 하단에 정의 되어 있음으로 참고하여 기록 

* 꽃표 : DRL 비율은 발전용 원자로 중수로어| 한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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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둘명 액체유출울 시 트명 I LO_DISCHARGE_VOLUME 

λl 트설명 액처{ 유훌물의 배출 체적 정보 월간 

필드명 구-， 드 I..!프- 며 <::> 셀형식 추가정보 

lNSτ CD 유출뭘 알셀 λi 설 TextíCode 11 시설 코드표 d 찰고 하〔쳐 ]1 
-

LER POINT CD 냥 H 수구 Text/Code ’‘배수구 코드표1 참고 하여 기 

REPO._OUAR 2::;} 분 ]1 Text 2003년도 1 분기인 경우 “20031 ‘ 2.t 같아 기 

RεPO MO~H 킥{상뭘 Text i 훨 [1101 터2.1 경우 ‘•: 로 기록 

DILU TOTA VOLU 희석수체적 Float 단우1: m3 

DISC_WAST _UQU_ VOLU 배출 펴l 액 처l 적 Float 단위 : m3 

기타사항 

* 시설벌 배수구 별로 JI 록 
* 시설 특징상 배수구 구분01 없는 경우 배수구 입력 란어l 해당 시설에 대한 ”배수구 코드표’‘ 를 참고하여 기록 

모둘명 액처l 유출물 시 트명 I LQ_ONESELF _DISPOSAL_F 

시트셜영 액처| 유출물의 자처| 처리 정보 - 월간 

필 ε 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자체 처리 시살 Text/Code l‘시설 코드표‘’ 창고 하며 JI 록 

보고 분 JI 
2003년 도 1 분기 잉 경 우 1'2003 γ’ 오? 

REPO_OUAR Text 
같이 기 

REPO MONT 패상훨 Text 1 월텍 01 딛인경우 “1 " 로 71 

UQU_WAST _VOLU 수칩된 액처|폐기물 체적 Float 단위 : m3 

UQU_GAMM_AVER_RADI_ 수집된 펴|액의 평균 감마방 
Float 단위 : Bq/m3 

DENS 사능농도 

UOU _H3_AVER_RADLDEN 수칩된 펴|액의 평균 상중수 

S 소농도. 
Float 단우1 : Bq/m3 

UQU_TREA_WAST_VOLU 
액체펴|기물 처리설비에서 

처리된 펴|액의 체적 
Float 단위 : m3 

UQU_NATU_WAST _VOLU 
자연증발시설어|서 처리된 

펴I 액의 처|적 
Float 단우1: m3 

UQU_NATU_STOR_RADLD 자연증발시설 저장액외 총 
Float 단우I : Bq/m3 

ENS 방사능농도 

UQU_NATU_ TEMP _RADLD 자연증발시설 저|습액의 총 
Float 단위 . Bq/m3 

ENS 방사능 

MONI RADI DENS 
감시 정 (Monitoring Welt) 총 

방사능 
Float 단위 : Bq/m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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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명 맥처l 유출물 시 트 명 I LQ_OUTSIDE_DISPOSAL_FA 

시토설명 액처| 유출물의 01 송 처리 정보 - 월간 

필드명 구-， 드 L.!.프- 며 <:::>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01 송 쳐감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보고 분 ]1 
2003년도 1 분기인 경우 1‘ 20031 ’ 으r 

REPζ)_QUAR Text 
같이 )1 록 

REPO_MONT 댐상월 Text 1 월더101 터앉경우 "1" 로 ]1 록 
LlQU_GAMM_AVER_RADLD 이송펴l 액 평균 감마방사능 농 

Float 단위 : Bq/m3 
ENS Eë. 
UQU_H3_AVER_RADLDENS 이송폐액 평균 상중수소 농도 Float 단위 : Bq/m3 
LlQU_BETA_AVER_RADLDE 

이송펴|액 전베Et 방사능 농도 Float 단위 : Bq/m3 
NS 

T AKE_OVER_INST _CD 액처l 펴|기울 인수시설 Text/Code 1"시설 코드표” 활고 하여 기록 
UQU_WAST_VOLU 맥처|폐기물 이송체적 Float 단위 : m3 

기타사항 

모둘영 액처1 유훌울 
시 E 영 I ~.Q=-RESIDENTS_RADIATIC 
-- IN_Q 

시트설명 액처l 유출물의 소외주민 선량 정보 - 분기 

필드영 국분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소오l 주 Ef 선합 평가 시설 Text/Code I!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야록 

보고분거 
2003념도 1 분기만 경무 “20031 ‘ 2t 

REPO_QUAR Text 
겉갚아 기록 

FACI_VALLRADI 유효선량 (시설) Float 단위 : mSv 

FAC LVALLAGE_G ROU_CD 유효선량 연령군 Text/Code "연령군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BODY _ VISC_RADI 인체 장기 등가선랑 (시설} Float 단위 : mSv 

BODY _VISC_ORGA_CD 
민처| 장기 등가선량 최대 

Text/Code ”장기 코드표” 참고 하여 ]1 록 
장]1 

BODY _VISC_AGE_GROU_C 
인처l 장기 등가선량 연령군 Text/Code ”연령군 코드표” 참고 하며 기록 

D 

기타사항 

모둘영 액체유출물 시 토명 I LQ_RESIDENTS_RADIATION_ Y 

시트설명 액처| 유훌물의 소외주민 선량 정보 - 연간 

필드영 국문명 셀형식 |추가 정보 
INST CD 소오|주민 선량 평가 서설 TextíCode l “시설 코표" 창고 하여 기록 

REPO YEAR 보고연 Text 2003년도 잉경우 "2003" 으로 거 풀 

FACI VALI RADI 유효선량 (시설) Float 단위 : mSv 
FACLVALI_AGE_GROU_ 

유효선량 연령군 Text/Code ’ l 언령군 코드표” 창고 하여 ]1 
CD 

BODY _VISC_RADI 인체 장기 등가선랑 (시설) Float 단위 : mSv 

BODY _VISC_ORGA_CD 인처| 장기 등가선량 최대 장기 Text/Code ”장기 코드표l’ 참고 하여 기록 

BODY _VISC_AGE_GRO 
민처l 장기 등가선량 연령군 Text/Code "연령군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U CD 

기타사항 

* 연간 소외주민 선랑 (시설) 정보는 4/4 분기어|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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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롤영 액처| 유출물 시트명 I LQ_MDA 

시트설영 액처i 유훌물의 MDA 정보 분기 

필드영 二~ 드 ‘」E C 〈셔그 셀형식 추가징보 

I~JSTCD 유훌울 발생 시설 Text/Code 11 시설 굿드표” 흥갖고 하여 Ji 룩 

LER POINT CD 바수구 Text/Code "t1 H 수구 코E표’‘ 참고 하여 기록 

REPO_QUAR 보고분기 Text 2003년도 1 분기인 경우 "20031" 와 같이 기록 

NUCL_CD 핵종 Text/Code ”핵종 코드표” 창고 하여 기혹 

MDA MDA Float 단위 : Bq/m3 
기타사항 

.2률명 액처| ?물 시 트 명 I LQ_SPECIAL_EVENT 

시트설명 액처| 유출울의 특 01 사항 정보 - 분 JI 

욕i=! -ζ 며 〈그 국분명 셀혈식 추가정보 

’NST CD ￥추출물 발썽 사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REPO_QUAR 보고 분 JI Text 2003년도 1 분기인 경우 "20031 ’; 와 같이 기록 

SPEC_EVEN_CD 특이사황 종휴 Text/Code ‘’특이사황 종류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SPEC_EVEN_DESC 특 01 사항 내용 Text 특01 샤황 대용 기록 

기타사항 

모물명 액체유출물 서트영 ILQ_ETC 

시트설영 쩍처l 유훌물의 .J18 정보 - 분기 
EE르!C 며 <::> 국문명 셀헝식 추가정보 

INST CD 유출물 발생 시설 Textí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LER POINT CD 배수구 TextJCode IItlH 수구 코드표 11 참고 하여 기록 

REPO_QUAR 보고분기 Text 2003년도 1 분기인 경우 ’‘20031" 와 같이 기록 

MAXI PH 최대 Ph Float 단위 : pH 

M’NI PH 칩소 Ph Float 단위 : pH 

MAXI BORO 최대 붕소 농도 Float 단위:% 

MINLBOR。 최소 붕소 농도 Float 단우1:% 

기타사항 

.2률영 액체 유출물 시트명 1 Lq .... (JuT[)QQB~=I，A.N.~ 
시토설명 액차l 유훌물의 비보호 옥외 탱크 정보 - 분기 

끄;::’ -c-: C 〈얻그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_CD 옥외 탱크 관리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REPO_QUAR 보고분기 Text 2003년도 1 분기인 경우 "20031" 와 같이 기록 

*TANK 1 RADI 옥외 탱크 #1 총 방사능 Float 단위 : Bq 

*TANK_2_RADI 옥외 탱크 #2 종 방사능 Float 단위 : Bq 

*TANK 3 RADI 옥외 탱크 #3 총 방사능 Float 단위 : Bq 

* TANK_ 4_RADI 옥외 탱크 #4 총 망사능 Float 단우1: Bq 

*TANK 5 RADI 옥외 탱크 #5 홍 발사능 Float 단위 : Bq 

기타사항 

* 시설 자체적요로 님|보호 옥외 탱크에 대해 번호를 부여하여 매룬기 같은 탱크에 대한 정보가 같은 순서어| 
포함 되도혹 유지 권고 * 꽃표 : 옥외 바보호 탱크 설님|가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정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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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둘영 액처| 유출물 | 시 트 영 ILQ_I\IR_REFRIGERANT 
시 E설명 액처I 유출물의 원자로 냉각재 정보 - 분기 

필 I 명 국문명 셀헝식 추가정보 

서NSTCO 자처| 처리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요” 참고 하여 기록 

보고분기 Text 
2003년도 1 분기인 경우 1120031 ’l 

*REPO_QUAR 
와같이 기록 

*NR_REFR_MAXLRAOIDENS 원자로냉각재 종방사능 농도 .. Float 단위 : Bq/m3 
*NR_REFR_AVER_RAOLOEN 

원자로냉각ÃH 총방사능 농도 . Float 단위 : Bq/m3 S 
*NR_REFR_1131_MAXLRAOL 원자로냉각재 1-131 선량등가 .. Float 단위 : Bq/m3 OENS 
*NR REFR 1131 AVER RAOI 

원자로냉각ÃH 1-131 선량등가‘· Float 단위 : Bq/m3 OENS 
* N R_REFR_H3_MAXLRAOLO 원자로냉각재 H-3 농도 최대값 Float 단위 : Bq/m3 ENS 
*NR_REFR_H3_AVER_RAOL 

원자로냉각재 H-3 농도 평균값 Float 단위 : Bq/m3 OENS 
*RCS EBAR RCS E-bar Float 단위 : Mev/dìs. 

RCS E-bar 촉정일자 Oate 
112003-10-31 11 와 같s 형식으로 

*RCS EBAR METH OATE 
기록 

*SECO REFR TOTA MAXIRA E차냉각재 총방사능 농도 최 .. Float 단우I : Bq/m3 01 OENS 
*SECO_REFR_1131_MAXLRA 2차냉각ÃH 1-131 선량등가 방 .. Float 단우1 : Bq/m3 01 OENS 
*SECO_REFR_H3_MAXLRAO 112차냉각재 H-3 농도 최대값 Float 단위 : Bq/m3 OENS 

기타사항 

* 꽃표 : 발전용 원자로에 한하여 기록 

(마) 기체유출물 포뱃정의서 

.2률명 기체유출물 시 트 명 I GS_OISCHARGE 

시트설명 JI 처l 유출물의 방사능 배출fJ l 본 정보 - 분 JI 

필 E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O 유출물 발생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JI 똑 

GERPOINT _CO ~H Jl =? Text/Code " tlH 기구 르드표” 참고 하여 기록오~ 

REPO’‘QUAR 보고분기 Text 
2003년 도 1 분기 인 경 우 "20031 

같01 JI 룩 

GENE_SOUR_CO 유출물 발생 원민 Text/Code 11 발샘원인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BATC_OISC_COUN 뱃치 배훌총횟수 {ÔH 당 배기구) Float 단위:회 

*BATC OISC TIME 뱃차 l:I H 출총시간 {ôH 당 l:IHJI 구) Float 단우1: min 

*BATC_OISC_MINLTIME 단위 뱃치 배출시간 초l 소값 Float 단위 : min 

*BATC_OISC_MAXLTIME 단위 뱃치 배출시간 최대값 Float 단위 : min 

*BATC_OISC_AVER_ TIME 단위 뱃치 배훌시간 평균값 Float 단위 : min 

JI 티사항 

* 시설벌 배기구 멸로 기록 * 시설 특징상 배기구 구분이 없는 경우， 배기구 입력 란어i 해당 시설에 대한 

11 배 JI 구 코드표” 를 참고하여 기록 

* 꽃표 : 뱃치 배출01 있는 기관어| 한하여 뱃치 배출 정보 기록 (그외 요소는 뱃:x1 배출 01 없는 경우라도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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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률영 JI 체 유출울 시 트영 ‘ GS_NUCLl DE_RADIOACTIVITY 

시트설명 JI 처l 유출울의 방사능 배출 정보 

필드명 구--. 드 ‘.!...프 며 <::>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유출풀 발샘 시설 TextíCode ”서설 코드표” 짤고 하여 기록 

GER POINT CD 섬H 거 TextíCode "~HJi~ 드표” 참고 하여 JI 룩 

REPO QUAR 5:i.디 -τ:J‘ J! Text 2003년도 1 분 JI 잊 경우 ’ 20031" 와 같아 기특 

REPO_f'、.AONT CH 설 월 Text 1 훨젠101 터~월우 ’ 1 H 로 낀룩 

NUCL CD 송~ 즈 ζ~ Text/Code 11 핵종 코드표” 참끄 하〔셔 ]!록 

TOT A_DISC_RADI 총배출 방사능 Float 단위 Bq 

DISCY,VER_DENS I:l H 출 평균 농도 Float 단우1 : Bq/m3 

DISC_MAXLDENS 배출 최대 농도 Float 단우1 : Bq/m3 

AVER_DISC_RATE 평균배출율 Float 단위 : Bq/s 

REST AREA BOUN DE 
NS 

제한구역 경계 Float 단우1 : Bq/m3 

ECL_REST _RATI ECL 비율 (대비) Float 단닦:% 

*DRL REST RATI DRL 비율 Float 단우1: % 

TS REST RATI TS 제한치 비율 Float 단위:% 

QUAR_REST _RATI 분 JI 저|한처 비율 Float 단위:% 

YEAR_REST _RATI 언간 저|한치 비율 Float 단우1:% 

FACI REST RATI 시설 제한치 비율 Float 단위:% 

기타사항 

* 시설별 배기구 멸로 기록 
*시설 짐상 배기구 구분이 없는 경우， 배 JI 구 입력 란어I âH 당 시설에 대한 "I:l H 기구 코드표” 를 창고하여 기록 

* 각 저l 한치에 대한 기 해당되는 시설메 한하여 기록 

* 검훌되는 핵종수에 따라 행을 늘력 반복하여 기록 하며 핵종군에 대한 코，도 ”핵종 코 E 코드표” 하단어l 

정의 되어 있응으로 참고하여 기록 

* 꽃표 : DRL 비율 발전용 원자로 중수로 및 하나보 언구용 원자로에 한하여 기록 

모둘명 기처I 유출울 시 트영 GS_RESIDENTS_RADIATION_ Y 

시트설명 JI 처l 유출물의 소오l 주민 선량 정보 연간 (시설) 

프:=l -ζ- 며 〈그 국운영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λ~2.1 ~ζ- 선할 평가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1 장고 하여 기록 

REPO YEAR 보고념도 Text 2003년도 인경 "2003 ‘ 으로 기록 

GAMM_AIR_SUCT _RADI 강마선 공기홀수선랑 Float 단위 : mGy 

BETA_AIR_SUCT _RADI 버18선 공기홉수선량 Float 단위 : mGy 

OUTS_BBOM‘ SKIN_RAD 
외부피폭 피부 등가선량 Float 단위 : mSv 

OUTS_BBOM_ VALLRADI 외부표|폭 유효선량 (시설) Float 단우1: mSv 

BODY _VISC_RADI 민처| 장기등가선량 (시설) Float 단위 : mSv 

BODY _VISC_ORGA_CD 
인처l 장기등가선랑 최대 장 

Text/Code 11 장기 코드표’‘ 참고 하여 기 
JI 

BODY _VISC_AGE_GROU 
인체 장기등가선량 연령군 Text/Code ”면령군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CD 

기타사항 

* 언간 소외주민 선랑 (시설) 정보는 4/4 분기어|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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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명 기체유출옳 시트명 I ~S_RESIDENTS_RADIATION_ 

시트설영 )1 처| 유훌물의 소외주민 선랑 정보 - 분기 (시설) 

뀔드명 국문명 셀혈식 추가정보 

I NST_C。 소외주 Ei 선랑 평가 시설 TextiCode :1시설 코느:요’l 참고 하여 기록 

REPO_QUAR 보좌 분)1 Text 
2003년도 1 분키인 경우 "20031 오} 

같아 JI 혹 

GAMM_AIR_SUCT _RADI 강마선 공 )1 흘수선량 Float 단우1: mGy 
BETA_AIR_SUCT _RADI 버|타선 공기홉수선량 Float 단위 : mGy 
OUTS_BBOM_SKIN_RAD 

외부II.I 폭 피부 등가선랑 Float 단위 : mSv 

OUTS_BBOM_ VALI_RADI 외부표l 폭 유효선량 (시철) Float 단위 : mSv 
BODY _VISC_RADI 인처| 장기등가선량 (시설) Float 단위 : mSv 
BODY_‘ VISC_ORGA_CD 인처l 장기등가선량 최대 장기 Text/Code ”장기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BODY _VISC_AGE_GROU 

인처| 장기동가선량 면령군 Text/Code 11언령군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CD 

기타사항 

모률영 기처l 유출몰 시트명 I GS_DISCHARGE_ VOLUME 
시트설명 기처| 유훌훌의 배줄 체적 정보 - 월간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_CD 유훌뚫 발생 서설 TextiCode ”시설 코드요 11 참고 하〔져 가록 

GER_POINT _CD tJ H 기구 Text/Code Ii빼기구 코뜨소소“ 참고 하여 )1 윷 

REPO_QUAR 보고분기 Text 2003년도 ‘분 )1 eJ 경우 "20031" 웠 같 01 기록 

REPO_MONT 대상뚫 Text ”딴띤월우우더 : : 9 m m 터33 인경우 111
11 로 기록 

BATC_DISC_ VOLU 뱃.xl tlH 훌 총 체적 Float 
CONT _DISC_ VOLU 연속 배훌 총 체적 Float 

기타사항 

* 시설별 배기구 별로 기록 * 시설 륙정상 배기구 구분이 없는 경우， 배기구 입력 란어| 해당 시설에 대한 
’‘배기구 코드표 l’ 롤 

모률영 기처| 유훌울 시트명 I ~?=~~~~.:~E~IDENTS 
RADIATION_Q 

λl 트설명 )1 체 유훌물의 소외주민 선랑 정보 - 분) 1 (부지) 
필드명 국문엉 셀형식 주가정보 

*INST __ CD 소오|주민 선량 평가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소소” 창고 하여 JI 룩 
*SITε CD 부 XI Text/Code ”사설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REPO_QUAR 보고분거 Text 
2003년도 1 분 )1 인 경우 "20031μ 

오} 같여 기록 

*SITE_νALLRADI 유효선랑 (부지) Float 단우1: mSv 
*SITE_ VALLAGE_GROU_CD 유효선량 연령군 Text/Code ”연령군 코드블” 참고 하여 기록 
* THYR_EQUI_RADI 갑상선 등가선량 (부지) Float 단위 : mSv 
* THYR_EQULAGE_GROU_C 갑상선 등가선량 (부 XI) 연령군 

Text/Code 11 연령군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 코드 

)1 타사항 

* 진동 부 XI 에 대한 소입주민 평가는 KAERI 메서 대표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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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명 기체 유출물 시트명 I ~~:-:~~:-~~SIOENTS_R 
AOIATION_Y 

시트설명 JI 체 유출물의 소와주민 선량 정보 - 면간 (부 XI) 

필드명 국운영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O 소외주민 선량 평가 시설 TextíCode ”시설 코드표” 찰고 하여 기록 
*SITE_CD 부지 Text/Code "시설 E드표” 활고 하여 기록 
*REPO YEAR 보고년도 Text 2003년 도 인 경 우 "2003 11 으로 JI 록 
*SITE_VALLRADI 유효선량 (부지) Float 단위 : mSv 
*SITE_ 유효선량 연령군 Text/Code ”연령군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 THYR_EQULRADI 갑상선 등가선량 (부 XI) Float 단위 : mSv 
* THYR_EQUI_AGE_GROU_C 갑상선 등가선량 (부지) 연령군 

Text/Code ”언령군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D 코드 

기타사항 

* 연칸 소외주민 선량 (시설) 장보는 4/4 분기에만 기록 
* 꽃표 : 덕진동 부지대| 대한 소외주민 선량 평가는 KAERI 어|서 대표로 보고， 

2.뚫명 기처| 유줄풀 시 트 명 I GS_ATMO_OISP _FACTOR_Q 
시트설영 기체 유출물의 대기확산 정보 - 분 JI 

필드영 국문명 셀형식 주가정보 

INST_CD 갖:외주민 선량 평가 시설 TextíCode ”시설 코트블’l 합고 하여 기록 

REPO_QUAR 보고분기 Text 2003년도 1 분가인 경우 1120031 ‘’ 와 갈이 기록 

ATMO_DISP _FACT _CD 대켜확산 인자 Text/Code n 다{기확산 만자 코드설” 참고 하여 기록 

METE_ TOWE_CD JI 상탑 Text/Code ”기상탑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DIRE_CO 방위 Text/Code 11 방위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롤 

DIST 거리 Float 단위 :m 

VALU 평가값 Float 단위 : sec/m3 
기타사항 

모둘영 기체 유훌훌 시 트명 I GS_ATMO_OISP _FACTOR_ Y 
시트설명 기처| 유훌물의 대기확산 정보 • 연갇 

필드명 국문영 셀혈식 추가정보 

’NST_CD 소외주민 선량 평가 시썰 Text/Code ”사설 코드소소" 찮고 하〔셔 기록 

REPO_YEAR 보고년도 Text 2003년도 민경우 1'200311 
으로 JI 록 

ATMO_DISP _FACT_‘C。 때 JI 확산 인 X~ Text/Code ’‘대기확산 인자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METE_ TOWE_CD 기상탑 Text/Code ’‘기상탑 코드표” 참고 하여 기폭 

OIRE CD 방위 Text/Code 11 방위 코드표” 참고 하여 거록 

OIST 거리 Float 단위 :m 

VALU 평가값 Float 단위 : sec/m3 

기타사항 

모률명 기처| 유출울 시트영 I GS_MOA 
시트설명 기처| 유출물의 MOA 정보 - 분기 
필드영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NST CD 유출물 발샘 시설 Text/Code l‘서설 코드요 l‘ 창고 하여 기록 

GER_POINTCD ~H 기구 TextiCode 11 배기구 코드표’‘ 참고 하여 기룩 

REPO_QUAR 보고분기 Text 2003년도 1 분기인 경우 Ìl 20031 iI 었 같이 기록 

NUCL_CD 동--”1 E C:E> Text/Code ”핸옳 코든표 11 참고 하여 기록 

MOA MOA Float 단위 : 8Q/m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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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명 기처l 유출옳 시트명 I GS_SPECIA냐 
시트설명 기처| 유훌물의 특이사항 징보 - 분기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_C。 유훌물 발생 시설 TextíCode Iî사설 코뜨표l 참고 하여 Jl 

REP。→QUAR 보고분파 Text 2003년도 f 분 JI 인 경우 !'2003γ’ 와 같이 JI 록 

SPEC_‘‘‘‘‘‘.‘ 
특이사항 종류 Text/Code l 특이사항 종류 코드표 11 참고 하여 기록 

SPEC_EVEN_DESC 톡이사항 내용 Text 

기타사항 

(바) 사용후핵 포뱃정의서 

모둘영 사용후 핵면료 시 트 영 I SNF _SUMMARY 

시트설명 샤용후 핵연료 요약 정보 

필-명 팍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집합처; 관리 주처I1알생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며 J! 룩 

DATA DIV! 칩합처li연료봉 구훈 민자 Text 
집합체 정보인 경우 !!A" 연료봉잉 경우 

!'B I!로 JI 룩한다. 

OCCU_QUAN 분기내 발생된 집합처1/연료볼 개수 Float 단우1 :개 

기타사항 

* 집합처1/연료봉 구분 인자는 해당 정보가 집합체 정보인 경우 껴’‘ 로 입력하고 연료봉 정보인경우 "B II 기록 

모둘영 사용훌 헬연료 시트명 ISNF_NUCLEAR_FUEL 

시트설영 사용후 핵연료 집합처l 정보 

필드영 국분명 셀형식 추파정보 

INST CD 잖합처l 관리 주처1I알생시설 τext/Code ”시설 ζ 표 l 참고 하여 JI 확 

SNF _FACLNUMB 기관 판라 집합쳐| 일련번흥 Text 기판 관리 집합차l 일련련호를 기록 

GENE_SOUR_CD SNF 발생 원인 Text/Code ”발샘원인 코드표!I 참고 하여 기록 

FIRS SPRE PERI 초i 초 연소 주기 Float 단위 : 주기 (예 : 1 주기) 

LAST _SPRE_PER’ 최종 연소 주기 Float 단뭐 : 주 JI (예 : 1 주기) 

FIRS_CORE_LOAD_DATE 최초 노심 장전일자 Date 
"2003-10-31 11 오} :ε?응} I<=> 형식으로 

JI 록 

LAST _CORE_WTDW_DATE 최종 노심 인출일자/발생일자 Date 
"2003-10-31" 오f 같은 형식으로 

기록 

NUCL_ASSE_CD 핵연료 tlH 열 혈식 Text/Code ”핵연료 배열 코드표” 참고 하여 기 

NUCL_FUEL_CD 핵연료종류 Text!Code ”학연료 종류 코드표” 창고 하여 JI 록 

LOAD_INST _CD 장전 원자로-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기타사항 

* WACID 에서 최종 노심 인출일자를 기준으로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한 시점으로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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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률영 사용후 핵연료 시트명 l-SBNAFRMEAR-FUEt 

시트설명 사용후 핵연료 연료봉 정보 (PIEF 기록 대상)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_CD 집합처1/연료봉 판리 주처| Text/Code ”시설 코뜨표” 참고 하여 기록 

*SNF_FAC’_NUMB 
기관 관리 칩합처1/연료봉 

Text 기관 관리 징합처1/연료봉 일련번호를 기 
일련번호 

*GENE_SOUR_CD 발샘원인 Text/Code ‘’발생원인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DATA DIVI 집합처1/언료봉 구분 민자 Text 
칩합처| 정보인 경우 "AII 언료봉인 경우 

"B"로 기룩한다. 

*ACPU_DATE 취득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형식므로 기록 

*REMO_SNF _FACI_NUMB 적출 집합체 일련번호 Text )1 판 관2.1 칩합처l 일련번호를 기록 

*NUCL_BAR_DEFE_ YN 핵연료봉 결함 여부 Text "Y“ 또는 “N" 으로 기록 

)1 타사항 

* 칩합처1/언료봉 구분 민자는 해당 정보가 칩합처l 정보인 경우 IIA" 로 입력하고 연료봉 정보인경우 !’B" 로 기록 * 
적출 집합처1 일련번호는 해당 정보가 연료봉민 경우에만 기록 * 핵연료옹 결합 여부는 해당 정보가 면료봉2.! 
경우에 결함 여부에 따라 lIyll 또는 IIN II 로 기록한다 * 꽃표 : PIEF 어| 한하여 기록 

모둘명 사용후 핵연료 시 트 영 ISNF _NUCLEA매R_째’ 
시트설명 사용후 핵연료 측정/방사선학적 정보 

mi크IC 며 〈그 국운영 셀형식 추가정보 

SNF FACI NUMB 
기관 관리 집합체 필련번 

Text 기관 관리 집합체 일련헌호를 기 
.2. 

FIRS_URAN_ENRLO 1 초기 우라늄 농축도 #1 Float 단위 ‘ w/o 

FIRS URAN ENRI 02 초기 우라늄 농축도 #2 Float 단우1: w/o 

FIRS URAN ENRI 03 초기 우라늄 농축도 #3 Float 단위 : w/o 

FIRS_URAN_ENRL04 초기 우라늄 농축도 #4 Float 단우l w/o 

FIRS URAN ENRI 04 초기 우라늄 농흙도 #5 Float l 단위 : w/。
ASSE IN NF MATT MASS 집합처l 내 핵연료 물질 질 

Float 단위 : MTU 
01 량 #1 

ASSE_IN_NF _MATT _MASS 집합처|내 핵연료 물질 질 
Float 단우1: MTU 

02 량 #2 

ASSE_IN_NF _MATT_MASS 잡합처|내 핵면료 울철 질 
Float 단위 : MTU 

03 량 #3 

ASSE_IN_NF _MATT _MASS 집합처l 내 핵언료 물질 질 
Float 단워 : MTU 

04 랑 #4 

ASSE_IN_NF _MATT _MASS 집합체내 핵연료 ~~ 
Float 단위 : MTU 05 량 #5 

RELE_SPRE 방출연소도 Float 단위 : MWd/MTU 

ASSE_ TOT _MASS 집합체의 훌질량 Float 단우1: Ton 

ASSE_VOLU 칩합체의 부피 Float 단위 : m3 

열발생올 평가일자 Date 112003-10-31 11 와 같운 헝식으로 기록 

HEAT OCCU RATE1 열발샘율 Float 단위 : KW/MTU 
TOT A_RADLRADM_M ETH 

총방사능 평가 방법 Text/Code F사능 측정방법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CD 

TOTA_RADI_DENS 총방사능농도 Float 단위 : Bq/MTU 

TOTA_RADI_APPR_DATE 훌방사능 평가 일자 Date 112003-10-31 ’‘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SURV_URAN_QUAN_01 잔존 우라늄량 #1 Float 단우1: g 

SURV_URAN_QUAN_02 잔존 우라늄량 #2 Float 단우1: g 

SU RV_U RAN_QUAN_03 잔존 우라늄량 #3 Float 단우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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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RV_U RAN_QUAN_04 잔존 우라눔량 #4 Float 단위 :g 

SU RV _U RAN_QUAN_05 잔존 우라늄량 #5 Float 단위 :g 

NUCL_FUEL_DETE_RATE 핵면료 결함율 Float 단위:% 

NUCL_RM_METH_CD 획종별 방사능 측정 밤법 Text/Code ”방사능 측정방법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NUCL RM APPR DATE 핵종별 방사능 평가 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형식으로 기혹 
기타사항 

2률영 샤용후 핸연료 시 트명 I SNF _NUCLlDE_RADIOACTIVITY 
시트설명 사용후 핵연료 핵종별 측정 정보 

필드영 국운영 셀형식 추가정보 

SNF _FACLNUMB 기관 관리 집합처l/연료봉 일련번호 Text JI 관 관리 집합처lí연료봉 일련변호를 기록 

NUCL CD 승μ1 E < E:> Text!Code ”핵종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RADI DENS 방샤능농도 Float 단위 : BQ/MTU 

I~I 붉타 집은 사합 색항체/연료봉 구룬 인자는 해당 정보가 집합체 정보인 경우 “A" 로 입력하고 연료몽 정보인경루 HBH 로 기록 
입력 부분 삭제 

모률영 사용후 핵연료 시트영 I SNF _STORAGE 
시트설명 사용후 핵연료 저장 정보 

필드명 극문영 셀훨식 추가정보 

SNF_‘ FAC’_NUMB 기판 관리 집합처I1연료봉 일련번호 Text 
기관 펀ièl 집할처11연료봉 일련변호를 

JI록 

SNF STOR CD 집합처11얹료봉 저장λ| 설 Text/Code "SNF 저장 시설 코드표 11 창고 하여 기혹 

CONT_CD 용기 (캐스크/캐니스터) Text/Code ”용기 종류 코드표” 참고 하여 기혹 

CONT_NUMB 기관관러 용기 번호 Text 기관 관리 용기 일련번호를 JI 록 

STOFLDATE 저장 월At Date "2003-10-31 11 와 갈은 형식으로 JI 록 

STOR_LOCA 적 ÃH 위치 Text 
기타사항 

* 저장위치는 기관에서 XI 정하는 관행되는 입력하나 가능한경우 X-Y-Z 형식의 입력을 권하며 최대 길이 
100문자 01 내로 기록 

* 용기 종류 및 용기 변호는 사용후 핵연료률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경우， 해당 용기에 대한 종류와 관리 용기 
일련번호를 기록 

모둘영 사용후 핵연료 
시트명 I~N!.→DEFECT_NUCLEAR_FUE 

L BAR 
시트설명 사용후 핵연료 결함 핵연료 정보 

필드영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SNF _FACLNUMB 기관 관리 면료봉 월련번호 Text 기관 관리 연료봉 일련번호흘 JI 혹 

11\1ST CD 연료봉 관리 주체 시설 Text/Code ”시설 코-표 11 참고 하여 기록 

。CCU DATE 결함 핵면료봉 발생일자 Date 112003-10‘ 31 1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SNF _STOR_CD 결할 핸연료봉 저장시설 Text/Code IISNF 저장 시설 코드표 11 참고 하여 기록 

REMO_SNF _FACLNUMB 적훌 집합처l 일련변호 Text 기관 관리 집합체 일련번호를 JI 록 

DEFE_NUCL_FUEL_BAR_ 
결할 핵연료봉 저장위치 Text 결함핵연료봉 저장위치를 기록 

STOR_LOCA 
SPEC._EVEN.DESC 특 01 샤황 Text 추가정보를 기록 

기타사항 

* 저장우|치는 기관에서 XI 정하는 관행되는 입력하나 가능한경우 X-Y-Z 헝식의 입력을 권하며 최대 길 01 100문 

자 01 내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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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체처분 포뱃정의서 

모율명 자처|처분 시트영 ICL_SUMMARY 

시트설명 자체처분 요약 정보 

욕a!-I-- 며<::> 극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_CD At책 처분 실서 )1 핀 Text 1‘시설 코-표” 창고 하여 기확 

CLEA_EXEC_COUN 자처l 처분 시행 횟수 ~ 단위:회 
CLEA_WAST _ TOTA_QUAN 자처|처분 폐기울 총량 Float 단위 : Kg 

기터사항 

모뚫명 자처|처분 서 트 명 ICL_8AS1C 

시트설명 자처l 처분 기본 정보 겨|획 

필드영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FFLDOCU_NUM8 자체처분 신청 공문 번호 Text KINS 로 자처l 처본 신청한 공 변호기 

INST_CD 자체처분 신청 시설 Text!Code ’‘시설 코뜨표” 참고 하여 기록 

ICLEA_PLAN_REQU_DATE 자처|처분 계획 일자 Date "2003-10-31 11 와 같은 혈식으로 )1 록 

기타사항 

* 향후 J:J처l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자처|처분 신청때와 같은 공문번호로 보고 월수 있도록 고려 요망 

모률명 자체처분 시 트명 I CL_PLAN_DESCRIPTION 

시트설명 자체처분 계획서 내용 - 겨|획 

필 E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OFFLDOCU ‘ NUM8 At처l 처훈 신청 공문 변호 Text KINS 자처|처 신청한 문 변호 )1 뭘 

WAST CD 자처|처분 대상 펴|켜물 종류 Text/Code "1111)1 울종류 코드표1: 참고 허여 기록 

CLEA METH CD At 처| 처분 방법 Text!Code "자체처분 방법 코드표” 창고 하여 )1 혹 

CLEA_1MPL_PLAC_CD 자치l 처분 장소 Text!Code “자처l 처쁜 장소 코뜨표 JI 참고 하여 기록 

CLEA_‘IMPL_PLAC_ TEXT 자체 처분 장소 (상서|우|치) Text 차운 장소 상서l 주소자 기록 

GENE_SOUR_CD 펴IJI 물 말생 원민 Text/Code 11 발생원인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WAST_MASS I폐기울 질향 Float 단위 : Kg 

WAST_VOLU 며|기울 체적 Float 단위 ’ m3 

CLEA_WG_PLAC_INST _ 폐기울 발생장소 1 Text/Code 11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CLEA_WG_PLAC_CD 폐기울 발샘장소 2 Text/Code 
l’폐기물 발생장소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CLEA_AGEN_CD 자처l처분 주처|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기타사항 

* 폐기울 종류에 따라 행옳 늘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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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둘명 자체처분 A시} 트영 Ic싸cαL_PLAN뻐-
시트설명 자체처분 정보 계획 

필드영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FFLDOCU_NUM8 자체처분 신청 공문 번흐 Text K!NS 로 자처i 처분 섣청한 공문 변호 ]! 

WAST CD 자체처분 [，4 상 펌1]1 물 종류 Text!Code ‘’폐기물종류 코드표 11 창고 하여 자록 

NUCL CD 틀니1 E < =E> TextíCode ‘발셀원~ 코드표’l 장고 하없 기를릇 

RADI DENS MAXI 방사능농도 최대 Float 단위 : BQ/g 

RADI DENS MIN’ 방사능 농도 - 최소 Float 단위 : BQ/g 

RADI DENS AVER 방사능농도-평균 Float 단우1: BQ/g 

RADI 방사능 Float 단위 : BQ 

기타사항 

* 폐기물 종류 / 핸종머| 따라 행을 늘려 기록 

2.둘명 자처|처분 시트영 ICL_PL 

시트설명 자처l처분 선량율 정보 - 계획 

표i=l-E- 며〈그 구-、 므 ‘~ 며 <=> 셀형식 추가정보 

OFFLDOCU_NUM8 A}책처분 신청 공문 변호 Text KINS 자처|처분 신청한 공문 면 

WAST CD Xt 처|처분 대상 펴l켜불 종류 Text/Code ”폐기톨좋류 코-표‘’ 창고 하여 ]1 록 

RADI RATE MAXI 빙서선랑율 최대 Float 단위 : mSv/hr 

RADLRATE_MINI 방사선량율-최소 Float 단위 : mSv/hr 

]1 타사항 

* 펴|기물 종휴 따라 행을 늘려 기록 

모둘명 자처|처분 
|CL PLAN AFTER OCC뼈 

시트명 E_WASTE 

시트설명 자체처분 이후 발생될 폐기울 정보 - 겨|획 

파i르! -ζ- 며 <::> ~ 드 ι프- 며 <=> 셀형식 추가장보 

。FFI DOCU NUMB 자체처분 신청 공문 번호 Text KINS ~ ̂t처I 처분 신청한 공운 발호 기록 

WAST_CD 자체처분 대설 폐기불 종류 Text/Code ’‘폐기뚫좋류 코드표” 장고 하여 기록 

WAST_QUAN 발생될 펴|기물 양 (예상) Float 단위 : Kg 

TREA_CD 발쇄될 폐기물의 처리 (예상) Text/Code ”처리 코드표” 참고 하여 기 

기타사항 

* 폐기울 종류 따라 행을 늘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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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명 자처|처분 시트명 I Cl_RESU_DESCRIPTION 

시트설영 자처|처분 결과 내용 결과 

Ii괴코!C 며 o 곽운영 셀형식 추가정보 

。FFI_DOCU_NUMB Af처l 처분 신떻 간L;4 Text KINS At 처l 줬분 신휠한 공룬 ζ; JI 룩 

CLEA EXEC DA TE 자처i 처분 시행 잃자 Date “2003-1 0-31" 와 같은 형식으로 기 

WAST CD 자처|처분 많상 폐기톨 좀휴 Text/Code ”폐기 종류 코드표’ 참고 학여 JI 

CLEA MεTH CD 
자체 처룬 방법 

Text/Code 
”자처{처 델밟 코드표 l 찰고 침여 JI 룩 

CLEA ’MPL PLAC CD 
자처l 쳤운 장스 

Text! Code "자처|처 장소 코드표 1 잠그3 하여 )1 

CLEA_lr이 PL_PLAC_ TEXT 
자처| 쳤분 장소 서|우i 치) 

Text 
처 장소 상세 쭈소자 얀룩 

WAST MASS 폐기물질량 Float 단위 : Kg 

WAST VOLU 폐기울체적 Float 단위 : m3 

JI 타사항 

* 폐기울 종류에 따라 행을 늘려 기록 

모둘영 .!:‘:Ê 

시트설명 자체처분 발사능 정보 - 결과 

프c=l -I--며 C그 그-， 드 '-'-프- 며 = 셀형식 추가정보 

OFFLDOCU_NUMB ):J 자|처 선칩 공문 펀호 Text KINS 로 자체처 t2청한 공문 번호 JI 

WAST CD Ãr처|처뿐 대상 펴IJI 뭘 종류 Text/Code II 폐 ]1 룰종 ‘ 1 창고 하〔섬 기록 

NUCL_C。 f?l니1 Text/Code ”발성원인 코드표’ 참고 하여 거를콕 

RADI DENS MAXI 망사능농도 최대 Float 단위 : 8q/g 

RADI DENS MINI 앙사능농도-최소 Float 단우1: 8q/g 

’ DENS AVER 방사능농도-평균 단위 : 8q/g 

RADI 방사능 Float 단위 : 8q 

JI 타사항 

* 펴|기물 종류 / 핸종에 따라 행을 늘려 기록 

모둘명 자처|처분 시트명 Ic머ESU_RADIATION 
시트설명 자처l 처분 선량률 정보 - 결과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OFFI_DOCU_NUMB 자체처분 선청 공문 변호 Text KINS 로 자체처운 신청한 번호 기혹 

WAST CD 자처!처 대상 펴|기뿔 종류 Text/Code ”며IJt 물종류 코드효’ 참고 하여 기록 

RADI_RATE_MAX’ 방서선랑율 초j 대 Float 단위 : mSv/hr 

RADLRATE_MINI 발사선량률 초j 소 Float 단위 : mSv/hr 

JI8 사항 
* 폐기훌 종류 따라 행을 늘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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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율영 자처l처분 서트영 l iI-CWLA RSETSEtj AFTER OCCURENCE 

시트설영 자체처룬 01 후 발생된 펴|기물 정보 - 걸고} 

필드영 국분명 셀혈식 추가정보 

OFFI DOCυ NUMB 자체처분 싣청 공문- 변호 Text KINS 로 자체처분 선청한 공문 먼 2_ )1 획 

WAST CD 자체처분 대상 펴|기물 쫓휴 Text!Code ’ l 펴기울종류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WAST_QUAN 발생된 폐기울 앙 되oat 단위 : Kg 
TREA_CD 알생된 폐기물의 처리 Text/Code ”처리 코드표 11 참고 하여 기록 

)18 사항 

* 펴i 기물 종류 따라 행을 늘려 )1 록 

2.둘영 자처|처분 시 E 명 I ?~-:~~~~_WACID_ACCEPT _ca 
-~ INTAINE 

시트설명 자처|처분 용기 결과 정보 걸고1 

필드영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OFFLDOCU_NUMB 자처i 처분 신청 공문 변호 Text KINS 로 자처Ixi 운 신청한 공문 번호 )1 록 

CLEA RW FACl NUMB 기관 관리 용 )1 일련련호 Text WACID 에 등록된 용 )1 일련변호 

CLEA_METH_CD 자체 처분 방법 Text/Code ”자체처분 방법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기타사항 

* WACID 에 등록된 용기가 자체 처운 되었을 경우대|는 별도로 기록 * WACID 어| 등록된 용기가 다수일 
j 경우 행을 늘려 기록 

모률명 자처|처분 시 튼 명 I CL_PROCEDURE_REVISION I 
시토설명 자처l 처분 절차서 개정 정보 

필 E 명 E극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자처l 처분 시행 시설 Text 기관별로 자체처분 신청 011 대환 Uniq .. 

CLEA_PROC_RE\ILDATE 자체처분 절차서 개정 일자 Teχt WACID 에 등록된 용기 일련변호 

CLEA_PROC_REVI_NUMB 자처l처분 절차서 개정 번호 Text 

CLEA_PROC_ TITL 자처|처분 절차서 저|목 Text 

기타사항 

* 자체처분 절차서가 기관별로 씨로이 개정되었을경우 그에 대한 개정 정보를 기록. (개정되지 않았을 
우대|눈 입력하지 않는다) 

(아) 소각 포뱃정의서 

2.률영 -λ‘-‘ j --1i 시트영 IICN_ TARGET _WASTE 
시트설명 소각 대삼 폐기울 정보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CN_DATE 소각일자 Date ’‘2003-1 0-31 JI 확 같은 형식으로 가를콕 

INST_CO 소각 시행 시설 Text/Code l’시설 코드요” 참고 하여 )1 흑 

WAST_C。 폐기울 종류 Text!Code ’‘폐기물 종류 펀드요l ‘ 찰고 하여 키룩 

WAST_MASS I해기물 질량 Float 단위 : Kg 

기타사항 

* 소각 관2.1 일련변호 당 다수의 폐기물 종류를 소각 활 경우에는 행을 늘려 같은 소각 관리 알련번호로 폐기울 

l종류 코드를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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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명 소각 시 트 영 IICN_AFTE:B_OCQlJ AJ=N. 
시트설명 소각 이후 발생된 펴|기물 정보 

필드명 구--， 드 ‘4프‘ 며 ζ:::> 셀형식 추가정보 

ICN OATE 씌:각 윌J:J Oate "2003-10-31 !l 와 같은 형식으로 JI 록 

INSTC。 소각 사행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요’‘ 참고 하며 기록 

ICN‘\v‘LRW_FACααL" 소각이후 발샘된 폐기물 일련 Text 
WACID 에 틀흑될 기관 용기 일련변호 
기록 

기타사항 

* 소각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용기 포장 하였올 경우 해당 용기 번호를 부여하여 기록* 기록된 용키 일련번호는 
ôH 앙 당 ôH 분기 RW 폐기물 용기로 보고 되어야 

모뚫명 -λL‘-j-「‘ 시 트 영 IICN_TARGET_ACCEPT_WACID 
시트설명 소각 대상 며|기물 정보 (WACID 등혹 I1l I 기울)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CN DATE 소각잃자 Date |’ 2003-10-31 !i 와 같은 형식므로 꺼록 

INSτ CO 소각 시행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요’‘ 합고 하여 기록 

ICN RW FACI NUMB 기관 관리 용기 일련변호 Text WACID 에 등폭된 기관 용기 일련번호 기록 

기타사항 

* WACID 에 등록된 RW 펴|기울 소각시 필수적으로 기록* WACID 에 기록된 JI 판 관2.1 용기 일련변호를 JI 혹 

(소각된 용기에 대해 재고량 칩계에서 빠지도록 조치하기 위할)* 소각 판2.1 일련번호 당 다수의 펴|기물 용기훌 

소각 할 경우어|는 햄을 늘려 같은 소각 관리 일련번호로 펴|기울 용기 일련번호콜 추가적으로 ’1 록 

(자) 운반 포뱃정의서 

모률멸 운반 (RW 폐기옳) 시트명 1 TR_RVV __ T ARGET _CONTf.\INER 
시트설명 운반대상용기 정보 

필드영 국문영 셀혈식 추가정보 

TRAN DATE 운반일자 Date "2003-10-31" 와 같은 횡식으로 기록 
INST CD 운반 AI 행 시설 Text/Code 11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CHAR_INST _CD ~수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TRAN RW FACI NUMB 운반 대상 가판 용기 일련변호 Text WACID 머 l 등록된 기관관러 용 JI 잃련변호 

TRAN_PURP _CD 운반목적 I Text/Code 11운반 목적 코드표 11 참고 하여 기록 

기타사항 

모뚫영 운반 (SNF) 시트명 I TR_SNF _ TARGET _NUCLEAR_FU EL 
시트설영 운반 대상 SNF 정보 
필드명 국운명 셀형식 추가정보 

TRAN DATE 운반일자 Date "2003-10-31 1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INST CD 운반 시행 시설 Text/Code ”시설 견E 휴” 참고 하여 기록 
CHAR_INST CD 인수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훌 
DATA_DIVI 칩합처11연료봉 구분 연자 Text 잡합체 정보인 경우 "A" 언료봉민 경우 "B" 

TRAf'LSI'J F _FACI_NUMB 
운반 대상 )1 관 SNF 알련 

Text WACID 어| 등록된 JI 판관2. 1 SNF 일련번호 
번호 

TRANPURP CD 듀.‘g t 」j-F E --E1 X -「4 Text/Code ”운반 목적 코드표” 창고 하여 기혹 

기타사항 

* 칩합처11연료봉 구분 인자는 해당 정보가 집합처| 정보인 경우 IIAH 로 입력하고 연료옹 정보인겸우 "B 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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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수 포뱃정의서 

모률명 인수 (RW 폐기몰) 시트명 I CH_RW_ TARGET _CONTAINER 
시트설명 안수 대상 용기 정보 

필드명 국문영 셀형식 주가정보 

CHAR DATE 인수일자 Date 112003카 0-31 1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INST_CD 인수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TRAN_’NST_CD RW 폐기물 인도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블” 참고 하여 기록 

TRAN RW FACJ NUMB 인도 기관외 용기 일련변호 Text 
CHARRWFACI. NUMB 인수 기관의 룡기 일련번호 Text 
기타사항 

* 인도 기관의 용기 일련번호는 인도기관으로 부터 받은 용기의 일련번호를 기록하고 해당 용기에 대해 인수 
기관에서 용기 일련번호 체계를 변경하여 관리활 경우 인수 기관에서 사용된 용 JI 번호를 기록한다. ( 인도 

기관의 용기 일련번호를 그대로 준용활시에도 인수 기관의 일련번호에 인도기관의 용기 일련번호룰 기록) 

* 인수 기관 관리 일련번호당 다수의 용기가 인수된 경우， 인수된 용기 만큼 행을 늘려서 기록 

모율명 인수 (SNF) 시트명 lCH-SNF-TARGET-NUC또AR 
FUEl 

시트설명 민수 대상 SNF 정보 
필드명 국문명 셀형식 후가정보 

CHAR DATE 인수일자 Date l’2003-10-31 11 와 같은 형 식 으로 기 록 
INST_CD 인수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TRAN INST CD SNF 폐기물 인도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DATA DIVI 칩합체/연료봉 구분 인자 Text 집합처| 정보인 경우 껴11 연료봉인 경우 iíBII 

TRAN SNF FACI NUMB 인도 기관의 SNF 잃련변호 Text 
CHAR_SNF _FACLNUMB 인수 기판의 SNF 일련번호 Text 
기타사항 

* 인도 기관의 SNF 밀련번호는 e.!도기관으로 부터 밭은 SNF의 일련변호롤 기록하고 해당 SNFOll 대해 인수 
기관에서 SNF 잃련번호 처l 계를 변경하여 관리할 경우 인수 JI관에서 사용된 SNF 번호를 기록한다. ( 인도 
JI관의 SNF 일련번호를 그대로 준용활시에도 인수 기관의 일련번호에 인도거관의 SNF 일련번호를 기 
* 인수 기관 관리 일련번호당 다수의 SNF가 인수된 경우， 인수된 SNF 만콤 행을 늘려서 기룩 

1* 집합처1/연료봉 구분 민자는 해당 정보가 질합처| 정보민 경우 IIAII 로 입력하고 연료봉 정보인경우 IIB!I 로 기록 

(카) 해체 포뱃정의서 

2.훌훌영 해처l폐기물 시트명 IDC_SUMMARY 
시토힐명 해처l 펴|기물의 요약정보 (고처1) 

필드명 국문영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1lI 1 거물 밟샘/관리 주체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RW_STOR‘ CD 해처l 댐i 기룰 저장시설 Text!Code ’풍저준우l 저장시설 코므표11 참고 하여 기록 

OCCU_QUAN 분기 발생량 Float 단위:개 

TAKE_ε-’-’-’’’.’ 분기 인수량 Float 단위:개 

TRAN_QUAN 분기 인도량 (타기광 운반랑) Float 단위 : JH 

DECR_QUAN 분JI 강용향 Float 단위:개 

INCR_QUAN 분기 순수 증가량 Float 단위:개 

BEFO_QUAN 전분JI 재고량 Float 단위:개 

CURR_QUAN 현분기 자{고량 Float 단위:개 

기타사항 

* 분기 발생/인수/감용/증가/재고량 데 01 터는 용기 개수의 합으로 기록 * 발샘시설과 저장시설 01 1: 1 OH 휠되지 
않는 기관때서는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WACID 째서 자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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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둘명 해처l 펴|기물 시 트명 IDC_DISCHARGE_LQ 

시트설명 액처! 유훌물 정보 

필E영 -그1 g ι- 며 = 셀형식 추가정보 

!해ST CD 당훌룰 발셀 시설 Text/Code l 시설 코 ’ 참고 하여 기룩 

REPO_OUAR 보고분기 Text 2003년도 1 룬기얀 몇후 ’120031 ‘ 와 같않 )1 록 

DISC_WAST _LlOU_VOLU 훌 펴1 액 체적 Float 단위 : m3 

)16 샤항 

모률명 해체펴|기물 시 트영 IDC_CONTAIN 

시토설명 ôH 처l 폐기울 폐기물 용)1 정보 

필드명 국운영 셀형식 추가정보 

RW_FACLNUMB JI 관관리 기 잃헐번호 Text JI 관 곤t 2.1 용기 일럼번 )1 

。CCU_DATE 펴|기물 발샘 일자 Date 112003-10-31 1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INST_CD 폐기물 발생/관리 주체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GENE SOUR CD 폐기울 발생 원민 Text/Code ”발생 원인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DRUM CREA DATE 용기 샘성 일자 Date 112003-10-31 11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CONT_CD 용기 종류 Text/Code ”용기 종류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INSI CAPA 용기 내용적 Float 단우1: m3 

OUTS CAPA 용기 외용적 Float 단위 : m3 

I RW_STOR_CD 해처II텀|기물 저장사설 Text/Code ‘중저준위 저장시설 코르표 창고 하여 JI 록 

STOR DATE 저장일자 Date 112003-10-31 " 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 

STOR_LOCA 저장위치 Text 

MASS 펴|기물 질량 (용기+폐기 Float 단우1: Kg 

WAST CD 폐기 갇CFi T E-r Text/Code ”며|기울 종류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PHYS_STAT_CD 폐기물의 울리적 형태 Text/Code ”물리적 형태 코드표” 창고 하여 기록 

RADW_C 
펴|기물 분류 기준 (국내 

Text/Code ’‘RW 분류 기훈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IAEA) 

RADW_CLAS_CD2 
펴1)1 물 분류 기준 

Text/Code IIRW 운류 기준 코드표” 활고 하여 기룩 
(10CFR6 1) 

)1 타사항 

*폐기울 자와 용기 생성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두항 모두 같은 날짜로 대입하여 기록 

모률명 해체며|기물 시 토영 I DC_'\IUCLlDE_RADIOAC. 

시트설명 액처l유훌뚫 핵종벌 방사능 정보 

필드명 극문명 셀형식 추가정보 

INSτ CD 유훌울 발댈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REPO_QUAR 보고분기 Text 2003년도 1 분가인 경우 '20031 “ 와 같이 기록 

NUCL CD 승2H、 a ζ~ Text/Code ’:핵종 코표" 합고 하여 기록 

RADLDENS 발사능농도 Float 단우1 : 8q/m3 

JI 답사항 

* 분기 배훌당 다수일 핸종 01 포활된 경우 보행을 늘려 추가적으로 기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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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명 해처|며l 기물 시 트명 I DC_DISCHARGE_GS 

시트설영 JI 체 유출울 정보 

필드영 국문영 셀형식 추가정보 

INST CD 유출룰 발샘 시설 Text/Code 시설 코드표’‘ 참고 학여 ]1 획 

REPO_QUAR 보고문키 Text 2003년도 1 룬기만 경우 “20031'‘ 와 같01 기록 

DISC_WAST _UQU_VOLU 배훌 펴|액 처l 적 Float 단우1: m3 

JI 타사항 

모률영 ôH체폐기물 시트명 1 DC_N따JDE_RADIOAC 
시트설명 액처|유출물 핵종별 방사능 정보 

필드명 국문명 썰형식 추가정보 

INST_CD 유출물 알생 λl 설 Text/Code iI시설 코드표:’ 참고 하여 기록 

REPO_QUAR 멀고분자 Text 2003년도 1 분기인 경우 "20031" 휩 같이 기록 

NUCL CD 승-써、 a ζ:E3 Text/Code ”핵종 코뜨표” 참고 하여 기록 

RADI DENS 방사능농도 Float 단위 : ßQ/m3 

가타사항 

* 윤기 배출당 다수의 핵종이 포활된 경우 보행울 늘려 추가적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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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표준보고서변 
KINSα-IR-631 

제목/부제 

주제 코드 

방사성폐기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상서l설계 및 구축 

동 찬， ITS사업 
연구책임자 

부서명 

연구자 및 부서명 

발 행 지 | 서 
페야지 

참고사 

비밀여부 

홍석영， 안경일 김규석， 김먼철， 이정 

발행기관 l 대상정보기술 
도 표 i 유( 0 ), 무( ) 

빽
 -뽑
 
驗

짧
 
-
쨌
 
-
織), 급비 연구사업 

본 연구의 목적은 방대한 종류 및 수량의 국내 방사성폐가불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려하기 위하여， 최선 정보통신 거술 (IT)을 적용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테이터베이스 (DB) 구축·운용이 요구된다. 
최근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각종 안전규제정보의 전산화 및 통신망을 통한 

일반공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었으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정보에 

때한 전산화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체계를 구축한 바 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미전했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전산화 및 공개를 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 관련 규제의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 신뢰성 원칙 같은 안전 

규제 5대 원칙의 실현 

• 정확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안 
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선뢰도 및 이해 

• 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운용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대외적 투명성 확보 및 협약관련 대응체계의 효율성 제고 (lAEA 폐기불 안전 
협약 대바 및 대외적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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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처I 체계로의 전환 

• 현재 처분 안전성 위주의 KINS의 중장가 연구체계 및 방향을 폐기물관려 딴전 

성 확보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Framework 제공 

주제명 키워드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통합정보판리사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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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in Korea is developed to collect basic information,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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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1so provid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such as a statistica1 graphs and 
integrated data from various waste generators to meet increased public needs and 
interests. Objectives can be summarized as; 

The five (5) principles (independence, openness, clearance, efficiency andl 
reliance) of safety regulation can be realized. 
Public understanding and reliance on the safety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an be promoted by providing reliable information . Ensure an openness within the intemationa1 nuclear community and 
efficiently support intemationa1 agreements among Contracting Parties by 
operating saf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AEA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The systeIll can compensate for the imperfections in safe regulation of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management related to waste generation, 
storage and disposa1, and make it possible to holistic contro1. . Re-organize the basic framework of KINS ’ s intermediate and long term 
research organization and trends, regarding waste management policy is to 
integrate safe management and unit safe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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