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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이산화우라늄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우라늄으로 전환시켜 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이 개발 중에 있다.  이의 실증을 위하

여 원자력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알파-감마 형태의 새로운 핫셀을 건설

하 다.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건물은 방사선관리실에서 운 하는 CCTV

시스템을 통해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핫셀의 주요 3지점(핫셀의 Rear 

Door 포함)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관리실의 관리자

와 별도로 시설의 운 책임자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시설의 안전감시를 실시간 

수행하고자 하므로, 시설 운 관계자들을 위한 전용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 다.  

안전관리 시스템의 추가설치는 기존의 방사선관리실 카메라와 더불어 시설의 안

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SUMMARY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is under development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pent fuel by converting UO2 into U-metal.  For demonstration of this 

process, α-γ type new hotcell was built in the IMEF basement .  All facilities which treat 

radioactive materials must manage CCTV system which is under control of Health Physics 

department. Three main points (including hotcell rear door area) have each camera, but  

Operators who are in charge of facility management need to check the safety of the facility 

immediately through the network in his office. This needs introduce additional network 

cameras installation and this new surveillance system is expected to update the whole safety 

control ability with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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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현재 이산화우라늄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우라늄으로 전환시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이 개발 중에 있다.  이의 실증을 위하여 원자력연

구소 조사재시험시설의 지하에 알파-감마 형태의 새로운 핫셀을 건설하 다.  방사성물

질을 취급하는 모든 건물은 방사선관리실에서 운 하는 CCTV시스템을 통해서 감시하

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핫셀의 주요 3지점(핫셀의 Rear Door 포함)에 카메라가 설치되

어 운 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관리실의 관리자와 별도로 시설의 운 책임자들은 

시설의 안전감시를 실시간 수행하고자 하므로, 시설 운 관계자들을 위한 전용 감시 시

스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방사선관리실에서 운 하는 감시화면을 보기 위

해서는 방사선관리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여야 하지만, 현재 설치한 시스템은 각

자의 PC에서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network 연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이 가능하다.

2.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방법

2.1 카메라의 설치

2.1.1 장비의 설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메라의 뒷 면에 파워케이블(Power cord 

socket)과 네트웍선(Ethernet 10/100 RJ45 socket)을 연결하면 된다.  카메라

에 전원이 최초로 연결되면 초록색 LED와 붉은색 LED가 몇 번에 걸쳐 번갈

아가며 깜박거리면서 최초 장비 셋팅과정을 거치며, 이상 없이 연결이 되면 

LED는 꺼지게 된다.  반면, 연결에 이상이 생길 시에는 붉은색 LED만 점등

된다.  각 선들이 연결되었으며, 카메라의 하단부분에 있는 전용소켓을 이용

하여 벽에 부착한다.

2.1.2 ACP 시설에 설치

ACP시설에 카메라가 설치된 구성도는 그림2에 나타내었다.  붉은 선은 

network 연결 상황을 나타내고, 실제 network선들은 시설의 기존 cable tray

를 이용하여 설치되었고, 각 data 라인들은 hub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게 된다.  그림2에 각 카메라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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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메라의 Port 구성도

그림 2. 안전감시 카메라 정보 및 설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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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실제 설치된 모습은 아래 그림3부터 그림6에 나타내었다.

그림 3. 운전구역 카메라 모습

그림 4. Service Area 카메라 모습

 

그림 5. Isolation Room 안의 카메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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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ir Lock Zone 내의 카메라 모습

2.2 소프트웨어 설치

2.2.1 설치 초기화면

소프트웨어 설치 CD를 넣으면 아래와 같은 그림7이 나타난다. [Install 

Software]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8이 나타난다.

그림 7. 소프트웨어 최초 실행 모습

  

그림 8. 소프트웨어 선택화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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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Installation Wizard 설치과정

[Installation Wizard]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 그림9-그림12의 일련과정을 실

행시켜준다.

그림 9. Installation Wizard 설치 모습-1

 

그림 10. Installation Wizard 설치 모습-2

그림 11. Installation Wizard 설치 모습-3

 

그림 12. Installation Wizard 설치 모습-4

프로그램 설치를 마친 후 윈도우즈의 프로그램에서 그림13과 같이 

[LevelOne]-[Installation Wizard]-[Installation Wizard]를 실행시킨다. 프로그

램을 실행시키면, 그림14와 같이 장치를 검색하는 화면이 나타난 후에 그림15

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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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Installation Wizard 실행

 

그림 14. 장치 검색 화면

그림 15. Network Camera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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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최초에 자동으로  기능이 작동되고, 같은 

subnet안에 있는 장비를 검색하게 된다.  현재 모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ACPF 시설은 각 사용자들이 위치한 건물과 subnet이 다른 관계로 [Search] 

기능은 불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16과 같은 

장비 추가설정화면을 활성화 시킨다.

그림 16. 장치 추가

 이 화면에서 ACPF 시설의 안전관리 감시카메라의 IP 주소를 입력하면 되

고, Port는 기본값인 80을 그대로 유지한다.  카메라의 IP 주소 현황을 포함한 

일련의 정보는 표1에 나타내었으며 암호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표 1. 카메라의 정보

KAERI

CAM No

Network

IP
ID Model No S/N MAC 자산 번호

2006-004 147.43.82.90 root FCS-1040 6031700590 00116B802A62 S30-06-1247

2006-005 147.43.82.91 root FCS-1040 6031700585 00116B802A5D S30-06-1248

2006-006 147.43.82.92 root FCS-1040 6031700584 00116B802A5C S30-06-1249

2006-007 147.43.82.93 root FCS-1040 6031700582 00116B802A5A S30-06-1250

2006-008 147.43.82.94 root FCS-1040 6031700583 00116B802A5B S30-06-1251

그림16에서 IP주소를 입력한 후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17이 나타나

는데 여기에서 해당 카메라의 암호를 입력한 후 [Enter] 키보드를 눌러준다.

(이 화면에는 [OK] 버튼이 없다) 모든 암호는 각 카메라마다 다르게 설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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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암호 입력

그림17의 과정을 거치면 그림18과 같이 조금 전 입력한 카메라 정보가 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그림18의 좌측변에 있는 버튼들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치의 목록중에 있는 Serial Number 컬럼의 

체크박스를 그림19와 같이 체크하여야만 해당되는 카메라에 대한 작업을 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19과 같이 체크박스를 체크한다.

그림 18. 장치 등록화면

 

그림 19. 장치 선택화면

그리고 그림19의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네

트웍상에 있는 해당 카메라에 연결되어 카메라를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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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Wizard 실행 화면의 좌측에 있는 그림##의 버튼들은 시스템관

리자만이 사용을 하며,  버튼은 현재 체크된 카메라의 이름 및 

Network IP 설정, 시간설정 등을 변경할 때 사용하며,  버튼은 카메

라 기기를 콘트롤하는 새로운 firmware를 업데이트 시킬 경우 사용하게 된다.  

 버튼은 최초 설정대로 되돌아가는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

2.2.3 Installation Wizard 사용방법

그림20과 같이 인증절차를 묻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때 인증절차 대화화면 배경

으로 웹브라우저가 실행되어 있으며 웹 주소 역시 현재 본인이 연결하고자 했던 카

메라의 IP 주소가 입력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1은 인증화면을 좀더 확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사용자이름(ID)는 소문자 

‘root’로 통일되어 있으며, 암호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아

울러 향후 자주 사용할 때 편리하기 위하여 ‘암호저장’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그림22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향후 이 화면에서 원하는 

동작을 작동하면 된다.

그림 20. 인증절차-1

  

그림 21. 인증절차-2

 

화면의 좌측 컨트롤 패널의 상단에는 그림23와 같은 카메라 컨트롤 조그버

튼이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통하여 화면을 이용시킬 수 있

으며, 가운데 집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최초 설정되어 있던 자리로 되돌아 

간다.

그 밑에는 그림24와 같은 메뉴들이 있으며, 카메라의 세부설정을 조절하는 

메뉴들이나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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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사용자 화면

그 밑에는 그림25와 같은 세가지 버튼이 있다. [Pan] 기능은 카메라를 수직

이동 없이 수평방향으로만 270° 왕복 회전시키는 것이며, [Patrol] 기능은 사

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구간만 왕복으로 감시하는 기능이다.  두 기능의 완료

는 [Stop] 버튼을 통해 마무리 짓는다.

그림26은 제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확대(Zoom), 초점조절(Focus) 및 조

리개조절(Iris)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를 보여준다.

그림27의 [Digital Output] 메뉴는 On과 Off를 선택할 수 있으며, 

[Snapshot]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28과 같이 현재 보여지는 상을 또 다른 윈

도우 창에 독립적으로 복사하여 보여준다.  이 그림을 우측 마우스 클릭을 통

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Client Settings]는 그림29와 같이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Configuration]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30이 나타나며, 이 버튼은 관리자 계정(root)로 로그인 상태에서만 볼 수 

있고, 관리자가 그림30의 [Security] 메뉴에서 추가한 사용자의 계정으로 로그

인한 경우에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30의 좌측의 세부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설치 CD안에 있는 매뉴얼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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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조그버튼

 

그림 24. 세부설정

 

그림 25. Moving  
그림 26. Zoom

 

그림 27. Option

그림 28. Snapshot을 수행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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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Client Setting 화면

그림 30. Configura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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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은 현재 사용자가 컨트롤하고 있는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 상을 

나타낸다.  최초 Factory Default Setting의 화면은 Normal size로서 그림31의 

1/4 정도이지만, 현재는 그림30의 [Video] 메뉴에서 Double size를 선택한 그

림이다.  그림의 상단에는 카메라 고유 명칭이 나타나며, 아울러 현재 카메라 

시스템의 시각이 표시된다.  카메라의 이동을 위해서는 그림23에 있는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그림31의 화면의 한 방향을 클릭하면 클릭된 

방향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화면상의 우측 상단의 덕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카메라가 1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 방법은 버

튼을 이용한 이동방법보다 사용자에게 좀더 나은 편의를 제공한다.

그림 31. 실제 카메라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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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Option Button

사용자화면 밑에 위치한 그림32에 있는 버튼들 중에 맨 왼쪽의  버튼은 

[Zoom Edit] 기능으로서 클릭을 하면 그림33이 나타나고 최초에 설정되어 있

는 [disable digital zoom] 체크 박스를 해제하고 임의의 [zoom factor] 값을 

설정하면 그림34와 같이 조그만 화면상에 하얀 줌 박스가 나타나서 메인 화

면에는 줌 박스안의 내용이 확대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3. Zoom Edit 화면

그림 34. Zoom Edit을 통해 확대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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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의 나머지 버튼들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음량의 조절 및 사용자 PC에

서 마이크로 연결시켜서 현장으로 소리를 보내는 마이크 기능의 음량 조절에 

관계된다.

2.3 Surveillance Program 설치방법

Install Wizard 프로그램은 한 대의 카메라를 컨트롤 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설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인 것에 비하여, Surveillance Program은 한 화면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의 관리자가 아

닌 일반 사용자들은 주로 Surveillance Program을 사용하게 된다.

Install Wizard 프로그램 설치와 마찬가지로 그림35부터 그림45까지의 일련

의 과정을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단, 사용자 계정에 있어서 아이디는 기본적

으로 [root]로 설정되며, 비 번호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즉, 한 

대의 카메라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root] 계정

은 카메라에 대한 유일한 계정이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에 대한 계정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의 root와는 개념이 다르다.

그림 35. Surveillance Program 설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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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Surveillance Program 설치-02

 

그림 37. Surveillance Program 설치-03

그림 38. Surveillance Program 설치-04

 

그림 39. Surveillance Program 설치-05

그림 40. Surveillance Program 설치-06

 

그림 41. Surveillance Program 설치-07



그림 42. Surveillance Program 설치-08

 

그림 43. Surveillance Program 설치-09

그림 44. Surveillance Program 설치-10

 

그림 45. Surveillance Program 설치-11

2.3.1 Surveillance Program 사용방법

Surveillance Program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윈도우의 시작 프로그램을 통

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림46과 같이 Tray Icon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그림47은 Tray Icon을 우측 마우스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활성

화 시킨 화면이며, [Monitor]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48과 같은 인증화면이 나

타난다.  프로그램 설치 시에 지정하 던 암호를 사용하면 되고, 인증과정을 

거치면 그림49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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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Tray Icon
 

그림 47. Pop-up Menu

그림 48. 인증화면

그림 49. Surveillance Program 최초 구동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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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Main Menu

그림50과 같은 좌측 상단의 메뉴들 중에 은 프로그램의 종료를 나타내

며, 은 프로그램을 최소화시켜 Tray Icon으로 옮겨놓는다. 은 그림51

과 같이 메인화면을 전체화면으로 보여준다.

그림 51. 전체화면으로 확대된 모습

은 프로그램을 Lock 시켜서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림52와 같은 

화면을 통해서 다시 로그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림 52. Lock된 상태에서 

다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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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하면 그림53과 같이 여러 메뉴를 포함한 화면이 나타난다. 이 

중에서 [Camera Configuration]을 클릭하면 그림54와 같은 경고 메시지 이후

에 카메라에 대한 설정화면이 그림55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53. Setting Menu

그림 54. Recording Stop Message

그림 55. Camera Configura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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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의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56의 [Insert]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57과 같

은 Channel 입력 창이 나타나며 여기에 카메라의 IP 주소와 비 번호를 입력

한다.

그림 56. Local Setting-Insert Channel

  

그림 57. 새로운 채널 추가 화면

위의 과정을 거치면 그림58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의 메인 화면은 

Installation Wizard 프로그램의 [Configuration] 버튼의 기능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화면의 좌측 중앙을 보면 그림59와 같이 조금 전 입력했던 

카메라의 목록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8. 카메라 추가이후 카메라 원격셋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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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카메라가 추가된 화면

 
그림 60. 설정변경에 따른 경고 메시지 화면

그림58의 좌측 하단에 있는 [Save]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그

림60)가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그림61의 메인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61. Surveillance Program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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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버튼을 클릭하는 과정부터 다시 반복하여 또 다른 2대의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등록시킨 화면은 그림62와 같다. 이 화면에서는 좌측 메뉴의 중앙

의 [Layout]을 보면 전체 화면이 그림63에서 선택한 것과 같이 4개의 Frame

으로 분할되어 나타난다.

그림 62.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보여주는 화면

그림62의 좌측 메뉴의 [Channel]은 현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연결되어 있

는 모든 카메라의 상황을 나타내며 초록색 원 모양의 아이콘이 데이터를 주

고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그림64).  아울러 숫자가 음 으로 선택된 부분은 

메인화면에 적색 테두리로 선택되어 있는 카메라를 지칭한다.

그림53의 [Global Setting]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65와 같은 설정화면이 

나타난다.  [Directory Settings] 프레임의 목록과 같이 메인 화면의 상을 스

냅샷 형태의 그림 파일이나 녹화된 동 상으로 저장할 폴더를 지정할 수 있

으며, 다른 프레임의 옵션들과 같이 자세한 기타 설정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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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Layout 조절 패널
  

그림 64. Channel 상태화면

그림 65. Global Setting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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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중에는 그림66과 같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하드디스크의 사용량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6. 하드디스크 용량상태
  

그림 67. Common Option

그림67은 다양한 기능의 아이콘 집합을 나타내며, 현재 선택된 상에 대하

여 는 음량 조절을, 는 동 상 녹화의 시작을, 는 동 상 녹화의 

종료를, 는 스냅샷을 그림65 셋팅화면에서 지정한 폴더로 저장을, 는 

상을 인쇄하고, 는 현재 선택된 상을 드래그하여 이 아이콘 위에 놓으

면 해당 채널이 꺼지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좌측의 메뉴중 가장 아래에는 세가지 탭이 있으며, 첫 번째 탭은 그림68과 

같이 현재 선택된 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며, 두 번

째 탭은 Digital Input/Output을 컨트롤하며(그림69), 세 번째 탭은 경고 메시

지를 보여준다(그림70).

그림 68. Control Tab

  

그림 69. Digital I/O

  

그림 70. Alert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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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built in the IMEF basement .  All facilities which treat radioactive materials must manage CCTV 
system which is under control of Health Physics department. Three main points (including hotcell rear 
door area) have each camera, but  Operators who are in charge of facility management need to check 
the safety of the facility immediately through the network in his office. This needs introduce 
additional network cameras installation and this new surveillance system is expected to update the 
whole safety control ability with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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