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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방사능 자료관리 시스랩 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개발의 목적 

I그 --.--
‘-

본 연구개발의 목적은 지난 3개년간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는 CLEAN 

(Computerized Local and overall country ’ s Environmental radioactivity data 

Analysis Network) 시스템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마트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환경방사능 자료 및 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하여， 한 

국전력， 지방측정소 등이 있어서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추 

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KINS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는 운영 시스템을 근간으로 각 기 

관의 자료를 통합하여 Data Warehouse에 기반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결 

되어야 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업력되도록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 

와 응용시스템이 혼재되어 수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환경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담당자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검 

색하고 처리 할 수 있는 Data Mart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 방사능 관련 자료의 대민 서 

비스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은 사회적으로 

도 상당히 중요하다. 



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통합DB 구축 

- 통합DB 설계 

- 통합DB 검색 시스템 개발 

• 검증 시스랩 개발 

- 검증 시스템 요구 조사 및 분석 

- 검증 시스템 설계 

• Data Mart 구축 

- Data Mart 설계 및 구축 

• 국가환경방사능 자료 대민서비스 시스템 개발 

- 법적 근거 

- 감시계획 (KINS， 외부， 지방측정소) 

- 시료채취， 전처리， 계측방법 소개 

측정결과 

- 국내외 현황 

관련 site 

IV _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구축과 데이터 마트를 구축함으로써 운영시스템을 

보호하고 정확한 값을 유지하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 또한 환경방사능 업무와 게측결과，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사이트 등을 홈페이 

지 (http://clean.kins.re.kr )를 소개하여 대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연구결과를 수행 

중인 업무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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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이전 사업(1997-1999년)에서 개발한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시스템은 환경평가 

업무에 대한 업무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트라넷 시스랩을 구축하여 환경평가 관 

련 담당자들이 직접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단계까지 개발되어 운영중에 았다(이하， 

‘운영 시스템’이라고 함). 

주요 내용으로는 원자력 관련 기관 시설물 주변의 환경 방사능에 대한 환경조사 

및 평가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 유지 관리 등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관련 시스템들과 유 

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을 증대 

시킬 수 있다. 

환경방사능 자료 및 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하여， 한국전 

력， 지방측정소 등이 있어서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데 

이터가 발생되고 었으나 이러한 자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추출하여 종 

합적으로 분석 및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자료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각 기관에서 발생되는 공통적인 부분의 환경방사능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KINS에서 현재까지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는 운영 시스템을 근간 

으로 각 기관의 자료를 통합하여 Data Warehouse에 기반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 

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베 

이스에 업력되도록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 

이스와 응용시스템이 혼재되어 수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환경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담당자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하고 처리 할 수 었는 Data Mart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선속하고 정확한 환경 방사능 관련 자료의 대민 서비 

스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은 사회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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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전력 및 지방측정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의 운영 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설계시에는 Data 

Warehouse 에 대한 개념과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 

기 위한 검색 및 운영 시스랩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검증 시스템 개발 

시료의 채취， 전처리， 분석 과정을 거쳐서 단계별로 입력된 자료의 신뢰도를 체크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료정보， 전처리 정 

보， 분석결과 값 등을 검색하고 자료에 이상이 없으면 정확하고 안전한 자료로 처리 

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서브 시스랩이다. 

• Data Mart 구축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때로 비효율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많 

은 사용자가 운영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자료의 업력， 갱신， 수정 빛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의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구축된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 위에， 담당자 별로 접근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하고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검색하고 분석을 지원하는 Data Maπ의 구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한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실험적인 데이터 마트의 구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차기년도에는 업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q 
u 



• 국가환경방사능 자료 대민서비스 시스템 개발 

위에서 서술한 개발 내용은 주로 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의 인트라넷에서 수행되 

는 업무 시스템이다. 환경방사능은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 방사능의 법적 

근거， 감시계획， 시료채취 정보， 전처리 방법， 계측결과 동을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서 

비스함으로써 방사선 안전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현황 정보와 관 

련 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합하여 개발하고 이를 CLEAN 시스템이라고 한다. 

2장에서는 CLE뼈 시스템구조를 정의하고 3장에서는 CLEAN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마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4장에서는 대민 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를 소 

개하고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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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CLEAN 시스템 구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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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CLEAN 사스템 구조 

제 1 절 구현 및 서버스 환경 

Clean 시스템의 구현 및 서비스 환경은 다음 (그림 2-1)과 같다. 기본 환경은 

fνw 환경 및 S!W 환경，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성된다. 
H/W 환경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서 HP 9000 서버를 사용하며 웹 서버로 

Windows NT 기반의 HP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한다. 

S!W 환경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Orac1e DBMS를 사용하고 응용 시스뱀은 

PL/SQL 과 Orac1e Web SDK를 사용한다. 데 이 터 마트를 구축하기 위 하여 Orac1e 

Discoverer를 사용한다. 웹서버는 Orac1e Web Server를 사용한다. 

네트워크 환경은 KINS 인트라넷 환경에서 개발 및 서비스를 한다. 대 국민 서비 

스를 위 한 홈페 이 지 는 http://c1ean.kins.re.kr을 통하여 서 비 스 한다. 

(그림 2-1) 구현 및 서비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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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스템 구조 

CLEAN 시스템은 1997년에서 1999년까지 3개년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운영시 

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기반 위에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Oracle 

Discoverer를 사용하여 데이터 마트의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위하여 CLEAN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버스한다. CELAN 시스템의 

구조를 (그림 2-2)에 표현하였다. 

(그림 2-2) 시스템 구조 

위 그림에서 Oracle DBMS 가반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응용시스템 들은 

HP 9000 서버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Oracle Web Server가 설치된 HP 워크스테이 

션에 CLEAN 시스템 홈페이지와 데이터 마트를 서비스 한다. 사용자는 내부 사용자 

와 외부사용자 구분되어 http://clean.kins.re.kr 홈페이지로 접근하게 되며， 접근권한 

을 가진 담당자는 기존에 구축된 운영시스템을 업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사용 

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홈페이지만을 접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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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LEAN 통합페l 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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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LEAN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마트 

제 1 절 Data Warehouse 개 념 

1.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정의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축적한 많은 데이 

터를 사용자 관점에서 주제별로 통합하여 운영시스랩과 사용자 사이의 별도의 장소 

에 저장해 놓은 데이타베이스로 이해할 수 었다. 데이터왜어하우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된 저장공칸을 구축함으로서 운영시 

스템을 보호하고 사용자 질의에 신속한 응답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여러 시스템에 산재된 데이터들이 웨어하우스로 취합되고 통합되므로 사용 

자는 자신들의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신경쓰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 

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셋째， 데이터는 혜어하우스로 옮겨오기 전에 정제 및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며， 따 

라서 사용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왜어하우스의 목적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막연한 감이나 불완전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대신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데이타 추출 및 가공 

데이터 혜어하우스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는 데이터혜어하우스구축에 있어 가 

장 중요한 단계중의 하나이다.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는 단순히 추출되어 복제되는 것 

이 아니라 전사적모텔에 기초하여 통합된다. 이 단계에서 정제및 변형과정을 필요로 

한다. 중복된 데이터는 제거되고 잘못된 값은 수정되며 다양한 포뱃의 데이터가 하 

나의 포뱃으로 통일된다. 필요한 경우 데이터는 집계되고 연산과정을 거쳐 변형된 

다. 이러한 추출 및 변형과정에서 소스와 타켓사이의 대응관계설정，변환규칙， 추출 

주기 등과 같은 부가적인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 한다. 

이러한 메타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리파지토리를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된다. 

3. 데이터웨어하우징과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시스램 
초기 데이터웨어하우징의 초점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기반의 구축에 

있었던 반면， OLAP은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초 

기 데이터왜어하우징이 전사적 의사결정 지원환경의 전 단계인 데이터 통합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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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의 측면을 강조한 반면， OLAP은 데이터접근과 활용， 애플리케이션 구축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초기 데이터워l 어하우징은 ’어떻게 데이터왜어하우스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점차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맡겨진 방대한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데이터혜어하우정의 초점은 구축에서 활용으로， 즉 ’어 

떻게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활용할 것인가I라는 측면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데이터웨 

어하우정이 구축단계에서 활용단계로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OLAP은 데이터웨어 

하우정 환경으로 급격히 통합되었다. 

4. 용어의 정의 

가. Data Mart 

한 두개의 특별한 영역에 중점을 두어 만든 데이타 웨어하우스의 일부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타 마트는 데이타 웨어하우스로부터 추출되어 특별한 사용자 

입맛에 맞도록 역정규화되고 인텍싱된다. 

나. Data Minig 

대량 데이타군 내에서 경향과 패턴을 발견해내는 기법(데이터 항목들간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통계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또한 예측모델들의 구축 

도 이 데이터 마이닝을 바탕으로 한다. 이기법은 예외적인 구성들을 찾기위해 사용 

하는 OLAP와는 다른 것 이 다. 

다. Data Warehouse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타베이스이다. 데이타 혜어하우스는 복수의 거 

래시스템으로부터 데이타를 수집한다. 이들 데이타는 데이타 검색 요약 및 분석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제되고 재구조화 된다. 

라. Multidimensional Database(MDB) 

다차원 데이타를 지원하도록 최적화된 DBMS를 말한다. RDBMS 가능을 지원하 

면서 폭넓은 데이타 검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여러 시야로 잘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에 게 적 합하다. 

마.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OLAP) 

주문정보같이 다차원 데이타를 실시간 검색과 분석하는 데이타 혜어하우스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Architecture 가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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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LAP(Multidimensional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LAP 아키텍쳐를 말하며 데이터마트용으로 

적합하다. 

장점 : 다차원 데이터의 저장과 프로세싱에 다차원 DBMS가 사용된다. 다 

차원 데이터의 저장과 프로세싱에 동일한 엔진이 사용되기 때문에 타 아키텍 

쳐에 비해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이동이 최소화될 수 있다. 다차원 DBMS는 복 

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쉽게 반영하여 모벨을 구축하고， 다차원 데이터의 저장 

과 프로세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사용자 질의에 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 

록 제작되었다. 빠른 웅답속도의 비결은 다차원 배열형태의 데이터구조를 사용 

하는데 었다. 희박성이 높은 다차원 데이터의 저장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 

다란 하나의 배열보다는 밀집된 형태의 조그만 배열들로 나누어져 저장된다. 

단점 :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데이터 용량이나 

에러 회복 능력， 하드혜어 활용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진다. 

(2) ROLAP(Relational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사용자와 관계형 DBMS사이에 위치하여 사용자를 대신해서 복잡한 SQL을 

생성하고 다차원 연산을 수행한다. ROLAP엔진은 관계형 데이터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연결 역할을 수행한다. ROLAP엔진은 클라이언트의 다차원 질의를 적 

절한 SQL로 변환하여 관계형 DBMS에 넘겨주고， 관계형 DBMS로부터 처리 

된 결과를 다시 다차원 보고서로 변환하여 클라이어트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 

행한다. 다차원 질의를 SQL로 변환하기 위해 메타데이터가 활용된다. 메타데 

이터는 차원， 계층구조 등과 같은 다차원모댈에 관한 정보로 ROLAP툴에 의해 

생성되고 관리된다. 

다차원 DBMS는 일단 물리적 큐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매우 빠른 성능을 

제공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에 아직은 제한이 있고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 반면 ROLAP은 방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RDBMS와 SQL언어가 아직은 OLAP에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성능에 많은 제한을 가진다. 그래서 ROLAP제품들은 SQL문을 통해 필요 

한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한 다음 자신의 ROLAP엔진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작을 수행한다. 

(3) DOLAP(Desktop OLAP) 

다차원 데이터의 저장 및 프로세싱이 모두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진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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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정한 의미의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이 아니다. 분석에 펼요한 데이터는 데 

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되어 클라이언트에 특수한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비교적 

설치와 관리가 용이하고 유지보수 부담이 적고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지 

만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클라이언트로 이동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문제로 대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 각각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클 

라이언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일관성을 갖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큰 문제다. 

(4) HOLAP (Hybrid OLAP) 다차원 데 이 터 의 저 장공간으로 다차원 데 이 

터베이스와 관계형데이터베이스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요약 

된 데이터나 관계식에 의해 새로 계산된 데이터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되며， 상세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 ROLAP와 MOLAP의 차이 

ROLAP은 MOLAP에 비해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반영하기 힘들고 다차원 

연산기능이 부족하다. 대량의 상세수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차원구성 항 

목들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MOLAP은 ROLAP에 비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한다. 다수의 사 

용자를 대상으로 읽기/쓰기를 지원해야 하고 복잡하고 방대한 다차원 연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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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LEAN 통합데이터베이스 

1.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조 

운영시스램으로부터 정제 및 검증과정을 거쳐서 (그림 3-1)과 같이 데이터혜어하 

우스에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현재 운영시스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한국전력， 지방측정소 등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정 

보를 분석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통합데이터베이스 기반위에 권한을 가 

진 사용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마트를 구축한다. 데이터마트 디자인 도구인 

Oracle Discoverer를 사용하며 Administrator가 총괄하여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마트 

를 디자인한다. 대민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마트， 통합데이터베이스， 기타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결정하여 일반 국민에게 홈페이지를 통하 

여 서비스한다. 

KINS Intranet 

정왜 월 검증과정떠l이터 후훌 및;i:n앓Y 

짧團關 
(그림 3-1)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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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통합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시료채취， 전처리， 분석 등의 절차를 완료한 시료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다. 이 통합데이터베이스(TAB_TEATl)로부터 시료 상세정 

보， 전처리 정보， 분석결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운영 시스템의 보안 및 성능 향상 

을 위하여 통합정보 구축명령을 실행하면 이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를 TAB_TEATl 

으로 복사한다. 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함으로써 운영 

시스템을 보호할 수 었다. 

(기.) Table Profile List 

Table Name Description 

TAB_TEATO 환경평가 기본자료 

TAB TEATl 통합환경평가자료 

TAB TEAT2 환경평가 자료별 LOG 

TAB TEAT3 통합환경 평 가자료(CLEAN21) 

(나) Table Structure View 
SYSTEM 전 국 방 시 능 환 경 평 가 

TMllE 10 TAB_TlõATO OESC 환경평가자료검색 

‘ 
EATO_UNIO_SEON CHAR 9 NO Uniaue Sean 
EATO_SI RO_SEON CHAR 9 NO 시료번오 

EATO_S1 RO_COOE CHAR 4 NO 시료종류COOE 

EATO_SIRO_OATE OATE NO 채취일자 

EATO POTN COOE CHAR 5 NO 채취지영 COOE 

EATO_REFR_PROJ CHAR 2 NO 관련과저| 

EATO_ATOM_SEON CHAR 3 NO 운석핵종 

EATO_ATOMJlAG CHAR 2 NO 구 룬 code RF TAB_TEA10 FlAG= ’ G ’ 
EATO RAOIACTV NUMBER 20.10 YES 농도 

EATO RAOI_OIFF NUMBER 20.10 YES 편차 

EATO_RAOI_MOAX NUMBER 20. LQ YES MOA 
EATO_RAO I_UN IT CHAR 2 YES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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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전국 방사능 환경명가 

TABLE 10": TAB_TEAT1 

EATLUN IQ_SEQN CHAR 9 
EAT1 BUJ 1 COOE CHAR 2 
EATLSIRO_SEQN CHAR 9 
EATLATO빼 SEQN CHAR 3 
EATl ATOMFLAG CHAR 2 
EATLRAO'-UN IT CHAR 2 
EATUNSP_CORP α1AR 2 
EATLS1 RO_COOE CHAR 4 
EAT1 SIROOATE OATE 
EAT LPOTN_COOE CHAR 5 
EAT1_RAOI_ACTV NUMBER 20.10 
EAT LRAO '-0 1 FF NUMBER 20.10 
EAT1 RAOI MOAX NUMBER 20.10 
EATLVAL'-STAT CHAR 
EATLPUBC_STAT CHAR 

~l~"tEM_ ~ __ .:._전굳 ~밤시)늠εε환경명가 
TABLE 10 TAB_TEAT2 

;~YSJE I! .. : 전국 방사능 환경명가 
IM!L"I: J!L.:~I^B._ U=^I3 

‘ 

EAT3_UNIQ_SEQN CHAR 10 
EAT3 BUJI COOE CHAR 2 
EAT3 SIRO SEQN CHAR 9 
EAT3ATOM_SEQN CHAR 3 
EAT3_ATOM_FLAG CHAR 2 
EAT3_RAOI_UNIT CHAR 2 
EAT3_INSP_CORP CHAR 2 
EAT3_S1 RO_COOE CHAR 4 
EAT3 SIRO OATE OATE 
EAT3_POTN_COOE CHAR 5 
EAT3_RAO '-ACTV NUMBER 20.10 
EAT3_RAO '-01 FF NUMBER 20.10 
EAT3_RAOI_MOAX NUMBER 20.10 
EAT3 VALI STAT CHAR 
EAT3_PUBCSTAT CHAR 

OESC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YES 
YES 
YES 
NO 
NO 

OESC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YES 
YES 
YES 
NO 
NO 

통합환경핑가자료 

Uniaue Sean 
부지 COOE 

시료번호 
분석핵종 

구운code 
단위 

조사기관COOE 

시료종류COOE 
채취일자 

채휘지명COOE 
농도 
편차 

MOA 
자료검증여부 OEFAULT '1 ’ 검증후 ’ E' 
자료공개여부 OEFAULT ’N’ ‘ Y’ 

:. 환용용 J. 자료혈 LOG 
~ 

통 합환 경 명 가 자ι료J.CLI:.^N.2J.L 

UniQue Sean 
부지COOE 

시료번오 
Eι르 ~~ð 

구분code 
단위 
조사기관COOE 
시료종름COOE 
채취일자 

채취지영COOE 
늦도 

펀차 

MOA 
자료검증여부 OEFAULT ’ l ’ 검증후 'E ’ 
자료공개여부 OEFAULT 'N ’ ‘ Y' 

(그림 3-2) 통합데이터베이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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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Application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행하는 부분으로 설행 버튼을 클력하면 계측이 완료 

된 시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환경평가자료 테이블에 저장하고 핵종별 시료의 개수를 

카운트하여 다음 화면과 같이 보여준다. 각 숫자를 클력하면 시료에 관한 상세정보 

를 볼 수 있도록 기존의 운영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여준다. 

화면명 통합정보구축 

Package Name IDll00 Page 

선택된 년도와 조사기관에서 계측 완료된 시료를 [통합환경평가자료] 

테이블에 저장하고， 핵종별로 시료의 개수를 디스플레이 한다. 

(그림 3-3) 통합정보 구축 

- 16 -

1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연도별 또는 조사기관별 계측결과 현황정보를 

검색할 수 었다. 시료와 핵종에 대하여 처리된 시료의 개수가 검색된다. 

화면명 통합정보구축 현황 

Package Name ID1200 Page 

[통합환경평가자료]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선택된 년도와 

조사기관에 해당하는 시료의 개수를 디스플레이 한다. 

(그림 3-4) 통합정보 구축 현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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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화면에서 특정 시료개수의 링크를 클력하면 다음과 같이 특정 시료와 핵종 

에 관련된 시료번호와 부지， 계측 결과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공개， 검증 여부， 

로그를 기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시료 번호를 클릭하면 운영시스템의 데이 

터베이스에서 시료 채취， 전처리， 분석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다. 

리스트 화면에서 자료검증 여부와 자료공개여부를 저장하고， 각 시료의 검증에 

관한 로그를 남길 수 있다. 

화면명 통합정보구축 현황 

Package Name ID1200 Page 3 

짧蘭數機훌훌 

검색년도뼈 조사기켠|힌국윈지럭맨l슬원괴뺑 

디스플레이된 통합정보구축현황 화변에서 시료 개수의 링크를 클릭하면 

포함된 시료의 상세 정보를 리스트한다. 리스트된 화면에서 자료 검증 

여부와 자료 공개 여부를 저장하고， 각 시료의 검증에 관한 로그를 남길 수 

있다. 

(그림 3-5) 통합정보 구축현황 검색 

- 18 -



앞의 화면에서 시료번호를 클락하면 다음과 같이 사료에 관하여 채취정보， 전처리 

및 계측정보를 검색하여 볼 수 있다. 

화면명 통합정보구축 현황 

Package Name ID1200 Page 4 

、1.，상강낀 월 

- .................................................................. lIkICH~ 
l 

?섭 

시료정보 및 계측 상세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3-6) 시료 상세 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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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항이 있 확인하고 등의 자료를 상세정보，채취，전처리，분석 

남기기 위한 화면이다. 

검색한 시료의 

경우 로그를 '---'---

현황 통합정보구축 화면명 

5 

I ~ ‘ .. ν ‘ kln~.te. ~t.ÎOUI. en ,'I, (1펴lI!l 피디UIIUIIII때Il!i!!iiii!M#I-•• EMI… 뽑휩없 | 

Page D1200 Package Name 

로그 

‘ 
/ 

1희
 

‘{ 

뿔활] 
..:J 

시료의 상세 정보가 리스트된 통합정보구축현황 화면에서 [로그기록]버튼을 

클력하여 시료의 검증에 관한 로그를 남기고 [환경평가자료별로그] 

테이블에 저장한다. 

(그 

로그가록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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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검증 시스템 

원자력 안전 기술원과 지방 측정소에서 채취하고 계측한 시료 정보와 외부 자료 

를 통합하여 년도와 핵종에 따른 데이터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계측값의 이상 。 n

"lT T 

를 검증한다. 현재의 검증기능은 평균 이상의 값을 갖는 시료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 

하여 관리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면명 통합정보 검증 

Package Name ID9000 Page 1 

~ I행輪機훌훌 
1993 l잊g 2IJl) 

belowthe a엠 aY8rage abo‘'" the ayg below the av딩 aY8rage aboY8 the a엠 belowthea앤 aY8rage 

‘α (0) (0) í‘, (이 22.:Ð.rffl) 72. 

(0) () (0) (0) (0) (이 .19: 

(0) (0) (0) ’‘’‘ (Oi (0) 18: 

28.6(3!1) 211.34‘8.)) 81 0.1'6(12) 7.1 9(49) 139.26(54) 1 <l33.54(SJ 13.46'않7) 132.27(1 æ 

æ:’!8) 25.기 193) 102앓!8) E낀‘ æ) 25.43(142) 98. 7S(3)) (0) 

(0) 1.49( lì (0) 27、 l 잉 79:2bì 2.2\(7) 02(31) .11장 

(미 () (0) 2.51 (4) 4없8) 7.2(.4) (0) 

2. 1t(2.l6) 11.:Iì(32li 4UiIOS) 5.02(352) 25.2ι4GB) Eli62(’ 16) 1.맑‘ l얀뻐 1 4. 97( 1않 

9.1n댐3) 5829'&:6) 잃3.82(‘ 62) 4.82( 71 야 3ü.S5i’3의 1 29. 87( 1 딩5‘ 3.26(6æ) 2804’81 

76.31‘107) 421.91l224J 737.91(117) 76. 9기227) 322. 61 딩?잉 71 2.닮(143) 49.0I (g퍼 131.78:120 

O:I?) .0I(4S) .02(8) α%’ 01 (77) .않 19) αæ) 0:5 

(0) (Oì (0) (0) .2연56) 1.19:;0 

2. 1씻8.72t6t) 22.29'‘20) \.17(67) 4.22(83) 16.96(16) 1μ(~~) 4.62(5 

[통합환경평가자료] 테이블에서 핵종에 따른 년도별 평균값과 시료 개수， 

평균 이하 값과 시료 개수 평균 이상 값과 시료 개수를 디스플레이한다 

(그림 3-8) 통합정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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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CLEAN Data Mart 

1. Oracle Discoverer으| 특징 

Oracle Discoverer는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갖는다. 

- 의사 결정 가능 

Discoverer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쪽 모두의 비정형 질의， 드릴， 피봇 기 

능에서 최대의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SQL 질의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Non-blocking 질의 기능은 한 질의가 수행되고 있는 동안 다른 질의가 실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칸다. 또한 인크리벤탈 어레 

이 페 치 (incremental array fetch)는 질 의 응답 시 간을 즉각적 으로 보여 주고 

네트워크 부하량을 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 편이성을 증대시켜 준다. 

- 질의시간 예측 가능 

다른 툴들 처럼， Discoverer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질의를 중지시켜서 자원 

사용 정도를 조절하는 자원 제어기 (resource governor)를 제공한다. 

Discoverer는 이외에도 질의의 예상 소요 시간을 보여 주는 독특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질의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질의의 응답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될 지를 알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특정 질의에 대 

하여 수행할 것인지 여부와 언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질의 시간 예측 기능과 스케줄링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사용자 

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행 스케줄을 조정기능이 었다. 

Resultsbase 아커 택 처 

Resu1tsbase라는 클라이언트 큐빅 캐쉬는 질의 결과 데이타를 압축하고 인 

텍스화하여 데이타베이스 서버로의 반복적인 액세스 없이도 드릴 및 회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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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Mart 디 자인 기 법 (Administrator) 

가. Work area의 구성 

Oracle Discoverer Administration 으로 Workarea를 구성 하였 다. 

나. 데이터의 구성 

데이터마트를 위한 데이터의구성은 환경평가방사능의 통합테이블로부터 구성하고 

관련 코드인 핵종，관련과제 방사능단위， 조사기관， 부지명， 지점명， 시료명등으로 분 

류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부지명의 경우 해당 지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부지로 

부터 특정지점으로의 드렬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시료군의 경우에도 각 현재 사 

용되고 있는 시료를 총칭하는 시료군 정보와 상세 시료명으로 드릴할 수 있도록 설 

계 하였다. 

옳 o 핵종 
흉’ o 관련과채 
1: -0 방사능단위 
+ 며환정방사응평가톨합 

~O 조사기관 
흉캅부지명 
흉려지점명 
*며쳐료균 
옳 o 쳐료명 

(그림 3-9) 데이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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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층의 구성 

항목계층을 설정하여 계층의 설정은 계층경로를 위아래로 이동하며 관련정보를 

드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CLEAN System에서는 우선 날짜계층을 시료채취 

년도， 시료채취 분기， 시료채취 월，시료채취일까지 드렬이 가능하도록 날짜 템프리트 

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측결과 값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다양한 형태 

로 시료채취일자를 분류 할 수 었도록 설정하였다. 

앉 꿇훌 SiroI써，te 
§없 흩 .. Siro Date YYYY’·년 " 

?、 .,.. Siro Date Q"14 분기" 

’ 흩"SiroI꿇.teMM"월“ 
췄.，.. Siro Date DD.일-

_ ...... SiroDate 

* 훌훌 NewItemH뼈I8I얘.y2 * 용용 NewItemHierarchyI * 꿇옳 쩨취일자통합-날~t 
1’?혔날짜째층탬플리트 

+ 깐날짜계층 

* 낀 Ne뼈에eH용rarchyl 

(그림 3-10) 계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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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계의 구성 

일반사용자들이 환경방사능평가데이터마트를 사용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시스 

랩에서 되어 있어도 일반사용자가 환경분석자료의 상세 테이블과 직접 연과된 폴더 

와 열의 데이터 분석은 비효율적이다 이것은 질의와 리포트 실행사간이 오래 걸리 

며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성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 질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계폴더를 구성하여 미리 합계된 테이블에서 

실행하게 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총계 폴더의 구성은 가장 많은 질의를 수행할 것 

으로 예상되는 계측값과 시료채취일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환정영가방사능 

채취일자 

-{값년 
:.[ò분기 
[ .. [ó월 
-[ó~ 를 
않 SUM 농도 

;{싫 ∞UNT_농도 
많 AVG_농도 

‘ 용 관련과잭 j 환경평가방사능 

- 업} 헥증 j 환경평가방사능 

혔 o 핵증 
tO 관련과채 

(그림 3-11) 총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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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Mart ^~려| 

가.기본분석 

데이터마트 관리자 모률에서 만들어진 업무영역으로부터 기본분석을 위해 나타난 

화면(그림 3-12)이며 원자력시설주변 환경조사 및 평가 과제에서 토양시료에 대하여 

Cs-137에 대한 사용자화면이며 특히 1999년도만 드렬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 데이터마트 사용자 화면 

(그림 3-13)는 (그림 3-12)의 원자력시설주변 환경조사 및 평가 과제에서 토양 

시료에 대하여 Cs-137에 대한 사용자화면에서 고리 부지를 지점으로 드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26 -



(그림 3-13) 데이터마트 사용자 화면 

(그림 3-14)은 원자력시설주변 환경조사 및 평가 과제에서 강수시료에 대하여 

H-3 핵종 에 대한 사용자화면에서 월성 부지를 지점으로 드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료종류 핵종 등에 대해 사용자의 임의대로 쉽게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분석결과의 추이 분석 등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분석되어진 결 

과로부터 엑셀화일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추이를 검증하거나 다른 

Tool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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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데이터마트 사용자 화면 

(그림 3-15) 데이터마트 사용자 화면 

(그림 3-15)은 원자력시설주변 환경조사 및 평가 과제에서 강수사료에 대하여 

H-3 핵종 에 대한 사용자화면에서 부지별로 분석된 결과를 데이터마트를 통해 

그래프로 변환 예를 보여주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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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잖 국가환경방사능 자료 대민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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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가환경방사능 자료 대민 서비스 시스템 

대민 서비스 시스템은 국가 환경방사능의 철저한 감사체계와 환경방사능 분석 등 

에 대한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는데 있 

다. 따라서 대민 서비스 시스템은 Clean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이다. Clean 시스템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림 4-1)과 같이 감시계획， 환경방사능 분석， 측정결과， 관련 사 

이트 등에 대한 소개와 인트라넷에 대한 링크이다. 그리고 업무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자료실을 운영한다. 

윷CLEAN 씨스 양。l혈 

경씨톨뼈 톨톰顧갚를3 
i용l‘{업무한，. 

갱^I!!로그훌 

~자찢정벼 

-g-
괴
 
-
약
 

-

-a 

-
샤
 

-

짧
 -
핸
 -

*톰활선효흘성 
껴료}톨휘 

현 111 럭 

'ð^l억학훌찍 

-.혹싫 

(그림 4-1) Clean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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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 

화면번호 

메인화면 

#1000 

젖야쩌따爾혔훌’ 
우리나라의 환경양사능 갑시자료룰 윌 (Web)환정에 

서 훌tt쩍므호 판리힐므토써 룰정방사능 갑시의 효 

훌성를 항상하고， 방사능 혹정흩과에 대한 신회성과 

.. 멍성훌 제고시키기 위하며 한국원자혁안전기훌원 

(K1NS)에서 1997년투터 개알하기 시작한 국가환경방 

사능 져료판리시스댐이다. 

Page 

I파 [03Iæl c뼈 Home page op 

뽑뿔繼聊짚생 驚뿔뿔뿔뿔 

l薦績續렐 |훌AERMONI 

|앓樓씌 흩繹繼繼I 

뒀히 협국원자획앙정껴슐영 I IIl!! ..... vlt'? 뺏 19!!IH'i'l흉33e 
KØ톨g ‘”“ ....... π .. -‘,.,., I ru.: (아잉 eee갱OZ1 lfl\K: 10‘~) 8s/‘,_ 

http://clean.kins.re.kr 도메 인의 index.html 파일로 메 인화면이 다. 

1 

왼쪽 프레임은 clean의 업무에 대한 소개가 표시되고 상단 프레임은 업무에 

필요한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인트라넷 등으로 접속이 된다. 

(그림 4-2) CLEAN 메 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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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름 

화면번호 #1100 Page 2 

Clean 시스템 

국가환정방사능자표판리시스댐은 사용자의 핀의성흩 고려하여 다앙한 GUI (Graphic User Interlace) 

기능톨 져원하도톨 구현하였다. 최근 WEB판련 얻휴팅기훌은 왼정한 표흘기훌이 정확퇴져 않은 상 

태이므토， 개‘}하고자 하는 프를그힘은 개알 Tool의 연화에 민갑하져 앙도톨 표훈기슐인 PL*SQLOI 
용하여 구현힐 수 있는 Oracle Web을 선정하여 Networl:. 환경므로 구현하였다. 

CLEAN Syslem 캐낼률 꿔한 하드혜어 개일 환겸 및 소프트예머 개 og 환경은 그팀과 같다. 

…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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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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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헤어 1말환흥〉 

’ Clean 시스템의 개요에 대한 소개화면이다. ’ Clean 시스템 하드워l 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환경에 대한 소개가 있 

다. 

(그림 4-3) CLEAN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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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름 

화면번호 

감시계획 

Page 

r't".~~ 、 >"U석용‘ 

갑 "'1 목확 

터 한국월자획안전기흩월 (K1NS) 에서는 월자획빙 제 1어조의 6 (판정보전)제 쌓에 근거하여 월자럭 
사업자와는 특팀쩍므효 판정갑시톨 수얻하여 사업쳐의 조사훌과와 비교 몽가하고， 원자럭서열 후연 

환청에 대한 규제점검톨 톨빼 추민과 환겸에 대한 환정방사능 오염 여투톨 찍판적 일장에서 찌확인 

헝가하고있다. 

또한 원자럭벌 제 1어조의 H전국 환경방사능 감시)에 근거하여 우리 나타 전국의 환정방사선/눔 

춘워톨포에 대한 체게적인 자를톨 확보하여 국민보건의 기초자g를 얻용하는 뎌 그 률적이 있E며2 

전국 방사능혹정소 운엉흩 톨한 방사능 미상사태의 조기탐지와 우리 나라 환경방사능 훈워훈포 및 

변동의 혹이훌 룰석하고 방사늄 갑시체제를 확힘함으토뼈 방사늄 이상사태에 대한 대처능억훌 제고 

하여 국민억 건강과 환경줄 보전하는대 욕적이 었다. 

X 원짜력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자억법령겁씩시스탬 (h\tp:/l1aw “nS.re.Kr)율 침고하십시오. 

’ 감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표현하고 있다. 
- 감사목적 

감시업무체계 

- 감사프로그램 

- 기기 및 장비 

(그림 4-4) 감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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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름 

화면변호 

환경방사능 분석 

#1300 Page 

:1','," “; '>. '}, ~ <:~냥‘끼‘:1:';:‘“ ι t 싼;~.: 'j 

、 ‘ aι 、 /ι “‘ι 、 ‘、 、ι; ‘ ν‘》 、 、、 - 앙Jf농환색 

El~킹 양사진/능의 혹정 및 룬석은 방사션 겁흩기룰 현장에 실치하여 선량갖흩 적걷 *정 문석하거 

나， 대상 앙정시g 톨 예혀한 후 전처리.Jt혹 및 훈석， 몽가하는 울셔톨 거힌다 미톨 모든 단저는 

찍판쩍인 짙쳐 하에서 전흥하게 수월북는대 각 휠쳐는 앙사늄의 툰석 묵적과 대상 양사션의 흥류 

에 적힐 한 톨리적 화혁적 겉힐 과정E토 쳐리하고 있다. 

댄앙샤션 룰정 

-전국 ’7깨소의 저앙 양사능혹정소 잊 간이특정소에 공간갑마션향져(ERM)률 쓸치하여 판정양사션 

의 언툴 상흩을 2‘시간 년률 연속 감시 

- 특정된 한경양사선 선당강은 현장의 감시장비에 연길된 표지판에 디지휠토 현재강톨 표시하고， 

KINS 흥앙 앙사능 혹정소의 자퉁강시앙OERNet)으릎 겉시간 전응되어 수징 몽가 판리하며 인터멧 

톨 톨한정보의 용개 

’ 환경방사능 분석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표현하고 있다. 
방사능 분석 

시료채취 

전처리 

- 방사화학분석 

- 계측 

(그림 4-5) 환경방사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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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름 

화면번호 

환경방사능 측정결과 

#1400 

• 환경방사능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을 표현하고 있다. 

- 전국방사능 

- 해양방사능 

- 생활환경중의 방사능 

(그림 4-6) 환경방사능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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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름 

화면번호 

관련 사이트 

#1500 Page 

판 헌 삭 。I!!.

국A꺼' .... '011트 
*과학기슬부 

‘원자럭환경기술원 

*원^f혁연구소 

.한국전력공사 

국/외/사/이/트 

@ ’ntem~tional 이omic Energy Agency (내EA) 

+ Nuctear Re9ulatory CommissÏi:-n (NRC) 

@ 이omlc Ene,gy Control Boar<l CAECBl 

웠 협국월찌혁안쟁기슐영 | 빼.u: h:r ll양 ，.잉 t9)~~3:t8 
lCIf1II ‘:lllfA.asmuft:OI IUU<“ft1'I lm.: tfIo42l88‘~， 'fA'X : (I)ft,)) "'01. 

’ 환경방사능 관련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7)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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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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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5 ;다 켠료르 ql 
c> 늠코 L.... :;κ=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방사능 자료관리 시스뱀(CLEAN)에 대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 설 

계， 검증， 데이터마트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대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발하 

였다. 

통합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기관 및 연도를 중심으로 공통 스키마를 설계하고 기존의 운영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응용시스템 개발 

함으로써 기존의 운영시스템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통합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가능한 정확하고 유용한 값으로 활용되도록 자료에 대한 검증 

이 펼요한데 이번 단계에서는 핵종별 평균 방사능 농도와 시료개수 둥을 계산하여 이상 유 

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데이터 마트는 Oracle사의 Discoverer를 사용하여 앞에 

서 구축한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Work Area와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데이터 마트를 

사용하면 질의 처리 시간과 각종 분석 자료의 리포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았기 때문 

에 향후 업무에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환경방사능 자료 대민 서비스 시스템은 CLEAN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감사계획， 환 

경방사능 분석， 환경방사능 측정결과， 환경방사능 관련 사이트 둥을 인터넷 상에 소개하여 

환경방사능 안전 등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관의 환경방사능 평가 자료의 검색， 보수 및 표준화를 지향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연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므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확장이 필요하 

다. 또한 각종 환경방사능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검색 및 통계자료의 검색， 데이터의 가 

독성을 높이기 위한 그래프 표현 및 자료 분포에 대한 랩 구현 등의 기술개발 연구를 통하 

여 국가 환경방사능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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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단어 내외) 

본 연구는 환경방사능 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CLEAN 
시〈템을 개발하여 인 E 라넷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CLEAN 시 A템은 지방측정소 환경방사능 정보망， 외부자료 데이터베이 A 구축， 환경방사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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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의 해석 및 분석 그리고 평가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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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사능 분석， 환경방사능 데이터베이스 

- 39 -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nning Org. Sponsoring Org. 

Report No. Report No. 

KINS-HRl390 

Title/Subtitl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ized Local and overall 

countrv’s Environmental data Analysis Network System 

Sponsoring Org. Project and 
Kim Chang-Gyu 

Project Manager 

Researcher and Dep’t. J ong-Gyu, Kang Daedeok College 

Pub. Place Hanter Daeduk College Pub. Date 2001.3.3 ) 

Page p. 11. and Tab. Yes ( ), No ( 0 ) Size cm. 

Note 

Classified Unclassified( 0), Classified( Report Type 

Sponsoring Org. I KINS Contract No. 

Abstract (About 200 Words) 

In this development, we designed a integrated database for efficient data processing of 

Radiation-Environment data and developed the CLEAN(Computerized Local and overall 

countrγ ’ s Environmental data Analysis Network} System. The CLEAN system consists of 

local radiation-environment network, data analysis system, data open system. We developed 

the CLEAN system focused on building an integrated database, a data mart, and a CLEAN 

web site.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ed system, which organizes the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radiation data systematically, can be utilize for the accurate interpret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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