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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해체사업 관리 시스템 DECOMMIS 개발

II.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용 원자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해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때까지 수행되어 오던 해체 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의 변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의 결정은 해

체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경험은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자료의 관리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체 사업의 관리는 

곧 해체 자료의 관리를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해체 관리 시스템인 DECOMMIS를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의 원래의 목적인 사업 관리 이외에도 목적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해체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WACID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

   ○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 작업에 기본적인 자료로써 용이한 이용 

   ○ 해체 비용의 산정과 같은 해체 프로젝트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의 

평가 등 해체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source data)의 준비

III.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해체사업 관리 시스템 DECOMMIS는 기능 구조로 보아 코드 관리, 자료의 

입력 그리고 자료의 가공 및 출력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 코드 관리; 해체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자료의 입력에서 처음으로 얻어져야 

하는 조건은 자료의 정확성이다. 자료의 부정확성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입력 오류 

및 입력자의 개인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코드에 의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코드의 정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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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이곳에서 이루러 질수 있다. 

   ○ 자료의 입력; 해체 자료를 정기적인 발생 자료(작업일보)와 비정기적 발

생 자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작업일보에서는 매일 수행된 

작업의 상세 내용을 코드에 의하여 기술되도록 하 으며 폐기물의 처리와 같은 비

정기적으로 자료를 발생시키는 작업은 해당 작업이 이루어진 날짜의 작업일보에서 

정의된 일련번호에 의하여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작업 내용을 어떻게 

분류하여 등록할 것인가와 등록, 보기, 수정 및 삭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 자료의 가공 및 출력; 해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자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해체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서는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format으로 선택, 정리하여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 기능은 가공 출력 부분에서 수행되어 진다. 여기에서는 선

택되어지는 변수에 관한 정의와 이들이 어떻게 가공되어 지는지 설명된다.

IV. 연구 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DECOMMIS는 2005년에 초안이 마련되어 2006년에 보완되어 완성되었으며 

2005년부터 자료가 입력되었다. 여기에서 분석된 자료로서 해체 사업의 인력사용량 

분석 및 인력관리, 폐기물 발생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 2006년 년 말 보고서에 수

록되기도 하 다. 해체 자료의 입력은 활용을 위한 자세한 방법 모두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에 관한 개념에 기초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정확한 자

료를 얻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출력 변수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연구 개발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해체의 모든 과정에 관한 자료시스템은 사업 관리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체 사업의 예측 시스템, 해체 대상 시설의 현황 분석 시스템도 추가되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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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Title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DECOMMIS

II. Object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two projects for 

decommissioning of the research reactors and uranium conversion plant are 

carried out. The management of the projects can be defined as "the decision of 

the changes of the decommissioning methodologies for the more efficient 

achievement of the project at an adequate time and to an improved method". 

The correct decision comes from the experiences on the decommissioning project 

and the systematic experiences can be obtained from the good management of 

the decommissioning information. For this, a project management tool, 

DECOMMIS, was developed in the D&D Technology Division, which has the 

charge of the decommissioning projects at the KAERI, and its purpose was 

extended to following fields;

    ○ generation of reports on the dismantling waste for WACID

    ○ record keeping for the next decommissioning projects of nuclear 

facilities

    ○ provision of fundamental data for the R&D of the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From a viewpoint of the functions, the DECOMMIS is consisted of three 

parts; code management, information input, and data processing and output.

    ○ Code management;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the design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the input of correct data. Norm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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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rect data were caused from the error in typing of data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sonnels who input the data. To achieve the correct data input, 

the information are transformed into formatted forms and inputted as codes. In 

this report, the definition of the codes is explained and their registration into 

DECOMMIS and changes is also described.    

    ○ Information input; All information were classified into periodically 

generated ones such as daily reports and non-periodically generated ones such 

as waste generation information. In the daily reports, every decommissioning 

activity is described and inputted with the above-mentioned codes, and the 

information on non-periodical activities are connected with daily reports by  

work serial numbers which were assigned in the daily reports to the 

decommissioning activities. In this report, the classification of data and the  

description with codes of the every activity were explained and the methods to 

input, read, modify and delete are described.   

    ○ Data processing and output; In order to get the information for 

project management, the function of the search and rearrangement of the data is 

essential and can be carried out in this data processing and output part. In this 

report, the variables for the search, their definitions and the methods of 

rearrangement were describ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The DECOMMIS was drafted in 2005 and modified in 2006 to a 

complete information management tool. The input of data of the 

decommissioning projects of the research reactors and uranium conversion plant 

was initiated in 2005. The data were analyzed for the evaluation and control of 

the man power consumption, waste generation and the results were reported in 

an annual report of the D&D Technology Division.(KAERI/RR-2700/2006) In the 

design stage of the information system, all the detailed variables for the search 

were not considered, new variables for the utilization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For the full management of a decommissioning project, this kind of the 

information system is not sufficient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jo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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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ith a project planning system and a DB system of the facilities to be 

decommissioned. With a connection of this system, the development of a full 

management system of decommissioning project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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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사업 관리 시스템 (DECOMMIS) 개요

 1-1. 해체 사업 개요

   우리나라에서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서울 공릉동 소재 연구용 원자로 1호

기 (Korea Research Reactor -#1, KRR-1)과 원자로 2호기 (Korea Research 

Reactor -#2, KRR-2)는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대전으로 이전하여 30 MW급 연구로

인 하나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어 1996년 폐로

와 해체가 결정되었다. 이들의 해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국가 연구 

프로젝트인 기관고유사업의 하나로서 원자력 시설 제염해체 사업이 착수되었다. 이

들 해체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어서 다소 장기간의 해체 계획 작

업과 해체 계획서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00년 11월 해체 계획서를 승인 받음으로

서 해체 사업은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계약, 작업절차서의 작성, 

액체 폐기물의 처리 설비, 고체 폐기물 반출 구역(buffer zone) 등을 설치하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01년 8월부터 실질적인 해체 공사가 착수되어 연구로 2호기 부속 시

설인 실험실, 납차폐 시설, 콘크리트 차폐시설 등의 해체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2003

년 12월 완료되었다. 그 후 해체 작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연구로 2호기 원자로

실을 비롯한 연구로 1호기 부속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이 해체 되었거나 해체 중에 

있으며 200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위치한 우라늄 변환 시설의 해

체사업도 착수되어 해체공사 중에 있다. 본 우라늄 변환 시설은 핵연료 제조 국산

화 기술자립 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대 한불 기술 협력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다. 

그 후 본 시설의 시운전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공정의 개선 작업도 

진행되어 본 시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ADU 공정과는 별도로 AUC 공정이 설치

되었으며 우라늄 정제 공정의 자동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에 힘입어 1988년

부터 월성로 원자로의 핵연료 물질인 이산화 우라늄 분말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1993년 1월까지 320톤의 분말을 생산하고 시설의 적은 규모에 기인하는 경제성의 

악화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가동 중단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0년 

해체가 결정되었으며 2001년에 이의 해체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변환 시

설의 해체 계획서는 2002년에 작성되어 이의 인허가를 위하여 제출되어 2004년 8월 

승인을 받게 되었다. 변환 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연구로의 경우와

는 다르게 시설의 특성분석, 안전성 평가, 해체 작업의 선택 등이 모두 국내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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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수행되었는데 이는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경험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환 시설의 해체는 2006년까지 총 27개의 격실 가운데 25개의 격실이 해

체되었으며 2009년에 완료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연구로 해체와 우라늄 변환 시설의 해체 사업의 역사 및 계

획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사업 추진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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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해체 기술 정보 시스템

   비단 해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계획 및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

행하여 수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유사 사업에 관한 경험과 기

술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해체 기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많은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어 이용되어 왔다. 이들 전산 시

스템은 그 목적으로 보아 크게 세 가지로 나룰 수 있다. 

   ○ 해체 대상 시설 관리; 이의 하나의 예는 국의 UKAEA에서 사용하고 

있는 CARMEN (Care and maintenance electronic notebook)으로서 시설의 상태 등

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이다. 국의 해체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은 해체 사업자는 전 해체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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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기간 (Care and maintenance period)을 두어 해체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특성의 계속적인 감시, 유지 관리 상태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특별히 이 시

스템을 개발하 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 시설을 

운 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시설의 특성, 운전 특성, 이상 상태 특성 및 처리 방안 

등에 관한 자료는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는 해체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체 동안에도 해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들 자료는 매우 필요하며 특히 예

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이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따라서 IAEA에서도 해체

를 위한 자료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문서를 발간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의 중

요성에 비하여 해체 사업에서 이러한 전산 시스템을 운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 해체 사업의 계획; 해체 사업의 수행에서 계획은 가장 주요한 과정의 하

나로서 계획의 적절함에 따라서 해체 비용이 약 10%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해체 계획의 일반적인 순서는 해체 대상 시설의 현황 파악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체 전략(decommissioning strategy)의 결정, 합당한 해체 방법의 결정, 장비의 선

택, 안전성 평가 및 대책 수립 그리고 이들의 기초 아래에서 해체 비용을 평가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그 정확도의 깊이를 다르게 할 수 있으

며 해체 비용의 평가까지의 여러 과정을 비교하여 대상 시설의 형편에 알맞은 최선

의 해체 전략과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체 비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

상 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개략적인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비용

만 평가하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포함한 전산 시스템의 예는 

국 UKAEA에서 사용하고 있는 PRICE, 독일의 NIS사가 개발한 CALCOM 등이 

있다. 최근에 와서 해체 과정에서도 안전성이 강조 되면서 해체 계획 단계에서 해

체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리 안전성을 평가하여 해체 방법을 결정하는 안전성 평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의 예로서 일본의 원형로인 FUGEN의 해체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르웨이의 Halden Virtual Reality Center가 개발한 가상공간을 이용한 작

업자의 안전성 평가 전산코드, 체코에서 개발 중인 해체 대상 시설의 선량율(결과적

으로는 피폭)의 Contour 예측 코드 등이 있다. 

   ○ 해체 과정 자료 및 사업 관리; 해체가 진행되면서 해체 작업자의 인력 소

요, 작업자의 피폭, 해체 폐기물과 이들의 방사학적 특성 등 많은 양의 해체 공사 

관련 자료가 발생한다. 각 나라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지만 해체 과정에서 몇 개의 

자료는 필수적으로 그들 국가의 규제 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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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완료 후 해체 과정의 효율성 및 안전성 평가에도 해체 과정의 자료는 필요하다. 

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체의 계획 단계에서 안전성 및 비용까지 평가하는 

바 이들의 평가는 이미 수행되었던 해체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

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의 후속 해체 사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체 경험의 보존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또 해체의 경우도 해체 계획

의 수립 시 예상하지 못 하 던 시설의 방사능 준위에 따른 해체 장비의 개발, 사

업이 장기간에 걸쳐 수행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해체 방법의 변경, 사업의 규모에 

의하여  발생되는 공사 인력의 공급변경 등 많은 개선과 변경의 원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때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서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 두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한 전산 코드의 예는 

독일의 Greifswald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EWN이 사용한 관리 시스

템, 일본의 과거 JNC가 Ningyo-Doge 정련, 변환 농축 파일럿 플랜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사용한 Engineering System등이 좋은 예이다. 

   이상에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의 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들을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구별하여 설명하 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과정이며 특히 해체 사업의 계획과 관리는 계속되는 하나의 업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몇 가지 경우를 하나의 tool로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이들의 

예는 일본 JPDR의 해체를 위하여 개발된 COSMMARD, 프랑스 CEA가 개발한 

REXDIN 등이 있다. 또 해체의 계획 수립이나 과정의 관리는 해체 수행 국가의 규

제제도, 사업의 규모 및 연속성 및 심지어는 사회 환경에까지 향을 받으므로 이

러한 해체 자료의 관리 시스템이 범세계적으로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체 사업의 규모가 커지던 1990년도 후반 EC 국가에서

는 몇 개 국가가 참여하여 ECDB-NET을 개발하여 모든 EC 국가가 본 DB를 이용

하여 해체자료의 관리 및 사업계획, 관리 등에 이용하고자 하 으나 개발이후 성공

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이는 해체 사업이 각 사이트마다 특성이 매우 

달라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체 사업/정보 관리 시스템은 효용가치가 그만큼 적

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해체 사업관리 시스템(DECOMMIS) 개요

   가. 시스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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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해체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전산 시스템은 원자력 시설의 운전을 구 정지할 때부터 시설의 현황에 관한 

전산 시스템부터 필요하여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체 계획부터 시작하여 해체 비

용까지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의 관리까지 모두 동

시에 처리 가능한 시스템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구로 1,2호기의 해체를 시작

한 1997년에는 해체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외국의 이러한 시스템

이 있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

다. 또 외국의 DB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해체의 경험이 전

혀 없는 우리 팀으로서는 이를 활용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 해체 사업의 시작 이래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서 해체 자료의 보존과 

해체 사업의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해체 자료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의 목적으로 DECOMMIS (DECOMMissioning Information 

System)가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초기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

한 자료를 국가 폐기물 관리 정보 시스템인 WACID에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기 

시작한 DB 시스템이나 후에 해체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한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확장 개발되어 운  중인 해체 프로젝트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해체 

과정의 인력소요, 작업 과정 및 방사성 안전관리 자료와 동시에 폐기물의 발생, 처

리 및 포장 등의 관리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이해 증대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로 및 우라

늄 변환시설의 해체사업 수행조직인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가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을 이용하여 본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 시스템의 목적은 다음

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본 시스템의 초기 목적인 해체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WACID

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

   ○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

하고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 작업에 기본

적인 자료로써 용이한 이용 

   ○ 다른 하나는 본 자료를 이용하여 해체 비용의 산정과 같은 해체 프로젝

트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의 평가 등 해체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source 

data)의 준비

   ○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 을 위한 해체 작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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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해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그 때까지 수행되어 오던 해체 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당한 시기에 적당

한 방법으로의 변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의 이유는 해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기술 개발, 예상하지 못한 방사선량율, 

적은 사업 규모 등 매우 다양하다. 이곳에서는 우라늄 변환 시설의 해체과정에서 

인력의 공급과 사용량의 예로 해체 사업의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

다. 2005년 변환 시설의 해체공사는 그림 1-2와 같이 다섯 개의 분야로 나누어 수

행되었으며 이 각각의 분야에 인력의 공급은 이미 한국전력기술(주)와 수립된 인력 

수급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그러나 실제 사용량은 제염분야와 방사선 관리 

분야에서 이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인력이 전체 수량

면에서 실제 필요량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변환 공사의 해체

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하 기 때문에 필요 인력의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

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하여 예정 공사 계획을 맞출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의 

catch-up을 위하여 제염작업을 보류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의 결정 과제가 발생하 다.

   ○ 인력의 공급은 어떤 분야에서 얼마큼 부족한가?

   ○ 제염 작업의 보류에도 불구하고 전체공기를 지킬 수 있겠는가?

   ○ 제염 작업과 결과적으로 나타난 폐기물 관리 작업의 감소로 발생한 이들 분

야의 인원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체분야에 새로운 인력의 충원 또는 임시 

분야 변경)   

그림 1-2. 2005년 변환 시설 해체를 위한 분야별 인력 공급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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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결정을 위하여 변환 시설의 해체 사업에서 발생한 인력과 사업 

진척도에 관한 자료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해체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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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상황은 계속하여 발생한다.   

   나. 시스템 설계 시 고려 사항

    본 시스템의 개발은 이미 연구로 1,2호기 해체 공사가 시작된 후에 이루어 

졌다. 따라서 시스템의 설계에 이미 채택되어 있는 해체 사업 수행 조직, 폐기물 관

리 원칙,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이미 수행되

고 있는 해체 공상의 특성을 반 하여야 하 는데 상세한 내용은 입력 및 출력 시

스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며 여기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 몇 개만 설명

하고자 한다.

 

    1) 해체 공사를 위한 조직과 이들의 업무 분담

    연구로 1,2호기 및 우라늄 변환 시설의 해체를 위한 본 연구부의 조직과 그

들 사이의 업무 분담은 그림 1-3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별개의 

사업을 위한 기술 관리, 양쪽의 모두를 고려하고 있는 사업 관리 및 폐기물 관리, 

그리고 연구소의 중앙 조직을 이용하는 품질관리와 방사선 안전관리로 조직이 구별

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직은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몇 개의 작업분야(working 

section으로 정의)을 관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 내에서 현장 소장의 감독아래 작

업을 하지만 그들 각자의 작업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소 담당직원의 별도의 감

독을 받으므로 이들 각 section은 작업 결과를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해체 자료의 입력은 이들 각 section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해체 업무 중 많은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자가 직

접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사업 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인 

작업과 결과 분석 사이의 시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 바람직하고 또 일본의 경

우 이러한 예도 없는 것은 아니나 작업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본 해체 공사의 경우 

직접 입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한 분야의 책임자

(section head)가 또는 이들의 보고를 받아 현장 책임자가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

다. 이들 분야는 본 시스템의 운 에 많은 의미를 갖는다. 입력 또는 자료의 관리 

중 많은 부분의 작업이 분야별로 나뉘어 수행되며 입력 자료의 첫 자들이 이등 

section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 다. 

    2) 입력 자료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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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의 생명은 입력 자료가 정확한데 있다. 정확하지 못하면 이미 자료로서

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DB에 입력하는 자료의 부정확성의 원인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관성의 결여이며 하나는 입력오류라고 할 수 있

다. 일관성의 결여는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한 작업 특성에 관한 판단의 차이, 표현

의 차이 등과 입력의 오류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이 시스템의 운  초기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으며 예를 들면 변환 시설의 액체 시약 저장조를 해체하는 경

우 이 작업의 내용을 입력할 때 저장조 해체, 후랜지 철거, 저장조 절단 표현의 깊

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를 그대로 입력하면 나중에 이를 이

용하려고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입력 자료의 

범위를 미리 구분하여 놓고 이들을 코드화하여 코드로서 입력하게 하 다.

그림 1-3. 해체 사업 조직 및 관장 업무 분야

Technology 
Management 
(KRR1, KRR2)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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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DC SE ME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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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Management 
(KRR1, KRR2)

Technology 
Management 

(UCP)

D&D Technology Division

QC

President KAERI

RP
GD/DC SE ME WM

DC SE WMSections on site

Radiation 
Protection

Quality 
Assurance

DT

    3) 기존 자료/시스템의 활용성

    이 시스템에 입력의 대상이 되는 자료 중 일부분은 이미 자료가 정리되어 

컴퓨터 파일로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 자료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

이다. 따라서 이를 다시 DECOMIS에 자료 하나하나를 다시 입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그대로 읽어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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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부분이 Excel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있는 파일을 Excel로 하 다. 이와 같은 

자료의 예는 폐기물 특성 자료나 예산 집행 실적 자료 등이다.

    

    4) 폐기물의 관리 방침

    해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해체 폐기물의 관리라는 것은 이미 알려

져 있다. 따라서 해체 자료의 많은 부분은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자료이다. 따라서 

페기물의 관리 시스템이 자료 입력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

다. 해체 공사에 있어서는 액체나 기체 폐기물은 이미 해체를 수행하기 전에 처리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 보다는 고체 폐기물의 관리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고체 폐기물의 관리 방안은 사업 초기에 정립하는 것이 보통

이며 본 사업에서 채택한 고체 폐기물의 관리 방안은 그림 1-4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고체 해체물은 방

사성 폐기물로 간주하며 이들은 제염 대상과 비 대상으로 나뉜다. 주로 제염 비대

상은 연구로의 경우 원자로심 shred와 같이 중성자 방사화에 의하여 방사성 물질이 

된 경우와 토양, 부서진 콘크리트와 같이 bulky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염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해체물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제염 방법이 선택되며 제염한 

후에 방사능의 농도에 따라서 구별되어 방사성 폐기물, 비오염 폐기물 및 규제해제 

대상 폐기물로 나뉘어 처리된다. 그러나 제염이 비오염 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다시 판단하여  추가 제염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여러 번 반복하여 제염을 

수행한다. 본 시스템은 이와 같은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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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AERI의 해체 사업에서 채택한 해체 폐기물의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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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스템의 구성

    본 시스템은 개념적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해체 

자료 입력 시스템(DDIS)과 자료의 가공/출력 시스템(DDPS)으로서 자료 입력 시스

템은 이미 개발 완료되어 현재 운  중에 있어 해체 현장의 자료를 DB로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현장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으며 해체 작업 일

지를 겸할 수 있어 자료 처리 보고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료의 가공 시스템은 2005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되어 폐기물 관리 및 프로젝트의 사

업관리, 피폭 관리 등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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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ECOMMIS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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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스템은 그림 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나누어 코드 관리 시스템, 

자료 입력 시스템 및 자료 출력 시스템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며 이 세 가지 기능

은 다섯 가지의 sub-system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 들 다섯 가지 

sub-system은 그림 1-7과 같은 DECOMMIS의 화면 위쪽의 menu bar에서 언제든

지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다. 아들 다섯 개의 sub-system의 개략적인 특징은 아래

와 같다. 

   ○ 코드 관리 시스템; 이곳에서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정

의, 변경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코드를 통한 입력을 기본 원칙으로 하

기 때문에 우선 자료의 입력 전에 코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코드의 내용

에 관하여서는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 작업 일보; 해체 공사의 모든 자료는 작업일보에서 정의되며 기록된다. 

따라서 해체 자료의 대부분은 작업일보를 입력함으로서 보존/활용 가능하게 됨으로 

이를 하나의 부분으로서 입력할 수 있게 하 다. 

   ○ 참고자료; 모든 자료는 작업일보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몇 개의 자료는 양

은 많으나 발생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며 그 예로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자료, 작업장 방사선 환경에 관한 자료 및 예산 집행 자료 등이다. 이런 자료

는 작업일보에 의하여 입력하려면 일보의 entity space를 넓게 하지만 그 사용 빈도

는 많지 않아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참고자료로서 별도로 입력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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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력; 출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작업 일보를 주어진 양식에 

의하여 hard copy로 인쇄하는 것이며 하나는 자료를 이송하기 위하여 정리된 자료

를 파일로 출력하는 것이다. 또 기존의 Excel 파일을 자료로서 입력하기 위한 기능

을 이곳으로 병합하여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 

   ○ 가공 출력; 입력된 자료를 원하는 (미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의한) 방법

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폐기물, 인력 활용, 방사선 안전 및 

기타로 나뉘어져 있다. 이곳의 자료 정리 방법의 기본 개념은 그라프나 그림 등의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가 아니라 이를 다시 그림이나 그라프로 정리하여야 하는 

raw data 수준의 정리이다. 이로서 정리된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는 없으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6. DECOMMIS의 기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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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DECOMMIS의 sample 페이지. [메뉴 바(붉은색 네모)에서 원하는 기능으로 이동

가능하다.] 

   라. 시스템의 software/hardware

   본 시스템을 운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software와 컴퓨터는 가능한 한 저

렴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연구소의 LAN에 연결이 되면 보통의 PC로

서 자료의 입력이나 출력 모두가 가능하게 하 다.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구

성한 시스템의 software 구성과 사양은 각각 그림 1-8 및 표 1-1과 같다. 대부분의 

software는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DB관리를 위하여 Oracle사의 

PL/SQL을 사용하 는데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내부 연결망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선택하 다. 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자료를 가공 활용

하는 경우에도 연구실 또는 현장의 개인용 PC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

본 요구사항으로서 서버나 back-up 서버 그리고 사용자 모두가 한국원자력 연구소

의 LAN에 연결하여 사용할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서울 연구로 해체 현장의 경우 

연구소의 내부 LAN에 접속하여 자료를 입력시키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연

구로의 해체 현장에서는 입력 자료의 파일을 구성하여 대전 연구실로 전자메일 등

을 통하여 전송하고 이 파일을 대전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서울 사

무소 내에서는 모두 4개의 PC를 연결하여 각 PC에서 모두 모든 작업이 이루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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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 다. 이상에서 설명한 시스템의 hardware 연결 구성도는 그림 1-9와 

같으며 각 기기의 사양은 표 1-2와 같다.

        

그림 1-8. DECOMMIS의 software 구성

WINDOW 98 이상

Internet Explorer 5.5 이상

TCP/IP

WINDOW 2003 Server

Oracle RDBMS 10g

Internet Explorer 5.5 이상

사용자 PC

Web Server and DB Server

WINDOW 98 이상

Internet Explorer 5.5 이상

TCP/IP

WINDOW 2003 Server

Oracle RDBMS 10g

Internet Explorer 5.5 이상

사용자 PC

Web Server and DB Server

  

    

표 1-1 DECOMMIS 를 위한 Software 사양

구  분 품  명 세 부 규 격

서 버

Browser Internet Explorer 5.5 이상

DB 서버 Oracle(RDBMS 10g)

WEB 서버 Oracle 10gAS

OS Window 2003 Server

Middle Ware SQL Net

개발용 Tool Oracle사의 PL/SQL, Java, JSP

클라이언트
BROWSER Internet Explorer 5.5 이상

OS Window 9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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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DECOMMIS 운 을 위한 기기 구성도

System Manager

DB Server-2

WEB Server
Homepage/Application
Oracle10gAS
TCP/IP
Window 2003 Server

LAN in fire wall

DB Server-1
Application
RDBMS(Oracle10g)
TCP/IP
Window 2003 Server

Internal User-1
WEB Browser
TCP/IP
Window 2000/98 Internal User-2

Files by e-mail

Internal User-b
Internal User-a

Internal Connection

Decommissioning site of KRR-2
KAERI office

System Manager

DB Server-2

WEB Server
Homepage/Application
Oracle10gAS
TCP/IP
Window 2003 Server

LAN in fire wall

DB Server-1
Application
RDBMS(Oracle10g)
TCP/IP
Window 2003 Server

Internal User-1
WEB Browser
TCP/IP
Window 2000/98 Internal User-2

Files by e-mail

Internal User-b
Internal User-a

Internal Connection

System Manager

DB Server-2

WEB Server
Homepage/Application
Oracle10gAS
TCP/IP
Window 2003 Server

LAN in fire wall

DB Server-1
Application
RDBMS(Oracle10g)
TCP/IP
Window 2003 Server

Internal User-1
WEB Browser
TCP/IP
Window 2000/98 Internal User-2

Files by e-mail

Internal User-b
Internal User-a

Internal Connection

Decommissioning site of KRR-2
KAERI office

    

표 1-2 DECOMMIS를 사용하기 위한 Hardware 사양

구  분 품  명 세 부 규 격

서 버

WEB 서버

CPU Xeon 3.0 GHz, 2CPU

HDD 160 GB * 2

Memory 2 GB

DB 서버

DB 

back-up

CPU Intel Prescott 640 (3.2GHz)

HDD 160 GB * 2

Memory 5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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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작업 자료 입력 시스템

 2-1. 개요 

   ○ 본 해체 자료 입력 시스템(Decommissioning Data Input System; DDIS)

은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신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 입력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고려한 조건들은 그림 2-1과 같다. 여기

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입력으로서 입력하는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항상 일정하게 입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입력 시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입력 방법을 코드화되어 있다. 또 작업

자의 수준과 입력시 작업자 임의성을 없애기 위하여 작업 일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별로 담당자나 적어도 분야별 담당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해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만들어 지는 자료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자료가 이미 excel file

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file을 직접 작업일보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1. 해체 자료 입력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요건

• Minimized error in typing
• Minimized differences between persons 
• Capability of workers to computer

• Exact input

• Existing
conditions

• Supply decommissioning data to DB system   
• Utilization of data from existing excel files
• Distance from head quarter office
• Working organization

• Mentality • Characteristics of workers to documentation

• Efficiency • Prevent from using extra man-power
• Small time gap between work and data input
• Working at PC grade computer

- Code
- Input by section head
- Formatted input system
- Easy software

- Wide diversity  
- Easy data transfer
- Compatibility with DB

- Input by section head

- Daily input 
- Same format as daily report
- Small amount per input
- Cheap hardware



- 17 -

   ○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자료로서 본 입력 시스템에 의하여 DB에 입력하

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표 2-1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난 문서 종류에 따라서 

입력의 빈도수가 차이가 많다. 그러나 어떤 문서든지 하나의 문서 번호에 해당하는 

일련의 자료가 입력되면 한 번에 입력된 내용은 하나의 file name이 부여되며 이 

이름으로 하나의 data file이 생성되어 저장되었다가 main DB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자료가 저장, 관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작업일보(2)는 작업일보(1)과 동

시에 입력되거나 또는 작업일보(1)가 입력된 후에 첨가하여 입력되는 자료로 별도

의 file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 file 명의 부여 방법은 추후 3항 해체 자료 입력 부분

에 설명되어 있다.

표 2-1 해체 자료의 종류와 발생 빈도

문서 종류 발생 주기 입력자 비 고

작업일보(1)
1일 

1회(근무일)

현장 

소장
1 종

작업일보(2)
1일 

1회(근무일)
KOPEC

위와 동일 

양식

작업 일보 참고 서류
수 

시(발생시)
5 종

작업 허가서
수 

시(발생시)
1 종

예산 집행 내역 2주 1회
사업관리 

과제
1 종

   ○ 위 표 2-1의 각 자료의 입력은 작업 일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 입

력 부분은 작업일련번호(WSN; work serial number)로서 그림2-2와 같이 서로 연

결되어 있다. 작업 일련번호는 작업 상세 내역에서 부여되는데(2-3. 나-3) 참조) 그 

작업에 해당되는 상세 내역은 그 작업 번호 밑에서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

면 하나의 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입력은 그 주어진 작업의 일련번호로 주어지는 인

력 입력 창에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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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체 작업 코드 관리

  가 .  필요 코드의 종류

   ○ 본 해체 자료의 입력 시스템은 추후 자료의 용이한 활용을 위하여 많은 

부분의 자료가 코드화되어 입력된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될 코드는 크게 나뉘어 작

업 일보 입력용과 참고 자료 입력용이 있으나 구조상 크게 다를 것은 없고 또 일부

는 양쪽 전부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별하지 않고 정의된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해

체 site에 따라서 구별되는 코드와 연구로 및 변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로 나

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사용되는 전체 코드의 종류는 다음 표 2-2와 같으나 실제 

작업일보나 참고 자료의 입력에는 모두 소분류가 사용된다. 중분류나 대분류는 코

드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되었다. 

그림 2-2. 작업 일련번호의 개념과 그에 의한 입력 창의 연결.

Work details
With project name

and summary

Manpower

WSN W
SN

Radiation protection

WSN

Waste management

Others

W
S

N

area Date Serial number

WSN structure

GD 40521 101

Work details
- Description
- Work serial number (WSN)
- Project progress
- Work area code
- Equipment code
- Related WSN

Work details
- Description
- Work serial number (WSN)
- Project progress
- Work area code
- Equipment code
- Related WSN

Code
Management

system

Budget management

W
SN

Input space
of a work area

Work details
With project name

and summary

Manpower

WSN W
SN

Radiation protection

WSN

Waste management

Others

W
S

N

area Date Serial number

WSN structure

GD 40521 101

Work details
- Description
- Work serial number (WSN)
- Project progress
- Work area code
- Equipment code
- Related WSN

Work details
- Description
- Work serial number (WSN)
- Project progress
- Work area code
- Equipment code
- Related WSN

Code
Management

system

Budget management

W
SN

Input space
of a work area

   ○ 이 코드들은 입력자가 등록, 첨가,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코드가 

이미 한번 이상 사용되었거나 인용되었으면 삭제할 수 없으며 또 수정도 매우 제한

적이 된다. 따라서 코드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한 작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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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하면 동일한 특성에 두 개 이상의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ystem manager와 상의 

후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 사용한 코드의 종류와 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시설관련코드 site 코드 시설구분코드 시설코드

작업관련코드 작업분야 작업분류 작업코드

WBS number 분야/분류 WBS number
공정번호코드와

 동일 의미

기관 관련 코드

회사코드

참여 업무 코드

인력관련 코드 참여 인력

장비 관련 코드 장비업무 분야 장비 중간 분류 장비코드

폐기물 관련코드

화학성분 폐기물 

대분류

화학성분 폐기물 

소분류

차후 처리가능성 

폐기물 분류

폐기물 저장장소 

코드
저장장소 대분류 저장장소 소분류

예산 관련 코드 예산집행 대분류 예산집행 중분류 예산집행 소분류

기타코드

고정 선량계 종류 고정선량계코드

환기시설 위치 환기 시설팬 

 

   ○ 코드의 관리는 초기화면에서 코드 관리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그림 2-3과 

같은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는데 우선 관리하고자 하는 코드의 종류를 코드의 종류 

column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첨가, 수정 등의 관리 방안은 각 코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 코드 종류 column에는 코드의 종류만이 menu로 나타나고 있

으며 각 종류를 선택하면 각 분류의 첫 내용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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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의 관리를 위한 화면에서의 작업에 관하여 부록 F “프로그람 사용

법"을 참조하여 읽는 것이 유리하다. 그 곳에는 화면의 전체 모양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나-1)의 시설 코드에서 설명하 으

므로 이 manual을 읽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3. 코드 관리를 위한 초기화면

코드의
종류 column

코드의
종류 column

  나. 코드 분류 I (해체 site에 따라 변경)

   1) 시설코드

 

   ○ 시설코드는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나 장치를 표시하기 위한 코드이다. 이

를 얼마나 상세하게 정의 하는가는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매우 자세하게 정

의하면 작업하는 장치까지 정의할 수 있으나 실제 작업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어려

운 경우도 있으며 특히 연구로나 우라늄 변환 시설과 같이 소규모의 해체 현장에서

는 이는 더 어렵게 된다. 본 DDIS에서는 기본적으로 compartment를 하나의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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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 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좀 더 세분하 다.

   ○ 시설코드를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이트(site)명, 시설구분, 시

설 명 및 시설 코드로서 아래의 표 2-3 및 2-4는 연구로 해체와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에서 몇 개의 예를 보여준다. 시설코드는 문 및 숫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며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 OOO-XXX, 우라늄 변환 시설은 OOO-XXXX로 구성 된다. 

여기에서 연구로나 우라늄 변환 시설의 두 경우 모두 OOO는 시설 구분명이며 연

구로는 XXX(변환 시설의 경우 XXXX)의 세 개의 문 알파벳으로  각 

compartment나 장치 등을 의미한다. 연구로 2호기 납 핫셀의 경우 시설구분명 

K2A와 납 핫셀의 고유 이름인 LHC가 합쳐져 K2A-LHC이 코드가 된다. 본 자료 

입력 시스템에 사용될 시설코드는 부록 E “Code Book"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표 2-3  시설(연구로) 코드의 종류 및 입력 자료의 예 

사이트

명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코드

없음

(K0)

시설 분류하지 않음

(K00)
시설명 없음 K00-000

연구용원자

로

(KR)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K2R)

reactor hall 주변시설 K2R-AUX

수조내 시설 장치 K2R-POL

원자로 2호기 부속 

시설

(K2A)

동위원소 실험실 K2A-IEL

납 핫셀 K2A-LHC

표 2-4 시설(우라늄 변환 시설) 코드의 종류 및 입력 자료의 예 

사이트

명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코드

우라늄 

변환 시설

(KU)

변환 건물 1층

(UB1)

방사선 관리실-1 UB1-6101

방사선 관리실 -2 UB1-6102

변환 건물 2층

UB2

2층 kiln실

2층 보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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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의 왼쪽 column에서 시설관련 코드 중 site를 선택하면 그림 2-4와 

같은 화면이 open된다. 신규 site를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빈 줄에 site 코드와 site 

명을 입력하고 SAVE한다. 이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림 중에 사각형으로 표시

된 부분이며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을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그림 중에는 표시되지 않으나 이를 입력하지 

않고 SAVE하면 error message가 나타난다. 입력 자료를 수정도 할 수 있으며 이

는 단순히 입력 자료를 수정하고 SAVE하면 되지만 수정할 수 있는 자료는 네모 

칸 내에 있는 자료들뿐이며 아래 그림의 사이트 코드 KR과 같이 네모가 없는 자료

는 수정할 수 없다. site를 삭제하기 위하여서는 해당되는 site의 삭제 칸을 체크하

고 SAVE한다. 그러나 시설 구분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으므로 시설 

구분에서 먼저 모든 시설 구분을 삭제하고 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삭제” 칸의 네모 key가 회색으로 변환되어 있다. 또 입

력한 자료는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하지만 입력 전체를 지우려고 하는 경우 RESET 

key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번 저장된 자료는 reset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입

력 자료의 종류, 수정 가능 부분 및 삭제 가능성은 코드 관리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억하여야 한다. 

그림 2-4. 시설 사이트(site) 코드 입력 내용 

삭제 사이트 코드 사이드 명 시설 구분 수

KR 연구용 원자로 4

SAVE RESET

DDIS>코드관리>시설관련코드>사이트(Site)

삭제 사이트 코드 사이드 명 시설 구분 수

KR 연구용 원자로 4

SAVE RESET

DDIS>코드관리>시설관련코드>사이트(Site)

      ○ 자료의 입력은 주어진 format로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이트 코

드에는 반드시 알파벳 또는 숫자로 K0, KR 또는 KU와 같이 K로 시작하는 두 자

리 수 코드로 입력하여야 한다. 비록 다른 format가 입력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 

매뉴얼에서 주어진 예와 동일한 format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트명은 text

로 입력이 되어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위 화면의 표 안의 

네모 칸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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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사이트에서 시설 구분을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위 그림에서 시설 구분

수를 click하거나 화면의 왼쪽 column에서 시설관련 코드 중 시설 구분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그림 2-5와 같은 화면이 open되며 시설 구분수를 click한 경

우에는 그 사이드에 해당되는 시설 구분 페이지가 open되지만 왼쪽의 column에서 

선택한 경우는 원하는 시설 사이트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규 시설 구분을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앞의 사이트와 같이 네모 칸에 자료를 입력하

고 SAVE한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이트 코드는 KR로 고정되어 있어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시설 구분 코드도 나타나 있다. 수

정 및 삭제 요령을 앞의 경우와 같으며 시설수가 0이 아니면 삭제되지 않는다. 이 

페이지에서 시설 구분 명의 배열순서는 시설 구분 코드의 알파벳 순서이다. 여기에

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하여서는 위 왼쪽의 사이트 명 선택 창에서 다른 사

이트 명을 선택하면 되고 오른쪽 상단의 사이트로 이동을 선택하면 그림 2-4의 화

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2-5. 시설 구분 코드 입력 내용 

SAVE RESET

삭제 사이트 코드 시설 구분 명 시설 수

KR:연구용원자로 연구로2호기부속시설 8

DDIS>코드관리>시설관련코드>시설구분

시설 구분 코드

K2A

비고

KR:연구용원자로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6K2R

KR

사이트로 이동.사이트

SAVE RESET

삭제 사이트 코드 시설 구분 명 시설 수

KR:연구용원자로 연구로2호기부속시설 8

DDIS>코드관리>시설관련코드>시설구분

시설 구분 코드

K2A

비고

KR:연구용원자로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6K2R

KR

사이트로 이동.사이트

  ○ 하나의 시설 구분에 시설의 등록은 위 그림에서 시설수를 click하여 open

된 그림 2-6과 같은 화면에서 가능하다. 신규 시설의 등록을 위하여서는 빈 줄에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한다. 시설코드는 여섯 자리 수자를 전부 입력하여야 하지만 

처음 세 자리 문자가 시설 구분 코드(예로 위 그림의 연구로 2호기 부속 시설의 시

설수를 click한 경우 K2A)와 일치하지 않으면 입력되지 않는다.) 수정, 삭제 요령을 

앞의 경우와 같이 삭제를 click하고 SAVE하면 되지만 이미 자료 입력 부분에서 이 

코드를 한번 이상 사용하 으면 삭제되지 않는다. 이는 입력된 자료의 보호를 위하

여서 이다. 이 화면에서 시설의 배열순서는 시설 코드의 알파벳 순서이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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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이트나 시설 구분으로 이동하기 위하여서는 위의 사이트 명 또는 시설 구분

명 선택 창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또 입력을 완료한 후에 시설구분이

나 사이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 오른쪽 상단의 “사이트로 이동” 또는 

“시설 구분으로 이동”을 click한다. 

그림 2-6. 시설 코드 입력 내용

비고

시설구분으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사이트 시설 명

KR:연구용원자로 동위원소 실험싱

DDIS>코드관리>시설관련코드>시설코드

시설 구분(코드:명)

K2A: 연구로2호기부속시설

KR:연구용원자로 작업자 출입시설

KR K2A

사이트로 이동.사이트 .시설구분

시설 코드

K2A-IEL

K2A-WERK2A: 연구로2호기부속시설

비고

시설구분으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사이트 시설 명

KR:연구용원자로 동위원소 실험싱

DDIS>코드관리>시설관련코드>시설코드

시설 구분(코드:명)

K2A: 연구로2호기부속시설

KR:연구용원자로 작업자 출입시설

KR K2A

사이트로 이동.사이트 .시설구분

시설 코드

K2A-IEL

K2A-WERK2A: 연구로2호기부속시설

   2) 작업분야 코드

  ○ 본 자료 입력 시스템은 본 작업 분야 코드를 중심으로 group화 되어 입력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이해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참여인원 및 참

여 회사의 구분도 이 작업 분야 구분으로 이루어지며 출력도 작업 분야에 따라서 

구분되어 출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작업분야는 표 

2-5와 또는 부록 E의 표와 같다. 연구로 및 변환시설, 두 시설에서의 혼동을 피하

기 위하여 다른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작업 일보는 계약자가 작성

하는 것으로서 연구소의 업무나 연구 개발은 자료 입력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며 

또 신규 작업 분야가 생성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작업 분야는 기

대하기 어렵다. 또 작업 분야가 신설되면 이에 따른 모든 작업 코드가 정리되어야 

하므로 이 이외의 것을 추가 입력하는 데에는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 작업분야의 코드 역시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으로

서 두 자리 수이며 자리수가 증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두개의 알파벳 자로서 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예 GD = general dismantling 

works). 동일한 분야 예를 들면 품질 관리에서 QC가 그 의미를 더 예측하기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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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환 시설의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QL을 사용한다.

   ○ 작업 코드를 입력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작업분야 코드부터 정의하여야 

하는데 작업분야를 정의하기 위하여서는 화면의 왼쪽 코드 종류 column에서 작업

관련 코드 중에서 작업 분야를 선택하여 다음 그림 2-7과 같은 화면을 open하여야 

한다. 신규 등록을 위하여서 빈 줄의 빈 네모 칸에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한다. 입

력 범위, 수정 및 삭제 요령은 전과 동일하지만 이 경우는 작업분류수와 참여기관

수 모두가 0이 아니면 삭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렬” 란에 입력되는 숫자는 작

업 분야가 여러 개 입력된 후에 작업 코드가 나열되는 차례를 표시하며 순서는 편

리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작업일보의 정리 순서 등에 따라서 정의한다.

그림 2-7. 작업 분야 코드 입력 내용

삭제 작업분야 코드 비고 참여기관 수

GD 현장제염 작업 포함 3

SAVE RESET

DDIS>코드관리>작업관련코드>작업분야

작업분야명

해체 작업

정렬

1

작업분류

3

삭제 작업분야 코드 비고 참여기관 수

GD 현장제염 작업 포함 3

SAVE RESET

DDIS>코드관리>작업관련코드>작업분야

작업분야명

해체 작업

정렬

1

작업분류

3

   ○ 위 그림에서 참여 기관수를 click하면 “DDIS>코드관리>기관관련코드>참

여 업무” 페이지에서 작업분야 코드 "GD"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 list가 보여 지고 

여기서 참여 기관의 코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차후에 설명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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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작업 분야 종류 및 코드 

작업 분야 구분
연구로 작업 분야 

코드
변환시설

해체 작업 GD DT

유지보수 GE MR

방사선/능 관리 RP RC

폐기물 관리 WM WR

품질관리 QC QL

전문가 활용 SE

공통 업무 CO

주 계약자 업무 MC MC

연구소 업무 분야 KA

예비 작업 PA

사업관리 및 기술 지원 TS

장비관리 EP

연구 개발 RD

최종 방사선/능 평가 FS

   ○ 새로운 작업코드를 입력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상에서 설명할 작업 분야와 

작업분류, 작업명 그리고 작업 코드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입력에 필

요한 자료의 예를 보면 다음 표 2-6 또는 2-7과 같으며 본 해체 작업에서 정의한 

작업코드의 자세한 사항은 부록 E에 명시되어 있다. 중분류에 해당하는 작업분류는 

순서대로 작업 분야 코드에 1, 2, 3..... 등의 숫자를 붙여 결정하며 작업코드는 연구

로 해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3자리 문 코드로 하며 이때 첫 문자는 작업코드의 첫 

문자와 일치 시킨다. 예를 들면 방사능/선 관리에서는 코드의 첫 자를 “R“로 선

택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변환 시설 해체에서는 

중분류인 작업 분류는 작업 분야에 숫자하나를 더 첨가하고 업무 코드는 분류 코드

에 숫자 하나를 더하여 4자리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변환 시설 해체에서 방사선/능 

관리의 작업 분야 코드는 RC로서 이중 반사선 측정은 RC2로 또 그중에서 핵종 분

석은 RC23로 한다. 이 작업 코드의 분류 방법은 연구로의 경우 대개 연구로 해체의 

경험에 기초를 두어 구분한데 비하여 변환의 경우 IAEA에서 권고한 부분에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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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의 가감을 하 다. 이는 site-dependent한 해체의 

경우 상황 의존도의 판단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6 작업 코드의 종류와 입력 자료의 예 (연구로)

작업분야
작업 분야

(코드)
분류 업무명 업무명( 어) 코드

방사선/능

관리
RP

측정장비

RP1
장비 관리

EM(Equipmen

t 

management)

REM

방사선

안전관리

RP2

일반작업 Dismantling RAD

폐기물 작업 Waste RAW

출입관리
Access 

control
RAA

표 2-7 작업 코드의 종류와 입력 자료의 예 (우라늄 변환시설)

작업분야
작업 분야

(코드)
분류 업무명 업무명( 어) 코드

방사선/능

관리
RC

준비작업

RC1

계측기기 

셋팅
RC11

방사선/능 

측정

RC2

측정 일반 RC20

시료채취 RC21

핵종 분석 RC22

   ○ 위 그림의 페이지에서 새로운 작업분류를 입력시키기 위하여서는 작업 

분류 수를 click하여 다음과 같은 화면을 open시켜야 된다. 새로운 작업분류는 빈 

줄에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하면 되고 기타, 입력 범위, 수정, 삭제 요령은 전과 동

일하다. 여기에서도 작업 코드수가 0이 아니면 삭제할 수 없으며 작업 분야를 변경

하기 위하여서는 table 위의 작업분야 선택 창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작업을 완료

한 후에 작업분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서는 표 우측 상단에서 “직업 분야로 이동”

을 click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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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작업 분류 코드 입력 내용

SAVE RESET

삭제 작업분야명 작업 분야 명 작업코드 수

GD: 해체작업 해체 장비 관리 2

DDIS>코드관리>작업관련코드>작업분류

작업분류코드

GD1

비고

DG: 해체작업 해체 작업 4GD2

DG

작업분야로 이동.작업분야

SAVE RESET

삭제 작업분야명 작업 분야 명 작업코드 수

GD: 해체작업 해체 장비 관리 2

DDIS>코드관리>작업관련코드>작업분류

작업분류코드

GD1

비고

DG: 해체작업 해체 작업 4GD2

DG

작업분야로 이동.작업분야

 

   ○ 위 그림의 페이지에서 새로운 작업코드를 입력시키기 위하여서 작업 코

드수를 click하면 다음 그림2-9와 같은 화면이 open되고 새로운 작업코드는 빈 줄

의 빈 네모 칸에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하면 된다. 코드의 삭제 요령은 전과 동일

하며 여기에서도 작업 코드가 한번 이상 사용되었으면 삭제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보면 일단 등록된 코드를 삭제하기 위하여서는 관련된 모든 코드 관리용 자료 및 

입력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코드의 신규 등록은 매우 신

중하여야 한다. 코드가 한번 이상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업무명은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table 위의 업무 명을 수정하고 SAVE하면 된다. 이 수

정된 업무명은 모든 자료에서 소급 적용되어 수정된 업무명은 기억되지 않는다. 입

력 완료 후 다른 페이지로 옮겨가고자 하는 경우 작업분야 또는 작업 분류명 선택 

창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2-9. 작업 코드 입력 내용

비고

작업분류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작업분야 업무명

GD 제작설치

DDIS>코드관리>작업관련코드>작업코드

작업분류명

GD1: 해체장비

GD 해체 장비 관리

GD GD1

작업분야로 이동.작업분야 .작업분류

작업코드

DEI

DEMGD1: 해체장비

업무명(영문)

Installation

Management

비고

작업분류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작업분야 업무명

GD 제작설치

DDIS>코드관리>작업관련코드>작업코드

작업분류명

GD1: 해체장비

GD 해체 장비 관리

GD GD1

작업분야로 이동.작업분야 .작업분류

작업코드

DEI

DEMGD1: 해체장비

업무명(영문)

Install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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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 공정 번호(WBS number)

   ○ 작업 공정 번호는 시설 해체 작업의 시간 순서 및 작업 예정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이 공정번호의 종류와 등록 시 필요한 자료인 분야, 작업 분

류, 작업 명, WBS number 등의 예는 표 2-8또는 2-9와 같으며 자세한 자료는 부

록 E에 수록되어 있다. 이 WBS number는 변환시설, 연구로 1호기 등에서 별도로 

정의된다.

   ○ 본 WBS number 역시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으

로서 8 자리 기호로서 XX-OO.△△의 format을 갖는다. 연기서 XX는 연구로 2호기

의 경우 K2, 연구로 1호기의 경우 K1, 우라늄 변환 시설인 경우 U1, U2 등으로 정

의되며 OO는 작업 분야, △△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그러나 연구로 1호

기 및 변환 시설의 경우 이미 연구로 2호기의 공정 번호가 주어졌기 때문에 분야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분야를 연구로 1호기는 101로부터 변환 시설의 경우 301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8   WBS 종류와 입력 자료 예(연구로 해체) 

분야 작업 분류 작업명
WBS 

number

0 관계없음 분류하지 않음 K0-0.0

1 준비작업

원자로실 주변 실험기기 

제거
K2-1.1

장비 구매 및 제작 K2-1.2

2
핵연료 저장랙 

제거

모의 연료 제거 K2-2.1

저장 랙 제거 K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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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WBS 종류와 입력 자료 예(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분야 작업 분류 작업명
WBS 

number

0 관계없음 분류하지 않음 U0-0.0

301
변환시설 해체 

공사 준비

임시 시설 공사 U1-1.1

해체전 사전 정비 작업 U1-1.2

302 AUC 공정
우라늄 회수실 해체 U1-2.1

여과 농축실 해체 U1-2.2

   ○ 새로운 작업 공정 번호를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작업 분류를 등록하

여야 하며 이는 화면의 왼쪽 column에서 WBS number 중에서 분야/작업 분류를 

선택하여 open되는 다음 그림2-10과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즉 빈 줄에 자

료를 입력하고 SAVE하면 되고 입력 범위, 수정 및 삭제 요령은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다. 

그림 2-10. WBS number 중 작업 분류 코드 입력 내용

SAVE RESET

삭제 분야 WBS number 수

0 1

DDIS>코드관리>WBS number>분야/작업분류

작업분류

관계없음

비고

1 2준비작업

SAVE RESET

삭제 분야 WBS number 수

0 1

DDIS>코드관리>WBS number>분야/작업분류

작업분류

관계없음

비고

1 2준비작업

   ○ 위 그림의 페이지에서 새로운 WBS number를 입력시키기 위하여서 

WBS number 수를 click하면 그림 2-11과 같은 화면이 open하여야 한다. 이 화면

에서  새로운 WBS number는 빈 줄에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하고 삭제 요령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여기에서도 작업 코드가 한번 이상 사용되었으면 삭

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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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WBS number 입력 내용

비고

분야/작업분류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업무명

원자로실 주변 실험 기기 제작

DDIS>코드관리>WBS number>WBS number 코드

분야: 작업명

1: 준비작업

장비 구매 및 제작

1

.작업분류

WBS number

K2-1.1

K2-1.21: 준비작업

비고

분야/작업분류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업무명

원자로실 주변 실험 기기 제작

DDIS>코드관리>WBS number>WBS number 코드

분야: 작업명

1: 준비작업

장비 구매 및 제작

1

.작업분류

WBS number

K2-1.1

K2-1.21: 준비작업

  4) 참여기관 관련 코드  

   ○ 참여 기관관련 코드는 해체 사업에 참여하는 원자력연구소를 포함하는 

모든 기관을 정의하는 코드로서 하나의 기관 또는 회사가 두 가지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두 회사가 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 두 가지 코드를 정의하여 

이용한다. 하나는 전체 참여 기관(회사)을 순서대로 등록하는 것으로 “회사코드”라

고 부르며 하나는 참여 회사가 담당하는 분야(표 2-나-2의 작업 분야)에 따라서 회

사를 구분하는 “참여 업무 코드”이다. 

   ○ 참여 회사 코드를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및 업종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회사 코드와 회사명으로 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코드의 부여 방법은 참여의 순서대로 COM-001부터 연속적으로 순서를 부여하면 

되고 그 일 례는 표 2-10과 같다.

   ○ 새로운 회사 코드의 등록은 화면의 왼쪽 column에서 기관관련 코드 중 

회사 코드를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12와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으나 여기

에서는 입력방법이 위에서 설명한 다른 코드와는 약간 상이하다. 즉 회사 코드 화

면에서는 이미 입력된 자료의 list만 열거되는 화면을 보여 주며 입력할 부분이 없

다.  여기에서 새로운 회사를 등록하려면 오른 쪽 하단의 WRITE를 click하여 open 

되는 그림 1-13과 같은 회사코드 등록 화면에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메모 칸에 자

료를 입력하고 SAVE 하여야 한다. 저장이 되면 표 하단의 key들은 SAVE, 

RESET, LIST에서 WRITE, UPDATE, LIST로 바뀐다. 여기에서 다른 참여 회사를 

더 입력하려면 바로 WRITE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 그림 2-13의 화면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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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표 2-10 전체 참여 기관 코드 (연구로 해체)

회사명
참여

코드
시작 종료

한일원자력 2000.12.2 2008.12.31 COM-010

동원 AHU 2003.12.01 2008.12.31 COM-007

KOPEC 2000.12 2008.12.31 COM-004

두산 중공업 2003.1.1 2008.12.31 COM-003

한국원자력연구소 1997.1.1 2008.12.31 COM-001

   ○ 이상과 같이 등록된 회사를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코드(파

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음)를 click하면 open되는 화면에서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

다. 이 화면은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하지만 위 그림의 표 안의 모든 네모 칸이 활

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표 하부의 작업 key들은 WRITE, UPDATE, LIST로 

변경되어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삭제할 수 있는 경우이면, 즉 회사 소속의 참여원

도 없으며 참여 업무도 없으면 key들 중에 DELETE의 key가 더 활성화되어 나타

나며 삭제는 그 key의 click으로 가능하다. 수정은 UPDATE를 click하면 open되는 

그림2-14와 같은 화면에서 가능하다. 이 그림에서 네모 칸 내에 표시된 자료만이 

수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의 예에서는 회사코드 COM-004는 네모 칸 내에 표시되

지 않았으므로 수정할 수 없다. UPDATE 선택 후 표 하부의 key 들은 아래와 같

이 SAVE, RESET, LIST로 바뀌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신규 자료의 

입력과 이미 입력된 자료의 수정 방법의 차이, 수정 시 수정 가능한 부분의 활성화 

방법 그리고 DELETE key의 활성화 방법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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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회사코드 입력 내용

회사코드 회사명 참여업무 수

COM-002 한국중공업 1

COM-004 KOPEC 3

WRITE

DDIS>코드관리>회사관련코드>회사코드

업종

중공업

설계

팩스

032 987 6543

전화

031 289 4639

회사코드 회사명 참여업무 수

COM-002 한국중공업 1

COM-004 KOPEC 3

WRITE

DDIS>코드관리>회사관련코드>회사코드

업종

중공업

설계

팩스

032 987 6543

전화

031 289 4639

그림 2-13. 회사 코드 등록 내용

회사코드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업종

SAVE RESET LIST

DDIS>코드관리>회사관련코드>회사코드 등록

회사코드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업종

SAVE RESET LIST

회사코드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업종

SAVE RESET LIST

DDIS>코드관리>회사관련코드>회사코드 등록

그림 2-14. 회사 코드 수정 내용

회사코드 COM-004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업종

SAVE RESAT LIST

KOPEC

032 987 6543031 289 4639

설 계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DDIS>코드관리>회사관련코드>회사코드 수정

회사코드 COM-004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업종

SAVE RESAT LIST

KOPEC

032 987 6543031 289 4639

설 계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회사코드 COM-004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업종

SAVE RESAT LIST

KOPEC

032 987 6543031 289 4639

설 계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DDIS>코드관리>회사관련코드>회사코드 수정

   ○ 참여 기관의 코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표 2-11의 예와 같이 작업 분야

구분, 회사명, 참여 시작 및 종료일, 참여 회사 코드가 입력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참여 기관을 구분하는 방법은 나-2)에서 설명한 분야이다. 기관의 코드는 작업 분

야 코드에 C를 첨부하고 그 다음 세 자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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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101부터 부여하는데 구별하기 위하

여 200 또는 300부터 시작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구분의 척도는 정확하여야 한다. 

참여 기관은 과거의 자료 입력을 고려하여 이미 참여가 종료된 기관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계속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종료일은 2008년 12. 31로 한다. 

표 2-11  참여 기관 코드의 종류와 입력 자료 (연구로)

작업 분야구분 회사명
참여

코드
시작 종료

방사선/능 관리 한일원자력 2000.12 2008.12.31 RPC-101

해체 작업

동인 2000.12 GDC-101

일진 정공 GDC-102

동원 AHU 2008.12.31 GDC-103

유지보수
대덕휴먼 파우어 2008.12.31 GEC-101

(주) 데콘 2003.7. 2008.12.31 GEC-102

연구소 1997.1.1 2008.12.31 KAC-101

   ○ 참여 기관의 코드를 등록할 때 참여 기간(시작과 종료일)은 매우 중요하

다. 작업 일보의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참여 기간에 일치하지 않으면 참여사로 인

정되지 않아 자료 입력 부분에서 이의 코드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 계약자 업무는(MC) 현장 소장 업무 이외는 현재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작업 인

력의 입력 등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작업 일보의 작성 책임자는 현장 소장

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정의하여 주어야 하며 이 참여 기관에 소

속되어 등록된 사람만이 작업 일보의 작성자가 될 수 있다. 

   ○ 새로운 참여 기관의 등록은 화면의 왼쪽 코드 종류 column에서 기관관련 

코드 중 회사 코드를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15와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

으나 여기에서의 입력 방법은 상이하다. 즉 처음 이 화면을 open하면 표 상부 왼쪽

에 작업분야 선택창과 회사 선택창이 있으며 여기에 전체라고 선택되어 있으며 모

든 회사의 업무 구분이 나타 있으나 입력의 수단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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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회사 참여 업무 코드 등록 창

참여인원수

6

1

1

회사코드로 이동

삭제 작업분야(코드:명)

GD:해체작업

DDIS>코드관리>기관관련코드>참여업무

회사명

동원 AHU

GE: 유지보수

QC: 품질관리 KOPEC

작업분야로 이동.작업분야 .회사

참여기관코드

DGC-103

GEC-102

QCC-101

㈜ 데콘

참여 종료일

2008. 12.31

참여 시작일

2003.12. 01

2008. 12.312003.07. 01

2008. 12.312003.01. 01

   ○ 표 상부 왼쪽에 작업분야 선택창과 회사 선택 창에 필요한 자료 즉 작업 

분야와 그 분야에 참여할 회사 중 앞에서 설명한 참여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위 

화면은 아래와 그림 2-16과 같이 변경되고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하면 그 

분야에 참여회사로서 등록이 된다. 이 화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있어 여러 가지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작업분야에 하나의 회사만 

등록이 가능하다. 한다. 이는 이미 작업 분야와 회사를 선택하고 이 화면으로 들오 

왔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분야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KOPEC의 경우 

폐기물 관리, 품질관리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폐기물 관리-KOPEC에서 

하나의 참여 업무를 등록하고 품질관리-KOPEC에서 다릉 참여 업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 신규 동록 시에는 회사명을 COM-OOO로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 코드에 등록된 회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반드시 회사코드를 먼저 등록하여

야 한다. 

그림 2-16. 회사 참여 업무 등록 내용

참여인원수

1

회사코드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작업분야(코드:명)

DDIS>코드관리>기관관련코드>참여업무

회사명

QC

QC COM-004

작업분야로 이동.작업분야 .회사

참여기관코드

QCC-101KOPEC

참여 종료일참여 시작일

2008. 12.312003.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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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력 

  ○ 작업 인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업 분야, 회사명 이름 근무 개시

일, 근무 완료일, 직종 및 인력 코드가 필요하며 몇 가지의 예를 보면 표 2-12와 같

다. 인력 코드는 작업 분야코드에 M을 첨가하고 일련번호를 부가하여 만들며 현재

(2004년. 8. 1)를 기준으로 하여 111부터 시작한다. 이는 기존에 이미 참여가 끝난 

인원을 현재 인원보다 나중의 번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함이다. 앞의 소속기관도 동

일하겠으나 인력은 계속하여 변화함으로 앞으로도 등록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비록 근무를 마쳤다고 하여도 그 코드는 그대로 남아서 과거

의 일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회사 참여 업무 코드에서 설명한 것과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의 정확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

게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참여자의 근무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료 입력부분에

서 인력 코드가 활성화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력의 코드를 사용한 후에 소급하여 

근무 종료일을 지정하면 전 DB 입력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므로 근무 종료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표 2-12 참여 인력 코드의 종류와 입력 자료 

작업 

분야구분
회사명 이름

근무 

개시

근무 

종료
직종 코드

방사선/능 

관리
한일원자력

김 상철
2001

. 06.01

중급 

기술자
RPM-111

김 희준
중급기능

사
RPM-112

최 경훈
초급기술

자
RPM-113

해체 작업
동원 AHU

고 윤수 특별인부 GDM-111

이 진종 특별인부 GDM-112

유지보수

대덕휴먼 

파우어

임 병희 계약 GEM-111

임 채선 GEM-112

(주) 데콘 구 정민 GEM-121

   ○ 새로운 참여 인원의 등록은 화면의 왼쪽 column에서 인력관련 코드 중 

인력 코드를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17과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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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새로운 참여 인력의 입력 방법은 앞의 참여 업무 코드의 입력과 유사한 방

법에 의한다. 즉 처음 이 화면을 open하면 왼쪽 상단 참여기관 선택 창에 이미 선

택되어 있는 (지정하지 않으면 처음 참여사가 선택된다) 참여사의 소속 인원의 

LIST만 화면에 보여 준다. 그리고 표 우축 하단에 WRITE의 key가 있어 이를 

click힘으로서 새로운 인력을 등록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의 창을 선택하여 참여 기

관을 변경 시키면 다른 인원의 list가 나타난다. 

그림 2-17. 참여 인력 list 

근무종료일

2008-12-31

2008-12-31

분야/작업분류로 이동

WRITE

근무시작일

2002-01-01

DDIS>코드관리>인력관련코드>참여인력

작업분야 구분

해체작업

2003-03-01

.참여기관

참여기관(코드:명)

GDC-103:동원 AHU

QCC-101: KOPEC품질관리

인력

고 윤수

강 주형

참여인력코드

GDM-111

QCM-111

근무종료일

2008-12-31

2008-12-31

분야/작업분류로 이동

WRITE

근무시작일

2002-01-01

DDIS>코드관리>인력관련코드>참여인력

작업분야 구분

해체작업

2003-03-01

.참여기관

참여기관(코드:명)

GDC-103:동원 AHU

QCC-101: KOPEC품질관리

인력

고 윤수

강 주형

참여인력코드

GDM-111

QCM-111

   ○ 새로운 참여 인원을 등록하기 위하여 그림 2-17에서 WRITE 하면 다음 

그림2-18과 같은 참여인력 등록 페이지가 open된다. 이 페이지에서 참여 기관의 코

드는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선택에 따라서 몇 가지 자료는 자동으로 선

택된다. 예를 들어 코드가 QCC-101인 품질관리 분야에 참여하는 KOPEC을 선택하

면 참여 기관 코드는 자동으로 QCC-1으로 부여되고 그 참여 기관의 참여시작일과 

참여 종료일은 자동으로 출력된다. 그리고 참여 인력 코드의 앞부분인 QCM-는 자

동으로 부여된다. 이들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료는 이 페이지에서는 수정할 수 없으

며 참여 기관과 참여 업무의 코드를 다른 것으로 선택하면 이들 자료는 자동으로 

변경된다. 그리고 이름부터는 입력할 수 있으며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은 정확히 입

력하여 이 날짜가 본 등록 인원의 본 사업에의 근무 일자가 된다. 이 날짜를 정확

히 임력하여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화면에서 빈 네모 칸에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한다. 여기에서도 표 하단의 작업 key들은 SAVE, RESET, 

LIST에서 WRITE, UPDATE, LIST로 바뀐다. 여기에서 다른 참여 인원을 더 입력

하려면 바로 WRITE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 그림 2-18의 화면이 다시 나타난

다. 이 때 참여 기관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선택되어 있으며 앞에서 입력한 자료들 

중에서 참여 기간의 선택으로 나타난 자료 이외의 모든 자료는 공백으로 남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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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한다. 

그림 2-18. 신규 참여 인원 등록 창 

참여기관 참여기관코드 QCC-101

SAVE RESET LIST

QCC-101:품질관리: KOPEC

참여시작일 2003-01- 01 참여종료일
2008-12-31

참여 인력코드 QCM-

이름

근무개시일 근무종료일

직 종

DDIS>코드관리>인력관련코드>참여인력 등록

참여기관 참여기관코드 QCC-101

SAVE RESET LIST

QCC-101:품질관리: KOPEC

참여시작일 2003-01- 01 참여종료일
2008-12-31

참여 인력코드 QCM-

이름

근무개시일 근무종료일

직 종

DDIS>코드관리>인력관련코드>참여인력 등록

   ○ 본 인력에 관한 입력 자료를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서는 참여 인력 

list 페이지에서 참여 인력 코드를 click하면 open되는 그림 2-19와 같은 페이지에서 

수행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페이지에서 삭제도 가능하지만 이 참여 인

력 코드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 으면 삭제가 불가능하고 표 하부의 DELETE key

도 활성화 되지 않는다. 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네모 칸이 없는 부분은 수정

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처음 등록하는 경우 정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 기관의 

코드 관리 부분에서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으나 사용의 제약

조건을 전부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2-19. 참여 인원 자료 수정 내용

참여기관 QCC-101:품질관리: KOPEC 참여기관코드 QCC-101

WRITE UPDATE LIST

참여시작일 2003-03-01 참여종료일 2008-12-31

참여 인력코드 QCM-111

이름 강 주 형

근무개시일 참여종료일 2008-12-312002-01-01

직 종

DELETE

DDIS>코드관리>인력관련코드>참여인력 수정

참여기관 QCC-101:품질관리: KOPEC 참여기관코드 QCC-101

WRITE UPDATE LIST

참여시작일 2003-03-01 참여종료일 2008-12-31

참여 인력코드 QCM-111

이름 강 주 형

근무개시일 참여종료일 2008-12-312002-01-01

직 종

DELETE

DDIS>코드관리>인력관련코드>참여인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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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비 코드

  ○ 장비 코드에 입력할 자료로서는 장비 사용 업무 구분, 업무 구분 코드, 중

간분류, 중간분류 코드, 장비 문명, 장비한 명, 장비코드, 모델명, 단위, 단가, 구

동방법, 용도, 특징 등이 있다. 이중 모델명 이후의 자료는 DB를 운 하는 데는 필

요한 자료이나 해체 자료를 입력하는 데는 자료로서 큰 의미는 없다 따라서 이들 

모델명 이후의 자료는 입력하지 않아도 장비 코드로서 등록은 되지만 이들 전부를 

추후에라도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비 명은 문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장비

는 개수가 많고 또 앞으로 계속 추가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수자는 매우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비 사용의 업무 구분, 중간 

분류를 정의하여 사용하 으며 이들의 정의는 표 2-13에 잘 나타나 있다. 

  ○ 장비 코드의 부여 방법은 업무 구분 코드+ 중간 분류 코드 + 일련번호

(101부터)이다. 예를 들면 고정 설치되어 방사능을 측정하는 multi channel analyzer

의 코드는 계측 분석 코드인 “R” + 고정 설치 장비를 나타내는 중간분류 코드 “IA” 

+ 일련번호 101의 조합으로 코드는 RIA-101이다. 여기서 일련번호는 컴퓨터에 의

하여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렇게 정의된 장비 코드의 예는 표 2-14와 같다. 그리고 

장비가 새롭게 구매, 제작되어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 각 장비의 분야에 따라서 

추가로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가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코

드를 삭제하지 않는다.

  ○ 이러한 업무 구분 코드 및 또 중간 코드의 개수도 많으므로 이곳에서는 

코드를 세분하여 등록한다. 처음이 장비 사용 업무 구분으로서 코드는 R, D, W, T, 

O의 다섯 개에 “장비 없음(A)”를 포함하여 6 개가 된다. 또 중간 분류 코드는 IA를 

포함하여 11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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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장비의 중간 구분 방법

장비 사용 업무 

구분
업무 구분 코드 중간 분류 중간 분류 코드

계측분석 R

고정 설치 IA

휴대용 PO

고정 환경 감시 MT

해체 용 장비 D

절단해체(구입) CA

절단해체(제작) FD

오염확산 방지 PP

현장 제염 DC

폐기물 관리 W
제염실 장치 ND

폐기물 포장 WP

일반 공구 T 일반공구 GT

기타 O 기타 ET

   ○ 새로운 장비 코드의 등록을 위하여서는 장비의 업무 구분부터 등록 또는 

선택을 하여야 하며 이 장비 업무구분은 화면의 왼쪽 코드 종류 column에서 장비 

관련 코드 가운데 장비 업무 구분을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20과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장비의 업무 구분의 등록은 앞에서 설명한 시설 코드의 경우와 유

사하며, 입력의 범위, 수정 삭제 요령도 동일하다.

표 2-14 장비 코드의 종류와 입력 자료 (일부로서 모델명, 단위, 단가, 구동방법, 용도, 특징 등이 추

가되어야 함) 

중간 분류

중간 분류 

코드
장비명( 문) 장비명(한 ) 장비코드

AAA none 해당 없음 AAA-100

고정 설치 RIA
multichannel analyzer RIA-101

휴대용 RPO

Tele-detector 원격 방사능 측정기 RPO-101

Gamma Surveymeter E-600 RPO-102

Contamination SML-2 RPO-103

Low gamma BG detector RP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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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장비 업무 구분 코드 등록 창

삭제 장비업무구분코드 장비 업무 구분명 장비 중간분류 수

A 장비 없음 1

SAVE RESET

DDIS>코드관리>장비관련코드>장비업무구분

D 해체용 장비 4

삭제 장비업무구분코드 장비 업무 구분명 장비 중간분류 수

A 장비 없음 1

SAVE RESET

DDIS>코드관리>장비관련코드>장비업무구분

D 해체용 장비 4

   ○ 장비의 중간 분류의 선택 또는 입력을 위하여서는 장비의 중간 분류수를 

click한다. 그러면 아래 그림 2-21과 같은 페이지가 open되며 빈 네모 칸에 자료를 

입력한 후(여러 개이면 한 번에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SAVE 한다. 또 모든 입

력, 수정 삭제의 요령은 전에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그림 2-21. 장비 중간 분류 코드 등록 내용

SAVE RESET

삭제 장비 업무 구분 중간분류명 장비 코드수

D:해체용 장비 절단, 해체 (구입) 10

DDIS>코드관리>장비관련코드>장비중간분류

중간분류 코드

CA

D:해체용 장비 현장 제염 3DC

D

장비업무구분으로 이동.장비업무구분

SAVE RESET

삭제 장비 업무 구분 중간분류명 장비 코드수

D:해체용 장비 절단, 해체 (구입) 10

DDIS>코드관리>장비관련코드>장비중간분류

중간분류 코드

CA

D:해체용 장비 현장 제염 3DC

D

장비업무구분으로 이동.장비업무구분

   ○ 그림 2-21에서 장비 코드수를 click하면 그림 2-22와 같은 화면이 open된

다.  이 페이지에는 표 좌측 상단의 두 창에서 이미 선택되어 있는 장비 업무 구분

과 장비 중간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장비의 list를 보여준다. 새로운 장비를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표 오른쪽 하단의 WRITE를 click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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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장비 코드 list  

장비 명(영문)

Diamond Core Drill

Plasma Cutter

장비 중간분류로 이동

WRITE

장비업무구분 장비 명

D:해체용장비 다아몬드 코아드릴

DDIS>코드관리>장비관련코드>장비코드

장비 중간분류

CA: 절단, 해체 (구입)

플라즈마 절단기

장비업무구분으로 이동.장비업무구분 .장비중간분류

장비 코드

DCA-101

DCA-102D:해체용장비 CA: 절단, 해체 (구입)

장비 명(영문)

Diamond Core Drill

Plasma Cutter

장비 중간분류로 이동

WRITE

장비업무구분 장비 명

D:해체용장비 다아몬드 코아드릴

DDIS>코드관리>장비관련코드>장비코드

장비 중간분류

CA: 절단, 해체 (구입)

플라즈마 절단기

장비업무구분으로 이동.장비업무구분 .장비중간분류

장비 코드

DCA-101

DCA-102D:해체용장비 CA: 절단, 해체 (구입)

   ○ 위 그림에서 WRITE를 click하면 다음 그림 2-23과 같은 페이지가 open

되고 여기에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한다. 특이한 것은 장비 업무 구분과 장비 중간 

분류명이 선택 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비 업무 구분명에서 업무 분류를 선

택하면 그 왼쪽의 장비 업무 구분 코드는 이에 따라서 결정되고 장비 중간 분류명

은 선택된 장비 업무 구분중에 등록된 것 중에서 선택하면 장비 중간 분류는 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해체 장비를 선택하면 장비 업무 구분 코드는 자동으

로 “D”로 선택되고 장비 중간 분류명 선택 창에는 이에 해당되는 CA, FD, PC 등

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된다. 이 중 하나인 CA를 선택하면 장비 중간 코드는 자동으

로 CA로 입력되며 장비 코드는 DCA-xxx로 자동으로 부여 된다. 여기에서 xxx는 

이 분야에 등록된 최종 번호의 그 다음 번호이다. 이후 장비명부터는 자료를 입력

하여야 하며 완료된 후에 SAVE한다. 여기에서도 저장이 완료되면 표 하단의 작업 

key가 변경된다. 

그림 2-23. 장비 코드 등록 창

장비업무구분코드 D 장비업무 구분명

SAVE RESET LIST

D: 해체용 장비

장비 중간분류 CA 장비 중간 분류명

특징

장비코드 장비 명DCA-111

장비 명(영문) 모델명

단위 단가

구동방법 용도

CA: 해체 절단

DDIS>코드관리>장비관련코드>장비코드 등록

장비업무구분코드 D 장비업무 구분명

SAVE RESET LIST

D: 해체용 장비

장비 중간분류 CA 장비 중간 분류명

특징

장비코드 장비 명DCA-111

장비 명(영문) 모델명

단위 단가

구동방법 용도

CA: 해체 절단

DDIS>코드관리>장비관련코드>장비코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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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된 자료를 수정 또는 삭제하려면 장비코드 페이지에서 장비 코드를 

click하면 그림 2-23과 동일한 페이지가 open되고 여기서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이

때 표 하부의 작업 key는 WRITE, UPDATE, DELETE 및 LIST가 되는 것을 유의

하여야 하며  UPDATE가 선택되면 그림 2-22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 때 수

정할 수 없는 부분은 네모 칸이 없어지며 코드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여 delete가 불

가능하면 DELETE key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다. 코드 분류 II (해체 site에 무관)

   1) 폐기물 종류 코드

  ○ 폐기물 종류를 나누는 방법은 그 정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것이나 그 

중에서 본 코드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방법을 사용하 다. 하나는 폐

기물의 물리화학적 성분 또는 형상에 의하여 나누는 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폐기물

의 제 2차 처리 가능성에 의한 분류이다. 이 각각에 대하여 폐기물 종류의 코드 구

분이 필요하다. 

  ○ 본 코드 시스템에서는 편의상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분류에 의하여 생긴 

코드를 화학성분 폐기물 분류 코드라고하고 후자를 차후 처리 가능성 폐기물 분류 

코드로 명명한다.

   가) 화학 성분 폐기물 분류

  ○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분 또는 형상에 의하여 나누는 방법으로서 구분된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예는 표 2-15과 같으며 이의 상세한 자료는 부록 E에 정의

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화학 성분 폐기물 분류코드의 정의를 위하여서는 이 폐

기물 대분류, 세 분류 및 폐기물 종류 코드 그리고 WACID code의 네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WACID 코드란 KINS가 운 하는 국가 방사성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으로서 여기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하여서 WACID의 대분류도 등록하여 주는 것이 

추후 활용에 편리하다. 폐기물의 종류는 일정함으로 변환 시설이나 연구로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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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와 종류는 변화하지 않는다.

   ○ 새로운 폐기물 코드를 등록을 위하여서는 대분류부터 등록 또는 선택을 

하여야 하며 이는 화면의 왼쪽 코드 종류 column에서 폐기물 관련 코드 화학성분 

폐기물 대분류를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24와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여기에서 입력, 수정 및 삭제의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앞에

서 지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분류는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WACID 코드는 본 사업에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코드를 정의하고자 할 

때는  KINS 등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표 2-15  물리 화학적 구분에 의한 폐기물 분류 코드

 폐기물 분류 폐기물 종류

코드(1)

WACID 

code대분류 세분류

금속 폐기물

탄소강 FE

W_TY12
스테인리스스

틸
SS

알루미늄 AL

가연성 잡고체

고무 RB

W_TY20

플라스틱 PL

섬유 FB

목재 WD

혼합물 MS

기타 OS

   ○ 새로운 화학성분 폐기물분류 코드를 등록을 위하여서는 그림 2-24의 페

이지에서 세분류 수를 click한다. 이 때 open 되는 페이지는 그림 2-25와 같으며 여

기에서도 입력, 수정 및 삭제 요령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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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폐기물 대분류 코드(화학/물리적 특성에 따른) 등록 내용

삭제 폐기물 대분류 코드 폐기물 대분류명 세분류 수

CARBON 폐카본 1

SAVE RESET

DDIS>코드관리>폐기물관련코드>화학성분폐기물 대분류

COMBUST 가연성 잡고체 8

WACID코드

W_TY15

W_TY20

삭제 폐기물 대분류 코드 폐기물 대분류명 세분류 수

CARBON 폐카본 1

SAVE RESET

DDIS>코드관리>폐기물관련코드>화학성분폐기물 대분류

COMBUST 가연성 잡고체 8

WACID코드

W_TY15

W_TY20

그림 2-25. 폐기물 세분류 코드(화학/물리적 특성에 따른) 등록 내용

SAVE RESET

삭제 폐기물 대분류명 폐기물 세분류명

COMBUST: 가연성 잡고체 섬유

폐기물 세분류

FB

COMBUST 종이PA

COMBUST

폐기물 대분류로 이동.폐기물 대분류

DDIS>코드관리>폐기물관련코드>화학성분폐기물 세분류 코드

SAVE RESET

삭제 폐기물 대분류명 폐기물 세분류명

COMBUST: 가연성 잡고체 섬유

폐기물 세분류

FB

COMBUST 종이PA

COMBUST

폐기물 대분류로 이동.폐기물 대분류

DDIS>코드관리>폐기물관련코드>화학성분폐기물 세분류 코드

   나) 처리 가능성에 따른 종류 구분 

  ○ 또 고체 폐기물은 이후 소각이나 압축 처리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를 고려

한 분류가 또한 가능하다. 이에 따른 분류는 간단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폐기물의 종류는 일정함으로 변환 시설의 해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들은 표 2-16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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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물리 화학적 구분에 의한 폐기물 분류 코드

특성
폐기물 분류 

코드(2)

가연 압축성 CC

비가연 압축성 IC

비가연 비압축성 IN

  ○ 코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면의 왼쪽 코드 종류 column에서 폐

기물 관련 코드 차후 처리 가능성 폐기물 분류를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26와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 코드는 간단하며 입력, 삭제 등의 모든 방법이 

앞에서와 동일하므로 입력을 위한 페이지인 그림 2-26에 제시하고 설명은 생략하기

로 하다.

그림 2-26. 폐기물 코드(추후 폐기물 처리 가능성에 따른) 등록 창

DDIS>코드관리>폐기물관련코드>차후 처리 가능성폐기물

삭제 폐기물 분류 코드 특성

CC 가연 압축성

SAVE RESET

IC 비가연 압축성

IN 비가연 비압축성

DDIS>코드관리>폐기물관련코드>차후 처리 가능성폐기물

삭제 폐기물 분류 코드 특성

CC 가연 압축성

SAVE RESET

IC 비가연 압축성

IN 비가연 비압축성

   2) 폐기물 저장 장소

  ○ 폐기물의 저장 장소는 시설코드와 같이 해체 장소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중 하나이지만 개수가 많지 않으므로 하나의 코드 시스템으로 운 하 다. 저장 

장소에 관한 코드의 예는 다음 표 2-17과 같으며 여기에는 등록 시 입력할 자료의 

종류도 포함되어 있다. 저장 장소의 코드는 이미 해체 작업을 시작할 때 정의된 것

으로서 두 자리 수이며 기존 자료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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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사용하 다. 또 저장 장소는 해체에 관련된 폐기물을 위한 것이 아니면 

고려하지 않는다. 폐기물의 저장 장소에 관한 코드에서도 화학성분에 의한 폐기물 

분류 코드의 경우와 같이 WACID 분류 코드를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WACID 코드는 해체 사업 장소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KINS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WACID 코드로 입력될 수 있다. 표 2-17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저장 장소는 임시저장 장소 뿐 만 아니라, 규제 해제 대상 폐기물 

저장 장소까지도 포함한다. 

   ○ 새로운 폐기물 저장장소 코드를 등록을 위하여서는 대분류부터 등록 또

는 선택을 하여야 하며 이는 화면의 왼쪽 column에서 폐기물 저장장소 코드에서 

저장장소 대분류를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27과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또 이 그림에서 폐기물 저장장소 소분류수를 click하면 폐기물 저장장소 분류 코드 

페이지가 그림 2-28과 같이 open 되며 여기에서 저장장소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입력, 수정 및 삭제의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표 2-17 폐기물 저장 장소 분류 코드

페기물 분류 소분류 저장 장소 코드 WACID 분류

비방사성

GA

철재 저장소 AA R_SF30

목재 저장소 BB R_SF40

임시(콘크리트) DD R_SF41

간이 컨테이너 TT R_SF43

규제 해제 대상

GB

container 1 C1 R_SF42

container 1 C2 R_SF42

방사성 폐기물

GC

임시저장소 RR R_SF51

2호기 원자로실 KS R_S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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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폐기물 저장 장소 대분류 코드 등록 창

SAVE RESET

삭제 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 코드 폐기물 저장장소 소분류수

GS-A 4

DDIS>코드관리>폐기물 저장장소> 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

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 명

비방사성

GS-B 2규제 해제 대상

그림 2-28. 폐기물 저장 장소 소분류 코드 등록 창

저장장소
WACID

R_SF39

R_SF40

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로 이동

SAVE RESET

삭제 폐기물 저장장소 소분류 명

철재저장소

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

GS-A : 비방사성

목재저장소

GS-A

. 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

폐기물 저장장소 소분류

AA

BBGS-A : 비방사성

DDIS>코드관리>폐기물 저장장소> 폐기물 저장장소 분류코드

저장장소
WACID

R_SF39

R_SF40

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로 이동

SAVE RESET

삭제 폐기물 저장장소 소분류 명

철재저장소

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

GS-A : 비방사성

목재저장소

GS-A

. 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

폐기물 저장장소 소분류

AA

BBGS-A : 비방사성

DDIS>코드관리>폐기물 저장장소> 폐기물 저장장소 분류코드

  3) 예산 집행 분류코드 

   ○ 예산 집행의 구분을 위한 분류 코드를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대분류, 중분

류 및 소분류, 코드 및 비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코드의 종류의 예는 표 2-다-4

와 같으며 전 코드는 부록 E에 수록되어 있다. 코드의 부여는 대분류의 순서대로 

1000으로부터 시작하는 4자리 수를 차례로 부여한 것이며 사업의 확장 등에도 예산 

사용의 용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으로 코드의 개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 이 코드의 분류는 연구소에 사용하는 예산 집행 코드와는 약간 상이한 

것으로 일반 회계방법으로 공사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분류하 으나 연구소의 

정리 방법이 이와는 다르게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 다.

   ○ 새로운 예산 집행 코드의 등록을 위하여서는 대분류부터 등록 또는 선택

을 하여야 하며 이는 화면의 왼쪽 column에서 예산 관련 코드, 예산 집행 대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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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29와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여기에서 입력, 수

정 및 삭제의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표 2-18 예산 집행 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코드 비    고

인건비

(1000)

내부인건비(1100) 내부인건비 1100 내부인건비, 퇴직금

외부인건비(1200)
부직 대학생 1210

연수생 1220

간접비(1300) 간접비 1300

인센티브(1400) 인센티브 1400 인센티브

공사비

(2000)

인력지원 용역

(2100)

두산 2110

데콘 2120

기타 2130

해체설계 및 인허

가

(2200)

설계/엔지니어링 2210

인허가 지원 2220

인허가 심/검사

비
2230

제염해체공사 장비

(2300)
구입 장비 2310

구입장비

  (폐기물 드럼 포함)

그림 2-29. 예산 집행 자료 대분류 코드 등록 내용

삭제 예산 집행 대분류 예산 집행 대분류명 예산 집행 중분류수

1000 인건비 4

SAVE RESET

DDIS>코드관리>예산관련코드>예산 집행 대분류

2000 8공사비

삭제 예산 집행 대분류 예산 집행 대분류명 예산 집행 중분류수

1000 인건비 4

SAVE RESET

DDIS>코드관리>예산관련코드>예산 집행 대분류

2000 8공사비

   ○ 위 그림에서 예산 집행 대분류를 click하면 그림 2-30과 같은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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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분류 페이지가 open된다. 여기에서 예산 집행 중분류를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수정 및 삭제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림 2-30. 예산 집행 자료 중분류 코드 등록 내용

SAVE RESET

삭제 예산 집행 대분류 예산 집행 중분류 명

1000 : 인건비 내부인건비

예산 집행 중분류 코드

1100

1000 : 인건비 외부인건비1200 

1000 

예산 집행 대분류로 이동. 예산 집행 대분류

DDIS>코드관리>예산관련코드>예산 집행 중분류

예산 집행수

1

2

SAVE RESET

삭제 예산 집행 대분류 예산 집행 중분류 명

1000 : 인건비 내부인건비

예산 집행 중분류 코드

1100

1000 : 인건비 외부인건비1200 

1000 

예산 집행 대분류로 이동. 예산 집행 대분류

DDIS>코드관리>예산관련코드>예산 집행 중분류

예산 집행수

1

2

   ○ 또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 집행수를 click하면  다음 그림 2-31과 같은 예

산 집행 코드 페이지가 open 되며 이곳에서의 입력, 수정 삭제의 방법은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다.

그림 2-31. 예산 집행 자료 세분류 코드 등록 내용

비고

예산집행중분류 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예산 집행 대분류 예산 집행 중분류

1000 : 인건비

1000 : 인건비 1200 : 외부인건비

예산집행대분류로 이동. 예산집행대분류 . 예산집행중분류

1200 : 외부인건비

예산 집행명

연구개발

예산 집행코드

1210

1220

DDIS>코드관리>예산관련코드>예산 집행 코드

1000 1200

제염해체 사업

비고

예산집행중분류 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예산 집행 대분류 예산 집행 중분류

1000 : 인건비

1000 : 인건비 1200 : 외부인건비

예산집행대분류로 이동. 예산집행대분류 . 예산집행중분류

1200 : 외부인건비

예산 집행명

연구개발

예산 집행코드

1210

1220

DDIS>코드관리>예산관련코드>예산 집행 코드

1000 1200

제염해체 사업

  4) 기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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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설명한 코드 이외에 많이 사용되거나 입력이 동일한 종류가 많

이 반복됨으로서 입력이 번거로운 경우에 코드를 정의하여 활용한다.

   가) 해체 현장의 방사선/능을 감시하기 위한 고정 선량계

  ○ 해체 현장에는 현장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감시하기위하여 몇 가지의 시

설 방사선/능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 한다. 이들의 감시결과를 감시 장치에 따라서 

코드를 부여한다. 이 코드의 종류와 코드의 등록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의 

예는 표 2-19와 같으며 모든 코드는 부록 E에 수록되어 있다.

  ○ 이 감시기는 세 곳의 해체 현장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많아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서 몇 개의 코드가 증가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고정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본 코

드로서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변환 시설 내에 사용되고 있는 air sampler

나 현장 선량계는 용이한 이동 가능성이 있어 코드로서 등록하는 경우에 계속 변경

하여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므로 이는 현장 방사선 관리로 취급하여 자료 관리 시스

템에 입력한다.

 

 

표 2-19 고정 선량계 코드의 종류와 입력 자료 

종류 측정 위취 코 드 단위 장비

원자로 2호기

area monitor

원자로 상부 K2R-UP micro Sv/hr

원자로실 북쪽 K2R-NO micro Sv/hr

원자로실 남쪽 K2R-SO micro Sv/hr

원자로실 서쪽 K2R-WE micro Sv/hr

원자로실 동쪽 K2R-EA micro Sv/hr

stack

원자로 2호기 STA-K2 Bq/m3

원자로 1호기 STA-K1 Bq/m3

변환 시설 STA-UP Bq/m3

환경 감시
원자로 시설 ENV-RE

변환 시설 ENV-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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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고정선량계 코드의 등록을 위하여서는 고정 선량계의 종류부터 

등록 또는 선택을 하여야 하며 이는 화면의 왼쪽 column에서 기타코드, 고정선량계 

종류를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32와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여기에서 

입력, 수정 및 삭제의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고정 선량계의 종류는 설치 위치를 의미한다.

그림 2-32. 고정 선량계의 종류(설치 위치) 코드 등록 내용

SAVE RESET

삭제 종류코드 고정 선량 감시기수

1000 5

DDIS>코드관리>기타코드>고정 선량감시기 종류

종류명

원자로 2호기

비고

Area monitor

2000 0원자로 1호기 Area monitor

SAVE RESET

삭제 종류코드 고정 선량 감시기수

1000 5

DDIS>코드관리>기타코드>고정 선량감시기 종류

종류명

원자로 2호기

비고

Area monitor

2000 0원자로 1호기 Area monitor

   ○ 위 그림에서 고정 선량 감시기수를 click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고정선량 감

시기 등록 페이지가 그림 2-33과 같이 open 되며 여기에서 고정선량 감시기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입력, 수정 및 삭제의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

하다.

그림 2-33. 개별 고정 선량계 코드 등록 창

비고

고정 선량계 종류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측정위치

원자로실 북쪽

종류

1000: 원자로 2호기

원자로실 남쪽

1000

.종류

코드

K2R-NO

K2R-SO1000: 원자로 2호기

DDIS>코드관리>기타코드>고정 선량감시기

단위

microSv/h

microSv/h

장비 비고

고정 선량계 종류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측정위치

원자로실 북쪽

종류

1000: 원자로 2호기

원자로실 남쪽

1000

.종류

코드

K2R-NO

K2R-SO1000: 원자로 2호기

DDIS>코드관리>기타코드>고정 선량감시기

단위

microSv/h

microSv/h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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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체 현장의 기체 배출물 관리(환기 계통 운전) 코드

   ○ 해체 현장에는 현장의 환기를 위한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운  중에 있

다. 이 환기설비를 통하여 배출되는 공기를 기체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으며 작업 

중에는 배출 양과 배출 공기 중의 방사능량을 항상 감시한다. 이 결과를 매 분기에 

WACID에 입력 자료로서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의 자료는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

다. 방사능량은 앞의 코드에서 부여한 코드에 의하여 기록이 되며 배출량은 다음 

코드에서 정의된 팬들의 종류에 따라서 기록이 된다. 이 코드의 종류와 코드의 등

록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의 예는 표 2-20와 같다.

   ○ 이 환기용 fan은 연구로 2호기, 연구로 1호기 및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 

현장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서 몇 개

의 코드가 증가할 수 있다. 

   ○ 새로운 환기시설 팬 코드의 등록을 위하여서는 환기시설 위치부터 등록 또는 

선택을 하여야 하며 이는 화면의 왼쪽 column에서 기타코드, 환기시설 위치를 선택

하면 open되는 그림 2-34와 같은 화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여기에서 입력, 수정 및 

삭제의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그림 2-34. 환기 시설의 설치 위치 코드 등록 창

SAVE RESET

삭제 처리 방법코드 환기시설 팬수

1000 5

DDIS>코드관리>기타코드>환기시설 팬 위치

처리 방법

원자로 2호기

위 치

환기시설

3000 2우라늄 변환 시설 환기시설

비고

SAVE RESET

삭제 처리 방법코드 환기시설 팬수

1000 5

DDIS>코드관리>기타코드>환기시설 팬 위치

처리 방법

원자로 2호기

위 치

환기시설

3000 2우라늄 변환 시설 환기시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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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환기시설 팬 종류 코드의 종류와 입력 자료 

종류 fan 종류 용량 단위

원자로 2호기

F-3A 6,000 CMH

F-3C 3,000 CMH

F-5 850 CMH

F-7 1,500 CMH

F-9 23,000 CMH

변환 시설
F-U1 CMH

F-U2 CMH

   ○ 위 그림에서 환기시설 팬 수를 click하면 그림2-35와 같은 환기시설 팬 

페이지가 open 되며 여기에서 각 팬의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입력, 수

정 및 삭제의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그림 2-35. 개별 환기용 fan 코드 등록 내용

비고

환기시설팬 위치로 이동

SAVE RESET

삭제 용량

6000

종류

1000: 원자로 2호기

23000

1000

.처리방법류

코드

F3A

F91000: 원자로 2호기

DDIS>코드관리>기타코드>환기시설 팬

단위

CMH

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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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체 상세내역 자료 입력

  가. 기본 조건

   ○ 입력할 자료의 종류는 표 2-1에 나타나 있으나 이를 크게 나누어 작업 

일보와 참고자료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작업일보의 양식은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 그 내용 모두를 입력할 수 있다. 참고자료는 크게 나뉘어 고체 폐기물 

관리 자료, 현장방사선 관리 자료, 해체 프로젝트 예산 집행자료 및 작업 허가서 자

료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 이 설명서에는 각 입력 자료의 예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코드, 

수자 또는 text가 입력되는지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입력의 예가 주어진 경우

에는 입력을 하는 동안 동일한 자료 입력 format와 동일한 모양을 가지게 됨으로 

유의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text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format이 필요하지 않

다. 

   ○ 숫자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단위에 따라서 추후 수자의 처리가 다르게 이

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입력의 단위가 일정하지 않으면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

게 된다. 따라서 입력의 모든 경우에 다음의 단위를 준수하여 단위의 명백한 제약

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다음 표 2-21에 정의된 단위에 따라서 입력한다.

표 2-21 자료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본 단위

항목 단위 비고(예)

방사능 Bq   Bq/m
3,
 Bq/m

2

조사선량 mR   mR/hr

피폭량 micro Sv   μSv/hr

시간 hr

부피 m3   m3/hr (CMH)

무게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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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입력사항은 앞으로의 설명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서만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각 항에는 수정, 삭제할 수 없는 기본 사항과 조건 들이 명시

될 것이다.

  나. 작업 일보 내용 입력

   ○ 작업 일보의 자료로서 입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열 한 개의 종류로 

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입력 또는 수정 할 수 있으나 신규로 입력하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입력하는 것이 좋다. 

    (1) 공사명 관리

    (2) 작업 일보 기본 자료 

    (3) 작업 상세 내역

    (4) 작업 인력 

    (5) 개인 피폭관리

    (6) 고정 선량계 감시 자료

    (7) 환기설비 운전자료 (기체 배출물 관리 자료) 

    (8) 현장 방사선 관리 작업

    (9) 액체 폐기물 관리

    (10) 고체 폐기물 관리

    (11)해체 작업 장비 관리

    (12) 해체 교육 관리

    (13) 관련 작업 확인 및 정정

    (14) 작업 인력 확인  

   ○ krddis 또는 ucddis의 main page를 열거나 또는 다른 작업 도중이라도 

위 menu에서 작업 일보를 선택하면 그림 2-36과 같은 작업일보 기본 페이지 화면

이 open된다. 

   ○ 신규 파일 작성 시 (2)항의 작업일보 기본 자료를 반드시 먼저 입력하여

야 하며 또 기존 자료의 수정 추가 입력 시에는 (2)항의 작업일보 기본 자료 페이

지를 먼저 open하여야 한다. 이는 차후 입력 작업에서 여기서 정의된 파일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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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계속되어 이 파일 안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3)항의 작업 

상세 내역을 우선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속되는 입력 작업에서 기준이 상세 내

역에서 부여되는 작업 일련번호와 작업코드이기 때문이다. (13) 및 (14)은 확인작업

이므로 마지막에 수행하여야 하며 인력이나 상세 내역 중 일부를 수정한 경우에는 

(13) 및 (14) 작업을 한번 수행하여 특히 인력의 입력 오류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림 2-36. 작업일보의 기본 페이지 

작업 일보 내용
column

작업 일보 내용
column

   ○ 이미 입력되어 있는 작업일보의 내용을 보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 해당하

는 일자의 작업 일보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화면에는 본 ddis시스템을 open한 날로

부터 1 개월 이전의 자료 list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파일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작성 일자를 찾는 방법으로서 표 상단에 

검색 조건 창에서 작업 기간을 선택하고 공사명을 선택하고 찾으려고 하는 날짜를 

입력한 후에 검색 key를 click한다. 다른 방법은 파일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서 

검색조건 창에서 문서번호를 선택하면 날짜 입력 창이 없어지고 파일명 입력 창이 

생성된다. 여기에 문서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 있다. 이 

문서 번호 입력 창에는 표시되지는 않지만 wild letter가 허용된다. 예를 들면 

UC-2005만 입력하면 문서번호가 이것으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전부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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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문서번호와 작업일자의 시스템이 유사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관리

   ○ 본 해체 자료 입력 시스템은 두 개의 프로젝트를 위한 것으로서 하나는 

TRIGA 연구로 해체이며 하나는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이다. 이 해체 작업의 수행

을 위하여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 수급 부문 공사 계약을 체결하 다. 이 두 해체 

사업에서 자료 입력 부분은 krddis와 ucddis로 구별되어 있어 하나를 선택하여 자

료 입력을 시도하는 경우 파일명에 관계없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입력할 

때마다 정의할 필요는 없다. 

   ○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column에서 "공사명관리"를 선택하면 그림 

2-37과 같은 페이지가 open된다. 코드는 큰 의미는 없으나 구로 해체 인력 수급

공사를 “1”로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 복원 공사를 “2”로 정의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그 후 공사명을 입력한 후에 SAVE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사에 따라서 

입력 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 첨가 또는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림 2-37. 공사명 입력 내용 

삭제 코드 공사명

1 TRIGA 연구로 제염.해체 인력수급 부문 공사

SAVE RESET

DDIS>작업일보>공사명관리>공사명관리

삭제 코드 공사명

1 TRIGA 연구로 제염.해체 인력수급 부문 공사

SAVE RESET

DDIS>작업일보>공사명관리>공사명관리

   2)  작업일보 기본 자료

   

   ○ 신규로 krddis 또는 ucddis를 open하거나 다른 작업 중 상단 작업일보 메

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림 2-36의 왼쪽 내용 column에서 작업일보 기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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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면 그림 2-36의 페이지가 open 된다. 이때 내부 표의 내용은 그림 2-38과 같

으며 여기서 파일을 신규로 작성하거나 기존 파일을 선택하여 이미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그림 2-38. 작업 일보 문서 번호 list  

WRITE

순번 문서번호 작성일 상세 작업 수

1 KR-2004-102 2004-05-28 28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기본자료

공사명

TRIGA 연구로 제염.해체 인력수급 부문 공사

작성자

2 KR-2004-001 2004-12-01 25TRIGA 연구로 제염.해체 인력수급 부문 공사 조금석

검색조건 공사명 작성기간 검색~

조금석

WRITE

순번 문서번호 작성일 상세 작업 수

1 KR-2004-102 2004-05-28 28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기본자료

공사명

TRIGA 연구로 제염.해체 인력수급 부문 공사

작성자

2 KR-2004-001 2004-12-01 25TRIGA 연구로 제염.해체 인력수급 부문 공사 조금석

검색조건 공사명 작성기간 검색~

조금석

   ○ 신규로 작업 일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위 그림 2-38의 WRITE key를 

click하고 이 때 그림 2-39와 같은 페이지가 open 된다. 여기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하면 된다. 여기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택

의 방법으로서 역 삼각형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선택하면 입력 가능한 자료가 

나열되는데 이를 선택한다. 다른 하나는 빈 네모 칸으로서 이는 자료를 숫자 또는 

문자로 자료를 입력하는 곳이다. 



- 60 -

그림 2-39. 작업 일보 기본 자료 등록 페이지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기본자료등록

작업일자 , 작업일 구분 문서번호 KR-

업체명 작성자

공사명

금일 작업 내역 요약

투입인력 내역

명일 작업 계획내역 요약

특기사항

생성

작업내용 요약

작업내용 요약 특별요구/지시사항

SAVE RESET LIST

 

   ○ 여기에서 입력하여야 하는 각 자료의 특성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작업일자 : 입력 형식은 2004년 5월 28인 경우 2004-05-28과 같으며 입력 

시에는 -(dash)는 입력하지 않고 수자(20040528)만 입력한다. 이는 작업 일보

의 작성 일자가 아니며 이하 입력하려고 하는 내용의 수행 날짜를 의미하며 

위에서 설명한 검색의 조건이 된다. 이 란에 작업일 구분 란이 있는데 여기

에는 평일, 휴일, 토요일, 일요일의 구분이 있어 후에 휴일 근무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일단 날짜가 입력되면 업체명, 

작성자 및 공사명은 선택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난다.

    ▶ 문서 번호 : 연구로의 경우 KR-YYYY-XXX로 정의되며 변환 시설의 경우 

UC-YYYY-MMXX이다. 여기서 YYYY는 작업일자의 년도 MM은 월 그리

고 X는 일련번호이다. 예를 들면 2004년 5월 28일 작성된 연구로의 경우 

102번째 작성되는 파일의 경우 파일명은 KR-2004-102가 되며 변환의 경우 

UC-2005-0520 이 될 것이다. (5월에 20번째 파일이 된다.) 이로부터 연구로 

해체의 경우 작업일보 일련번호가 일년을 단위로 변경되지만 변환 시설의 

경우 월별로 일련번호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파일 번호가 정의

되면 작업일보 일일분(문서 번호 2004-102의 모든 것) 입력이 완료 될 때까

지 이 문서 번호는 2004-102로 고정 된다. 따라서 모든 작업 일보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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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는 동안 이 문서번호는 수정될 수 없으며 문서 내부의 내용만 수정할 

수 있다. 문서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번호에 해당하는 파일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삭제되면 이 문서 번호 위치는 원히 공백으로 남

는다. (다만 이 문서 번호가 가장 큰, 즉 가장 최후의 것이고 입력된 자료가 

전혀 없으면 삭제가 가능하다)  또 이 문서 번호는 입력 자료의 파일명으로

서 모든 자료가 이 파일에 저장된다. XXX 또는XX는 컴퓨터에 의하여 정의

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의 일보 자료를 소급하여 입력시키는데 편리하도록 

선택된 것이나 중복 또는 중간의 생략 등의 위험이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

하여 중복된 파일번호는 입력될 수 없으며, 문서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오른

쪽에 그 해체 입력한 최대수의 문서번호가 나타나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한

다.

    ▶ 업체명 : 이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참여 업체 전부가 선택되어 질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참여기관 코드가 MCC-인 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서 

작성 일자에 참여된 업체(현재는 두산중공업/KOPEC만이 가능하다.)에서 선

택할 수 있다.

    ▶ 작성자 : 모든 참여 인력 중 인력 코드가 MCM-인 인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작업일보의 작성 업체 및 인력을 제한한 것은 작업일보는 

주 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공사명 : 공사명은 위 공사명 관리에서 등록한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선택의 대상이 없으면 생성을 click하여 “공사명관리”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규로 작성할 수 있으나 본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공사 밖에 없으므로 이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입인력 내역 : 입력 방법은 자유 형식으로 문, 한  모두가 가능하다. 

    ▶ 작업 내용 요약 : 이 역시 자유 형식이다. 작업 내용은 가능하면 3~4 줄 정

도로 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발생하는 교육, 현장 오염관리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요약 이하의 란에 내용이 너무 많으면 입력 오류가 발생하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수정 또는 자료를 첨가하려고 그림 2-36의 화면에

서  작업일보 기본자료 페이지에서 문서번호를 click하면 위 그림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페이지가 open되며 이곳에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에는 모든 네모 칸이 생략되어 있으며 수정할 수 없고 표 하단의 key들이 WRITE, 

UPDATE, DELETE, RESET로 바뀐다. 여기에서 UPDATE를 선택하면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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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들이 위 그림과 같이 바뀌며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일자, 문서번호 업체

명, 작성자, 공사명은 수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파일번호 아래 다른 어떤 내용이

라도 입력이 되었으면 삭제할 수 없으며 이때는 DELETE key가 활성화 되지 않는

다. 

   3) 상세 작업 내용

   ○ 여기에서는 하루에 수행된 모든 작업 내용이 상세하게 입력되는 부분이

다. 그림 3-26의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작업일보 내용 column에서 작업일보 

상세 내역을 선택하면 그림 2-40과 같은 페이지가 open되며 입력을 이 페이지를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40. 작업일보 상세 내역 list 페이지 

WRITE

순번 일련번호
사용장비

3

1 GD-40528-101

작업 내용

T/L 수조내 절단

시설코드

K2R-POL

2 RP-40528-102 계측 장비 사용전 점검 K00-000

DDIS>작업일보>작업일보상세 작업 내용

WBS No.

K2-7.3

K0-0.0

사용장비
2

사용장비
1

DCA-101

AAA-101

작업코드

DAD

REM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로 이동]

WRITE

순번 일련번호
사용장비

3

1 GD-40528-101

작업 내용

T/L 수조내 절단

시설코드

K2R-POL

2 RP-40528-102 계측 장비 사용전 점검 K00-000

DDIS>작업일보>작업일보상세 작업 내용

WBS No.

K2-7.3

K0-0.0

사용장비
2

사용장비
1

DCA-101

AAA-101

작업코드

DAD

REM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로 이동]

   ○ 위 페이지에서 작업 내용을 신규로 입력하거나 기존 입력된 작업 내용을 

선택하여 이미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신규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위 그림의 WRITE를 click한다. 

   ○ 작업 내용을 신규로 입력하기 위하여 WRITE를 click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open 된다. 여기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하면 된다.  

   ○ 여기에서 입력하여야 하는 각 자료의 특성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문서번호/작업일자 : 앞의 작업일보 기본 자료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선택된 

문서번호와 작업이 이루어진 날짜가 표시된다. 이는 수정할 수 없다.

    ▶ 작업분야 : 작업 관련 코드>작업분야코드에서 선택한다. 이는 작업 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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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분야 선택과는 구분하여 선택한다. 즉 이 작업을 한 인원의 참여 분야

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며 실제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해체 작업 담당자가 폐기물 포장 작업을 하 다고 하여도 

작업 분야는 GD로 선택하여야 한다. 

    ▶ 작업 일련 번호 : 위 작업 분야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번호이다. 일

련번호의 구조는 OO-YMMDD-XXX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OO는 작업분

야코드, Y는 년의 맨 나중 수자, MM은 일, DD는 일, XXX는 일련번호이다. 

예를 들어 2004년 5월 28일 해체 작업의 제일 처음 등록하는 작업 내용의 

일련번호는 GD-30528-101이 된다. 

그림 2-41. 작업 일보 상세 내역 등록 페이지 

DDIS>작업일보> 작업일보상세 작업 내용등록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작업분야 작업일련번호

작업내용

WBS number

시설코드

사용장비 코드 1

작업코드

사용장비 코드 2

사용장비 코드 2

연결작업 관련 작업

작업허가

SAVE RESET LIST

DDIS>작업일보> 작업일보상세 작업 내용등록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작업분야 작업일련번호

작업내용

WBS number

시설코드

사용장비 코드 1

작업코드

사용장비 코드 2

사용장비 코드 2

연결작업 관련 작업

작업허가

SAVE RESET LIST

    ▶ 작업내용 : 자유 형식으로 입력한다. 다만 선택되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를 들면 해체 작업 전 해체 인원에 관한 안전 교육은 “안전교

육”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이는 혼동의 여지를 줄여주며 한번 입력한 항

목을 기억하는 컴퓨터의 기능으로 다음부터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 동일한 작업 내용을 입력하는 곳에 시설 코드 등 설명 자료가 첨

부되므로 이를 중복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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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S number : 이는 WBS number>분야/분류> WBS number에서 선택한

다. WBS는 Work Breakdown System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조

금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해체 공정의 시간 계획에 따르는 공정 번호를 

정의하 다. 이 WBS number도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일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공정 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K0-0.0 또

는 U0-0.0의 코드를 입력한다. 

    ▶ 시설코드 : 시설관련코드> 사이트코드> 시설구분 코드> 시설코드에서 선택

한다. 시설 코드는 폭 넓게 생각하는 것 바람직하다. 즉 해체 작업이 그 시설

의 해체는 아니라고 하여도 관련이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 둥과 

같이 시설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시설없음” 코드인 K00-000 또는 

U00-000을 선택하여야 한다.

    ▶ 사용 장비 코드 1,2,3 : 사용 장비를 장비관련코드>장비업무 분야> 장비 중

간분류> 장비코드에서 선택한다. 사용한 장비는 세 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사용 장비 코드 1에는 사용한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AAA-100을 입력하고 

다음부터는 없으면 공간으로 남겨둔다.

    ▶ 작업코드 : 작업관련코드>작업분야>작업분류 >작업코드에서 선택한다. 작업 

코드가 없는 작업은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두 개 이상

의 작업코드가 선택될 수 없다. 두개 이상의 작업코드를 선택하여야 하는 작

업이 있으면 이는 작업 내용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 연결 작업 : 작업일 이전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 으면 가장 최근에 수행한 

업무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Thermal column의 Nose를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해체하 는데 5월 27일의 본 작업의 일

련번호는 GD-40527-101이며, 5월 28일 의 동 작업의 일련번호가 

GD-40528-101이면 GD-40528-101의 연결 작업란에는 GD-40527-101이 입력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결되는 작업을 알 수 있다.

    ▶ 관련 작업 번호 : 동일 날짜에 한 작업을 위하여 아려 작업 분야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GD(해체작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연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방사선 관리 요원이 5워 28일 Thermal column 

Nose의 해체 작업에 현장 방사선 관리를 위하여 작업하 다면 관련 작업에 

GD-40528-101의 일련번호가 입력되어야 하며 이는 동일 날짜의 등록된 일

련번호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작업허가 : 방사선 작업에는 작업허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작업허가서 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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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작업 상세 내용은 여기에 입력하는 것만으로서 정의되는 해체 작

업 하나하나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 표 2-22와 같

이 6H 원칙에 입각하여 입력되도록 하 다.

표 2-22 작업 상세 내역에 입력될 자료 종류

자료 입력 이유  입력 자료의 종류 관련된 코드 및 번호

언제(when) 작업 일보 일련번호 작업 일련번호

어디서 (where) 시설 관련 자료 시설코드

누가 (who) 인력 투입자료 인력 투입 시간

무엇을(what) 작업 종류 작업 코드

왜 (why) 공정 계획 자료 공정 작업 번호

어떻게(how) 장비 사용 자료 장비 코드

   ○ 작업 내용을 신규로 입력한 후에 SAVE하면 위 그림의 표 하단의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바뀌고 다시 동일한 업무 분야의 작업 

상세 내용을 입력하려면 WRITE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WRITE를 선택하면 위 

그림과 같이 신규 작업 내용을 입력할 수 있으나 작업 분야는 전에 입력한 자료와 

동일하게 그리고 작업 일련번호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자동으로 결정된다. 따

라서 작업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LIST를 선택하여 작업일보 상세

작업 내용 페이지로 이동하여 WRITE를 선택하여야 한다.

   ○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수정 또는 자료를 첨가하려고 할 때는 작업일보 

상세작업내용 페이지에서 일련번호를 click하면 위 그림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일보 

상세작업내용보기 페이지가 open되며 이곳에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모

든 네모 칸이 생략되어 있으며 수정할 수 없고 표 하단의 key들이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바뀐다. 여기에서 UPDATE를 선택하면 하단의 key 

들이 위 그림과 같이 바뀌며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번호, 작업 일자, 작업분

야, 작업일련번호는 수정할 수 없는데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의 네모 칸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일련번호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 참조가 되었으면 삭제할 수 없

으며 이때는 DELETE key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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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작업 상세 내역 부분에서 입력되는 자료는 추후에 작업의 내용이나 

인력 배치 등의 평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운 동안의 경험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일보 내용을 DB로서 입력하는 훈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작업을 다른 작업 내용의 표현으로 다른 작업으로 표시한

다. 예를 들면 용액 저장조의 세절과 분해 작업은 전부 장치의 해체로 입력하

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취합 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을 하나의 작업으로 입력하기도 한다. 예

를 들면 열 교환 배관 세절 및 제염 등으로 하나는 해체이고 하나는 제염으

로 분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교육에서 받은 부분과 강사로서 교육을 시킨 부분에서 모두 교육으로 입력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작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시 출입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 교육은 시킨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육이 아니고 출입 관리에 해

당한다.

    ▶ 사정에 따라서 또는 일의 과다에 따라서 작업 내용의 등록 날짜를 변경하거

나 작업 내용을 생략한다. 예를 들면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핵종 분석

을 수행한 경우 폐기물 처리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작업 일보에는 기록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작업 일보의 기록이 사소한 작업의 list 기록

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작업량 단위를 30분으로 한다.

    ▶ 연결 또는 관련 작업의 불확실성이다. 연결 또는 관련 작업의 정의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이의 오류는 작업 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구로 2호기 수조 내 이끔관을 세절하면서 작업 

내용을 “이끔관 세절” 및 “이끔관 제염을 위한 규격 절단”이라고 두 가지로 

표현하면 뒤에 입력하는 사람이 동일한 작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4) 작업 인력 

   ○ 여기에서는 하루에 수행된 모든 작업에 참여한 인력을 입력하는 부분이

다.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내용 column에서 작업인력을 선택하면 그림 2-42

와 같은 페이지가 open 된다. 이때 자료의 개수, 일련번호 및 작업내용은 앞의 상세 

작업내역에서 입력한 것과 동일하지만 순서는 작업 상세 내역에서는 작업 일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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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이지만 인력은 알파벳 순서로 상이하다. 마지막 두 column에서 총인력과 작업 

시간에서 총인력은 이 작업에 작업하 던 전체 인원수 (30분을 참여 하 어도 1명)

를 나타내며 Man-day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작업 시간은 그들이 본 작업의 

합을 표시한다.   

그림 2-42. 작업 인력 list 페이지 

순번 일련번호

1 GD-40528-101

작업 내용

T/L 수조내 절단

작업시간

15

2 RP-40528-102 계측 장비 사용전 점검 12

DDIS>작업일보>작업인력

총인력(명)

2

2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순번 일련번호

1 GD-40528-101

작업 내용

T/L 수조내 절단

작업시간

15

2 RP-40528-102 계측 장비 사용전 점검 12

DDIS>작업일보>작업인력

총인력(명)

2

2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 위 그림에서 일련번호를 click하면 그림 2-43과 같은 작업인력 입력/수정 

페이지가 open된다. 여기에서 일련번호 (중간에 생략되는 인력이 있어도 단순히 1, 

2, 3... 등으로 입력)와 인력을 선택하고 작업 시간을 입력한 후에 SAVE하면 그 인

력의 그날 선택한 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확정된다. 후에도 인력과 작업 시간은 수

정될 수 있으나 네모 칸이 없는 문서번호, 작업일자, 작업분야 작업일련 번호는 이

미 입력이 되어 있으며 수정할 수 없다. 인력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모든 참여 인력

이 모두 선택되어 작업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림 2-43의 작업 분야

에 그 날짜에 작업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인원만이 선택될 수 있다. 다만 krddis의 

경우 분야가 해체(GD)이면 인력 선택에서 유지보수(GE)의 분야에 참여하는 인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라늄 변환의 경우 DC(해체)나 DT(제염)의 경우에는 상호 선택

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표 좌측 상단에 [자동 입력]을 선택하면 주어진 작업분

야에 모든 인원이 자동으로 보여 지며 이 경우 각각 인원에 대한 작업 시간만 입력

하면 된다. 그러나 신규로 입력하기 위하여 본 페이지를 연 경우가 아니고 수정하

기 위하여 이미 기존의 입력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는 [전체 삭제]로 

되어 있어 이를 선택하면 모든 자료가 삭제된다. 작업 시간 입력란에는 수자를 입

력하며 이의 단위는 시간이며 소수점 1자리의 어느 숫자도 입력 가능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0.5를 최소 단위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입력된 작업 시간은 차

후 비용 정산의 기본 자료가 됨으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추후 “작업 인력 확인

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기회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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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작업 인력 입력 및 수정 페이지 

DDIS>작업일보> 작업인력 입력/수정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작업분야 GD: 해체 작업 작업일련번호 GD-40528-101

삭제

SAVE RESET

일련번호 인력 작업시간

[자동 입력] [작업소요 인력 정보 조회로이동]

1 이 진 종 6

2 조 오 영 6

합 계 2 12

LIST

DDIS>작업일보> 작업인력 입력/수정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작업분야 GD: 해체 작업 작업일련번호 GD-40528-101

삭제

SAVE RESET

일련번호 인력 작업시간

[자동 입력] [작업소요 인력 정보 조회로이동]

1 이 진 종 6

2 조 오 영 6

합 계 2 12

LIST

   ○ 연구소 직원에 관한 인력 소요 시간에 관한 자료도 입력하여야 하며 이

는 ucddis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분야는 RD로서 작업코드는 아래 표 2-23과 같이 

분류된다. 연구소의 업무는 이보다 더 다양한지만 더 이상 자세하게 분류하면 앞의 

작업자의 업무 분류와 그 정확도의 차이 때문에 효용가치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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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연구소 업무 구분과 포함될 상세한 내용 

작업 코드 작업 내용 작업의 예

RD11 사업의 기획, 평가

- 각종 기술 자료(절차서 작성) 작성 검토

- KINS 인허가, 수검 등

- 사업 계획(예산) 작성 및 이에 관한 설명

RD12
해체 현장 업무 점검 및 

감독

- 진도 점검 회의

- 현장 및 내부 작업자 감독

RD13 해체 현장 결과 분석

- DB 자료 생산

- 년말 보고서 작성

- 폐기물 동향 분석, 방사화 콘크리트 예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이용한 평가 

 RD21 장치/기술 개발 기획

- 기술 개발을 위한 문헌 조사

- 연구 개발 계획 작성 및 이에 관한세미나

- 실험 및 이 결과 정리

- 연구 기자재 시장조사

RD22 장치 설계, 제작, 운전
-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장치 제작 

-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

RD23 기술 개발 결과 분석
- 연구 개발을 위한 보고서 작성

- 논문 작성

RD31 행정 처리 업무

- 구매 요구서 작성

- 공사 계약 관리

- 위와 관련된 결제 또는 행정 부서와 협의 

- 기타 각종 연구소 행정 업무

RD32 대외 협력 

- 방문자 안내

- 국제 협력 회의 및 이를 위한 준비/결과 

분석 

- 대외 요구 자료 작성

RD33 기타 업무

- 타 과제 업무 수행

- 연구소 회의 (해체와 직접 관련 없음)

- 일반 시설 관리

- 신체검사, 피폭검사, 훈련

RD41 개인 업무 역량 제고

- 학회 참석 (이를 위한 논문 작성은 제외)

- 교육, 훈련 (방사선 교육 포함)

- 각종 업무 관련 강연회 참석

RD42 휴가
- 정기 휴가

- 개인 근태 모두 포함

RD43 혁신 업무 - 혁신에 관련된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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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 피폭관리

   ○ 여기에서는 작업에 참여한 모든 인력의 피폭량을 입력하는 부분이다. 피

폭량의 측정값은 AID, TLD 및 기타 평가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작업일보 입력 페

이지 왼쪽의 내용 column에서 피폭관리를 선택하면 그림 2-44와 같은 페이지가 

open 된다. 일련번호, 인력 및 피폭량을 입력한 후에 SAVE한다. 이 페이지에서 보

는 것과 같이 문서번호와 작업 일자는 이미 고정되어 있으며 인력은 선택하여 입력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인력은 인력 코드에 작업 날짜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참여 인력의 코드가 GDM, GEM, RPM, WMM, QCM인 작업자 (변환의 경우에는 

RCM, DCM, DTM, WRM, QLM, TSM, MCM)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인원

(결근 인원 포함)으로 이들에 대하여 반드시 피폭 자료를 (비록 0.0이라도) 입력하

여야 한다. 이는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0.0으로 취급하는 DB의 특성 상 미 입력

자와 피폭이 없는 자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피폭량의 default로 

0.0이 고정되어 있어 피폭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0.0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모든 

인원을 선택하여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표의 좌측 상단에 문서번호 뒤에 [자동

입력]을 선택하면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피폭 자료만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다. 

  ○ 아래 그림과 같은 페이지에서 네모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정 가능하다. 

기존 입력 자료의 수정이 필요하면 위 페이지에서 다시 입력하고 SAVE 한다. 삭제

의 경우는 거의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잘못 입력한 경우 삭제하고 재입력하는 

것이 편리하며 각 인원 또는 전체 삭제가 가능하다. 각 인원의 삭제는 제1 

columndml 삭제 란을 선택하고 SAVE하고 전체 삭제는 [자동 입력] 칸에 변경된 

[전체 삭제]를 선택하면 가능하다.  

그림 2-44. 작업 인력 피폭 자료 입력 페이지 

DDIS>작업일보> 피폭인력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삭제

SAVE RESET

일련번호 인력 비고

[자동 입력]

1 고 윤 수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문서번호 : KR-2004-101

ExpectationOthersTLDAID

0.0 0.0 0.0 0.0

DDIS>작업일보> 피폭인력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삭제

SAVE RESET

일련번호 인력 비고

[자동 입력]

1 고 윤 수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문서번호 : KR-2004-101

ExpectationOthersTLDAID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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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정 선량계 감시 자료

   ○ 연구로 해체 현장에는 시설의 몇 군데 공간 선량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

사선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변환의 경우 피폭의 대부분이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으로서 감마선에 의한 향이 매우 적으로 이를 고정 측정 관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변환의 경우 고정 선량계는 배기 굴뚝 감시기(stack 

monitor)만 본 자료에 입력한다. 

   ○ 고정 선량계 감시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면의 왼쪽 내용 

column에서 고정선량계를 선택하여 다음 그림 2-45 또는 그림 2-46과 같은 page를 

open한다. 이미 기존에 입력한 자료가 있으면 그림 2-46이 자료가 없으면 2-45가 

open된다. 여기에서 자료의 입력 방식은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약간 다르다. 즉 위 

그림 페이지들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없으며 입력된 자료의 list만 보여준다.  

그림 2-45.  고정 선량계 입력 자료 list (기존의 자료가 없는 경우)

WRITE

순번 선량계 코드 조치 유무 사항

자료가 없습니다.

종류 측정 값

DDIS>작업일보>고정 선량계

측정위치 단위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WRITE

순번 선량계 코드 조치 유무 사항

자료가 없습니다.

종류 측정 값

DDIS>작업일보>고정 선량계

측정위치 단위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그림 2-46.  고정 선량계 입력 자료 list (기존의 자료가 있는 경우)

순번 선량계 코드 조치 유무 사항

1 K2R-UP

종류

원자로 2호기

측정 값

5.06

DDIS>작업일보>고정 선량계

측정위치

원자로 상부

단위

microSv/hr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2 K2R-SO 원자로 2호기 20.1원자로실 남쪽 microSv/hr

WRITE

순번 선량계 코드 조치 유무 사항

1 K2R-UP

종류

원자로 2호기

측정 값

5.06

DDIS>작업일보>고정 선량계

측정위치

원자로 상부

단위

microSv/hr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2 K2R-SO 원자로 2호기 20.1원자로실 남쪽 microSv/hr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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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로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WRITE key를 선택하고 이 경

우에는 그림 2-47과 같은 페이지가 open된다. 여기에서 빈 네모 칸에 자료를 입력

하고 SAVE하면 되는데 종류(코드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이는 설치 위치를 

나타낸다.)를 선택하면 이 종류에 해당되는 선량계 코드가 주어지며 이 중에서 선택

한다. 이 두 종류를 선택하면 위치와 단위는 자동으로 채워진다. 우라늄 변환 시설

의 경우 고정 선량의 감사보다는 오염도 및 공기 중 방사선 농도가 더 중요한 자료

이나 이는 이동식으로 운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위치에 관한 코드를 변경하여 주

어야 함으로 고정 선량계 자료로 입력하기 보다는 현장 방사선 감시로 입력하고 이

곳에서는 stack 감시 자료 만 입력한다. 자료입력을 위하여 SAVE하면 하단의 작업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변경된다.

 

그림 2-47. 고정 선량계 자료 입력 페이지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종류 선량계 코드

측정량 0.0

조치 유무 사항

비고

SAVE RESET LIST

DDIS>작업일보>고정 선량계 등록

위치 단위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종류 선량계 코드

측정량 0.0

조치 유무 사항

비고

SAVE RESET LIST

DDIS>작업일보>고정 선량계 등록

위치 단위

  ○ 수정 및 삭제는 그림 2-46에서 입력 자료 list에서 해당하는 자료의 선량

계 코드를 click 함으로서 open되는 그림2-47에서 가능한데 수정은 측정량 자료 이

외는 불가능하다. 여기에서도 수정 시에는 하단의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바뀌며 UPDATE를 선택하면 이들은 위 그림과 같이 다시 변경

된다.  

   7) 환기설비 운전자료 (기체 배출물 관리 자료) 

   ○ 해체 시설에서 환기설비에 의하여 시설 밖으로 배출되는 공기(기체 배출

물이라고 함)는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KINS의 WACID 코드의 입력 자료로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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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되는 항목은 배출되는 기체 유출물의 양과 배출되는 방

사능이며 본 자료 입력 항에서는 배출량만이 기록된다. 따라서 환기설비의 운전 장

치의 종류와 운전 시간을 작업 일보 자료로서 기록하며 이 자료의 입력은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내용 column에서 기체 배출물 관리를 선택하면 open되는 page

에서 수행된다. 여기에서도 고정 선량계 감시 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기체 배출물 관리 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와 기존에 입력된 자료가 있는 경우 페

이지의 구성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약간 상이하다. 따라서 처음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며 기존 입력 자료 내용이 표시되는 그림 

2-49과 같은 페이지에 대하여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WRITE를 click한다.

그림 2-48. 기체 배출물 관리 자료 입력 list 

1 F-3A 49,000.00원자로 2호기 8 hr 10min환기시설 6000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순번 팬종류 처리량처리 방법 운전시간위치 용량

DDIS>작업일보>기체 배출물 관리

2 F-9 187,333.3323000

WRITE

원자로 2호기 8 hr 10min환기시설

1 F-3A 49,000.00원자로 2호기 8 hr 10min환기시설 6000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순번 팬종류 처리량처리 방법 운전시간위치 용량

DDIS>작업일보>기체 배출물 관리

2 F-9 187,333.3323000

WRITE

원자로 2호기 8 hr 10min환기시설

   ○ WRITE를 선택한 경우 그림 2-49와 같은 페이지가 open된다. 여기에 자

료를 입력하고 SAVE하면 되는데 측정위치를 선택하면 이 위치에 해당되는 팬 종

류에 관한 코드가 주어지며 이 중에서 선택한다. 여기에서 처리 방법이라고 함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환기팬의 설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두 종류의 자료를 선택하면 용량과 단위(이미 m
3
/hr로 고정하 음)는 코드 관리

에서 입력된 자료로서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운전 시간을 hr(시간)과 min(분)

으로 입력하고 총 처리량랑의 [자동계산]을 click하면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가 나타난다.

    총처리량 = (시간 + 분/60) x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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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기체 배출물 자료 입력 페이지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처리방법/측정위치 팬 종류

비고

SAVE RESET LIST

용량 단위

운전시간 총 처리량 [자동 계산]hr          min

DDIS>작업일보>기체 배출물 관리 등록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처리방법/측정위치 팬 종류

비고

SAVE RESET LIST

용량 단위

운전시간 총 처리량 [자동 계산]hr          min

DDIS>작업일보>기체 배출물 관리 등록

  ○ 수정 및 삭제는 그림 2-49의 list 페이지에서 팬 종류 코드를 click 함으로

서 open되는 그림 2-49에서 가능한데 수정은 운전 시간 이외는 불가능하다. 운전 

시간을 수정한 경우에는 총 처리량의 [자동계산]을 다시 click하여 자료를 최신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수정 시에는 하단의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바뀌며 UPDATE를 선택하면 이들은 위 그림과 같이 다시 변경

된다.  

   8) 현장 방사선 관리 작업

   ○ 해체 현장의 오염 관리, 공기중 방사선 농도 관리 작업을 수행하 거나 

방사선 작업에서 작업자의 피폭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팀이 수행하

는 작업 관리결과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 방사선 관리는 경우에 따

라서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오염과 방사선량 율을 감시하는 정기

적인 작업이며 하나는 특별한 부분을 해체하는 동안 그 주변의 방사선 농도가 높거

나 공기 오염도가 높거나 높을 염려가 있는 지역에서 해체/제염 작업 동안 특별히 

수행하는 작업이다. 후자의 경우 이를 반드시 작업일보 본 자료 입력항에 입력하여

야 하지만 정기적인 작업의 결과는 한번 작업에 매우 많은 수의 자료가 생성되므로 

이들 자료는 참고자료 표면오염도/방사선량율 측정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곳에서 입

력은 생략한다. 

   ○ 이 자료의 입력은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내용 column에서 고정

선량계를 선택하면 open되는 page에서 수행된다. 여기에서도 고정 선량계 감시자료

의 입력시와 동일하게 처음으로 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그림 2-50)와 기존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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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된 자료가 있는 경우(그림 2-51)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입력 자료 list 페이지

가 약간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기존 입력 자료 내용이 표시되는 그림 2-51과 같은 

페이지에 대하여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2-50. 현장 방사선 관리 자료 입력 list (신규 입력의 경우) 

WRITE

순번 작업일련번호
BKG

자료가 없습니다.

DDIS>작업일보>현장 방사선 관리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알파 MDA MDA 선량율베타

오염도
일련번호 측정위치

.작업일련번호

그림 2-51. 현장 방사선 관리 자료 입력 list (기존 입력 자료가 있는 경우) 

WRITE

순번 작업일련번호
BKG

일련번호

DDIS>작업일보>현장 방사선 관리

측정위치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작업일련번호

알파 MDA MDA 선량율베타

오염도

1 RP-40528-101 1 MW/RIP 출입 통로 MDA 50.3 52MDA

2 RP-40528-103 1 절단자 작업위치 60

WRITE

순번 작업일련번호
BKG

일련번호

DDIS>작업일보>현장 방사선 관리

측정위치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작업일련번호

알파 MDA MDA 선량율베타

오염도

1 RP-40528-101 1 MW/RIP 출입 통로 MDA 50.3 52MDA

2 RP-40528-103 1 절단자 작업위치 60

   ○ 이 입력 페이지의 특징은 표 상단에 작업일련 번호 선택창이 있다는 것

이며 이 페이지가 open되면 이 창에는 “전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이면 오른쪽 하단의 WRITE는 활성화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해체작업 일련번호를 

선택하면 선택한 작업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내용만 보이며 WRITE가 활성화 된다. 

이 선택 창에 열거되어 있는 작업일련번호는 작업 상세 내역의 입력시에 작업 코드

를  현장 방사선 관리와 관계가 있는 작업코드가 RMS, RAD, RAW인 작업들이다. 

따라서 작업코드가 RMS, RAD RAW로 정의되는 작업이 없으면 에러가 표시되고 

그림 2-50이나 2-51의 페이지는 열리지 않는다. 변환 시설 해체의 경우 본 작업 코

드는 RC31, RC32, RC33 및 RC34가 되며 이들 작업 코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마

우스 point를 왼쪽 내용 column의 현장 방사선 관리에 놓으면 이 코드의 종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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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므로 이로서 판단할 수 있다. 동일한 작업 코드로서 정의되는 작업, 예를 들

면 하나의 작업일보 안에 RMS 코드로 정의되는 작업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때 

다른 작업 일련번호를 갖게 된다.) 그 각각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입력 시킬 수 있

으며 이때는 각각에 대하여 일련번호가 1로 정의된다. 또 하나의 작업일련번호에 

두 개 이상의 자료가 있으면 이는 동일한 작업일련번호 아래에서 입력할 수 있다. 

이 때 일련번호가 2, 3.. 등으로 증가한다. 

   ○ 그림 2-50에서 작업 key WRITE를 선택하면 그림 2-52 같은 페이지가 

open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선택한 작업일련번호에 다른 자료가 입력되어 있기 때

문에 문서번호, 작업 일자, 작업일련번호, 작업코드 업무명은 고정되어 있으며 순번

은 1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자료를 빈 네모 칸에 입력하고 SAVE한다. 그림 2-51에

서 WRITE를 선택하면 동일한 페이지가 open되지만 순번은 그림 2-51에서 나타난 

그 이후 번호가 나타난다. 이 순번은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할 경우가 많지 않다. 

이하 여러 가지 측정값을 입력하는 경우는 위와 동일하다. 

그림 2-52. 현장 방사선 관리 자료 입력 페이지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근거 서류

순번 측정위치1

DDIS>작업일보>현장 방사선 관리 등록

작업일련번호 RP-41201-101

작업코드 업무명 오염검사RAW

비고

알파오염도 알파 MDA

베타오염도 베타MDA

선량율 BKG

SAVE RESET LIST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근거 서류

순번 측정위치1

DDIS>작업일보>현장 방사선 관리 등록

작업일련번호 RP-41201-101

작업코드 업무명 오염검사RAW

비고

알파오염도 알파 MDA

베타오염도 베타MDA

선량율 BKG

SAVE RESET LIST

   ○ 입력 자료의 수정 및 삭제는 그림 2-52의 입력 자료 list에서 일련번호를 

click 함으로서 가능한데 문서번호, 작업 일자, 작업일련번호, 작업코드 업무명 및 

순번은 이미 고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하다. 여기에서도 수정 시에는 하

단의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바뀌며 UPDATE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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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들은 다시 SAVE, RESET 및 LIST로 변경된다. 

   9) 액체 폐기물 관리

   ○ 연구로 및 변환 시설의 해체에서 액체 폐기물의 배출은 없다. 따라서 액

체 폐기물의 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구로의 경우 모든 애체 폐기물은 자연 증

발시설에서 모두 증발 처리되며 변환의 경우, 애체 폐기물은 라군으로 보내져 라군 

슬러지 처리 시에 동시에 처리된다. 다만 변환의 경우 세탁 또는 shower 폐액은 연

구소의 처리 시설로 이송되며 이후의 처리 작업은 작업 일보에 기록 관리 할 필요 

없으며 이송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입력한다. 따라서 액체 폐기물 관리의 경우 연

구로는 이송, 막처리, 자연 증발처리 등의 자료를 입력하는데 비하여 변환의 경우 

이송에 관한 기록이 액체 폐기물의 관리 자료의 전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액체 폐기물 관리 자료는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내용 column에서 

액체 폐기물 관리를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53과 같은 page에서 수행된다. 여기

에서의 입력 방법은 앞의 현장 방사선 관리 자료의 입력 방법과 동일하다. 즉 이 

페이지를 열면 표 상단에 작업일련 번호 선택창이 있으며 이 페이지를 open하고 다

시 해당되는 작업 일련번호를 선택하여야 오른쪽 하단의 WRITE는 활성화 된다. 

이 선택 창에 열거되어 있는 작업일련번호는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상세 작업 중 

작업코드가 WLT, WLM, WLE의 작업 들이다. 변환 시설 해체의 경우 이 작업 코

드는 WR42이며 이것도 앞서와 같이 내용 colum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3. 액체 폐기물 관리 자료 입력 list (기존 입력 자료가 있는 경우)  

WRITE

순번 작업일련번호

DDIS>작업일보>액체 폐기물 관리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작업코드

.작업일련번호

발생지 처리방사선 농도이송지

WRITE

순번 작업일련번호

DDIS>작업일보>액체 폐기물 관리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작업코드

.작업일련번호

발생지 처리방사선 농도이송지

   ○  그림 2-53에서 write를 선택하면 다음의 그림 2-54와 같은 페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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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되는데 입력 요령은 위에서 설명한 방사선 관리 자료의 입력 경우와 동일하다. 

즉 이미 작업일련번호 하나를 선택하 기 때문에 문서번호, 작업 일자, 작업일련번

호, 작업코드 업무명은 고정되어 있으며 이하 여러 가지 자료를  입력한다. 이중 오

염핵종은 Co-60의 경우 CO60 과 같이 표기하여 입력한다. 

그림 2-54. 액체 폐기물 관리 자료 입력 페이지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근거 서류

순번 2

DDIS>작업일보>액체 배출물 관리

작업일련번호 WM-40528-105

작업코드 업무명 이송WLT

적요

발생지 이송지

방사선 농도 처리량

오염핵종3 오염핵종4

SAVE RESET LIST

오염핵종1 오염핵종2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근거 서류

순번 2

DDIS>작업일보>액체 배출물 관리

작업일련번호 WM-40528-105

작업코드 업무명 이송WLT

적요

발생지 이송지

방사선 농도 처리량

오염핵종3 오염핵종4

SAVE RESET LIST

오염핵종1 오염핵종2

   ○ 입력된 자료를 수정 및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 그림 2-53  입력 자료의 

list에서 일련번호를 click 함으로서 가능한데 수정은 위에서 이미 고정된 자료는 불

가능하다. 여기에서도 수정 시에는 하단의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바뀌며 UPDATE를 선택하면 이들은 아래 그림 2-54와 다시 변경된다.  

   10) 고체 폐기물 관리

  ○ 해체 과정에서 고체 폐기물의 관리 과정에 따라서 모든 과정이 추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고체 폐기물 관리 자료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작업일련번호에서 작업한 내용들의 자료가 많아 간단한 작업일보로서는 이를 완수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작업 일보에서는 그 내용을 수행하 다는 것

을 명시할 수 있는 정도로 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하며 자세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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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은 참고자료의 입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고체 폐기물 관리 자료의 입력은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내용 

column에서 고체 폐기물 관리를 선택하면 open되는 다음과 같은 page에서 수행된

다. 입력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즉 작업일련번호 선택창에서 원하는 

작업일련번호를 선택하면 이에 해당되는 내용(처음이면 “자료가 없습니다.”로 표기

됨)과 표 우측 하단부에 WRITE가 활성화됨으로 이를 click한다. 

그림 2-55. 고체 폐기물 관리 자료 입력 list (기존 입력 자료가 있는 경우)

WRITE

순번 작업일련번호

DDIS>작업일보>고체 폐기물 관리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일련번호

.작업일련번호

1 WM-40528-104 1 용기포장 1200000TR-C-003

포장 반출 소분류 근거서류방사선량관련 폐기물 번호

2 WM-40528-105 1 용기포장 TR-4mNC-2002

작업코드

WSP

WSP

WRITE

순번 작업일련번호

DDIS>작업일보>고체 폐기물 관리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일련번호

.작업일련번호

1 WM-40528-104 1 용기포장 1200000TR-C-003

포장 반출 소분류 근거서류방사선량관련 폐기물 번호

2 WM-40528-105 1 용기포장 TR-4mNC-2002

작업코드

WSP

WSP

   ○ WRITE를 click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 2-56의 페이지가 open된다. 여기

에서도 작업 일련번호를 이미 선택하 음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데까지 필요한 자료

들은 이미 표시되어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빈 네모 칸에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한

다. 그림 2-56에서 포장/반출 소분류 란에서는 폐기물의 포장 작업 중 소포장/용기

포장/반출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작업코드가 WSP인 경우에만 입력하는 것으로 

WSS등 다른 작업 코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포장/용기포장의 차이는 용기포

장은 200리터 드럼이나 4m3 용기에 포장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분

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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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고체 폐기물 관리 자료 입력 페이지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관련 근거 서류

순번 2

DDIS>작업일보>고체 배출물 관리

작업일련번호 WM-40528-105

작업코드 업무명 분류 작업WSS

적요

관련 폐기물 번호

포장/반출 소분류

SAVE RESET LIST

방사능량

   ○ 수정 및 삭제는 입력 자료 list 페이지 (그림 2-56)의 일련번호를 click 함

으로서 가능한데 수정은 위에서 이미 고정된 자료는 불가능하다. 여기에서도 수정 

시에는 하단의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바뀌며 UPDATE

를 선택하면 이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다시 변경된다. 

   11) 해체 작업 장비 관리

  ○ 작업 상세 내용의 각 작업 중 REM 등 작업 코드가 장비 관리에 해당하는 

작업이 존재하면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내용 column에서 해체 작업 장비를 

선택하여 open되는 그림 2-57과 같은 page에서 각 부분에서 수행한 장비에 관한 

업무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세

한 사항은 생략한다. 이 해체 장비 관리부분에 입력되어야 하는 내용은 장비의 수

리, 설치(이를 위한 구조물 제작 등 준비작업 포함), 시운전, calibration, 해체 등만

을 포함하며 일상적인 점검은 작업코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WRITE를 click하면 아래 그림2-58과 같은 페이지가 open되는데 입력이

나 수정, 삭제 등에 관한 요령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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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해체 장비 관리 자료 입력 list 페이지 

WRITE

순번 작업일련번호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장비코드

.작업일련번호

1

장비명 근거서류사유작업코드

DDIS>작업일보>해체작업 장비관리

WRITE

순번 작업일련번호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장비코드

.작업일련번호

1

장비명 근거서류사유작업코드

DDIS>작업일보>해체작업 장비관리

그림 2-58. 해체 장비 관리 자료 입력 페이지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근거 서류

작업일련번호 RP-40528-105

작업코드 업무명 장비관리REM

적요

장비코드

SAVE RESET LIST

DDIS>작업일보>해체작업 장비관리 등록

사유

 

   12) 해체 작업 교육

   ○ 작업 상세 내용 중 각 작업의 작업코드가 CII, CEI이(krddis의 경우) 존

재하면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column에서 해체 작업 교육을 선택하면 open

되는 그림 2-59와 같은 page에서 각 해체활동의 각 부분에서 수행한 교육에 관한 

업무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작업 일련번호는 전체로 되어 있어 기존의 입

력 자료를 전부 보여주며 기존의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의 내용 대신에 [자료가 없

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 표 상단에 작업 일련번호에서 해당되는 작업일련번호를 선택하면 그림 

2-59의 페이지는 자동으로 그림 2-60과 같이 변경된다. 여기에서도 이미 작업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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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선택하 음으로 이전 자료는 입력할 수 없으며 수정도 불가능하다. 아래 페

이지에서 빈 네모 칸에 자료를 입력하고 SAVE하면 된다. 여기에서 강사는 등록된 

인력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 교육인 경우 등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강사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둔다. 그 밖의 삭제, 수정의 요령은 앞에서 설

명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그림 2-59의 표 안에 삭제 선택란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삭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림 2-60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그림 2-59. 해체 작업 교육 자료 입력 자료 list 

DDIS>작업일보>해체작업 교육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작업일련번호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삭제 작업일련번호 일련번호 교육명 근거서류교육내용강사 사유

GD-40528-102 1 강주형 매일교육안전 교육

DDIS>작업일보>해체작업 교육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작업일련번호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삭제 작업일련번호 일련번호 교육명 근거서류교육내용강사 사유

GD-40528-102 1 강주형 매일교육안전 교육

그림 2-60. 해체 작업 교육 자료 입력 자료 list

SAVE RESET LIST

삭제 작업일련번호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일련번호

.작업일련번호

GD-40528-102

교육명 근거서류교육내용강사

DDIS>작업일보>해체작업 교육

사유

1

GD-40528-102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작업일련 번호GD: 해체작업작업분야 GD-40528-102

SAVE RESET LIST

삭제 작업일련번호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일련번호

.작업일련번호

GD-40528-102

교육명 근거서류교육내용강사

DDIS>작업일보>해체작업 교육

사유

1

GD-40528-102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작업일련 번호GD: 해체작업작업분야 GD-40528-102

   13) 관련작업 확인 및 정정

   ○ 작업 상세 내역의 입력 페이지에는 연경작업의 작업 일련번호와 관련작

업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다. 이 연결 또는 관련 일련 작업의 정확한 입

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작업 일보의 입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의 정확한 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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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첨가하 다. 연결 작업이라고 함은 동일한 작업을 계

속하는 동안 이 작업의 연결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수행한 일자의 작업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든 작

업 일에 Thermal column nose의 절단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5월 28일의 위 시설 

절단작업의 일련번호가 GD-40528-101이 될 수 있으며 이때의 연결 작업은 

GD-40527-101의 연결 작업이 될 수 있다. 관련 작업은 동일 같은 내용의 작업을 

하면서 다른 작업 분야에서 참여하여 일을 한 경우 아래 입력된 작업 내용의 관련 

작업은 위 작업이다. 위의 경우를 예를 연장하면 5월 28일 본 절단 작업에 방사선/

능 관리 분야가 참여하여 절단 작업자 부근의 선량율을 감시하는 작업을 수행하

으며 그 작업 일련번호가 RP-40528-101이면 이 작업의 관련 일련번호는 

GD-40528-101이다. 

   ○ 위와 같은 확인 작업은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내용 column에서 

관련 작업 확인을 선택하면 open되는 그림 2-61과 같은 page에서 수행된다. 이 때 

작업 일련번호와 작업 내용은 이미 입력한 모든 내용을 총 망라하여 나타나며 여기

에서 다른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연결 작업이나 관련 작업 일련번호가 잘

못 입력된 경우에는 이를 신규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 또는 수

정하는 경우에는 “상세 작업 내용“에서 입력된 자료도 수정된다. 연결 작업은 자료

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동일자의 다른 일련번호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

으며 연결 작업이나 관련 작업이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진다. 

그림 2-61. 관련작업 및 연결작업 확인 페이지 

순번 작업일련번호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작업명

1 GD-40528-101 T/L & B/P Nose 수조내 절단 작업

관련작업 일련번호연결작업 일련번호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관련 작업확인

GD-40527-101

SAVE RESET

2 GD-40528-102 RIP-134호 잡고체 폐기물 정리 작업 GD-40527-102

3 RP-40528-103 GD-40528-101

4 RP-40528-104 GD-40528-101

5 GD-40528-101

6 GD-40528-101

QC-40528-102

QC-40528-103

T/L & B/P Nose 수조내 절단 작업

RIP-134호 잡고체 폐기물 정리 작업

T/L & B/P Nose 수조내 절단 작업

RIP-134호 잡고체 폐기물 정리 작업

순번 작업일련번호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작업명

1 GD-40528-101 T/L & B/P Nose 수조내 절단 작업

관련작업 일련번호연결작업 일련번호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관련 작업확인

GD-40527-101

SAVE RESET

2 GD-40528-102 RIP-134호 잡고체 폐기물 정리 작업 GD-40527-102

3 RP-40528-103 GD-40528-101

4 RP-40528-104 GD-40528-101

5 GD-40528-101

6 GD-40528-101

QC-40528-102

QC-40528-103

T/L & B/P Nose 수조내 절단 작업

RIP-134호 잡고체 폐기물 정리 작업

T/L & B/P Nose 수조내 절단 작업

RIP-134호 잡고체 폐기물 정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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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작업 인력 확인 

   ○ 4) 작업 인력 입력 페이지에서 이미 작업자의 근무 시간을 입력한 바 있

다. 그러나 인력의 정확한 입력은 중요하며 또 적은 사업 규모로 인하여 본연의 작

업 분야에만 참여할 수 없고 또 상세 작업 내역에 입력한 많은 종류의 작업 내역에 

참여를 하여 작업 시간의 입력이 정확히 되었는가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

라서 작업일보 입력 페이지 왼쪽의 column에서 작업 인력 확인을 선택하면 open되

는 다음과 같은 page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의 합이 바로 정산 자료

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페이지에 나타나는 인력은 “작업 인력“에서 입력된 모든 인력이 나타

나며 근무 시간에는 입력된 모든 근무 시간의 합이 나타난다. 이 때 근무 시간의 

합이 8시간이면 사유란에 ”정상“, 8시간이 넘는 경우 ”연장근무“, 안 되는 경우 ”조

퇴“, 0이면 ”결근“ 등의 사유가 나타나며 정상인 경우에 모든 자료가 푸른색으로 변

한다. 여기에서 잘 못 입력된 부분이 발견되어도 이 page에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작업 인력“에서 입력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그림 2-62. 작업 인력 확인 페이지 

순번 참여 인력 코드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이 름

1 GDM-111 고 윤수 정 상8

사유근무시간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인력확인

SAVE RESET

2 GDM-112 이 진종 연장근무13

3 GDM-113 정 진용 결근0.0

4 QCM-111 강 주호 조퇴4.0

5 SEM-111 정 재훈 조퇴4.0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순번 참여 인력 코드

.문서번호 : KR-2004-101 [작업일보 기본 자료 보기]

이 름

1 GDM-111 고 윤수 정 상8

사유근무시간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인력확인

SAVE RESET

2 GDM-112 이 진종 연장근무13

3 GDM-113 정 진용 결근0.0

4 QCM-111 강 주호 조퇴4.0

5 SEM-111 정 재훈 조퇴4.0

작업일자KR-2004-102문서번호 2004-05-28

   15) 변환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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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환 시설의 해체와 관련하여 해체 자료의 입력 시스템을 별개로 운용하

기로 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따라서 몇 가지의 조건도 상이하며 그 상

이한 점을 아래 표 2-24에 요약하 다. 

표 2-24 연구로 해체자료 입력과 변환시설 해체자료 입력의 차이점

분야/항목 연구로 변환 시설 비고

작업 일보 문서번호 Kr-2004-102 Uc-2004-1006

인력 상호 입력 기능 분야 GD/DE DC/DT

피폭관리 인원의 선택

  작업 분야

GDM, GEM, RPM, 

WMM, QCM

RCM, DCM, DTM, 

WRM, QLM, TSM, MCM

현장 방사선 관리 업무 코드 RMS, RAD, RAW
RC31, RC32, RC33, 

RC34

액체폐기물 관리 WLT, WLM, WLE WR42

고체 폐기물 관리

WSS, WSD, WLD

WR30, DT21, DT22, 

DT31, DT32, DT41, 

DT42

WSP WR61, WR62, WR63

해체 작업 장비 관리
REM, DEI, DEM, WEI, 

QEM
EP10, EP20, EP30

해체 교육관리 CEE, CEI
DC60, DT60, MR60, 

WR60, RC 60

 다. 참고 자료 입력

   ○ 작업 일보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지만 그 

자료 중 폐기물 자료를 포함하는 몇 가지는 그 자료의 양이 매우 많으며 자료의 발

생 빈도가 매우 부정기적이므로 작업일보의 근거 서류 형식으로 별도로 입력할 수 

있게 하 으며 이를 참고 자료라고 부른다. 본 ddis에서 입력하는 참고 자료의 종류

는 다음과 같이 구별 된다

    1) 고체 폐기물 관리 

     -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 

     -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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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 방사선 관리 

     - 표면 오염도 및 조사선량률 측정

    3) 예산 집행 자료

    4) 작업허가서 자료 입력

    5) 상자료

    6) 기술 자료

   ○ 작업의 어느 부분에서도 참고자료 menu를 선택하면 그림이 2-63과 같은 

화면이 open되며 이곳에서 참고자료 종류 column에서 원하는 입력 부분을 선택하

면 앞으로 설명할 각 자료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참고 자료는 여러 개 있으나 작

업 일보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입력의 순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림 2-63. 참고 자료 입력 기본 페이지 

참고 자료
종류 column

참고 자료
종류 column

   ○ 이 작업 일보의 근거 서류는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며 입력 자료에 작업일

보의 관련작업 번호가 포함되므로 작업일보다 후에 DB(컴퓨터)로 입력되어야 한다. 

또 동일한 일자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자료를 하나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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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급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참고자료로서 입력되는 모든 자료 페이지는 (한 

페이지 내에 많은 개별 자료가 포함된다.) 입력 일자를 근거로 하는 다음 표 2-25

와 같은 이름의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리된다. 뒤의 001 등은 동일한 

날짜에 입력을 여러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일련번호로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파일

명 중에서 CONTAIN-YYMMDD-까지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YYMMDD는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 일자가 된다. 

그리고 이 파일명은 후에 참고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파일명이 된다. 

표 2-25 참고 자료 파일 명명법

작업명 파일 명명 형식 비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자료 CONTAIN-YYMMDD-001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 CHARACT-YYMMDD-002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COMTAMI-YYMMDD-001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SURFACE-YYMMDD-001

예산 집행 자료 BUDGETS-YYMMDD-001

작업허가서 자료 입력 WPERMIT-YYMMDD-001

상자료 PHOTORE-YYMMDD-001

기술자료 TECHDOC-YYMMDD-001

  ○ 위와 같이 파일 이름이 입력일자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이에 따라서 정리

되지만 참고 자료의 입력 일자가 반드시 그 자료가 작성되었거나 그 작업이 이루어

진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 파일을 찾아 가는 검색 기능에서는 자료의 

입력 일자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file의 검색은 그 내용 중 중요한 일자를 기준으

로 이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하 다. 이 search 기능이 있는 일자는 다음 표 2-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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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파일 검색을 위한 기준 일자

파일 특성 기준 일자 비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자료 드럼 저장 일자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 인식 번호 부여 일자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검사를 위한 분석/측정 일자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측정 일자

예산 집행 자료 집행 결의 일자

작업허가서 자료 입력 허가서 발행 일자

상자료 촬 일자

기술자료 생산일자

   1) 고체 폐기물 관리 자료

   ○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고체 폐기물의 관리 과정의 개념은 그림 2-64와 

같다.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체 해체물은 방사성 폐기물로 취급하며 이를 

평가하고 방사선량을 분석하여 제염할 것인가 최종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

염이 결정된 해체물은 다시 현장이나 제염실에서 제염할 것을 결정하고 제염된 이

후는 다시 해체물로서 취급 된다. 이와 같이 제염 대상 폐기물은 한 번의 제염으로

도 오염도가 만족스럽게 제거되지 않았으면 다시 제염하며 이를 몇 차례 반복한다. 

처리가 결정된 폐기물은 두 가지로 나뉘어 처리되는데 하나는 방사는 농도가 0.4 

Bq/g이상인 방사성 폐기물로서 소포장(grouping의 개념을 포함한다. 규제해제 다상

이 되는 폐기물에서는 마대 등에 소 포장하는 경우는 페기물의 크기가 작아 하나의 

포장단위로서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에 사용된다.)되고 이를 다시 용기 포장하는 것

이며 다른 하나는 규제해제 대상 폐기물로서 grouping 후에 반출하여 폐기물의 특

성에 따라서 보관, 처리한다. 또 규제 해제 대상 폐기물은 다시 비방사성 폐기물과 

규정된 처분 대상 폐기물로 나누어 별도로 보관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비방사성 

폐기물은 “unconditional release"로 규정되며 규정 처분 대상 폐기물은 ”conditional 

release"로 정의되어 unconditional release의 경우 일반 산업 폐기물과 같이 경로의 

추적이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구별하여 규제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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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ditional release는 제도상 존재하지 않아 비오염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

물의 경우 일정 경로에 관하여 평가하고 이를 최종 처분 시 까지 추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비오염 폐기물을 규정한 것은 해체에서 폐기물에 관한 

우리의 전략이 "near zero release"를 선택하 기 때문이다. 

   ○ 변환 시설 해체의 경우 해체 폐기물의 관리 방법의 개념은 그림 2-64와 

유사하나 상세한 방법과 관리 기준이 조금 다르다. 즉 모든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

물과 규제 해제 대상 폐기물(방사능 농도 0.04 Bq/g 이하 다만 금속 폐기물인 경우 

0.2 Bq/g 이하)로만 구분하며 규제해제 대상 폐기물에서 비오염 폐기물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는 규제해제 대상 폐기물은 전부 평가하여 재활용하거나 산업 폐기물로 

처분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방사성 폐기물로 취급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라늄 변환 시설에 사용하 던 물질이 천연 우라늄이었으며 연구로의 폐기물 분류

에서 사용한 비오염 폐기물로서 정의하는 방사선 농도인 0.04 Bq/g은 천연 방사능 

수준보다 낮으며 분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2-64. 해체 현장에서의 폐기물 관리 개념

제염 작업-2
WLD

분류 작업

소 포장
K2RP0404RB03

제염 작업-1
WSD

반출

해체물
철재류 331

용기 포장
TR-C-0001

방사성 폐기물 규제 해제현장 제염 제염실 제염

작업 후
오염도 측정

분석/기록관리

소 포장

K2RP0404FE01

분석/기록관리

반출

WSP

WSS

WSD WLD

제염 작업-2
WLD

분류 작업

소 포장
K2RP0404RB03

제염 작업-1
WSD

반출

해체물
철재류 331

용기 포장
TR-C-0001

방사성 폐기물 규제 해제현장 제염 제염실 제염

작업 후
오염도 측정

분석/기록관리

소 포장

K2RP0404FE01

분석/기록관리

반출

WSP

WSS

WSD WLD

   ○ 모든 해체물과 폐기물은 작업일보와 여기에서 설명할 작업일보 참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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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 아래의 모든 과정이 추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대상물에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추적함으로서 폐기물의 발생, 제염, grouping 

또는 용기포장 및 저장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본 DB의 목적 

중에 하나로서 이에 관한 방법은 자료의 출력 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관

리 번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에 설명하고자 한다. 

   - 해체물 관리 번호

   - 폐기물 인식 번호

   - 방사성 폐기물 용기 관리 번호 

    가)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자료 (CONTAIN)

  ○ 이 곳에서는 방사성 폐기물로 용기에 200 리터 드럼이나 4m
3
 용기 등 폐

기물 용기에 포장되어 방사성 폐기물로서 관리되기 시작한 폐기물에 한하여 그 드

럼이나 용기 자료 및 내용물의 특성 자료를 입력한다. 이와 같은 자료의 입력은 그

림 2-63의 참고 자료 입력 페이지의 왼쪽 종류 column에서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

기 특성 자료를 선택하면 그림 2-65와 같은 페이지가 열리고 여기에서 자료의 입력

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림 2-65.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입력 자료 list (신규 입력)

DDIS>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WRITE

순번 파일번호 일련번호 드럼관리 번호 저장시설저장 장소내용물 코드 드럼 저장일

검색조건 드럼저장기간 검색~

자료가 없습니다.

DDIS>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WRITE

순번 파일번호 일련번호 드럼관리 번호 저장시설저장 장소내용물 코드 드럼 저장일

검색조건 드럼저장기간 검색~

자료가 없습니다.

   ○ 그러나 위 그림의 페이지는 여기에서 신규 자료 입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선택하 을 경우이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그림 2-66과 같은 페이지가 open

된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파일의 검색 조건이 드럼 저장 일시(실제의 경우 드럼 

반출 일자)이며 이 기간은 페이지를 open하면 open한 날짜로부터 한달로 조정되어 

있어 이미 기존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도 그림 2-65의 페이지가 open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기존의 자료를 수정하거나 첨가, 삭제하는 경우에는 저장 기간을 다시 

입력하여 원하는 파일을 검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일 번호는 입력하는 날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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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정해지고 파일의 검색 결과도 파일 번호에 의하여 정렬된다는 것을 유의하

여야 한다. 

   ○ 원하는 파일을 찾기 위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파일 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이며 하나는 드럼 저장 기간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선택은 페이지 내 표의 좌측 상단에 있는 검새조건 선택 창에서 선택할 수 있

다. 기간을 선택하면 그림 2-6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드럼 저장 기간과 검색을 

위한 key가 나타나며 여기에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날짜의 입력은 년, 

월, 일을 순서대로 입력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2005년 12월 8일은 20051208을 차

례대로 입력하여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파일번호에 의한 것이 있는데 검색조

건에서 파일번호를 선택하면 문서번호 입력 창과 검색 key가 나타난다. 문서번호 

입력란에는 이미 CONTAIN이라는 문서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 다음에 나타

나는 번호 예를 들면 040528만 입력하면 된다. 이때 보이지 않는 wild letter가 유효

하다. 예를 들면 파일번호에 05만 입력하면 2005년에 입력한 모든 자료가 list로 나

타난다.    

그림 2-66.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입력 자료 list (기존 자료 존재)

DDIS>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WRITE

순번 파일번호 일련번호 드럼관리 번호 저장시설저장 장소내용물 코드 드럼 저장일

검색조건 드럼저장기간 검색~

1 CONTAIN-040528-001 2003-1 TR-C-0001 KNT-WSRRRFB 2004-05-28

DDIS>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WRITE

순번 파일번호 일련번호 드럼관리 번호 저장시설저장 장소내용물 코드 드럼 저장일

검색조건 드럼저장기간 검색~

1 CONTAIN-040528-001 2003-1 TR-C-0001 KNT-WSRRRFB 2004-05-28

  ○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그림 2-65나 2-66에서 표 하단의 

WRITE를 선택한다. 그러면 다음 그림 2-67과 같은 페이지가 열리고 빈 네모 칸에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고 SAVE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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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자료 입력

문서번호CONTAIN- -001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드럼 관리 번호

SAVE RESET LIST

드럼 생성 일시 발생 시설

내용물 코드 내용물 WACID

폐기물의 가연성

용기 종류 드럼 총 무게

드럼 저장 일자 드럼 저장 일련번호

저장 장소 저장장소WACID

저장 시설 코드

드럼 발생시 선량률, 상단

드럼 발생시 선량률, 하단

드럼 발생시 총방사능

드럼 발생시 선량률,중단

드럼 발생시 선량률, 1m

내용물 번호

DDIS>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등록

문서번호CONTAIN- -001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드럼 관리 번호

SAVE RESET LIST

드럼 생성 일시 발생 시설

내용물 코드 내용물 WACID

폐기물의 가연성

용기 종류 드럼 총 무게

드럼 저장 일자 드럼 저장 일련번호

저장 장소 저장장소WACID

저장 시설 코드

드럼 발생시 선량률, 상단

드럼 발생시 선량률, 하단

드럼 발생시 총방사능

드럼 발생시 선량률,중단

드럼 발생시 선량률, 1m

내용물 번호

DDIS>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등록

   ○ 이 페이지에서 입력할 사항 중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문서 번호는 드럼 생성 및 반출 기록부의 문서 일련번호이며 자료 일련번호

는 그 문서에서 한 페이지에 여러 자료가 있는 경우 기록한 차례를 나타내

는 것으로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드럼 관리 번호는 위에서 설명한 폐기물 용기 관리 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해체 현장과 포장, 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일련번호로 나타내어진다. 부여 

방법은 표 2-27과 같으며 여기에서 xxxx는 네 자리 수 일련번호를 나타낸

다.

    ▶ 내용물 코드는 2-2. 다-1)-가)에서 설명한 화학성분 폐기물 세분류의 코드 

중에서 선택 입력하고 뒤의 WACID 코드는 그 에 해당하는 WACID 폐기물 

분류 코드가 입력되어야 하는데 이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앞의 세분류

만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리고 가연성 코드는 차후 처리 가능성 

폐기물 분류의 코드 중에서 선택된다.

    ▶ 용기의 종류는 200리터 드럼이면 CONT4, 4 m
3
 컨테이너 이면 CONT6 그

리고 그 외는 CONT9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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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폐기물 용기 관리 번호 부여 방법

용기 종류 연구로 발생 변환시설 발생 WACID code

200리터 철제 TR-C-xxxx UC-2L-xxxx CONT4

4 m3 container TR-LC-xxxx UC-4M-xxxx CONT60

200리터, PE 코팅 - 없음- UC-PE-xxxx CONT61

shielding TR-AC-xxxx - 없음- CONT99

    ▶ 드럼 저장 일자는 폐기물 드럼 또는 container 반출일을 기록하며 드럼 저장 

일련번호는 반출일에 작성한 작업 일보에서 이를 찾아서 기입한다. 예를 들

면 2005년 2월 5일에 연구로 2호기 해체 현장에서 반출한 폐기물의 드럼 저

장 작업 일련번호는 이 날짜의 작업일보(문서번호 KR-2005-027)에서 보면 

드럼 반출 작업을 수행하 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작업 번호는 WM-50205- 

103이다 따라서 이란에는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text로 입력하

는 것이 아니며 드럼 저장 일자를 입력하고 해당하는 날짜의 모든 작업 일

련번호가 열거되고 여기에서 선택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날짜에 해

당하는 작업일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는다. 이와 

같이 작업 일련번호의 입력은 앞으로도 계속 수행되어야 하는데 동일한 요

령으로 입력 하여야 한다.     

    ▶ 저장장소는 2-2. 다)-2)에서 설명한 폐기물 저장 장소 코드에서 선택하여 입

력하고 저장시설은 1-2. 가-1)에서 설명한 시설 코드에서 선택하여 입력하는 

자료이다. 여기에서도 저장 장소의 WACID 코드는 이미 코드를 등록할 때 

입력한 자료로부터 자동으로 입력된다.

    ▶ 내용물 코드는 이 드럼이나 컨테이너에 포장된 폐기물 인식번호를 입력하는 

곳이다. 그러나 하나의 폐기물 용기에 여러 개의 다른 폐기물 들이 포장될 

수 있어서 폐기물 인식 번호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때는 많은 내용물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되는데 이 자료는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에서 다시 역으

로 입력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된다. 

   ○ 이미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사성 폐기물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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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특성 자료 페이지에서 파일번호를 click하면 위 그림 2-67과 유사한 페이지가 

open되지만 네모 칸은 보이지 않으며 하단의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가 된다. 여기에서 UPDATE를 선택하면 key 들은 위 그림과 같이 

변하며 파일 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수정할 수 있도록 된다. 이 자료들은 대부

분 가장 기본 적인 자료들로서 이를 인용하는 페이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삭제되는 경우 다시 복구할 수 없음으로 삭제 시 유

의하여야 한다. 자료의 입력은 하단의 WRITE key로서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파

일의 번호는 WRITE key를 선택한 페이지로부터 연결이 되며 수정할 수 없게 된

다. 예를 들면 CONTAIN-050812-012에서 WRITE를 선택하여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일번호가 CONTAIN-050812-013으로 고정된다. 

    나)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 (CHARACT)

   ○ 그림 2-64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폐기물이 방사성 폐기물이던 비오염 폐

기물이던 최종 처리가 결정되면 소포장 또는 grouping되며 이때 되면 폐기물 인식

번호가 붙여지게 된다.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CHARACT)는 하나의 폐기물 인식

번호로 지정되는 폐기물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곳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입력은 

그림 2-63의 참고 자료 입력 페이지의 왼쪽 종류 column에서 방사성 폐기물 폐기

물 내용물 특성 자료를 선택하면 그림 2-68과 같은 페이지가 열리고 여기에서 자료

의 입력을 시작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림 2-68의 페이지는 신규 자료 입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이 폐

이지를 선택하 을 경우이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그림 2-69와 같은 페이지

가 open된다. 여기에서는 파일의 검색 조건은 표 2-26에서 지적하 듯이 폐기물 인

식 번호 부여 기간이며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의 기간은 페이지를 open한 날짜로부

터 한 달로 조정되어 있어 이미 기존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도 이 기간에 인식번

호를 부여한 폐기물이 없으면 그림 2-68의 페이지가 open되어 입력 자료가 없는 것

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기존의 자료를 수정하거나 첨가, 삭제하는 경우에는 인식 

번호 부여 기간을 다시 입력하여 원하는 파일을 검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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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폐기물 내용 특성 자료 list (신규 자료 입력)

자료가 없습니다.

WRITE

순번 파일번호 폐기물 인식번호
폐기물

구인식번호
최종판정

인식번호
부여일자

검색조건 인식번호 부여기간 검색~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폐기물
종류코드

자료가 없습니다.

WRITE

순번 파일번호 폐기물 인식번호
폐기물

구인식번호
최종판정

인식번호
부여일자

검색조건 인식번호 부여기간 검색~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폐기물
종류코드

그림 2-69. 폐기물 내용 특성 자료 list (기존 자료 존재)

WRITE

순번 파일번호 폐기물 인식번호
폐기물

구인식번호
최종판정

인식번호
부여일자

검색조건 인식번호 부여기간 검색~

1 CHARACT-040528-001 K2PR0405FE01 철재류 331 비오염2003-05-01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폐기물
종류코드

FE

WRITE

순번 파일번호 폐기물 인식번호
폐기물

구인식번호
최종판정

인식번호
부여일자

검색조건 인식번호 부여기간 검색~

1 CHARACT-040528-001 K2PR0405FE01 철재류 331 비오염2003-05-01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폐기물
종류코드

FE

   ○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그림 2-68 또는 2-69에서 표 하단의 

WRITE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림 2-70과 같은 페이지가 열리고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고 SAVE 한다. 

   ○ 이 페이지에서 입력할 사항은 대개 네 가지로 구분 된다. 이 중 처음으로 

입력할 사항은 페기물의 관리를 위한 numbering system과 자료의 출처 등에 관한 

자료를 입력하며 자세한 내용 및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료 일련번호; 정리된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 폐기물 인식번호 OOOO YYMM WWXXX와 같이 부여된다. 여기에서 

OOOO는 발생 시설을 표시하며 시설코드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예는 표 2-28과 같으며 변환의 경우를 포함하는 자세한 부여 

번호는 부록 E에 명시되어 있다. YY 및 MM은 발생연도와 월을 표시하며 

WW는 폐기물의 종류로서 화학 성분 폐기물 코드에 의하여 주어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 XXX는 일련번호로서 XXX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 인식 

번호가 동일한 폐기물에 대하여 순서대로 부여된다. 그리고 이 번호의 부여 

시점은 소포장한 날짜가 우선적으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명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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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는 포장 일자, 규제해제 대상 페기물의 경

우 방사선/능 기록지를 작성한 날짜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2004년 12월20일 

방사선/능 기록지를 작성한 이끔관(알루미늄)의 묶음은 K2RP 0412 AL001과 

같이 부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띄어쓰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인식번호가 

부여된 이후 모든 폐기물은 다시 핵종이 분석되며 이의 결과에 따라서 방사

성 폐기물은 200 리터 드럼이나 4m
3
 용기에 포장되어 관리되며 규제해제 대

상 폐기물보다 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반출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표 2-28 시설 코드와 폐기물 인식번호 부여 방법(연구로 해체의 예)

사이트명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코드

연구용원자

로

(KR)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

(K2R)

reactor hall 주변시설 K2R-AUX K2RA

수조내 시설 장치 K2R-POL K2RP

콘크리트 차폐 및 매립시설 K2R-BSC K2RB

지하 핏트 K2R-PIT K2RT

원자로 2호기 부속 시설

(K2A)

동위원소 실험실 K2A-IEL K2AI

납 핫셀 K2A-LHC K2AL

콘크리트 핫셀 K2A-CHC K2AC

작업자 출입시설 K2A-WER K2AW

복도 및 폐기물 검사대 K2A-WIS K2AS

환기시설 K2A-VES K2AV

지하핏트 K2A-PIT K2AP

사무실 K2A-OFF K2AO

    ▶ 폐기물 구 인식 번호는 지금까지 사용하여 해체물의 각 조각들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자료를 확인하는 등 폐기물

의 tracing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연구로의 경우, 해체물의 일련번호나 관

리 번호로서 과거에는 이끔관-1-1등과 같이 부여되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폐기물 인식번호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변환의 경우 이는 해체물 

관리 번호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좀 더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 OOOO-PPP-CCXXX와 같이 부여한다. 여기에서 OOOO는 발생 시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설코드의 뒤 네 자리 수이며 CC는 폐기물의 종류로서 

폐기물 화학성분 코드의 두 자리를 나타낸다. 또 PPP는 폐기물의 세부 명칭

으로서 해체물이 발생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내용의 예는 표 2-2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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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E(표 a-17)과 같다. 그리고 XXX는 일련번호이

다. 연구로나 변환이나 이 해체물 관리 번호는 해체물의 관리 즉 이동, 분석, 

제염 등의 작업을 하는 동안 표시방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 인

식번호는 해체물을 폐기물로서 결정되어 이후에는 폐기물로서 취급 관리한

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 인식번호와 해체물 관리 

번호가 일대일로 대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성이 인정된다면 몇 개

의 해체물인식번호가 합쳐져 하나의 폐기물 인식번호를 이룰 수 있다.  

    ▶ 근거 서류는 폐기물 인식번호를 부여한 서류를 의미하며 연구로 해체과정에

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드럼 생성 기록부, 폐기물 인입 기록부 등 

관련 서류 중 하나이며 규제해제 대상 폐기물은 방사선/능 측정 기록지이다. 

따라서 폐기물 인식번호를 부여한 날짜는 이 자료들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

하는 꼬리표를 실제 폐기물에 부착한 날짜로 하여야 한다. 

표 2-29 해체물의 해체 대상 코드의 예(우라늄 변환 시설)

세부 명칭 대분류 코드 세부명칭 세분류 코드

배관

유틸리티 UP 유틸리티 배관 UPI

비우라늄 

공정배관
PP

유기물 PPO

무기물 PPI

우라늄 

공정 배관
PU

유기물 PUO

무기물 PUI

전기 관련 E

도관(전선관) ECP

케이블 트레이 ETR

전선(케이블) ECA

전선 (케이블 

피복재)
ECC

   ○ 다음은 폐기물의 발생 및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

이다. 이곳에서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용기/포장의 종류는 인식번호가 부여되는 상태에서 폐기물이 어떻게 포장 

또는 묶여 졌는가를 구분하는 것으로 단독, 마대 포장, 묶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단순화하여 입력하기 위하여 단독을 EA, 마대포장을 MP 그리고 

묶음을 GP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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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 내용물은 포장된 물질의 이름을 기술하는 곳이나 후에 폐기물 화학 분

류에 의한 코드 입력란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정례화된 코드를 사

용하기 보다는 일종의 note 개념으로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한다. 

    ▶ 폐기물 발생 시설은 폐기물이 발생한 시설을 시설 코드에서 선택하여 입력

한다. 폐기물의 발생 장소에 관한 자료는 실제로 코드에 의한 분류보다는 좀 

더 자세한 시설의 장소 또는 대형의 시설 등의 분류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

나 소형의 해체 시설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를 시설코드

로 넓게 조종하여 정례화 하 다. 

    ▶ 해체 대상물은 해체한 물체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폐기물 

발생 시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항목으로서 해체 대상물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2호기 주변 철제 계단 등으로 표기하

는 것이 주변 철재보다 더 바람직하다. 

    ▶ 폐기물의 이력은 인식번호를 부여 받을 때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어 포장

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세절 후 포장, 제염 후 포장, 직접 포장 등이 있다. 직

접 포장의 예로서는 오염된 토양, 잘게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하나의 포

장으로 하는 것과 같이 폐기물의 발생 상태에서 더 이상의 처리 없이 그대

로 포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세절 포장은 폐기물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대로 

포장할 수 없는 경우 작게 잘라서 포장한 경우이며 제염은 제염한 후 포장

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세절과  제염이 겹쳐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제

염을 우선으로 기록한다.  

    ▶ 폐기물의 종류 란에는 화학성분 폐기물 분류 코드의 세분류를 입력하고 그

리고 폐기물 가연성 입력란에는 차후 처리 가능성 폐기물 분류의 코드 중에

서 선택된다.

    ▶ 폐기물의 발생일은 처음으로 폐기물임을 인식하여 해체물 관리 번호 또는 

구 인식번호를 부여한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하지만 연구로에서 과거

의 경우 이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tracing 여부

에 관하여 연구 중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페기물의 핵종 분석이나 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날짜를 기입한다. 

    ▶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중 폐기물의 발생에 관한 자료 입력 방법은 과거 명백하지 않은 자료의 입

력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것이므로 변환 등에서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다음은 폐기물의 방사학적 특성을 입력하는 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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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직접법으로 측정하거나 smear 방법에 의한 오염도 및 직접 측정법에 의한 

방사선량 율을 기록하는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폐기물 중 방사성 핵종의 농도(양)

를 gamma 분석기에 의한 분석 결과를 입력한다. 

   ○ 마지막으로 인식번호가 부여된 이후 이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방사성 페기물의 경우와 규제 해제 대상 페기물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용기 포장 및 반출 후 저장에 관한 기록을 후자

의 경우는 반출과 최종 판결에 관한 자료를 입력한다.

    ▶ 방사성 폐기물은 폐기물 인식번호를 부여 받은 후 드럼이나 container에 포

장되는 날자와 포장 용기 번호를 입력한다.

    ▶ 규제 해제 대상 폐기물은 반출 날짜와 저장 장소를 코드에서 선택하여 입력

한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비오염과 소내 자체 처분 대상으로 나뉜다.   

   ○ 이미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사성 폐기물 드럼/

용기 특성 자료 페이지에서 파일번호를 click하면 위 그림과 유사한 페이지가 open

되지만 네모 칸은 보이지 않으며 하단의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가 된다. 여기에서 UPDATE를 선택하면 key 들은 위 그림과 같이 변하며 파

일 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수정할 수 있도록 된다.



- 100 -

그림 2-70. 폐기물 내용 특성 자료 입력 페이지

CHARACT- -001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SAVE RESET LIST

폐기물 인식번호 폐기물 구인식번호

근거서류

폐기물 발생 시설 해체 대상물

폐기물 종류 폐기물 가연성

무게 부피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등록

인식번호 부여일자 부여작업 일련번호

용기/포장 종류 포장 내용물

폐기물 이력 발생일포장

알파오염도검사 베타오염도검사

고착성오염도 표면선량

오염측정일자 측정작업 일련번호

핵종분석일 핵종분석 일련번호

CO60 CS137

EU152 NB95

BA132

포장/인입일 포장/인입 일련번호

포장/인입용기번호

반출일자 반출관련 일련번호

저장장소

최종팜결

CHARACT- -001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SAVE RESET LIST

폐기물 인식번호 폐기물 구인식번호

근거서류

폐기물 발생 시설 해체 대상물

폐기물 종류 폐기물 가연성

무게 부피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등록

인식번호 부여일자 부여작업 일련번호

용기/포장 종류 포장 내용물

폐기물 이력 발생일포장

알파오염도검사 베타오염도검사

고착성오염도 표면선량

오염측정일자 측정작업 일련번호

핵종분석일 핵종분석 일련번호

CO60 CS137

EU152 NB95

BA132

포장/인입일 포장/인입 일련번호

포장/인입용기번호

반출일자 반출관련 일련번호

저장장소

최종팜결

   ○ 이 폐기물 특성 자료는 Excel file로부터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하

여 그림 2-71과 같은 excel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 이 폐기물 특성 자료의 Excel file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 신규 폐기물 인식번호가 부여된 날을 기준으로 월별로 정리하고 Excel 파

일의 sheet 이름을 년-월로 한다. 즉 2005년 4월에 폐기물 인식번호가 부여

되었으면 sheet 이름은 05-04로 하여야 한다. 이때 한 줄이 CHARACT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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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파일이 되며 이때 파일명은 CHARACT-050430-101과 같이 된다. 여기

서 입력 날짜를 의미하는 중앙의 번호는 sheet 이름으로 나타나는 월의 최종

일로 설정되며 뒤의 일련번호는 기존에 존재하는 CHARACT-050430-의 파

일 중 가장 늦은 일련번호 다음으로 자동으로 부여된다.

    ▶ 입력될 때 위에서 두 줄은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번째 줄부터 자료로 

입력된다. 그리고  자료 내용 중 모두 빈 줄이면 자료가 그곳에서 종료된 것

으로 보기 때문에 빈 줄을 남기지 않는다. 

    ▶ 입력될 자료의 각 칸에는 그곳에 알맞은 형식으로 자료가 주어줘야 된다. 어

떤 형식으로 주어져야 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며 형식에 

맞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내 보내고 입력 작업을 중단한다. 이 경우 모든 

자료를 하나도 입력하지 않으므로 오류를 수정한 다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여야 한다. 

그림 2-71.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 입력용 Excel 파일의 예

   ○ 이 폐기물 특성 자료의 Excel file에 각 칸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

용과 형식은 다음 표 2-30 및 표 2-31과 같다. 여기에서 비고란에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2-70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설명 중 숫자는 표 

아래 설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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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폐기물 특성 자료 입력을 위한 Excel 파일 자료 내용과 형식(1)

 자료의 종류

 (Excel file)

 자료의 종류

 (CHARACT file)
내용 및 형식 비고

연번 자료 일련번호 - 502-101; 2005년 2월 처음자료  1)

폐기물

신규인식번호
폐기물 인식번호 동일

근거자료서류 근거 자료 동일

신규번호 

부여날짜
인식번호 부여날짜

2005-05-21과 같이 -를 첨가하여 입력

하여야 함. 앞으로 모든 날짜에 동일한 

형식을 취함.

관련 작업번호 작업 일련번호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음으

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2)

포장의 형태 포장 용기 종류
EA(낱개 그대로), MP(마대포장),  

GP(group)중 하나를 문으로 입력
 

포장 내용물 포장 내용물 동일

폐기물 발생처 폐기물 발생시설
시설 코드를 K2R-POL과 같이 직접 

입력하여야 함. 

해체 대상물 해체 대상물  3) text

이력 폐기물 이력

DIPA(직접 포장), CUPA(세절 포장), 

DEPA(제염 후 포장) 중에서 선택하여 

문으로 입력

발생일 발생일 인식번호 부여 일자와 동일

폐기물 종류 코

드
폐기물 종류

물리 화학적 구분에 의한 폐기물 분류 

코드의 소분류 

Wacid 코드 없음 위 코드에 해당하는 Wacid 코드

가연성 코드 폐기물 가연성 CC, IC,IN중에서 하나를 입력

무게 무게 동일

부피 부피 동일

유리성 알파 오

염도
알파 오염도 검사

Bq/m2으로 입력하되 MDA이하인 경우 

MDA로 표시한다.

유리성 알파 오

염도
베타오염도 검사

Bq/m2으로 입력하되 MDA이하인 경우 

MDA로 표시한다.

고착성 오염도 고착오염도
cpm으로 입력하되 BKG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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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폐기물 특성 자료 입력을 위한 Excel 파일 자료 내용과 형식(2)

 자료의 종류

 (Excel file)

 자료의 종류

 (CHARACT file)
내용 및 형식 비고

표면 선량 표면 선량
microSv/hr로 입력하되 BKG를 입력 

가능

측정 날짜 오염측정 일짜 인식번호 부여 일자와 동일

측정 작업 일련

번호

측정 작업 일련 번

호
관련 작업번호와 동일

핵종분석일 핵종분석일 인식번호 부여 일자와 동일

핵종분석 일련

번호
핵종분석 일련번호 관련 작업번호와 동일

CO60(Bq/g) CO60(Bq/g) CO60의 농도를 Bq/g으로 입력  4)

---- ----- 기타 핵종 농도를 Bq/g으로 입력  4)

포장 인입 날짜 포장 인입 날짜 인식번호 부여 일자와 동일

포장 작업 일련 

번호

포장 작업 일련번

호
관련 작업번호와 동일

포장 드럼 일련

번호

포장 드럼 일련번

호

연구로의 경우 TR-C-xxxx, 변환시설

의 경우 UC-2L-xxxx 등으로 입력

반출일 반출일 인식번호 부여 일자와 동일

반출작업 일련

번호
반출작업 일련번호 관련 작업번호와 동일

최종 저장 위치 

코드

최종 저장 위치 코

드
코드에서 입력

최종 저장 

Wacid 코드

최종 저장 Wacid 

코드

최종 판정 최종 판정

  1) 연번은 그림 2-70의 자료 일련번호로서 mmm-xxx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mmm은 

번호부여 년월을 나타내며 xxx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데 방사성 폐기물인 경우 501번

부터 규제해제 대상 이하인 폐기물은 101번부터 시작한다. 

  2) 관련 작업 번호는 작업일보에서 미리 찾아서 입력하여야 하며 형식은 작업일보와 같이 

반드시 GD-51221-101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2-70에서 입력하는 경우는 선택하기 

때문에 오류가 적으나 직접 입력하는 경우이므로 오류에 조심하여야 하며 또 오류가 

있는 경우 입력되지 않고 빈칸으로 남는다.

  3) 해체 대상물은 시설 코드보다 더 작은 규모로 세분하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수조내 조

사용 파이프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4) 연구로의 경우 입력 핵종은 CO60, CS137, EU152,CS134 및 EU154이며 우라늄 변환의 

경우 U238, U234, U235, 베타감마 및 전체 방사능 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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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CONTAMI)

○ 그림 2-6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체물이 발생하면 이를 분류하여 각 특성에 

맞는 폐기물로서 관리하기까지 해체물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차례의 제염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제염 과정의 전에 또는 제염의 후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과정의 제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오염도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방사선/능 기록지이며 이 자료에서는 이를 입력한다. 

○ 이 페이지에 자료를 입력, 수정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그림 2-63에서 

참고자료 종류 column에서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항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때 다음의 그림 2-72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신규 자료의 입력이나 기존 자료의 검색 등의 요령은 앞에서 설명한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자료와동일하다. 즉 자료의 신규 입력 시에는 그림 2-72 하단의 

WRITE 키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일 번호를 선택하면 된다.

그림 2-72.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자료 입력 초기 페이지 

WRITE

순번 파일번호 측정일자 작업대상물 처리방안표면 선량율
알파

유리성오염도
베타

유리성오염도

검색조건 측정기간 검색~

1 CONTAMI-040528-001 2004-05-21 중앙브리지 제염BKGMDA 123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전후 오염검사

 

○ 여기에서도 파일번호가 주어지는 요령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료를 

기준으로 CONTAMI-YYMMDD-일련번호로 되어 있으며 중간의 일자를 나타내는 

부분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일자를 사용한

다. 뒤의 일련번호는 동일한 파일번호 일자에서 최종 번호 그 다음 번호로 자동으

로 부여된다. 한번 부여되어 저장된 파일번호는 수정할 수 없으며 후에 이 파일번

호의 모든 내용을 삭제하여도 번호는 없어지지 않아서 내용을 검색할 수는 없어도 

이 번호로 다른 내용을 첨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전 내용을 변경하려면 추후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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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update를 이용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신규 자료 입력을 선택하면 다음 그림 2-73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하는 화면이 나타나며 이곳에 자료가 입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하루

에 여러 개를 입력 시킬 수 있으며 그 때 자료 일련번호로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림 2-73.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자료 입력 

Marking number

CONTAMI- -001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SAVE RESET LIST

측정일자 관련 작업 일련 번호

측정자 1

발생장소 작업 대상물

알파 유리성 오염도 베타 유리성오염도

고착성오염도 표면 선량율

처리후 폐기물 관련 번호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전후 오염검사 등록

측정자 2

처리 일자 처리방안

Marking number

CONTAMI- -001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SAVE RESET LIST

측정일자 관련 작업 일련 번호

측정자 1

발생장소 작업 대상물

알파 유리성 오염도 베타 유리성오염도

고착성오염도 표면 선량율

처리후 폐기물 관련 번호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전후 오염검사 등록

측정자 2

처리 일자 처리방안

  ○ 여기에 입력되는 자료는 폐기물 대상 소규모 물체 하나의 오염검사 결과

를 입력하는 부분이다. 한번 입력되는 자료는 많으면 100개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자료 일련번호로서 구별될 수 있다. 그림 2-73의 화면에 마지막으로 입

력되는 처리 후 폐기물 관리 번호는 이 자료가 입력된 장기간 후에 입력될 수 있

다. 

   ○ 이미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사성 폐기물 드럼/

용기 특성 자료 페이지에서 파일번호를 click하면 위 그림과 유사한 페이지가 open

되지만 네모 칸은 보이지 않으며 하단의 key 들은 WRITE, UPDATE, DELETE, 

LIST가 된다. 여기에서 UPDATE를 선택하면 key 들은 위 그림 2-73과 같이 변하

며 파일 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수정할 수 있도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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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도 입력될 때 위에서 두 줄은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번째 줄부터 

자료로 입력된다. 그리고  자료 내용 중 모두 빈 줄이면 자료가 그곳에서 종

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에 빈 줄을 남기지 않는다. 

    ▶ 입력될 자료의 각 칸에는 그곳에 알맞은 형식으로 자료가 주어줘야 하며 형

식에 맞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내 보내고 입력 작업을 중단한다. 이 경우 

모든 자료를 하나도 입력하지 않으므로 오류를 수정한 다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이 폐기물 특성 자료의 Excel file에 각 칸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

용과 형식은 다음 표 2-32와 같다. 여기에서 비고란에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2-73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설명 중의 숫자는 표 아래 

설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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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 자료입력을 위한 Excel 파일 자료 내용과 형식

 자료의 종류

 (Excel file)

 자료의 종류

(CHARACT file)
내용 및 형식 비고

연번 자료 일련번호  1)

marking number marking number 해체물 인식번호를 입력한다. 동일

제염/측정날짜 제염/측정 날짜

2005-05-21과 같이 -를 첨가하여 입력

하여야 함. 앞으로 모든 날짜에 동일한 

형식을 취함.

측정/제염 작업

번호
작업 일련번호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음으

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2)

측정자 1 없음  

측정자 코드 인력 코드가 RPM-인 인력 중 하나 3)

측정자 2 없음

측정자 코드 인력 코드가 RPM-인 인력 중 하나

발생장소 없음

장소 코드 시설 코드에서 입력한다.

 작업 대상물 일반 text로 입력하며 동일

유리성 알파오염

도(Bq/m2)

유리성 알파오염

도
smear 측정 결과를 Bq/m2으로 동일

유리성 베타오염

도(Bq/m2)

유리성 베타오염

도
smear 측정 결과를 Bq/m2으로 동일

고착성 오염도

(cpm)
고착성 오염도 직접법 측정 결과를 cpm으로 동일

선량율(μSv/h) 선량율(μSv/h) 측정 결과를 μSv/h으로 동일

중량 중량 kg의 단위로 숫자로 입력 동일

처리일짜 처리일짜 제염/측정 날짜와 동일 방법 동일

처리 방법 처리 방법 decon. pack 및 RTR 4) 동일

목적지 목적지 폐기물 관리 번호

  1) 자료 일련번호는 연구로의 경우 HPDYyyy-n-xxx와 같이 구성 되어 있으며 Yyyy는 년도

와 그 서류의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작성된 102번째의 오염도 검

사 서류는 HPD5102와같은 초기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n은 제염차수로서 0부터 시작

한다. 그리고 마지막 xxx는 제염 대상물의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이러한 번호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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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변환의 경우 개

념은 동일하나 번호 부여 방법이 약간 상이하다. 

  2) 관련 작업 번호는 위 폐기물 특성 자료 입력 경우와 같이 작업일보에서 미리 찾아서 

입력하여야 하며 형식은 작업일보와 같이 반드시 GD-51221-101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측정자는 Excel 파일인 경우 이름과 코드가 별도로 입력되지만 입력된 후에는 하나가 

되어 이름;코드 형식으로 입력된다. 이것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게 됨

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에는 RCM-으로 

시작되는 인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4) 목적지는 본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서 decon은 제염, pack는 해제 대상 폐기물로 포

장 반출을 그리고 RTR은 방사성 폐기물로의 인입/포장을 의미한다. 

    라)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일일 표면 오염도 측정 포함) (SURFACE)

○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는 동안은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어 방사선

으로부터의 재해 위험성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여도 아직은 관리 구역에 속한다. 

따라서 해체 과정의 시설 내에서는 공간 방사선량율 및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감시

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또 이들 자료로부터 해체 작업의 진척에 따른 오염도나 

공간 방사선량율의 변화나 이에 따른 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

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입력하며 작업일보에서 입력한 배기 시설

에서의 방사선 농도와 함께 작업장 내의 방사선적 특성을 분석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페이지에 자료를 입력, 수정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그림 2-63에서 

참고자료 종류 column에서 “표면오염도 방사선량율 측정”항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때 다음의 그림 2-75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신규 자료의 입력이나 기존 자료의 검색 등의 요령은 앞에서 설명한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자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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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자료 입력 초기 페이지 

WRITE

순번 파일번호 Marking 일련번호 측정위치
베타

유리성오염도
방사선량율

검색조건 측정일자 검색~

1 SURFACE-040528-001 HPWRS-0404-6 저장시설 MDABKG

DDIS>참고자료>표면오염도/방사선량율 측정

알파
유리성오염도

MDA

측정일자

2004-05-21

WRITE

순번 파일번호 Marking 일련번호 측정위치
베타

유리성오염도
방사선량율

검색조건 측정일자 검색~

1 SURFACE-040528-001 HPWRS-0404-6 저장시설 MDABKG

DDIS>참고자료>표면오염도/방사선량율 측정

알파
유리성오염도

MDA

측정일자

2004-05-21

○ 여기에서도 파일번호가 주어지는 요령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료를 

기준으로 SURFACE-YYMMDD-일련번호로 되어 있으며 중간의 일자를 나타내는 

부분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일자를 사용한

다. 이는 앞의 세 개의 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 여기에서 신규 자료 입력을 선택하면 다음 그림 2-76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하는 화면이 나타나며 이곳에 자료가 입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하루

에 여러 개를 입력 시킬 수 있으며 그 때 자료 일련번호로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림 2-76.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자료 입력

SURFACE- -001파일번호 Marking 일련번호

SAVE RESET LIST

측정일자 측정작업 일련번호

측정자

측정위치

방사선량율

MDA알파오염도

측정장비

DDIS>참고자료>표면오염도/방사선량율 측정 등록

측정 위치 시설

MDA알파오염도

측정장비(1) 측정장비(2)

SURFACE- -001파일번호 Marking 일련번호

SAVE RESET LIST

측정일자 측정작업 일련번호

측정자

측정위치

방사선량율

MDA알파오염도

측정장비

DDIS>참고자료>표면오염도/방사선량율 측정 등록

측정 위치 시설

MDA알파오염도

측정장비(1) 측정장비(2)

 

  ○ 해체 작업장 내에 방사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로의 경우 공간 방

사선량율과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며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공기 중 방사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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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로 측정한다. 연구로 또는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이 모든 자료를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 측정 자료의 종류가 변화한다. 

    ▶ 연구로의 경우 공간 방사선량율과 표면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가 있

으며 이 경우 위 방사선량율, 알파 오염도 및 베타 오염도의 모든 자료가 입

력되며 Marking 일련번호는 HPRMW0603-6-xx로 된다. 표면 오염도만 측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HPRIA0603-6-xx가 된다. 여기에서 앞의 5

개 문자는 서류 기호를 나타내며 0603의 수자는 2006년 3월을 의미한다.

    ▶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공간선량율과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한 경우가 있으

며 다른 측정 자료는 시설 내 공기 중 방사선 농도 측정 자료가 있다. 전자

의 경우 Marking 일련번호는 UR104101-602-125-01이며 후자의 경우는 

U602-103-1등으로 구분 된다. 전자인 공간선량율과 오염도를 입력하는 자료 

일련번호에서 UR104101은 입력하는 서류의 문서번호이며 602는 2006년 2원

을 의미하며 125-01은 자료의 번호이다. 공기 오염도는 이 문서와 구분하기 

위하여 앞의 것을 간단하게 하여 U602라고 하 는데 이는 2006년 2월을 의

미한다.   

   2) 예산 집행 자료

  ○ 이 예산 집행 자료는 부정기적으로 발생되지만 이를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입력 가능하다. 또 작업 일보와는 거의 무관하므로 DB(컴퓨터)에 입력하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2 주일에 한번은 입력하여야 자료로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연구소의 예산 집행 자료의 확정은 집행 이년 4-5월에 정리가 완료

됨으로 그전에 입력된 자료 중에서 상당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양이 매우 다양하고 많아서 수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집행 자료의 분

석은 excel 파일로 수행하며 DECOMMIS에는 확정된 자료만을 입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따라서 DECOMMIS에 입력되는 시기는 상당히 늦게 된다.

○ 이 페이지에 자료를 입력, 수정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그림 2-63에서 

참고자료 종류 column에서 “예산 집행 자료”항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때 이미 기존

에 입력된 자료가 없으면 그림 2-77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자료가 있으면 그림 2-78의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신규 자료의 입력이나 기

존 자료의 검색 등의 요령은 앞에서 설명한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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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자료의 신규 입력 시에는 그림 2-77 또는 2-78의 하단의 WRITE 키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일 번호를 선택하면 된다.

○ 여기에서도 파일번호가 주어지는 요령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료를 

기준으로 BUDGET-YYMMDD-일련번호로 되어 있으며 중간의 일자를 나타내는 

부분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일자를 사용한

다. 이는 앞의 예들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그림 2-77. 예산 집행 자료 입력 초기 페이지(기존 자료 없는 경우)

자료가 없습니다.

WRITE

순번 파일번호 결의일자 계정번호 적요대변(원)원가분류코드

검색조건 결의기간 검색~

DDIS>참고자료>예산 집행자료

자료가 없습니다.

WRITE

순번 파일번호 결의일자 계정번호 적요대변(원)원가분류코드

검색조건 결의기간 검색~

DDIS>참고자료>예산 집행자료

그림 2-78. 예산 집행 자료 입력 초기 페이지(기존 자료 있는 경우)

WRITE

순번 파일번호 결의일자 계정번호 적요대변(원)원가분류코드

검색조건 결의기간 검색~

1 BUDGETS-040528-001 2004-05-28 527002-04 부직대학생700,0001210

DDIS>참고자료>예산 집행자료

WRITE

순번 파일번호 결의일자 계정번호 적요대변(원)원가분류코드

검색조건 결의기간 검색~

1 BUDGETS-040528-001 2004-05-28 527002-04 부직대학생700,0001210

DDIS>참고자료>예산 집행자료

  ○ 여기에서 신규 자료 입력을 선택하면 다음 그림 2-79와 같은 내용을 포함

하는 화면이 나타나며 이곳에 자료가 입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하루

에 여러 개를 입력 시킬 수 있으며 그 때 자료 일련번호로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

리고 연구소의 예산 집행 자료를 보면 그림 2-79의 각 란에 입력할 자료가 분명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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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9. 예산 집행 자료 입력

BUDGETS- -001파일번호 Marking 일련번호

SAVE RESET LIST

결의 년도 결의번호

결의일자

원가 분류코드

대변(원) 차변(원)

원가코드

적요

계정번호

세부적요

DDIS>참고자료>예산 집행자료 등록

BUDGETS- -001파일번호 Marking 일련번호

SAVE RESET LIST

결의 년도 결의번호

결의일자

원가 분류코드

대변(원) 차변(원)

원가코드

적요

계정번호

세부적요

DDIS>참고자료>예산 집행자료 등록

   ○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자료는 연구소의 예산 집행 확정이 있은 

후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BBS에서 Excel file 형식으로 down load 받아 

얻어지기 때문에 그림 2-80과 같은 excel파일로 바로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

부분의 자료는 이렇게 입력된다. 그러나 연구소 BBS에는 입력을 위한 Excel 파일

이 입력을 위한 형식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down-load 받아 형식을 맞추

어 주어야 한다. 이 때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위 그림 2-79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예산 사용의 목적에 관한 코드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연구소의 연구비 집행 방법에 기초를 둔 분류 방법

이며 다른 하나는 본 사업 내에서 원가 분석을 위한 분류 방법이다. 자료를 연구소

의 BBS에서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본 사업에서 정의한 원가 코드 자료는 없기 때

문에 이를 하나한 항목에 대하여 수동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 또 자료 입력의 순서가 맞지 않으므로 그림 2-80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

로 변경하여야 한다. 파일번호는 결의 날짜로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빈 공간으

로 둔다. 컴퓨터 안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법은 결의 날짜 다음 달 1일을 기준

으로 부여되며 예를 들면 2004년 12월12일 결의된 항목에 대한 파일 번호는 

budget-050101-xxx로 되는데 뒤 세자리숫자는 일련번호이나 날짜별로 조절되지는 

않으며 입력 순서대로 조정된다. marking number는 yy-cc-xxxx과 같이 부여되며 

yy는 년도 mm은 계정번호 xxxx는 일련번호이다. 2004년 12월 19일자 계정번호 

527001-04로 10번째 집행된 예산항목의 marking number는 04-01-001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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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에 자료를 입력, 수정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그림 2-63에서 

참고자료 종류 column에서 “작업허가서”항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때 다음의 그림 

2-81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방사성 폐기물 드

럼/용기 특성 자료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료가 잇는 경우와 없는 경우 약간 상이

한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림 2-81은 기존의 자료가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신규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WRITE를 선택하고 기존 자료의 수정을 원하는 경우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파일번호를 선택한다. 

그림 2-81. 작업허가서 자료 입력 초기 페이지(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

WRITE

순번 파일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작업자
관리

허가
시작일

작업내용
WBS

number

검색조건 허가기간 검색~

1 WPERMIT-040528-001 2004E354 2004-05-26 작업자2004-05-01T/L K2-7.2

DDIS>참고자료>작업허가서

허가
마감일

2004-06-01

예상
집단선량

0.9

WRITE

순번 파일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작업자
관리

허가
시작일

작업내용
WBS

number

검색조건 허가기간 검색~

1 WPERMIT-040528-001 2004E354 2004-05-26 작업자2004-05-01T/L K2-7.2

DDIS>참고자료>작업허가서

허가
마감일

2004-06-01

예상
집단선량

0.9

○ 이 페이지에서 자료를 수정하기 위하여 파일번호를 선택하면 그림 2-82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하여 WRITE를 선택하면 그림 2-83과 같은 화면이 출력되며 이는 그림 

2-82에서 총 작업시간과 예상 집단선량 자료가 없는 것이다. 그림 2-82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SAVE를 선택하면 총 작업시간과 예상 집단선량이 0으로 나타나는 그림 

2-82의 화면이 열린다. 두 그림 2-82와 2-83에서는 개인의 예상 피폭 선량의 자료

를 입력하는 란이 없다. 이 자료를 입력하기 위하여서는 그림 2-82에서 작업자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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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2. 작업허가서 자료 입력 내용(기존 입력 자료)  

WPERMIT- -001파일번호 허가번호

WRITE UPDATE LIST

허가일자 작업내용

관련 WBS number

관련 시설

허가 시작일 허가 마감일

방사선 관리자 측정장비

DDIS>참고자료>작업허가서 보기

총 작업 시간(hr) 예상 집단선량(µSv)

작업자DELETE

WPERMIT- -001파일번호 허가번호

WRITE UPDATE LIST

허가일자 작업내용

관련 WBS number

관련 시설

허가 시작일 허가 마감일

방사선 관리자 측정장비

DDIS>참고자료>작업허가서 보기

총 작업 시간(hr) 예상 집단선량(µSv)

작업자DELETE

그림 2-83. 작업허가서 자료 입력 내용(신규) 

WPERMIT- -001파일번호 허가번호

SAVE RESET LIST

허가일자 작업내용

관련 WBS number

관련 시설

허가 시작일 허가 마감일

방사선 관리자 측정장비

DDIS>참고자료>작업허가서 등록

WPERMIT- -001파일번호 허가번호

SAVE RESET LIST

허가일자 작업내용

관련 WBS number

관련 시설

허가 시작일 허가 마감일

방사선 관리자 측정장비

DDIS>참고자료>작업허가서 등록

   ○ 그림 2-82에서 작업자를 선택하면 그림 2-84와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이 내용에서 윗부분은 이미 그림 2-83에서 모두 입력한 자료들이므로 여기에서는 

수정하거나 입력될 수 없는 자료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작업 인력과 예상 작업 시

간 및 예상 피폭 선량 값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자료의 입력이 완성된다. 총 작업 

시간과 예상 집단 선량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계산 방

법에 의한다. 이때 단위를 반드시 microSv로 맞추어 입력하여야 한다.

    총 작업 시간 = 작업자1 작업시간 + 작업자 2 작업시간,..

    예상 집단 선량 = 작업자 1 작업시간 x 예상 피폭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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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 작업 허가서의 개인 예상 피폭 선량 자료 입력 내용 

WPERMIT-041201-001파일번호 2004E0016허가번호

SAVE RESET LIST

허가일자 작업내용 T/L Nose 절단2004-05-06

관련 WBS number K2-7.2 관련 시설 K2R-POL

허가 시작일 허가 마감일 2004-06-092004-05-09

방사선 관리요원 측정장비 RPO-101: Teledetector최경훈 ; RPM-111

DDIS>참고자료>작업허가서 작업자

총작업 시간 예상 집단선량 0.910

삭제 일련번호 작업자 예상 피폭치

0.09

작업시간

101 구정민

WPERMIT-041201-001파일번호 2004E0016허가번호

SAVE RESET LIST

허가일자 작업내용 T/L Nose 절단2004-05-06

관련 WBS number K2-7.2 관련 시설 K2R-POL

허가 시작일 허가 마감일 2004-06-092004-05-09

방사선 관리요원 측정장비 RPO-101: Teledetector최경훈 ; RPM-111

DDIS>참고자료>작업허가서 작업자

총작업 시간 예상 집단선량 0.910

삭제 일련번호 작업자 예상 피폭치

0.09

작업시간

101 구정민

  4) 상자료

   ○ 해체 작업이 수행 되는 동안 작업일보등과 같이 서류 형태의 자료도 발

생하지만 작업 현장의 작업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상 자료도 발생하게 된다. 이 

상 자료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업 특성의 분석이나 예측을 하는데 이용될 

수는 없어도 작업현장의 이해 등에는 매우 유용한 자료일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도 

임 날짜별로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검

색될 수 있어야 하며 작업과 연계되어 자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본 

DECOMMIS에서는 상 자료와 그 작업의 작업일보 상의 일련번호와 연계하여 입

력되어야 작업과 사진이 연계될 수 있다. 그러나 장비, 시설 및 폐기물 자료는 작업 

일련번호가 부여되지 못하므로 각각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 코드와 또는 폐기물 

일련번호와 연계하 다.  

 

   ○ 상자료를 입력 또는 검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 2-85와 같이 

참고 자료 입력 시스템에서 왼쪽의 참고자료 종류 column에서 “ 상자료”항을  선

택함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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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 상/기술 자료 입력이 가능한 참고자료 초기 화면 

• 영상자료

• 기술자료

• 영상자료

• 기술자료

• 영상자료

• 기술자료

   ○ 여기에서 상 자료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의 테이블이 있는 화

면이 open되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입력 페이지의 화면구성은 기존의 DECOMIS(ddis)의 화면 구성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검색 방법은 두 가지로서 촬  기간과 문서번호이다. 촬 기간을 기준

으로 상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표 상단에 촬 기간에 시

작일과 마감일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되고 파일 번호로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검

색조건에서 파일번호를 선택하면 위의 조건 선택 부분은 아래 그림 2-87과 같이 변

경된다.  

그림 2-86. 상 자료 입력 초기 페이지(기존 자료 있는 경우)

WRITE

순번 파일번호 촬영일자 영상 이름

촬영 기간 검색~

1 PHOTORE-040528-001 2004-05-21 MDA

DDIS>참고자료>영상물 자료

촬영 기간검색조건

WRITE

순번 파일번호 촬영일자 영상 이름

촬영 기간 검색~

1 PHOTORE-040528-001 2004-05-21 MDA

DDIS>참고자료>영상물 자료

촬영 기간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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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87에서는 서류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서류 번호에는 검색 확

장 기능이 있어 예를 들어 0을 입력하면 0으로 시작하는 모든 서류가 검색된다. 이

렇게 검색되는 자료는 입력 자료의 종류 확인 또는 입력된 자료의 수정을 위한 것

으로 자료의 출력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림 2-87. 기존 입력자료 확인 방법 중 서류 번호 이용법

서류번호PHOTORE- 검색파일번호검색조건 서류번호PHOTORE- 검색파일번호검색조건

   ○ 그림 2-87에서는 서류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서류 번호에는 검색 확

장 기능이 있어 예를 들어 0을 입력하면 0으로 시작하는 모든 서류가 검색된다. 이

렇게 검색되는 자료는 입력 자료의 종류 확인 또는 입력된 자료의 수정을 위한 것

으로 자료의 출력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검색하 을 때 조건에 맞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래 그림 4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2-88. 상 자료 입력 초기 페이지(기존 자료 없는 경우) 

WRITE

순번 파일번호 촬영일자 영상 이름

촬영 기간 검색~

자료가 없습니다.

DDIS>참고자료>영상물 자료

촬영 기간검색조건

WRITE

순번 파일번호 촬영일자 영상 이름

촬영 기간 검색~

자료가 없습니다.

DDIS>참고자료>영상물 자료

촬영 기간검색조건

   ○ 새로운 자료를 입력시키는 것은 위 그림(2-86 및 2-88)들 중에서 write 

key를 선택하면 open되는 다음 그림 2-89와 같은 화면에서 가능하며 각 자료 입력

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입력 방법은 빈 네모 칸이면 일반적인 text 또는 수자를 입력하는 것을 의미

하며 뒤에 역 삼각형이 있으면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파일번호는 위 페이지를 open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입력한 

날을 기준으로 YYMMDD-xxx 여기에서 YY는 연도, MM은 월 DD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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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다. 그리고 xxx는 이전에 입력한 자료에서 동일한 파일번호에서 제일 

큰 수자+1로 한다. 예를 들어 2006년 3월 12일 4번째 입력되는 자료는 

PHOTORE-060312-004의 파일 번호를 갖는다. 이 화면을 열면 우선 이 번호

가 주어지며 수정할 수 있다. 

    ▶ 자료 일련번호는 자료를 정리한 원본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10자리 수자로 

이루어진다.

    ▶촬  일자는 2005 05 12 등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된다. (실제는 blank는 입력

하지 않음)

그림 2-89. 사진( 상) 자료 입력 내용 

PHOTORE- -001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SAVE RESET LIST

촬영일자

관련 작업 일련 번호

제목

영상 자료 파일 찾아보기

DDIS>참고자료>영상물 자료 등록

비고

import

자료 종류

시설 코드

장비 코드 폐기물 관리 번호

PHOTORE- -001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SAVE RESET LIST

촬영일자

관련 작업 일련 번호

제목

영상 자료 파일 찾아보기

DDIS>참고자료>영상물 자료 등록

비고

import

자료 종류

시설 코드

장비 코드 폐기물 관리 번호

   ○자료의 종류는 제염해체 작업, 시설 및 장비, 폐기물, 기타 등이 있으며 입

력은 이중에서 선택함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에 입

력되는 자료가 약간 다르다. 즉 자료의 종류가 제염 해체 작업이면 관련 작업 일련

번호를, 시설 및 장비이면 시설 코드나 장비 코드 둘 중에 하나를 폐기물이면 폐기

물 관리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기타이면 어느 것 하나도 입력하지 않는다. 제염 

해체 대상 시설이라고 하여도 해체 작업이 수행되지 않고 시설의 현황 기록만을 위

한 사진은 시설 및 장비로 분류 하여야 한다.

    ▶ 관련 작업 번호는 촬  날짜에 작성한 작업일보에서 해당되는 작업의 일련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는 검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시설 또는 장비 코드는 코드관리에서 가장 상세한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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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자료 파일은 입력 컴퓨터의 폴더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는 확장자가 

JPEG 파일이며 파일명이 무엇이던 간에 저장 파일명으로 변경된다. 이 저장 

파일명은 PR-yymmdd-004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yy, mm 및 dd는 촬 일자

를 나타낸다.

   ○ 이러한 입력 자료의 수정은 그림 2-86에서 파일번호를 선택함으로서 

open되는 그림 2-89와 같은 화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파일명을 선택하여 열리는 

화면은 하단의 key가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바뀌어야 하지만 입력 창들이 활

성화 되지 않는다. 수정을 위하여서는 update를 선택하면 하단의 key들이 그림 5와 

같이 변하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 되는데 파일번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

정할 수 있다.  

  5) 기술 자료

   ○ 해체 중 제작되는 또 다른 중요한 자료의 하나는 기술 자료이다. 이 기술 

자료의 종류로서는 각종 프로그람의 절차서, 매뉴얼 등으로서 이는 해체 작업이 어

떤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개정에 따른 내용변화를 

추적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문서들은 나중에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

다. 또 다른 문서 중에 하나는 각종 학회, 프랑스와 같은 국가와 기술 협력 프로그

람 등에 의하여 발표되거나 입수되는 자료로서 해체 업무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해

석하고 평가했는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자료는 소내, 대외적으로 사업을 설

명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하는 사업관리에 관련된 보고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

은 그 양도 많고 관리하는 부서가 많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기술 자료 들을 DECOMMIS에 입력하여 쉽게 접근하여 본 해

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를 입력한다.

   ○ 상자료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림 2-85와 같이 참고 자료 입력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왼쪽의 참고자료 종류 column에서 “기술자료” 항을 선택함

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술 자료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 2-90과 같은 내

용의 테이블이 있는 화면이 open되고 여기에서 파일 입력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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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기술 자료 입력 초기 화면 (기존 입력 자료가 있는 경우) 

WRITE

순번 파일번호 생산 일자 서류명

생산 기간 검색~

1 TECHDOC-040528-001 2004-05-21 폐기물 관리 절차서

DDIS>참고자료>기술 자료

생산 기간검색조건

분류

작업 절차서

WRITE

순번 파일번호 생산 일자 서류명

생산 기간 검색~

1 TECHDOC-040528-001 2004-05-21 폐기물 관리 절차서

DDIS>참고자료>기술 자료

생산 기간검색조건

분류

작업 절차서

   ○ 검색 방법은 두 가지로서 제작 기간과 문서번호로서 검색 방법 등은 위 

상 자료와 같다. 즉 제작기간을 기준으로 상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위 그

림 2-90과 같이 표 상단에 제작기간에 시작일과 마감일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되

고 파일 번호로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검색조건에서 파일번호를 선택하면 위 조건

은 아래 그림 2-91과 같이 변경된다.  

그림 2-91. 기존 입력자료 확인 방법 중 서류 번호 이용법

서류번호TECHDOC- 검색파일번호검색조건 서류번호TECHDOC- 검색파일번호검색조건

   ○ 여기에 서류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서류 번호에는 검색 확장 기능이 

있어 예를 들어 0을 입력하면 0으로 시작하는 모든 서류가 검색된다. 이렇게 검색

되는 자료는 입력 자료의 종류 또는 입력 자료의 수정을 위한 것으로 자료의 출력

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검색하 을 때 조건에 맞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래 그림 2-92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2-92. 기술 자료 입력 초기 화면 (기존 입력 자료가 있는 경우)  

WRITE

순번 파일번호 생산 일자 서류명

생산 기간 검색~

자료가 없습니다.

DDIS>참고자료>기술 자료

생산 기간검색조건

분류

WRITE

순번 파일번호 생산 일자 서류명

생산 기간 검색~

자료가 없습니다.

DDIS>참고자료>기술 자료

생산 기간검색조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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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자료를 입력시키는 것은 위 그림들 중에서 write key를 선택하면 

open되는 다음 그림과 같은 화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각 란에 자료를 입력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 파일번호는 이 페이지를 open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입력

한 날을 기준으로 YYMMDD-xxx 여기에서 YY는 연도, MM은 월 DD는 일을 표

시한다. 그리고 XXX는 이전에 동일한 파일번호에서 제일 큰 수자+1로 한다. 예를 

들어 2006년 3월 12일 4번째 입력되는 자료는 TECHDOC-060312-004의 파일 번호

를 갖는다. 이 화면을 열면 우선 이 번호가 주어지며 수정할 수 있다. 

    ▶ 생산 일자는 2005 10 06과 같이 입력한다. (실제는 blank는 입력하지 않음)

    ▶ 생산자는 인력 코드에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에는 기

타를 선택하고 뒤의 목적 출처에 입력한다.

    ▶ 분류는 해체 계획서, QA/QC 계획서, 작업 절차서, 학회 발표자료/논문, 기타 

발표 자료, 대정부 보고 자료, 소내 보고 자료, 기타 기술 자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의 분류 기준은 표 2-33과 같다. 

    ▶ 분야는 해체 현황, 사업 관리, 제염해체 작업, 폐기물 관리, 품질 관리, 연구 

분야, 기타로 구분되며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선택 기준은 

작성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며 작성자가 그 특성에 맞도록 선택 하

여야 한다.

    ▶ 기술 자료 파일은 입력 컴퓨터의 폴더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의 종

류는  , PPT, Words, Excel, PDF 파일이며 파일명이 무엇이던 간에 저

장 파일명으로 변경된다. 이 저장 파일명은 TD-yymmdd-001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yy, mm 및 dd는 생산일자를 나타내며 뒤의 001은 일련번호로서 

앞에 동일한 것이 있으면 하나의 번호가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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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기술 자료의 분류법 

자료 분류 자료의 종류 및 특성 비고

해체 계획서

- 해체 계획서 및 수정/변경 부분

- 해체 계획서 인허가 시 발생 질의응답

- 해체 계획서에 관한 또는 작성을 위한 기술 보고

서  (예 환경 향 평가서, HARZOP 보고서,..)

작업 절차서

- 각종 제염/해체 작업 절차서

- 폐기물 관리, 안전 관리 절차서

- 각종 안전 점검 절차 또는 양식

- 각종 기기 또는 전산 코드의 매뉴얼

학회 발표자료/

논문

- 각 종 학회 발표 자료 

(게제를 위한 논문 보다는 발표를 위한 ppt자료)

반드시 학회

에 국한

기타 발표 자료

- 양국 간 협력을 위하여 우리가 발표한 자료

- 기술 협력 프로그램(CPD, CRP)에 참가 발표자료

- 국내 외 기관 등에 강연, 교육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대정부 보고 

자료

- 과기부 보고자료

-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설명자료

- 정부 기관에서 사업 감독을 위하여 현장 

  방문 시 발표자료

- KINS 점검 시 발표한 자료 

소내 보고 자료

- 사업 결과 발표

- 부내 세미나/협의/토론을 위한 발표자료

- 소장/단장에게 보고한 해체 관련 자료

기타 기술 자료
- 양국 간 협력을 위하여 상대방이 발표한 자료

- 기타 해체 관련 기술 자료

- 가능한 한

파일 크기 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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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입력 자료의 수정은 그림 2에서 파일번호를 선택함으로서 open되

는 그림 2-93과 같은 화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파일명을 선택하여 열리는 화면은 

하단의 key가 write, update, delete, list로 바뀌어야 하며 입력 창들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수정을 위하여서는 update를 선택하면 하단의 key들이 그림 11와 같이 변

하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 되는데 파일번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정할 수 

있다.  

그림 2-93. 기술 자료 입력 내용

TECHDOC- -001파일번호 자료일련번호

SAVE RESET LIST

생산일자 제 작 자

자 료 명

기술 자료 파일 찾아보기

DDIS>참고자료>기술 자료 등록

목적/출처

import

분 류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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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 작업 자료 출력 시스템

 3-1. 개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DDIS를 통

하여 해체 자료 data base시스템인 DECOMMIS에 입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입력

된 자료들은 차후의 그 사용 목적으로 보아 크게 나뉘어 다음의 네 가지 용도로 사

용될 것이다. 

    ○ 해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이 자료를 참조하거나 해체가 안전하게 수행되었

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보관 

    ○ WACID에 폐기물 자료를 보고하는 것과 같이 해체 자료의 다른 자료로서의 

전환

    ○ 해체 사업 자체의 관리. 예를 들면 연구로 해체에서의 인력 투입량을 평가

함으로서 현재까지의 투입량의 추세와 앞으로의 계획 수립

    ○ 현재 중장기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체 사업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의 검

증용으로서의 자료 이용    

    여기에서 보면 처음의 자료의 보관과 그 이후 다른 세 가지의 사용 목적은 

매우 다르다. 처음 것은 자료를 우선 입력하고 보관 관리함으로서 차후 사용 방법

을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러나 뒤의 세 가지는 자료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별하

여 가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가공 특성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매우 상이할 

것이므로 목적 하나하나에 맞추어 가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업무 크기도매우 클 

뿐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 나타나면 그때 이 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하여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 따라서 본 자료 출력 시스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일반화한 약간은 

원 자료(raw data)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도로만 정리 가공하여 출력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페기물의 양을 기간에 따라서 출력하는 경우 자료의 종류, 발생 장소 등 

원하는 조건의 변화 폭을 크게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응용할 수 있게 한 반

면 이로부터 화려한 그라프 등의 생산은 생략하 다. 지금까지 자료의 가공 출력 

시스템을 특별히 DDPS (Decommissioning Data Processing System)이라고 명명하

다.  

   

   또 자료의 출력은 다른 목적도 있다. 앞의 DDIS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서울

의 연구로 해체 현장은 DECOMMIS의 main administrator 프로그램이 있는 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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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구소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료는 자료로 만

들어 대전으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DECOMMIS에 입력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이들 자료의 출력과 입력이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또 다

른 출력의 목적은 작업 일보의 작성이다. 이미 DDIS에는 작업 이로의 형식에 따라

서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으며 이는 hard copy로서의 보관용 자료 일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업 일보를 작성한다는 것은 작업일

보를 두 번 작성하는 것이 됨으로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일보의 출력도 가능

하게 하 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출력 사항은 그림 3-1과 같은 main page에서 상

단의  메뉴 선택키로서 그 기능을 찾아 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경우 

작업 일보 출력과 대전으로 파일의 전송을 위한 출력은 출력 메뉴 선택키를 통하여 

자료의 가공 출력은 가공 출력 메뉴 선택키로서 가능하다.

  

   

그림 3-1. DECOMMIS의 초기 화면 

가공 출력 메뉴
선택 키

출력 메뉴
선택 키

가공 출력 메뉴
선택 키

출력 메뉴
선택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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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자료 출력 

   해체 현장에서 작업일보는 매일 수행된 업무의 점검과 계획 그리고 차후의 

근거서류로서 작성되고 있는데 해체 Data Base 또한 그 목적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DDIS를 통하여 입력된 해체 자료와 작업 일보에 입력되는 자료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작업일보를 별도로 작성한다는 것은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의미한

다. 따라서 설계하면서부터 DECOMMIS로부터 작업일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DECOMMIS에 입력되는 자료로부터 작업일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 다. 

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연구로 해체 현장에서 작업 일보자료나 참고 자료를 

입력하여 대전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조건에 따라

서 전송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두 기능을 DECOMMIS는 모두 만족

하고 있으며 이들 작업은 그림 3-1에서 출력 메뉴를 선택하여 나타나는 그림 3-2와 

같은 화면에서 가능하다. 이 화면에는 출력된 파일 자료와 Excel 파일로 된 기존 

자료의 입력 기능이 함께 있다. Excel 파일 입력 부분은 본 DECOMMIS 설명서의 

입력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으며 자료를 파일로서 출력 입력하는 부분은 변한 시설 

해체 DB 입력 부분인 ucddis에는 필요가 없어 작성하지 않았다. 작업 일보 삭제관

리는 작업일보의 각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초기 

DECOMMIS의 성능 시험에 유용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는 

것 보다는 각 부분에서 수정(update)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여기에서 설

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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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가공 출력 자료의 종류와 각 자료의 목적 및 내용(1) 

분야 name 목적 및 내용

폐

기

물

Wacid
폐기물 발생 자료로부터 KINS가 주관하는 WACID DB에 

입력하기 위한 자료 파일 생산

Amount-1
주어진 종류의 폐기물의 발생량(무게 기준) 및 이의 변화

에 관한 추이 분석

Amount-2
주어진 종류의 폐기물의 발생량 (activity 기준) 및 이의 

변화에 관한 추이 분석

Trace
 한 종류 해체물이 어디서 생성되어 어디로 처리되었는가

를 알 수 있는 폐기물 관리 route추적

Decon-1
주어진 기간에 해체물의 어떤 해체물이 제염되었으며 이

를 위한 제염 및 분석 인력 소비량 평가

Decon-2
하나의 폐기물이(하나의 폐기물 인식번호) 어떤 과정의 제

염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추적 

인

력

Contract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 소요량 및 이의 특성에 관한 

자료 생산. 중간 정산 작업의 reference

Analysis-1
작업코드, WBS number, 작업 시설 등 특정 조건에서 작

업한  인력 소요량 평가 

Analysis-2 주어진 분야의 작업자가 다른 분야에서 작업한 시간 평가

Analysis-3 하나의 작업을 위한 man hour 산정

Individual 작업자 각 개인이 투입한 각 분야별 작업 시간의 분석

피

폭

관

리

Radiation-1
주어진 기간 동안 개인 피폭 선량과  각 작업 분야에서의 

집단 피폭 선량의 평가

Radiation-2
어떤 특정 작업(WBS number) 중에 일어난 각 작업 분야

에서의 피폭 선량의 평가

Surveil

Ventil

연구로의 경우로서 어느 기간 동안 공간 방사선량율 및 

stack monitoring 결과 평가

변환 시설의 경우 특별히 stack monitoring 결과만 평가

Decon 시설 내부의 표면 오염도 평가

Analysis
과거 작업자의 피폭량과 근래 1주일 동안의 피폭량의 비

교 평가

Expectation
 작업허가서에서 예측한 예측 피폭 선량과 실제 작업에서 

발생한 피폭선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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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가공 출력 자료의 종류와 각 자료의 목적 및 내용(2) 

분야 name 목적 및 내용

예산

관리

Data-over 정해진 항목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 평가

Data-detail
정해진 항목에 대한 예산 집행의 각 항목의 자세한 내

용

Change 과제별 예산 집행 내역

Data-over-kaeri
정해진 항목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 평가, 항목의 분류

를 연구소의 예산 집행 분류 기준으로 재 평가

기타

Eq-util  장비 사용 내용

Eq-main  장비 유지보수 자료

PR-analysis  주간별 수행된 동일 WBS의 수행 연계성 

PR-training  교육 훈련에 관한 자료

그림 3-1에서 가공 출력의 key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 3-5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

며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위 표 3-1 및 2에서 제시한 자료들 중에서 원하는 자

료명을 선택한다. 초기 화면은 폐기물 관련 자료명은 전부 제시되지만 나머지는 분

야만 제시되며 분야를 선택하면 다시 상세한 자료명들이 나타난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자료명은 푸른색으로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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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가공 출력의 초기 화면  

가공 출력
종류 칼럼
가공 출력
종류 칼럼

아래 설명에서 붉은색 밑줄 친 굵은 씨는 자료의 자료 종류와 입력 format에 

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푸른색으로 주어지는 방법은 입력에서 반드시 동

일한 format을 취하여야 한다. 또 푸른색 굵은 씨는 본 DDPS에서 가공되었거나 

자동으로 생성된 자료이므로 입력하는 경우 이를 염려할 것은 없다.

  가. 폐기물 관리 분야

   1) DW-WACID

   가) 자료 가공의 목적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KINS가 운 하는 국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Data base인 WACID에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규제 해제 폐기물 포

함)을 등록하기 위하여 WACID에서 원하는 자료를 그에 알맞은 format으로 바꾸어  

Excel 파일로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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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력 사항

폐기물 관련 분야에서 자료 종류를 Wacid로 선택하면 아래 그림 3-6과 같은 검

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입력한다. 

  
그림 3-6. Wacid의 자료를 얻기 위한 조건 입력 페이지 내용  

년 분기 실적1 실적2 검색년 분기 실적1 실적2 검색년 분기 실적1 실적2 검색

   ○ 년도 :  2004 (해당되는 년도를 선택한다.)

   ○ 분기 : 1 (WACID에 보고는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기

보다는 분기를 선택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 다.) 

   ○ 실적1 : 37 (KRR1, 즉 연구로 1호기에서 2004년도 1분기 이전에 발생한 폐

기물 드럼 수를 나타낸다.) 

   ○ 실적2 : 12 (KRR2, 즉 연구로 2호기에서 2004년도 1분기 이전에 발생한 폐

기물 드럼 수를 나타낸다.)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이를 입력하지 않는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규제해제 대상 이하 폐기물

   ○ 여기에서 규제해제 대상 페기물이라 함은 연구로에서 발생한 경우 (주 

오염원이 베타-감마 핵종인 경우) 방사능 농도가 0.4 Bq/g 이하로서 임시 저장 창

고에 보관하 다가 최종적으로 자체 처분할 계획인 폐기물을 말하며 방사성 폐기물

은 200리터 드럼이나 4m3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

로 이송할 폐기물을 말한다. 

   ○ 분석 주기 : 분할하지 않으며 위에서 주어진 3개월 (분기)

   ○ 자료의 취합 : CHARACTER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자료에서 반출일자가 2004년 1분기 (2004. 1.1~2004. 3. 31)이며 저장장소가 RR 또

는 KS가 아닌 파일번호의 자료에서(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저장 장소가 U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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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료에서) 다음과 자료를 sorting 한다.

    ▽ 폐기물 종류: FE

    ▽ 저장장소 : AA

    ▽ 무게(kg): 130

    ▽ 폐기물 발생 시설; K2R-POL

   ○ 자료의 변환; 위에서 선택한 자료를 아래의 예와 같이 WACID에 입력할 

수 있는 WACID 코드 자료로 변환한다. 

▽ 여기에서 폐기물 발생 시설은 시설코드가 앞의 두 자리가 K2이면 

KRR2이고 K1이면 KRR1이다.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시설 코드 앞 

자가 U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WACID 코드는 KAERI-URAN이다.)  

 

표 3-3 Wacid 자료 생산을 위한 기본 자료의 변환 방법

자료의 종류 DB 자료 변환된 자료 변환 방법

폐기물 종류  FE  TY12 폐기물 화학성분 코드

저장장소 AA SF39 폐기물 저장 장소코드

무게 130 130 변환하지 않음

폐기물 발생 

시설
K2R-POL KRR2*)

   ○ 자료의 가공: 위에서 변환된 자료로서 아래 표 3-4와 같이 필요한 자료를 만

든다. 만드는 요령은 가공 방법을 참조하고 기타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여기에서 드럼의 관리번호는 실제 이 폐기물이 드럼에 포장된 것이 아니므

로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WACID 코드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입

력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의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 이 방법은 폐기물 종류인 

TY12에서 T12로, 저장장소 SF39에서 S39 그리고 20004년 1분기 이므로 41

의 세 가지 문자를 연결하여 만든다. 즉 이 경우 T12-S39-41이 된다.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 다른 파일명(예; CHARACT-051221-101)을 가진 

자료는 하나의 폐기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모든 폐기물 중 동

일한 발생 시설 (KRR1, KRR2 또는 KAERI-URAN ) 및 동일한 관리 번호

를 가진 자료를 하나의 group으로 한다.

    ▽ 무게는 하나의 group에서 모두 합산한다.

    ▽ 각 폐기물은 발생 날자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발생일자 저장 일자는 입력 조

건에서 주어진 분기의 마지막 날, 예를 들면 1분기는 3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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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Wacid 자료 생산을 위한 자료의 가공 방법

자료의 종류 가공된 자료 가공 방법

관리 번호 T12-S39-41
종류TY12+저장장소S39+41(2004년 1분

기)

폐기물 종류 W_TY12 위(2) 자료 앞에 W_ 첨가

저장장소 R_SF39 위(2) 자료 앞에 R_첨가

무게 450 하나의 group내에서 폐기물의 무게 합

폐기물 

발생시설
KRR2 위에서 변환된 자료 그대로

저장위치
서울 공릉동 해체현

장
krddis인 경우 무조건 동일

발생 일자 2004. 3. 31  입력 조건의 마지막 날

저장 일자 2004. 3. 31  입력 조건의 마지막 날

   ○ 자료 생산

    ▽ 위의 기초 자료로서 아래 표 3-5와 같은 WACID 입력 자료를 만든다.

    ▽ 발생원인은 WACID에서 이미 정해진 해체를 의미하는 G_SO4이다.

    ▽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용기의 종류는 가상용기이므로 CONT98로 하

며 이 경우 부피는 기술하지 않는다. 

    ▽ 저장 위치는 “서울 공릉동 해체 현장”으로서 일정하다 (변환 시설의 경

우, 즉 ucddis의 경우 무조건 “대전 덕진동 해체 현장”이다)

    ▽ 폐기물의 물리적 형태 및 폐기물의 분류 기준도 일정하며 이는 각각 고

체 및 저준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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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가공된 WACID 입력 자료(규제해제 대상 폐기물)

WACID field 자료내용  자료 생성 방법

RW_FACI_NUMB 기관 관리 용기번호 T12-S39-41 위에서 정의한 관리 번호

OCCU_DATE 폐기물 발생일자 2004-03-31 위에서 정의한 위 발생일자

INST_CD 페기물 발생주체시설 KRR2 위에서 정의한 위 발생시설

GENE_SOUR_CD 폐기물 발생 원인 G_SO4 일정

DRUM_CREA_DATE 용기생성일자 2004-03-31 위에서 정의한 위 발생일자

CONT_CD 용기종류 CONT98 일정

INSI_CAPA 용기 내 용적 공란

OUTS_CAPA 용기 외 용적 공란

RW_STOR_CD 해체 폐기물 저장 시설 R_SF39 위에서 정의한 저장장소

STOR_DATE 저장일자 2004-03-31 위에서 정의한 저장일자

STOR_LOCA 저장위치 서울 공릉동 해체현장 일정

MASS 폐기물 질량 450 위에서 정의한 무게

WAST_CD 폐기물 종류 W_TY12 위에서 정의한 저장 장소

PHYS_STAT_CD 폐기물 물리적 형태 P_ST1 일정

RAWD_CLAS_CD1 폐기물 분류 기준 R_CL13 일정

RAWD_CLAS_CD2 폐기물 분류 기준 공란

    (2) 방사성 폐기물

   ○ 자료 출처및 특성: CONTAIN 자료(DDIS>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

/용기 특성자료)에서 드럼 저장 일자가 2004년 1분기 (2004. 1.1~2004)인 파일번호의 

자료에서 다음과 자료를 sorting 한다.

    ▽ 드럼관리 번호 : TC-R-0012

    ▽ 드럼 생성 일시 : 2004-02-10

    ▽ 폐기물 발생 시설 : K2R-AUX

    ▽ 폐기물 내용물 코드 : FB

    ▽ 무게 : 100

    ▽ 저장장소코드 : RR (연구로의 경우 KS와 함계 두개의 저장 장소가 있

으며 변환의 경우 U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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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럼 저장 일자 : 2004-02-20

   ○ 자료의 변환: 위에서 선택된 자료로서 아래와 같이 WACID에 입력할 있

는 형식의 자료를 만든다. 만드는 요령은 아래 표 3-6의 변환 방법을 참조하고 기

타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3-6 방사성 폐기물 드럼 및 컨테이너 특성자료의 변환

자료의 종류 가공된 자료 가공 방법

폐기물 종류 W_TY20
폐기물 화학성분코드에서 wacid 코드로 변

환 

저장장소 R_SF51
폐기물 저장장소코드에서 wacid 코드로 변

환
폐기물 발생 

시설
KRR2

앞의 규제해제 이하 폐기물에서와 동일한 

방법

드럼 종류 CONT4  아래 설명 참조

내 용적 0.2

외 용적 0.2

    ▽ 드럼 관리 번호는 세 가지 type이 있다. 이들은 연구로의 경우 

TC-TT-xxxx로,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UC-TT-xxxx로 나타내며 이들 각각의 

드럼 종류, 드럼의 WACID 코드, 내 용적 및 외 용적은 아래 표 3-7과 같다. 이 때 

외용적은 그 용기의 최 외단을 기준으로 하는 직 육면체의 부피이다. 드럼의 종류

는 앞의 네 자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WACID 코드를 사용하며 부피는 아래 표

에서 선택한다. 다만 차폐용기는 그때마다 상이하므로 이들의 자료를 있는 경우 완

전히 Excel 파일로 전환한 후 수동(manual)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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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각 드럼의 표시 방법 및 특성 자료 

드럼 종류
드럼 WACID 

코드
내용적(m3) 외용적(m3)

TC-R-xxxx 200리터 드럼 CONT4 0.2 0.2

TC-LC-xxxx 4m3 컨테이너 CONT60 3.45 4.79

TC-SC-xxxx 차폐 용기 CONT99

UC-2L-xxxx 200리터 드럼 CONT4 0.2 0.2

UC-PE-xxxx 200리터 드럼 CONT61 0.2 0.2

UC-4M-xxxx 4m3 컨테이너 CONT60 3.45 4.79

   ○ 자료의 생성: 위에서 변환된 자료로서 아래 표 3-8과 같이 필요한 자료를 

만든다. 만드는 방법과 의미의 대부분은 규제해제 대상 폐기물과 동일하다.

표 3-8 가공된 WACID 입력 자료(방사성 폐기물)

WACID field 자료내용  자료 생성 방법

RW_FACI_NUMB 기관관리 용기번호 TC-R-0012 위(1) 드럼 관리 번호

OCCU_DATE 폐기물 발생일자 2004-02-10 위(1) 드럼 생성일시

INST_CD 페기물 발생주체시설 KRR2 위 발생시설

GENE_SOUR_CD 폐기물 발생 원인 G_SO4 일정

DRUM_CREA_DATE 용기생성일자 2004-02-10 위(1) 드럼 생성일시

CONT_CD 용기종류 CONT99 위(2) 드럼 종류

INSI_CAPA 용기 내 용적 0.2 위(2) 내 용적에서

OUTS_CAPA 용기 외 용적 0.2 위(2) 외 용적에서

RW_STOR_CD 해체 폐기물저장 시설 R_SF39 위(2) 저장장소

STOR_DATE 저장일자 2004-02-20 위(1) 드럼 저장일자

STOR_LOCA 저장위치
서울 공릉동 

해체현장
일정

MASS 폐기물 질량 450 위(1) 무게

WAST_CD 폐기물 종류 W_TY12 위(2) 저장 장소

PHYS_STAT_CD 폐기물 물리적 형태 P_ST1 일정

RAWD_CLAS_CD1 폐기물 분류 기준 R_CL13 일정

RAWD_CLAS_CD2 폐기물 분류 기준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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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체 유출물 

   ○ 자료의 취합: 작업일보(DDIS>작업일보 작성일자가 위 조건으로 입력한 

분기 내에 (2004. 1.1~2004) 있는 자료에서 다음과 자료를 sorting 한다.

    ▽ 작업일보>기체배출물 관리에서 팬 종류:  F-9

    ▽ 작업일보>기체배출물 관리에서 처리 처리량 : 200,000

   ○ 자료의 변환, 가공 및 생성

    ▽ 팬 종류의 code에서 환기팬 위치의 처리 방법 코드로 변환(여기에서는 

연구로 2호기인 경우 1000, 1호기인 경우 2000 그리고 우라늄 변환 시설인 경우 

3000이 됨)하고 동일한 코드의 처리량을 분석 일별로 합산하여 아래 표 3-9를 완성

한다. 

    ▽ 실제로 krddis의 경우에는 우라늄 변환 시설의 해체 현장의 배기 팬인 

배기 팬 위치 코드가 3000인 경우는 없으며 변환 시설의 경우에는 1000 또는 2000

인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변환의 경우 이 종류가 하나 연구로인 경우 두 가지로만 

합산 한다.

    ▽ 위에서 구한 일별 합산한 값을 주기(3개월) 내에서 모두 합산하여 처리

량의 합으로 한다. (참고로 stack의 공기의 방사능 농도는 surveil이나 ventil에서 구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표 3-9 기체 유출물의 자료 

FAN 위치 처리량 합 작성방법 비고

KRR1 1,800,000

KRR2 21,800,000  

URAN 19,000,00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을 선택하면 결과로서 Table 1에서 

Table 4까지 네 개의 표가 주어진다. 이들 표의 내역은 각각 아래 표 3-10에서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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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Table 1. 분기별 드럼 생성 자료

WACID field 자료 내용 자료 1 자료2 비고

INST_CD
폐기물 발생 

주체시설
KRR1 KRR2

RW_STOR_C

D

해체 폐기물 저장 

시설
공란

OCCU_QUAN 분기 발생량 2 4 ** 

TAKE_QUAN 분기 인수량

TRAN_QUAN 분기 인도량

DECR_QUAN 분기 감용량

INCR_QUAN 분기 순수 증가량 2 4
분기 발생량과 

동일

BEFO_QUAN 전 분기 재고량 37 12
조건으로 넣어준 

량

CURR_QUAN 현 분기 재고량 39 16 위 둘의 합

    ▽ 폐기물 발생 주체시설은 krddis의 경우 KRR1과 KRR2가 있으며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KAERI-URAN의 한 종류뿐이다. 

    ▽ 여기에서 분기 발생량은 다음 표에서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며 이는 분

기 순수 증가량과 동일하다. 전 분기 재고량은 자료1의 KRR1인 경우 조건으로 입

력한 실적 1에 해당하며 KRR2인 경우 실적 2에 해당한다.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

우 자료1 밖에 다른 자료는 없으며 따라서 실적 2의 값은 무시된다.   

   ○ 각 드럼의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표 3-11)

    ▽ 표 3-10 및 3-11에서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정렬 순서는 폐기물 발생 

시설(KRR1, KRR2), 기관 관리 용기번호순(수자-알파벳)으로 한다.

   ○ 분기별 액체 폐기물 발생 자료 (표 3-12)

    ▽ 여기에서 보고 분기는 년도+ 분기수로 한다. 예를 들면 2004년의 1분기

는 20041이다.

    ▽ 액체 폐기물은 직접 폐기하지 않는다는 해체의 정책으로 배출 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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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0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고 분기만 변할 뿐 매 번의 자료는 동일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Excel 화일에 수동으로 입력하

여 WACID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3-11 Table 2. 각 드럼 폐기물 내용 특성 자료

WACID field 자료내용  자료1 자료 2 비고

RW_FACI_NUMB 기관 관리 용기번호 T12-S39-41 TC-R-0012

OCCU_DATE 폐기물 발생일자 2004-03-31 2004-02-10

INST_CD 페기물 발생주체시설 KRR2 KRR2

GENE_SOUR_CD 폐기물 발생 원인 G_SO4 G_SO4

DRUM_CREA_DATE 용기생성일자 2004-03-31 2004-02-10

CONT_CD 용기종류 CONT98 CONT4

INSI_CAPA 용기 내 용적 0.2

OUTS_CAPA 용기 외 용적 0.2

RW_STOR_CD 해체 폐기물 저장 시설 R_SF39 R_SF39

STOR_DATE 저장일자 2004-03-31 2004-02-20

STOR_LOCA 저장위치 서울 공릉동 서울 공릉동 연구로의 경우

MASS 폐기물 질량 450 450

WAST_CD 폐기물 종류 R_TY12 R_TY12

PHYS_STAT_CD 폐기물 물리적 형태 P_ST1 P_ST1

RAWD_CLAS_CD1 폐기물 분류 기준 R_CL13 R_CL13

RAWD_CLAS_CD2 폐기물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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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국문명 code

INST_CD 폐기물 발생/관리 주체 시설

KRR1

RW_STOR_CD 해체 폐기물 저장 시설 미 입력

DECOMMIS
code

K2*

KRR2 K1*

KAERI_URAN U**

설명

KRR1

KRR2

변환시설

1:1 매치되지 않음

GENE_SOUR_CD 폐기물 발생 원인 G_SO4해체

CONT_CD 용기의 종류

200 리터 드럼 CONT4

4m3 container CONT60

200리터, PE coating CONT61

가상용기 CONT98

RW_STOR_CD 해체 폐기물 저장 시설

R_SF39 AAKRR-창고 A

R_SF40 BBKRR-창고 B

R_SF41 DDKRR-임시저장고

R_SF42 C1, C2KRR-컨테이너

R_SF43 TTKRR-간이창고

R_SF51 RRKRR-임시저장고

R_SF52 KSKRR-원자로실

WAST_CD 폐기물 종류 뒷 장 4, 1/4 ~ 4/4

PHYS_STAT_CD 폐기물의 물리적 형태 P_ST1 17,  1/1고체

RADW_CLAS_CD1 폐기물 분류 기준(국내)

8,  1/1

RADW_CLAS_CD2 폐기물 분류 기준(10CFR)

LILW R_CL12

LILW_SL R_CL13

미분류 RW_CL19

Class B R_CL22

Class C R_CL23

미분류 RW_CL29

Class A R_CL21

R_SF54 UAUC-임시창고(잡고체)

R_SF55 UBUC-임시저장고(금속)

R_SF56 UXUC-변환시설

기타 용기 CONT99

필드명 국문명 code

INST_CD 폐기물 발생/관리 주체 시설

KRR1

RW_STOR_CD 해체 폐기물 저장 시설 미 입력

DECOMMIS
code

K2*

KRR2 K1*

KAERI_URAN U**

설명

KRR1

KRR2

변환시설

1:1 매치되지 않음

GENE_SOUR_CD 폐기물 발생 원인 G_SO4해체

CONT_CD 용기의 종류

200 리터 드럼 CONT4

4m3 container CONT60

200리터, PE coating CONT61

가상용기 CONT98

RW_STOR_CD 해체 폐기물 저장 시설

R_SF39 AAKRR-창고 A

R_SF40 BBKRR-창고 B

R_SF41 DDKRR-임시저장고

R_SF42 C1, C2KRR-컨테이너

R_SF43 TTKRR-간이창고

R_SF51 RRKRR-임시저장고

R_SF52 KSKRR-원자로실

WAST_CD 폐기물 종류 뒷 장 4, 1/4 ~ 4/4

PHYS_STAT_CD 폐기물의 물리적 형태 P_ST1 17,  1/1고체

RADW_CLAS_CD1 폐기물 분류 기준(국내)

8,  1/1

RADW_CLAS_CD2 폐기물 분류 기준(10CFR)

LILW R_CL12

LILW_SL R_CL13

미분류 RW_CL19

Class B R_CL22

Class C R_CL23

미분류 RW_CL29

Class A R_CL21

R_SF54 UAUC-임시창고(잡고체)

R_SF55 UBUC-임시저장고(금속)

R_SF56 UXUC-변환시설

기타 용기 CON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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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WACID 보고자료에 사용하는 폐기물 종류 코드 

폐기물 종류 폐기물 종유 code

폐필터
액체 공정 폐필터 W_TY9_1

금속 폐기물

탄소강 W_TY12_1

기체 공정 폐필터 W_TY9_2

Stainless Steel W_TY12_2

알루미늄 W_TY12_5

기타 W_TY12_7

슬러지
슬러지 W_TY13_1

처리된 슬러지 W_TY13_3

폐 콘크리트
콘크리트 W_TY14_1

시멘트 W_TY14_2

폐 카본
활성탄 W_TY15_1

오염장비
방사화된 기기 W_TY18_1

오염된 기기 W_TY18_2

폐 토양
오염된 흙 W_TY19_1

모래

가연성 잡고체

비닐 W_TY20_1

고무 W_TY20_2

플라스틱 W_TY20_3

섬유 W_TY20_4

신발 W_TY20_5

목재 W_TY20_6

종이 W_TY20_7

기타 W_TY20_8

유리 W_TY21_1

석면 W_TY21_2

비가연성 잡고체 석고 W_TY21_3

세라믹 W_TY21_4

기타 W_TY21_5

흑연 W_TY98
기타 미분류

기타 W_TY99

code

W_TY9

W_TY12

W_TY13

W_TY14

W_TY15

W_TY18

W_TY19

W_TY20

W_TY21

대분류 세분류

납

폐수지
유기폐수지 W_TY10_?

무기 폐수지 W_TY10_?
W_TY10

code

FL

FE

FS

SS

AL

MO

SL

ST

CO

CE

CA

EA

EC

SO

SA

VL

RB

PL

FB

WD

PA

OS

GL

AS

GY

CR

OT

GR

OO

PB

RO

RI

W_TY98

W_TY99

폐기물 종류 폐기물 종유 code

폐필터
액체 공정 폐필터 W_TY9_1

금속 폐기물

탄소강 W_TY12_1

기체 공정 폐필터 W_TY9_2

Stainless Steel W_TY12_2

알루미늄 W_TY12_5

기타 W_TY12_7

슬러지
슬러지 W_TY13_1

처리된 슬러지 W_TY13_3

폐 콘크리트
콘크리트 W_TY14_1

시멘트 W_TY14_2

폐 카본
활성탄 W_TY15_1

오염장비
방사화된 기기 W_TY18_1

오염된 기기 W_TY18_2

폐 토양
오염된 흙 W_TY19_1

모래

가연성 잡고체

비닐 W_TY20_1

고무 W_TY20_2

플라스틱 W_TY20_3

섬유 W_TY20_4

신발 W_TY20_5

목재 W_TY20_6

종이 W_TY20_7

기타 W_TY20_8

유리 W_TY21_1

석면 W_TY21_2

비가연성 잡고체 석고 W_TY21_3

세라믹 W_TY21_4

기타 W_TY21_5

흑연 W_TY98
기타 미분류

기타 W_TY99

code

W_TY9

W_TY12

W_TY13

W_TY14

W_TY15

W_TY18

W_TY19

W_TY20

W_TY21

대분류 세분류

납

폐수지
유기폐수지 W_TY10_?

무기 폐수지 W_TY10_?
W_TY10

code

FL

FE

FS

SS

AL

MO

SL

ST

CO

CE

CA

EA

EC

SO

SA

VL

RB

PL

FB

WD

PA

OS

GL

AS

GY

CR

OT

GR

OO

PB

RO

RI

W_TY98

W_TY99

  * 신발은 화학적 특성이 아니므로 DECOMMIS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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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W-Amount-1

   가) 자료 가공의 목적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해체 폐기물의 

양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 ( 비방사능 > 0.4 Bq/g), 규

제 해제 대상 폐기물 ( 0.4 Bq/g > 비방사능 > MDA) 및 비 오염 폐기물로서 구

분하며 이들을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 시설 별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변

환의 경우 금속의 경우 0.2 Bq/g 이상인 경우 방사성 폐기물 이하는 규제해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하며 비금속인 경우 0.04 Bq/g 이상인 경우 방사성 폐기물 이하는 비

오염 폐기물로 구분한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폐기물 관련-Amount-1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10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10. 폐기물 발생량 검색 화면(Amount-1) 내용

발생기간:                  ~ 분석주기: 검색

종류:                 {                                          }  전체 선택 선택 선택 발생시설:                 {                                          }  전체 선택 선택 선택

발생기간:                  ~ 분석주기: 검색

종류:                 {                                          }  전체 선택선택 선택선택 선택선택 발생시설:                 {                                          }  전체 선택선택 선택선택 선택선택

   ○ 발생기간 시작일 :  2004 01 01

   ○ 발생기간 종료일 :  2004 03 31

    ▽ 날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앞의 자료 입력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빈

칸 없이 연월일을 계속 입력하며 월일은 반드시 두 자리 수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 1월1일이면 20040101을 계속 입력한다. 

   ○ 분석 주기 :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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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과 월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전체 주기의 개수가 60 까지 연장 

할 수 있다.

   ○ 폐기물의 종류  

    ▽ 대분류 ; COMBUST

    ▽ 세분류 ; VL 

    ▽ 이때 대분류는 앞의 “전체”라고 되어 있는 칸에서 입력 시스템에서 등

록된 “화학성분 폐기물 대분류”의 코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분류는 {}

안의 “선택”이라고 표시된 란에서 “화학성분 폐기물 대분류”의 코드 범위 내에서 

세분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분류의 선택이 전체이면 모든 폐기물 종류를 나타내며 

이때는 세분류 선택 칸이 활성화되지 않아 선택할 수 없다. 세분류는 대분류가 선

택된 후에 선택 가능하며 VL, RB, PL와 같이 세 개까지이며 선택이 가능하며 이는 

대분류 COMBUST 중에서 VL(비닐), RB(고무) 및 PL(플라스틱)세 가지 종류 폐기

물의 합을 나타내며 선택되지 않은 것은 무시한다. 

   ○ 폐기물 발생 시설 

    ▽ 시설 구분 ; K2R

    ▽ 시설명 ; POL

    ▽ 분류 선택의 방법은 위의 폐기물 종류의 선택과 동일하다. 즉 발생 시설

의 “전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시설의 중분류 코드인 시설 구분 코드가 선

택될 수 있으며 {}안에는 소분류가 선택되어 진다. 여기에서도 세 개까지 선택 가능

하며 이 경우 세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합이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 주간 분할

    ▽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 기간을 분할하고 하나의 분석 

기간 내에서 자료를 취합 가공하고 이를 분석 주기에 대하여 반복한다.

    ▽ 기간의 시작 일부터 분석 주기에 따라서 기간을 분할. 이 기간 내에는 

토, 일요일은 물론 휴일까지 전부 포함. 예를 들어 200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

지 주간 단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3-14와 같이 하며 마지막 주간은 일주

일이 안 되더라도 29~31일로 기간을 할당한다. 이 사이에 자료가 없거나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자료로서 취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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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분할 

    ▽ 월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등과 같은 예로서 분

할하고 31일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경우 이 날이 없으면 30 또는 28(29)일로 하여야 

한다. 분할 기간 동안에 2월이 포함되는 경우에 1개월의 기간이 30또는 31일이 되

지 않아도 1개월로 간주한다.

   ○ 분석 주기가 일인 경우에는 작업 일보를 작성한 매일을 단위로 분석한다.

   ○ 이상에서 설명한 분할 방법은 앞으로 설명하는 모든 가공 출력 부분에서 

특별히 제시하지 않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3-14 검색 기간의 주간 분할 방법 

기간순서 시작일 마감일

1 2005. 3. 1. 2005. 3. 7

2 2005. 3. 8 2005. 3. 14 

3 2005. 3. 15 2005. 3. 21 

4 2005. 3. 22 2005. 3. 28 

5 2005. 3. 29 2005. 3. 31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자료의 sorting

    ▽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위 조건으로 주어진 기간 

안에 폐기물 발생일이 있는 자료 중에서 폐기물의 종류가 위 조건을 만족하며 발

생장소가 조건을 만족하는 폐기물에서 다음의 자료를 취합한다. 

     - 폐기물 무게 : 12 kg

     - 최종 판정 : RAW

   ○ 자료의 가공

    ▽ 위의 자료를 “최종 판정”의 결과에 따라 동일하게 판정된 자료를 하나

의 group으로 하고 하나의 group내에서 폐기물의 중량을 합산한다. 이 때 최종 판

정은 RAW, DL, NCON의 3가지만 있으며 각각 방사성 폐기물, 규제해제 대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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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비오염 폐기물을 나타낸다. 

    ▽ 여기에서 total은 RAW+DL+NCON으로 계산된 값이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계산한 폐기물 양의 합계 자료가 아래 표 3-15의 양식으로 그림 

3-11과 같이 나타낸다. 

   ○ Excel 파일로 출력

    ▽ 이 결과를 보고 만족하면 검색 key 오른쪽에 excel key를 클릭하면 화

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DW-Amount12004-10-01~2005-02-28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 excel file을 보기 위하여서는 컴퓨터 보호 기능을 풀어서 파일을 down 

load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 이 파일을 저장하기 위하여서

는 파일을 열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림 3-11에서는 입력 조건 사항이 화면 상단에 그대로 남아 있어 판단

하기가 가능하다.  Excel 파일로 전환하면 입력 조건 사항이 파일이 제일 상단에 

표시된다.

표 3-15 발생 폐기물 양(무게)에 관한 검색 내용 

기간 폐기물의 양

시작일 마감일 RAW DL NCON total

2005. 3. 1. 2005. 3. 7

2005. 3. 8 2005. 3. 14 

2005. 3. 15 200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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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발생 폐기물의 방사능 양 검색 화면(Amount-2) 내용 

발생기간:                  ~ 분석주기: 검색

종류:                 {                                          }  전체 선택 선택 선택 발생시설:                 {                                          }  전체 선택 선택 선택

최종판정: RAW발생기간:                  ~ 분석주기: 검색

종류:                 {                                          }  전체 선택선택 선택선택 선택선택 발생시설:                 {                                          }  전체 선택선택 선택선택 선택선택

최종판정: RAW

  

   ○ 발생기간 시작일 :  2004 01 01 

   ○ 발생기간 종료일 :  2004 03 31 

   ○ 분석 주기 : 주간

   ○ 폐기물의 종류 

    ▽ 대분류 ; COMBUST

    ▽ 세분류 ; VL 

   ○ 폐기물 발생 시설 

    ▽ 시설 구분 ; K2R

    ▽ 시설명 ; POL

   ○ 폐기물의 최종 처분 : DL 

   ○ 이들 조건의 입력 요령은 앞의 Amount-1과 동일하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하다.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자료의 sorting

    ▽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위 조건으로 주어진 기간 

안에 폐기물 발생일이 있는 자료 중에서 폐기물의 종류 조건, 발생장소의 조건을 

만족하는 폐기물 중에서 최종 판정이 위에서 입력한 종류(RAW, DL 혹은 NCON)

에 맞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취합한다. 

     - 폐기물 무게 : 12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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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60 (Bq/g) :  12.3

     - Cs137 (Bq/g):  0.13

     - Eu152 (Bq/g):  0.31

     - Cs134 (Bq/g):  0.3

     - Eu154 (Bq/g):  2.3

    ▽ 우라늄 변환의 경우에는 U-238, U-234, U-235 및 베타 감마를 포함하

는 total 방사능을 나타낸다.

   ○ 자료의 가공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 중에 하나의 분석 주기에 있는 자료를 하나

의 group으로 한다.

    ▽ 하나의 group에서 무게를 합산(A)한다.

    ▽ 하나의 group에서 각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평균 농도는 "폐기물 무게 

x 한개 핵종의 방사능 농도“의 총 합을 위의 무게 합(A)으로 나눈 값(B)이다 

    ▽ 연구로에서 total의 값은 총 방사능 양은 위 한 핵종의 방사성 농도 값

(B)에 무게의 합(A)를 곱한 값을 각 원소(CO60 + CS137 + EU152+ CS134 + 

EU154)에서의 합이다. 그러나 변환에서의 total 값은 베타 감마를 포함하는 전 방사

능 값에 전체 무게의 합(A)을 곱한 값으로 한다. 여기에서 마지막 column의 total은 

위에서 계산한 값으로 단위가 kBq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구한 모든 값들을 아래와 같은 표 3-16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낸

다. 우라늄 변환 시설 ucddis의 경우는 Co60, Cs137 등의 핵종 대신에 U-238, 

U234, U-235 및 전 방사능 및 total (ucddis의 경우가 한 칸 적다)로  나타내어야 

한다.

   ○ Excel 파일로 출력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DW-Amount22004-10-01~2005-02-28과 같은 형

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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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발생 폐기물에서 방사능의 양에 관한 검색 내용 

기간 폐기물의 방사선 특성

시작일 마감일
무게

kg

CO60

Bq/g

Cs137

Bq/g
.......

total

kBq

2005. 3. 1. 2005. 3. 7

2005. 3. 8 2005. 3. 14 

2005. 3. 15 2005. 3. 21 

   4) DW-Trace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주어진 종류(폐기물 화학 특성에 의한 분류에 따라서 주

어지는 종류)의 폐기물로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이 폐기물 들은 어떤 해체물들로 조

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K2RA 0412 FE001로(변환의 경우 6107 0512 

FE001) 관리되는 규제 해제 대상 폐기물은 해체물 관리번호 K2RA05FE001~FE007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반출되어 C-2 창고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폐기물 각각의 해체물 관리번호(또는 marking number)를 보여 줌으로서 각 

marking number를 갖는 해체물 조각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모두 처리되었

는지를 알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폐기물 관련-Trace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13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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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폐기물 추적에 관한 검색을 위한 조건 입력 페이지 내용

폐기물 인식번호 기간:                  ~                  (형식 0504) 폐기물 종류: 검색폐기물 인식번호 기간:                  ~                  (형식 0504) 폐기물 종류: 검색

   ○ 기간 시작 월 :  0405 (2004년 5월 1일을 의미함)

   ○ 기간 종료 월 :  0408 (2994년 8월 1일을 의미함)

   ○ 폐기물의 종류 : FE  (폐기물의 화학적 분류 중에서 세분류에서 선택)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분할하지 않는다.

   (2) 자료의 취합

   ○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자료의 선택

    ▽ 폐기물 인식번호는 K2RA 0403 FE001의(우라늄 변환의 경우 6107 0512 

FE001)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처음 4자리는 발생장소 중앙 네 자리는 인식번호 부

여 일자 그리고 후반 5 자리는 폐기물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나타냄.

    ▽ 입력 사항에서 주어지는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04년 5, 6, 7 및 8월이므

로 폐기물 인식 번호의 중앙부 수자가 0405, 0406, 0407 및 0408이 되는 모든 자료

    ▽ 후반의 5자리인 FE001에서 처음 두자가 폐기물의 화학적 분류 중에서 

세분류 코드이며 주어진 조건으로 보면 “FE”로서 이는 철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

반 5자 중에서 처음 두 자가 FE(주어진 조건)인 자료

    ▽ 위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폐기물에서 다음의 자료를 취합 

    - 폐기물 인식번호 : K2RA 0406 FE001

    - 폐기물 구인식번호(해체물 관리번호 혹음 marking number): 철재류331

    - 포장/인입일 : 2004-03-21

    - 포장용기번호 : TC-R-0011

    - 반출일자 : 2004-04-20

    - 저장 장소 :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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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판정 : RAW

   ○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전후 오염 검사 자료에서 선택

    ▽ 처리 후 폐기물 관리번호가 위에서 찾아진 폐기물 인식번호와 동일한 

경우 다음 자료를 취합

     - 파일번호 ; CONTAMI-040521-002

    - marking number(해체물 인식번호): 철재류 332

    - 발생장소 : K2R-POL

    - 작업 대상물 : 브리지

   (3) 자료의 가공

   ○ 여기에서는 자료의 가공이나 변환보다는 거의 list의 나열에 가깝다.

   ○ 처리 일자와 처리방법: 최종 판정의 결과 RAW이면 포장/인입일과 포장

용기번호를 RAW가 아니면 (DL이나 NCON이면) 반출일자와 저장 장소를 자료로

서 선택한다.

   ○ 많은 경우 폐기물의 인식번호는 있으나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전

후 오염 검사에 자료가 없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대개 오염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로서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만 자료를 선택하고 오염 검사에 

관한 자료는 파일번호부터 생략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얻어진 자료로서 아래와 같이 나열한다. 

   ○ 자료의 정리 방법

    ▽ 제1순위 : 폐기물 인식 번호

    ▽ 제 2순위 :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전후 오염 검사의 자료는 자료

를 찾은 순서대로

   ○ 즉  해당되는 폐기물 인식번호 중 제일 빠른 것을 자료로 열거하고 이 

폐기물이 처리된 날짜와 처리 방법에 관하여 기술 한다. 그리고 이 폐기물의 구성

요소인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전후 오염 검사의 자료를 나열하여 아래 표 

3-17와 같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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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폐기물 추적에 관한 검색 결과 내용

폐기물 인식번호 처리일자
처리 

방법

구인식

번호
파일번호

marking 

number
발생장소

작업대상

물

K2RP 0401 FE001 2004-03-20 C1
철 재 류 

331~351
CHARACT-0401-002 철재331 K2R-POL 브리지

   ○ Excel 파일로 출력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DW-Trace0410~0502와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5) DW-Decon-1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월별로 폐기물의 분석/제염에 관련한 작업에 소요된 인력

과 동일한 기간에 수행된 제염 작업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 제염 작업에 관한 기록

은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전후 오염 검사에 주어진 것에 한한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폐기물 관련-Trace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14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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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제염 작업 특성 검색을 위한 조건 입력 내용    

기간:                  ~                  (형식 0504) 검색

   ○ 기간 시작 월 :  0405 (2004년 5월 1일을 의미함)

   ○ 기간 종료 월 :  0408 (2994년 8월 1일을 의미함)

A. 연구로 해체의 경우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주어진 기간을 월별로 분할

   (2) 자료의 취합

   ○ DDIS>작업일보>상세 작업 내역 및 작업인력 자료에서 주어진 기간 안

에 월별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택 

    ▽ 작업 코드가 RMA, RMS(이상 측정 작업), DAC, WSD 및 WLD (이상 

제염 작업) 인 작업 일련번호. 

    ▽ 이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 인력

   ○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자료에서 검사 일자(또는 제

염 일짜) 가 위 기간 조건에 만족되는 자료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취합. 

    ▽ 자료일련번호 : HDP4020-1-23

    ▽ 측정일자 : 2004-04-06

    ▽ marking number: 알루미늄234

    ▽ 알파오염도(Bq/g) : 234

    ▽ 베타오염도(Bq/g) : 123

    ▽ 무게(kg) : 23

    ▽ 폐기물 인식번호 1 : R2PR 0407 AL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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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인식번호 2 : R2PR 0407 AL002

   ○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위에서 선택된 폐기물 인

식번호를 가진 자료에서

    ▽ 폐기물 인식번호 1 : R2PR 0407 AL001

    ▽ 무게 :  63 kg

    ▽ 폐기물 인식번호 2 : R2PR 0407 AL002

    ▽ 무게 :  60 kg

   ○ 일반적으로 하나의 HPDTTTT 번호에는 하나의 폐기물 인식번호만 주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두 개 이상의 경우 두 개까지 취합하고 그 이상은 무시한다.

   (3) 자료의 가공

   ○ DDIS>작업일보>상세 작업 내역 및 작업인력 자료

    ▽ 선택된 작업 코드가 RMA, RMS, DAC, WSD 및 WLD에 해당하는 작

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 인력의 합을 구한다.

    ▽ 건수는 위 자료의 수

   ○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자료  

    ▽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자료에는 자료 일련번호가 있으며 이는 

HPDTTTT-N-XXX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TTTT는 연도별 일련번호, 

N은 제염 차수, XXX는 자료 정리 번호이다. 

    ▽ 자료일련번호에서 HPDTTT-N까지가 동일하면 하나의 group으로 정의

한다. 한 group에서 자료 일련번호는 HPDTTTT, 제염회수는 N, 총 건수는 

HPDTTTT-N으로 주어진 자료의 총 개수이다. 

    ▽ 한 group에서 marking material은 HPDTTTT-N-1으로 주어진 자료의 

marking number로 한다.

    ▽ 무게 란에는 한 group에서 무게의 합을 표시. 한 group의 무게가 0이면 

다음에 계산할 오염도는 무조건 0이 된다.

    ▽ 평균 오염도는 합(오염도x중량) / 합(중량)이며 무게의 합이 0이면 계산

하지 않고 오염도는 0이다. 알파 오염도는 는 알파 오염도끼리 베타 오염도는 베타

오염도끼리 계산한다. 이때 오염도가 MDA등 문자로 되어 있으면 수자로 0으로 취

급한다.

   ○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폐기물 인식번호를 나타내고 그 아래의 무게는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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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정된 무게 자료이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 두개의 표 3-18 및 3-19를 월별로 완성한다.

   -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자료 및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가공한 

자료에서 아래의 표를 완성.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수의 자료가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자료는 가로로 정리하여야 한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DW-Decon-12005-0101~20005-02-01과 같은 형식

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18 제염 작업 건수 및 제염을 위한 인력 검색 결과 내용 

작업 종류 작업코드 건수 인력

분석
RMA

RMS

제염 작업

DAC

WSD

WLD

표 3-19 제염특성 자료 검색 결과 내용

 항  목  예

 자료일련번호  HDP0420  HDP0420

제염회수 1 2

총 건수 34 20

측정일자 2004-04-06 2004-04-09

marking material 알루미늄 234 알루미늄 234

평균 알파오염도 234 0

평균 베타오염도 123 100

무게(kg) 123 83

폐기물 인식번호 1
R2PR 0407 

AL001

R2PR 0407 

AL001
무게 60 60

폐기물 인식번호 2
R2PR 0407 

AL002

R2PR 0407 

AL002
무게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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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의 경우

   다) 자료 취합 

   (1) 분석 기간의 분할; 주어진 기간을 월별로 분할

   (2) 자료의 취합

   ○ DDIS>작업일보>상세 작업 내역 및 작업인력 자료에서 주어진 기간 안

에 월별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택 

    ▽ 작업코드가 RC2(측정 작업), DT1, DT2, DT3, DT4 및 DT5(이상 제염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일련번호

    ▽ 이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 인력

   ○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자료에서 검사 일자(또는 제

염 일짜) 가 위 기간 조건에 만족되는 자료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취합. 

    ▽ 자료 일련번호. (해체물 관리 번호): *******-1-xxx

    ▽ 측정일자 : 2004-04-06

    ▽ marking number: 6107-OPS-FE101

    ▽ 알파오염도(Bq/g) : 234

    ▽ 베타오염도(Bq/g) : 123

    ▽ 무게(kg) : 23

   라) 자료의 가공

   ○ DDIS>작업일보>상세 작업 내역 및 작업인력 자료

   ○ 선택된 작업 코드가 RC2, DT1, DT2, DT3, DT4 및 DT5에 해당하는 작

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 인력의 합을 구한다.

   ○ 건수는 위 자료의 수

   ○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자료  

    ▽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자료에는 자료 일련번호가 있으며 이는 

*******-N-XXX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는 해체물 인식 일련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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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N은 제염 차수, XXX는 자료 정리 번호이다. 

    ▽ marking number는 oooo SSS KKxxx와 같이 구성 되어 있다. 여기에서 

oooo는 발생시설, SSS는 해체 대상물의 조건 그리고 KK는 해체물의 화학적 특성

이다. 여기에서 oooo와 KK가 동일하면 하나의 group으로 한다.

    ▽ 무게 란에는 한 group에서 무게의 합을 표시. 한 group의 무게가 0이면 

다음에 계산할 오염도는 무조건 0이 된다. 그리고 건수는 group의 개수로서 오염도

나 무게가 0이어도 개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한다.

    ▽ 평균 오염도는 합(오염도x중량) / 합(중량)이며 무게의 합이 0이면 계산

하지 않고 오염도는 0이다.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계산한다. 이때 오염

도가 MDA등 문자로 되어 있으면 수자로 0으로 취급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 두개의 표(표 3-20 및 표 3-21)를 월별로 완성한다.

   ○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자료 및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가공한 

자료에서 아래의 표를 완성.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수의 자료가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자료는 가로로 정리하여야 한다.

표 3-20 제염 작업 건수 및 제염을 위한 인력 검색 결과 내용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의 경우)

작업 종류 작업코드 건수 인력

분석 RC2

제염 작업

DT2

DT3

DT4

DT5

표 3-21 제염특성 자료 검색 결과 내용

 항  목  예

 자료일련번호  HDP0420  HDP0420
제염회수 1 2
총 건수 34 20
측정일자 2004-04-06 2004-04-09

marking material 알루미늄 234 알루미늄 234
평균 알파오염도 234 0
평균 베타오염도 123 100

무게(kg) 12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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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DW-Decon-2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폐기물 인식번호를 갖는 관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본 폐기물이 어

디에서 유래되었으며 어떤 제염 과정을 거쳐 주어진 폐기물 인식 번호를 갖게 되었

는가를 추적할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폐기물 관련-Trace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15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아래 그림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15. 특정 폐기물 관리 번호 폐기물의 제염 이력 검색 조건 내용 

폐기물 인식번호 자료 일련번호: 검색

   ○ 폐기물 인식번호:  K2AI 0405 FE001

   ○ 연구로 해체의 경우 자료 일련번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하나의 

폐기물 관리 번호에 대하여 여러 번 다른 해체물이 합쳐진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관리를 위한 하나의 인식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환의 경우 이 일련번

호 선택이 없다. 이는 하나의 폐기물 인식번호에 대하여 이 안에 포함되는 모든 해

체물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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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DDIS>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위 폐기물 인식번호를 가

진 자료 중에서 무게 

   ○ DDIS>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자료에서

    ▽ 처리후 폐기물 관리 번호가 위 인식번호인 모든 자료 일련번호 

    ▽ 위에서 취합된 자료 일련번호는 HPDTTTT-N-XXX이라고 표시되는바 

자료일련 번호가 HDPTTTT인 모든 자료에서 다음 data를 취합한다. 이 때 모든 

자료에서 여러 가지의 HDPTTTT 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위 일련번호의 순서대로 

자료를 처리한다. 

      - marking number : 철제 331

      - 대상물 : 철제 드럼

      - 알파 오염도(Bq/g) : 234

      - 베타오염도(Bq/g) :  2345

      - 무게(kg) : 23

 

   (3) 자료의 가공

   ○ 모든 자료 중에서 자료일련 번호 HDPTTTT와 제염 차수 N이 동일한 

자료로서 grouping하며 N이 0이면 0차 제염(미제염), 1이면 1차 제염을 나타낸다. 

최대 N의 값은 9이다.

   ○ 자료일련 번호가 HDPTTTT로 시작되는 모든 data 중에는 반드시 N이 

0인 자료가 있다. 이 자료의 위 취합 data를 marking number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아래 표의 두 번째 column)

    ○ 그 다음 N이 1인 자료를 나열한다. 이 때 이미 제염에 의하여 관리 대

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이 자료에 없으므로 한 자료에 대하여 동일한 marking 

number에 row에 정렬하여야 한다.  

    ○ 관련 작업 번호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이나 두 종류가 있으면 이를 모두 

나타내고 없으면 공란으로 한다.

    ○ 무게 총계는 각 제염된 시료의 무게를 합산하여 나타내며 0차 제염에 

한하여 무게 총계는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이 폐기물 인식번호를 가진 폐기물 

자료에서 무게로 한다. 

    ○ 폐기물 인식 번호가 주어졌다고 하여도 자료 일련번호의 data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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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의 예에서는 1차 제염까지 되어 있으나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 검사

자료에서 주어진 차수까지 나열하여야 한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DW-Decon-2HPD0501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22. 특정 폐기물 관리 번호 폐기물의 제염 이력 검색 결과 내용

자료 

일련번호

marking 

number
대상물

 0 차 제염 1차 제염

알파 베타 무게 알파 베타 무게

HPD0405 철제 331 철재드럼

철제 332

철제 333

철제 334

철제 335

철제 336

무게 총계

측정일자 2004-04-06

측정 작업 일련번호 RP-40521-103

  나. 인력 관리 분야

   1) MP-Contract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각 개인별, 일별 근무 시간 내역과 그에 관한 통계(초과 

근무 시간, 휴일근무 시감 및 미근무 시간 등)를 보여 준다. 이 자료는 정산 자료에

서 각 인원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Man power-Contract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16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 167 -

으로 입력한다.

그림 3-16. 개인별 근무 시간 검색 조건 입력 내용 

작업 일보 작성 기간:                  ~                  해체제염작업 검색작업 일보 작성 기간:                  ~                  해체제염작업 검색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작업의 종류 선택: 해체제염작업 (선택은 해체제염작업, 관리 작업, 전문

가 활용 및 기타 작업으로 할 수 있는데 해체 제염 작업은 개인 인력 코드가 GDM

으로 시작하는 경우이며 관리 작업은 QCM, RPM, WMM, 전문가 활용은 SEM, 기

타는 GEM 으로 시작한다. 변환 시설 해체 즉 ucddis의 경우에는  해체 및 관리 작

업, 전문가 활용 및 기타 작업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전문가 활용은 인력 코

드가 TSM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타 작업은 인력 코드가 RDM은 연구소 인원에만 

해당된다. 그 밖의 모든 인력은 관리 및 해체 제염 작업에 분류된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조건 사항에서 주어진 기간 (분할하지 않음)

   (2) 자료의 취합

   ○ DDIS>작업일보>작업인력확인의 자료에서 위 조건으로 주어진 기간 안에 작

성된 각 개인별 소요 인력 투입 자료. 

   (3) 자료의 가공

   ○ 평일근무는 정상적으로 8시간임. 따라서 이(8시간)보다 많이 근무하 을 

경우에는 정상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되며 나머지 시간은 OT란에 표시되어야 

하고 총 근무 시간에 합산되어야 한다. 

   ○ 미 근무 시간은 평일 근무 시간이 8보다 적은 경우 (8-평일근무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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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계산된 부족 근무 시간의 합을 표시한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 근

무에서는 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 휴일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휴일 등

의 구분은 작업일보 기본자료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업일보를 처음 작성할 때 결정된다.

   ○ 총 근무 시간은 평일근무, OT 및 휴일근무 시간 모두를 합산하여야 한

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1) 제염 해체 작업(GDM으로 시작하는 인력 코드를 가진 인원의 작업 시

간)으로 다음과 같이 총괄표와 상세 내역의 표를 만든다.

   ○ 총괄표: 주어진 기간 안에 각 항목 별로 근무 시간의 합을 표 3-23과 같

이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total이라는 항을 두어 각 항목별로의 합을 구

한다. 

표 3-23 개인별 근무 시간 검색결과 기간 내 총괄표

고윤수 이진종 안진용 total 

GDM-111

근무 총 시간

평일근무

OT

미 근무

 휴일 근무

   ○ 상세내역: 표 3-**와 같이 주어진 기간 안에 각 날짜별로 전체 근무 시

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total이라는 항을 두어 각 날짜별로의 합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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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개인별 근무 시간 검색결과 기간 내 일별 근무 현황 결과 내용

작업일자 구분
고윤수 이진종 안진용 total

GDM-111

2004-01-03 평일

초과

미달

휴일 휴일

   (2) 관리 작업 (방사선 관리, 품질관리, 폐기물 관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의 자료를 취합한다. 

   ○ 총괄표

   ○ 상세내역

   (3) 전문가 활용(SE 작업)

   ○ 총괄표

   ○ 상세내역

   (4) 기타 작업 (시설 유지 관리; GEM에 해당하는 인원)

   ○ 총괄표

   ○ 상세내역

   ○ Excel 파일로 출력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MP-Contract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식

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2) MP-Analysis-1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어느 특정한 분야, 시설 및 WBS No.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근무 시간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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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Man power-Analysis-1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17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

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17. 특정 조건별 인별 투입 현황 (Analysis-1) 검색 조건 내용  

작업코드

1 2 3 4 5 발생기간:                  ~

시설코드

WBS No  

검색주 기 : 월

작업코드

1 2 3 4 5 발생기간:                  ~

시설코드

WBS No  

검색주 기 : 월

작업코드

1 2 3 4 5 발생기간:                  ~

시설코드

WBS No  

검색주 기 : 월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월 (일, 주간, 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작업코드  : RAD 같은 형식으로 총 5개까지 입력 가능하다. 한 분야에

서는 검색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만 입력하면 작업 코드가 D로 시

작되는 것은 모드 포함되며, DE로 시작되면 DEM 등과 같은 DE*와 같은 형식의 

모든 작업 코드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 공란으로 남겨 놓으면 모든 것을 포함한다. 

ucddis에서의 예는 RD11 등이다.

   ○ 시설코드 : K2R-AUX 등과 같은 형식으로 총 5개까지 가능하며 조건의 

입력 방법은 위 작업 코드와 동일하다. 즉 K2R-P라고 하면 K2R-POL, K2R-PIT 

등 K2R-P로 시작하는 모든 시설 코드를 포함한다.  

   ○ WBS No. : K2-12.1 등 총 5개까지 가능하다. 이곳에서도 검색의 범위

를 넓힐수 있다. 즉 K2-12와 같이 표현하면 연구로 2호기해체 작업 중 수조 비 방

사화 콘크리트 해체를 위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 위에서 설명한 조건 중 작업코드, 시설코드 및 WBS No는 1대1로 대응 

되어야 한다. 즉 작업코드에 처음으로 RAD가 주어지는 등 위와 같이 주어 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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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 / K2R-AUX / K2-12.1은 하나의 주어진 조건 set가 된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조건의 set가 5 개이므로 5가지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 변환에서는 C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입력하여 주면 되고 wild letter(여

기에서는 blank)로서 검색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krddis와 동일하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상세작업내역에서 위 조건(작업코드, 시설코드 

및 WBS No)에 맞는 특정한 작업(작업일련번호)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 작업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관하여 DDIS>작업일보>작업인력의 자료에서 해당하는 작

업 인력 시간 자료.

   ○ 선택된 작업 인력 시간을 위 세 가지 조건이 동일한 자료를 하나의 그룹

ㅇ,로 하고 각 그룹별로 인력 투입량을 모두 합산 한다. 이 경우 인력의 개인 코드

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의 자료로서 아래와 표 3-25를 작성한다.

   ○ Excel 파일로 출력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MP-Analysis12005-01-01~2005-03-31[1]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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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특정 조건별 인별 투입 현황 (Analysis-1) 검색 결과 내용

작업 코드 DAD

시설코드 K2R-AUX

WBS No. K2-12.1

시작일 마감일 1 2 3 4 5

02-01-01 04-01-07 23.5

Period-2 12.5

Period-3 18

....

total 109

  3) MP-Analysis-2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어느 특정한 분야 예를 들면 제염해체분야 (GD 분야) 작

업자가 폐기물 관리 분야 (WM 분야)에서 일을 한 경우 이의 인력 이동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Man power-Analysis-2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18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18. 타 분야 투입 인력 현황(Analysis-2) 검색 조건 내용

작업 일보 작성 기간:                  ~                  검색주 기 : 월작업 일보 작성 기간:                  ~                  검색주 기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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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매일, (이 밖에 주간, 월도 선택 가능하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상세작업내역에서 모든 작업의 작업분야, 작업 

코드와 작업 일련번호 및 DDIS>작업일보>작업인력의 자료에서 해당하는 작업 일

련번호의 인력 투입량(근무 시간)의 자료.

   ○ 작업일보 상세 내역의 작업 분야와 작업 코드 별로 자료의 정리한다. 즉 

작업분야의 코드와 작업 분야에서의 코드가 동일한 작업을 하나의 group으로 하고 

동일 group에서의 인력 투입량을 정해진 기간에 합산한다. 예를 들면 작업 일련번

호 GD-40204-107의 작업코드가 WSS (이 코드의 작업 분야 코드는 WM이다)이면 

이 작업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인력 소요 자료는 기간(2)-GD-WM의 group에 속하게 

되고 같은 group의 인력을 모두 합산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작업 일련번호의 분야 GD는 row에 작업코드의 WM(중간 분류)은 

column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표 3-26을 작성한다. 여기에서 작업 코드

의 종류는 RP, GD, GE, WM, QC, SE 및 CO로서 작업분야에 비하여 공통분야 CO

가 더 있다.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의 ucddis에서는 작업 분야가 DC, DT, RC, WR, 

QL 및 TS로서 작업 코드에는 MR이 더 있다. 이들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코드 관

리를 참조하여야 한다.

   ○ 이 표는 분할된 분석 기간 별로 하나씩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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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타 분야 투입 인력 현황(Analysis-2) 검색 결과 내용 

        기간; 2004-01-01 to 2004-01-31

작업분야 RP GD GE WM QC SE

RP

GD

GE

WM

QC

SE

CO

total

   ○ Excel 파일로 출력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MP-Analysis12005-01-01~2005-03-31[2]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4) MP-Analysis-3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어느 특정한 작업 예를 들면 수조 차폐 콘크리트 hunch 부

분 절단 작업 (작업 일련번호; GD-50524-107)이 언제 시작하여 언제 마무리 되었

으며 각 주간 별로 그 연결 작업을 위한 인력은 얼마나 소요 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또 주어진 작업과 관련된 작업 예를 들면 수조 차폐 콘크리트 hunch 부분 절

단 작업에서 작업자 주변의 방사선 안전 관리 작업 (작업 일련번호; RP-50524-104)

에 소요된 인력을 분야 별로 분석할 수 있다. 이로부터 한 작업에 관련된 모든 소

요 인력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Man power-Analysis-2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 3-19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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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19. 특정 작업별 투입 인력 현황(Analysis-3) 검색 조건 내용

작업 일보 작성 기간:                  ~                  검색작업일련번호 :작업 일보 작성 기간:                  ~                  검색작업일련번호 :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작업 일련번호 ; GD-40221-001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

   ○ 작업 일련번호에서 유추되는 날자와 그 전후를 주간으로 분할한다. 위의 

예를 보면 기준일은 2004년 2월 21일로서 이전은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2월 

8일부터 2월14일,,, 등, 등으로 1월 1일까지, 이후는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등, 등

으로  3월 1일까지 등으로 분할한다.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상세작업내역에서 해당되는 작업 일련번호에 

해당되는 인력의 근무 시간 또는 그 합(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을 아래 표로 작성.

   ○ GD-40221-101과 2004년 2월 21일 수행된 작업 중 GD-40221-101와 관련

작업으로 정의된 모든 다른 작업번호를 선택하고 이 작업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인

력 투입량의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작업 분야 (GD, WN, ....)별로 합산한다. 예를 

들면 WM-40221-105는 GD-40221-101의 관련 작업이면 이에 해당하는 작업 인력 

소요는 2월 21일WM에 합산된다. 이와 같은 관련 작업번호는 작업일보의 “관련작

업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D-40221-101은  GD-40220-101의 연속 작업이며 이는 GD-40219-103

의 연속 작업일 수 있으며 따라서 주어진 작업 일련번호 GD-40221-101은 이전에 

수행된 이들 작업 번호의 연속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전에 수행된 

모든 작업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모든 작업 시간의 합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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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기간을 위에서 주어진 시간 시작 일에서 종료일까지 위와 같이 분할된 기

간으로 수행한다. 

   ○ 또 주어진 작업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그 다음날 GD-40222-101의 

작업으로 연속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이후에 연속되는 작업도 그 이전의 작업 소요 

인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 표3-27과 같이 완성 시킨다.

   ○ 아래 자료의 배열순서는 작업 상세내역의 순서대로 하되 (3)번의 조건에 

주어진 일련번호의 분야를 제일 먼저 배열한다.

   ○ 위 표는 인력의 합이기 때문에 그 전후의 일별로 그 연결 작업이 있는지

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excel key 부근에 연결 작업 목록

을 클릭하면 연결 작업과 관련 작업의 목록이 나타난다. 여기서 푸른색은 주어진 

작업이며 초록색은 연결 작업이다. 

표 3-27 특정 작업별 투입 인력 현황(Analysis-3) 검색 결과 내용

작업분야
그 이전

2월 21일
 그 이후

2주 1주 1주 2주

GD

GE

RP

WM

QC

SE

   ○ Excel 파일로 출력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MP-Analysis3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

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5) MP-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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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어느 특정한 인원 또는 인원집단의 근무 분야를 분석할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Man power-Individual을 선택하면 아

래 그림 3-20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

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20. 각 개인별 작업 내용 현황(Individual) 검색 조건 내용

1 2 3 4 5 검색기간:                  ~

인력코드 검색주 기 : 월

1 2 3 4 5 검색기간:                  ~

인력코드 검색주 기 : 월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월 (일, 주간, 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작업코드  : GDM-101 같은 형식으로 총 5개까지 입력 가능하다. 한 분

야에서는 검색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GDM만 입력하면 인력 코드가 

GDM으로 시작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DDIS>작업일보>작업인력의 자료에서 해당하는 인력의 투입이 있는 작

업 일련번호 및 작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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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상세작업내역에서 위에서 선택된 작업 일련번

호의 작업 코드.

   ○ 주어진 인원에 대하여 작업 코드 별로 작업 시간을 합한다. 주어진 인력

에 관한 조건이 인원의 그룹이면 이 작업 시간들을 동일한 group에서 모두 합산한

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와 같은 표를 완성 시킨다.

   ○ 아래 표는 분석 주기에 따라 하나씩 만든다.

표 3-28 각 개인별 작업 내용 현황(Individual) 검색 결과 내용

         기간; 2004-01-01 to 2004-03-31

작업코드 GDM-101

DAC

WLE

WR32

RD12

total

   ○ Excel 파일로 출력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MP-Individual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

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다. 방사선 방호(Radiation Protection; RP) 관련 분야

   1) RP-radi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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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작업자별 기간별 피폭량의 분석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RP 관련-Radiation-1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21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그림 3-21. 각 개인별 피폭량 자료 검색 조건 내용 

작업기간:                  ~ 주기: 검색

인력 {                                                             }    선택 선택 선택 작업분야:                     선택

분석자료: AID 인력: 인력

선택 선택

작업기간:                  ~ 주기: 검색

인력 {                                                             }    선택선택 선택선택 선택선택 작업분야:                     선택

분석자료: AID 인력: 인력

선택선택 선택선택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주간, (월, 매일 등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체 주기의 개수가 

60 이내이다)

   ○ 인력: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인력;  인력코드  GDM-112  등으로 다섯 사람까지 가능

    (나) 작업 분야; GD

    (다) 전체; 

   이와 같은 선택은 위창에서 인력을 선택하면 두 번 째 줄에 인력이 활성화 

되고, 분야를 선택하면 두 번 째 줄에 작업 분야가 활성화됨으로 이에 따라 선택하

면 조건이 입력된다. 이 때 반드시 인력은 코드로서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력

의 오류를 최소화하며 동일한 인력이라도 다른 코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석 자료 : AID (또는 TLD, Others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피

폭량의 측정 방법의 선택이지만 AID 자료는 매일, TLD는 분기별 그리고 기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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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등의 자료이므로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입력 도중에 작업 기간 중에 근무한 작업자에 한하여 분석을 하기 때문

에 작업 기간을 선택하면 화면이 변경된다. 이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수초 소요

될 수 있으며 화면이 바뀌기 전에 다른 자료를 입력하면 프로그람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log-out 하 다가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주어진 조건 동안에 인력 코드에 등록한 인원 중에서 작업 분야가 GD, 

GE, QC, RP, WM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로의 경우 전문가 활

용 등은 생략하며 변환 시설의 해체의 경우에는 DC, DT, QL, RC, TS, WR이다.) 

즉 GD를 선택한 경우 인력 코드가 GDM으로 시작하는 인원 모두가 대상이 된다.

   ○ 인력을 선택하면 다섯 명의 인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들만이 선택의 

대상이 된다.

   ○ DDIS>작업일보>피폭인력 자료중 위에서 정의한 주기 동안 위 인원의 

조건에 맞는 모든 작업자의 피폭량인 AID, TLD, Others 중 지정한 하나의 자료를 

취합한다.

   ○ 위에서 정의한 주기 동안 위에서 정의한 대상 인원의 조건에 맞는 모든 

작업자의 작업 시간

   ○ 평균치의 계산; 여기서의 평균치라는 것은 하루에 받은 피폭의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동 기간에 주어진 모든 피폭량을 더하고 이를 총 작업일의 

근무 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한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분석 주기가 매일 또는 주

간이라고 하여도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으며 주기 동안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주기 

내에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치를 0으로 하여야 한다. 

   ○ 마지막 column의 종합란의 합계는 앞에 열거된 작업자의 총합이며 평균

은 앞의 총합을 작업자 수로 나누어 준다. 

   ○ 마지막 줄의 total은 위 기간의 total을 의미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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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와 같은 표 3-29를 완성 시킨다.

표 3-29 각 개인별 피폭량 자료 검색 조건 내용 

기간

이름 1 이름 2.... 종합

피폭

합계

근무

시간
평균

피폭

합계

근무

시간
평균

1

2

3

4

5

6

total

   ○ Excel 파일로 출력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RP-Radiation-12005-01-01~2005-03-31[1]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2) RP-radiation-2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작업자별 기간별 피폭량을 주어진 특별한 작업의 조건에 따라서 grouping하

여 분석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간 중에 해체 작업 분야에 해당하는 인원이 WBS 

12.1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해체 작업 동안 받은 피폭을 분석하고 이를 전 작업자의 

평균치와 비교 검토할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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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RP 관련-Radiation-2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22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그림 3-22. 특정 조건의 작업 조건에서 작업자의 피폭량 검색 조건 내용  

WBS No.  

1 2 3 발생기간:                  ~

작업분야 검색주 기 : 월 분석자료 : AID

WBS No.  

1 2 3 발생기간:                  ~

작업분야 검색주 기 : 월 분석자료 : AID

   ○ 기간 시작일:  2004. 1. 1. 

   ○ 기간 종료일:  2004. 3. 31. 

   ○ 분석 주기  주간 (월, 매일 전체 주기의 개수가 60 이내이다)

   ○ WBS number : K2-12.3 (또는  K2-12등과 같이 입력하여 검색의 범위

를 넓힐 수 있다. 즉 이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 WBS No.를 K2-를 입력하면 모든 

연구로 2호기 작업 전부를 나타낸다. 또 K2-12.이면 비방사화 콘크리트 해체 전부

를 나타낸다. 이 경우 입력하지 않으면 모두를 의미한다.)

   ○ 작업 분야 : GD (작업 분야이지 각개의 작업 코드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 위 두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은 1대 1로 set를 이루어야 한

다. 

   ○ 분석 자료 : AID (또는 TLD, Others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의

미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전체 자료; 주어진 주간 내에서 모든 작업자의 근무 시간과 피폭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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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반드시 하나의 근무시간 자료에 대하여 하나의 피폭량 자료(그 값이 0이라고 하

여도)가 대응되어야 한다.

   ○ 조건 자료; 위의 조건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서 

    ▽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상세작업내역에서 위 두 가지 조건(작업 분

야, WBS No.)이 만족하는 작업 일련번호 

    ▽ DDIS>작업일보>작업인력의 자료에서 위에서 선택한 작업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인원과 작업 시간

    ▽ DDIS>작업일보>피폭인력 자료중 위 작업 인력에서 선택된 작업자의 

피폭량인 AID, TLD, Others 중 지정한 하나의 자료

   ○ 선택된 자료 중에서 전체자료는 전체자료대로 또 조건 자료는 조건 자료

대로 각각의 작업자의 피폭량의 합 및 이들의 작업시간의 합을 구한다.

   ○ 여기에서 평균은 합계를 더한 작업일의 근무 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한 

것으로 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와 같은 표 3-30을 완성 시킨다. 여기에서 주기 내 평균이라 함은 전

체 자료를 의미하며 다음의 column에는 조건 자료에서의 값을 표시한다.

   ○ Excel 파일로 출력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RP-Radiation22005-01-01~2005-03-31[1]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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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특정 조건의 작업 조건에서 작업자의 피폭량 검색 결과 내용

기간
주기 내 평균 K2-12.3 (GD)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1

2

3

4

5

6

total

   3) RP-Surveil/RP-Ventil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여기에서는 연구로 해체와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의 경우가 매우 상이하여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분석하고자 하 으며 각각에 대하여 설명한다. Surveil은 연구

로 1,2 호기 해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선량계 (또는 이동식 선량계, 측정 위

치가 일정한 것이 좋을 것임)에 의하여 측정되는 감마 선량율과 stack 감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Ventil은 우라늄 변환 시설에서 stack 감시 자료만을 분석하

기 위한 것이다.

A. SURVEIL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RP 관련-Radiation-2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23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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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연구로 1,2호기 고정 선량계 측정 결과 검색 조건 내용 

발생기간:             ~ 검색주기:                                            월 고정선량계 종류:                                            원자로 2호기 WBS No.                             발생기간:             ~ 검색주기:                                            월 고정선량계 종류:                                            원자로 2호기 WBS No.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매일 (주간, 월 등도 가능하며전체 주기의 개수가 60이내이

다.)

   ○ 고정 선량계 종류 : 원자로 2호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자로

1호기 및 stack이다.

   ○ WBS number : K2-12.1 여기에는 앞에서와 같이 K2-12. 등과 같은 검

색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K2-12.으로 시작되는 모든 WBS No.을 의

미한다. 그리고 공란으로 남겨두면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연구로 2호기를 선택하면 고정 선량계의 종류가 원자로2호기 이며 코드

로서 1000(기타코드>고정선량계 종류 코드), 연구로 1호기를 선택하면 고정 선량계

의 종류가 원자로1호기 이며 코드로서 2000,이 되며 stack을 선택하면 코드로서는 

4000이 된다.

   ○ 위에서 선택한 고정 선량계의 종류 코드가 1000이나 2000에 즉 원자로 2

호기나 원자로 1호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DDIS>작업일보>고정 선량계 자료에서 위

에서 지정한 고정 선량계의 종류에 맞는 고정 선량계 코드와 측정값을 선택한다. 

   ○ 동일한 고정 선량계에서 측정값을 주어진 분석 주기 동안 모두 더한다. 

이 값을 작업일수로 나눈 결과를 평균값이라고 정의한다. 분석 주기가 매일 또는 

주간이라고 하여도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료

를 더한 날짜 수로 나누어 주어야 하며 주기 동안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평균치를 0으로 하여야 한다. 

   ○ 위에서 선택한 고정 선량계의 종류 코드가 1000인 경우는 고정 선량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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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 monitor임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선택하여야 한다.

    ▽ DDIS>작업일보>고정 선량계 stack 고정 선량계 코드(STA-K1 및 

STA-K2 두 개뿐이다)와 측정치(A) 

    ▽ DDIS>작업일보>기체 배출물 관리 자료에서 팬 종류와 처리량

   ○ 기체 배출물 자료에서 시설 팬 위치 코드가 동일한 팬에 대하여 처리량

을 모두 더한다(B). 이 값은 각 연구로에서 1일 처리(배출)한 총 공기의 양이 된다. 

이 때 팬 위치 코드는 1000(연구로 2호기) 및 2000(연구로 1호기) 두 개뿐이다.

   ○ 선량계 코드가 STA-K1인 선량계의 측정값과 팬 위치 코드가 2000인 팬

들에 대하여 배출 총 공기량(B)의 값을 곱한다(C)

   ○ 주어진 분석 주기 내에서 합계는 C를 모두 더한 값(C1)이 되며 평균치는 

앞에서 구한 총계(C1)값을 B의 합의 값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서도 B의 총계 값

이 0이면 평균값은 무조건 0이 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와 같은 표 3-31을 완성 시킨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

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RP-Surveil2005-01-01~2005-03-31[1]과 같은 형

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31 연구로 1,2호기 고정 선량계 측정 결과 검색 조건 내용 

기간
K2R-UP

합계 평균

1

2

3

4

5

6

total

B. VE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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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RP 관련-Radiation-2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24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그림 3-24 변환 시설의 배기구(stack) 감시기 측정 검색 조건 내용

발생기간:             ~ 검색주기:                                            월발생기간:             ~ 검색주기:                                            월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매일 (주간, 월 등도 가능하며 전체 주기의 개수가 60이내이

다.)

변환 시설의 경우 고정 선량계가 stack 밖에 없으므로 다른 선택 사항은 필요

하지 않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DDIS>작업일보>고정 선량계 자료에서 stack의 배기가스 방사능 농도 

자료 

    ○ DDIS>작업일보>기체 유출물 관리에서 기체 배출량 기간 내 합

    ○ 여기에서 합계는 방사능 농도 자료 x 총기체 배출량의 합이며 평균은 

합계를 총 작업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에 매일 또는 주간이라고 하여도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기 동안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치

를 0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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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와 같은 표를 완성 시킨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

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RP-Surveil2005-01-01~2005-03-31[1]과 같은 형

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32 변환 시설의 배기구(stack) 감시기 측정 검색 조건 내용 

기간
stack

합계 평균 총 기체 배출량

1

2

3

total

   4) RP-Decon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장 내 몇 개 장소의 방사선량율과 오염도를 분석한

다.  

A. 연구로의 경우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RP 관련-Radiation-2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25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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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연구로 시설내 오염 관리 결과 검색 조건 내용

측정위치

1 2 3 4 5 측정기간:                  ~

검색주 기 : 월측정위치

1 2 3 4 5 측정기간:                  ~

검색주 기 : 월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매일, ( 주간, 월 등도 선택 할 수 있으며 전체 주기의 개수

가 60이내이다)

   ○ 표면 오염도 측정 위치 : K2A-WER (시설 코드로서 전체 5개 까지 입

력할 수 있으며 K2A 등과 같이 검색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DDIS>참고자료>표면오염도 방사선량율 자료에서 측정 일자가 위에서 

정의한 분석 기간에 합당하고 시설코드가 위 (4)의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 자료

    ▽ 선량율(μSv/h) : 0.234

    ▽ 알파 오염도(Bq/g) : 234

    ▽ 베타오염도(Bq/g) :  2345

   ○ 합계는 선택된 자료의 모든 알파 또는 베타 오염도의 총 합

   ○ 평균은 이를 총 자료의 수로 나눈 값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와 같은 표 3-33을 완성 시킨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RP-Decon2005-01-01~2005-03-31[1]과 같은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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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33 연구로 시설내 오염 관리 결과 검색 결과 내용

기간

K2R-WER

선량율

uSv/hr

알파오염

도

Bq/m2

베타오염

도

Bq/m2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B. 변환 시설의 경우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RP 관련-Radiation-2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26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그림 3-26 변환시설 내 오염도 및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 검색 조건 내용

측정위치

1 2 3 4 5 측정기간:                       ~

검색주 기 : 월 분석자료 :방사측정위치

1 2 3 4 5 측정기간:                       ~

검색주 기 : 월 분석자료 :방사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매일, ( 주간, 월 등도 선택 할 수 있으며 전체 주기의 개수

가 60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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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면 오염도 측정 위치 : K2A-WER (시설 코드로서 전체 5개 까지 입

력할 수 있으며 K2A 등과 같이 검색 범위를 넓힐 수 있다.)

   ○ 이상은 위 연구로의 경우와 동일하다.

   ○ 분석 자료의 선택이 하나 더 있으며 여기에서는 방사선량율과 오염도를 

공기 오염도를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방사선량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어떤 시설의 

한 지점(시설 코드로서 나타남)에서의 방사선량율과 그 부근의 표면 오염도를 나타

내며 공기 오염도를 선택하는 경우 주어진 점에서의 공기중방사선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상당히 다름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DDIS>참고자료>표면오염도 방사선량율 자료에서 측정 일자가 위에서 

정의한 분석 기간에 합당하고 시설코드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 자료

   ○ 분석 자료를 선량율로 선택한 경우

    ▽ 선량율(μSv/h) : 0.234

    ▽ 알파 오염도(Bq/g) : 234

    ▽ 베타오염도(Bq/g) :  2345

   ○ 분석 자료를 오염도로 선택한 경우

    ▽ 알파 오염도(Bq/g) : 0.34

    ▽ 베타오염도(Bq/g) :  0.455

   ○ 합계는 선택된 자료의 모든 알파 또는 베타 오염도의 총 합

   ○ 평균은 이를 총 자료의 수로 나눈 값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선량율을 선택한 경우 연구로의 경우와 동일한 표인 아래 표3-34를 완성

한다. 그러나 오염도를 선택한 경우 아래 표 3-35와 같은 표를 완성 시킨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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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RP-Decon2005-01-01~2005-03-31[1]과 같은 형식으

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34 변환시설 내 오염도 측정 결과 검색 결과 내용

기간

K2R-WER

선량율

uSv/hr

알파오염도

Bq/m2

베타오염도

Bq/m2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표 3-35 변환시설 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 검색 결과 내용

기간

K2R-WER
알파오염농도

Bq/m3

베타오염농도

Bq/m3

합계 평균 합계 평균

   4) RP-Analysis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작업자의 피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이 피폭량의 변화는 주어진 날

짜를 기준으로 일주일을 단계로 수행되며 이 주간에 행하여진 해체 작업과 비교 검

토하면 업무와 피폭량간에 상호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RP 관련-Radiation-2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 3-27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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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력한다.

그림 3-27. 작업자의 피폭량 변화 검색 조건 내용 

인원

1 2 3 분석 기준일

WBS No.  

검색

인원

1 2 3 분석 기준일

WBS No.  

검색

   ○ 분석기준일 :  2004. 5. 1. 

   ○ 인원 : GDM-112 (세 사람까지 가능하며 인력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코

드로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검색 범위의 확장이 가능하다.) 

   ○ WBS number : K2-12.1 (세 개까지 가능하며 이곳에서도 검색 범위의 

확장이 가능하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 설정; 분석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5일 (작업 일보가 작성되

지 않는 날 제외) 그 이전에는 5 주(이때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지 않은 날도 포함하

며 기준일은 4월 25일이 될 것임) 

   (2) 자료의 선정 및 가공

   ○ DDIS>작업일보>피폭인력 중에서 위조건 (2)에 주어진 인원의 AID 피폭

치 합

   ○ 그 날짜의 작업 상세 내역 중에 WBS number가 위 조건에서 주어진 번

호가 있으면 그날은 전부 자료 취합한다. 해당되는 WBS number가 없어도 날자로

는 계산한다. 그러나 피폭치는 0이 된다.

   ○ 주간의 피폭은 피폭치의 합을 (작업 일수x인원수)로 나눈 값으로 하고 일

주일동안 하루도 주어진 WBS number가 없는 경우 이는 0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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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아래와 같은 표 3-36을 완성 시킨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성

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RP-Analysis2005-01-01~2005-03-31[1]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36 작업자의 피폭량 변화 검색 결과 내용

기간

이진종 

(GDM-112)
GD분야 total

WBS-number K2-12.1 K2-12.*

피폭 추세

5월 1일

4월 30일

4월 29일

4월 27일

4월 26일

1 주전

2

3

4

5

  5) RP-Expectation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작업자의 피폭량과 작업허가서의 피폭 예상치를 비교할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RP 관련-Radiation-2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28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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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실제 피폭량과 예상치의 비교 결과 검색 조건 내용

WBS No: 검색WBS No: 검색

   ○ WBS number : K2-12.**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 설정; 아래 자료 선정 및 가공 참조

   (2) 자료의 선정 및 가공

A. 예상 피폭치

   ○ 자료 선정 ;  DDIS>참고자료>작업허가서 자료에서 위에 주어진 WBS 

number와 일치하는 자료 중에서

    ▽ 허가 시작일

    ▽ 허가 마감일

    ▽ 작업자 (A)

    ▽ 예상 피폭치

   ○ 위에서 얻은 값이 예상 피폭치이다.

B. 실제 피폭치

   ○ DDIS>작업일보>작업상세 내역 중에 WBS number 중에 위 조건에서 주

어진 WBS number와 동일한 번호가 있으면 그날은 자료의 선택 대상이 된다. (주

어진 기간에서도 그날 WBS number가 없으면 고려 대상에서 제외) ]

   ○ 이렇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업 일에 작성된 DDIS>작업일보>작업

상세 내역 자료에서 선정된 작업자(A)들이 작업코드가 RAD, RAW, RMS, DEI, 

DEM, DAP, DAC, DAD, DMU, WEI, WEM, WFM, WSS, WSD, WLD, WSP, 

QCR, QCD, QCW 중 하나인 작업에 참여하 으면 그 작업자가 이들 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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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자료를 합산(B)한다. 우라늄 변환 시설인 경우 DT1~DT5, DC1~DC5, 

WR1~WR6, RC1~RC4, QL30,QL31에 국한된다.

   ○ 동일한 작업 일에 위에서 선정된 작업자(A)들의 피폭량(C)을 피폭량을 

DDIS>작업일보>피폭관리 자료에서 AID자료로 선택한다. 그리고 위 시간 합산 자

료와 피폭량(C)를 곱한다. 

   ○ 위 곱한 값을 분석 기간 동안에 총 합계를 구하는데 이것이 실제 피폭치

이다. 분석 기간은 위 허가 시작 일에서 허가 마감일까지 주간 단위로 한다. 만일 

마감일이 미래의 일자이면 작업 일보가 작성된 날까지 분석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정의한 예상 피폭 값과 실제 값의 비교 자료를 아래와 같은 표3-37로

서 나타낸다.

   ○ 동일한 WBS number에 어려개의 작업허가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작업 허가서에 대하여 아래 표를 만들어야 한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RP-Expectation2005-01-01~2005-03-31[1]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37 실제 피폭량과 예상치의 비교 결과 검색 결과 내용

기간

이진종 

(GDM-112)

WBS-number K2-12.1 K2-12.*

예상치

uSv 

실제치

uSv

  라. 예산 집행 관리 분야

  1) BG-Data-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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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료 가공의 목적

    해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된 예산 내용을 총괄표 형식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총괄표의 분류는 원가분류로 나타내어지는데 원가분류 방법은 두 가

지가 있다. 하나는 연구소가 연구비 집행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소 방법대로 분류한 

것이며 하나는 두 사업을 집행하는 동안 사업의 원가 계산을 위하여 본 사업팀에서 

분류한 방법으로 이 분류법은 코드 관리를 참조하면 된다. 본 자료 검색란 BG-data  

-over에서는 후자의 분류 방법 즉 사업 내 분류법에 의한 것이며 연구소 분류법에 

의한 분석은 BG-data-kaeri에서 수행할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예산 집행 관련-Data-over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 3-29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29. 예산 집행 내용(BG-data-over) 검색 조건 내용

결의기간:                  ~ 예산항목(대분류): 전체 검색결의기간:                  ~ 예산항목(대분류): 전체 검색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예산항목 : 전체 (또는 1000, 2000 등 중분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자료 분석 기간 ; 기간 시작 일부터 종료일까지이며 분석 주기로는 나누

지 않는다.

   (2) 자료의 선택 및 가공

   ○ DDIS>참고자료>예산집행자료에서 예산 집행 결의 일자가 위 조건의 기

간 동안에 있는 경우 예산 집행 금액을 원가 분류 코드별로 계정번호별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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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합계 량을 다음과 같은 표 3-39를 완성한다. 

   ○ 이때 전체를 선택하면 검색 결과가 예산 관련 코드의 모든 중분류 포함

하여 나타내어지며 중분류를 선택하면 본 중분류 안에 세분류를 종류별로 나타낸

다.

   ○ row의 527001 등은 계정 번호를 나타낸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은 표 3-38로서 나타낸다. 여기에서 나타

나는 계정 번호는 검색 결과에 나타내어지는 모든 계정번호 만를 포함한다. 에를 

들면 계정 번호가 1998년에 만들어져 2000년에 소멸되었다고 할 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검색하면 본 계정번호는 검색되어 지지 않는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BG-over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38 예산 집행 내용(BG-data-over) 검색 결과 내용

중분류

세분류
527001 527002 527003 527004 527006 합계

인건비(1100)

1200

1300

  2) BG-Data-detail

   가) 자료 가공의 목적

    해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된 예산내용의 자세한 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 예산 분류법이 중분류 이상이면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 관리가 사실상 불가

능하게 됨으로 검색의 폭을 세분류에 한정 시켰다.

   나) 입력(조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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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예산 집행 관련-Data-detail을 선택하

면 아래 그림 3-30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

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30. 예산 집행 내용(BG-data-detail) 검색 조건 내용

결의기간:                  ~ 예산항목(세분류): 1100 검색결의기간:                  ~ 예산항목(세분류): 1100 검색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C 예산 항목 : 3310 (세분류)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자료 분석 기간 ; 기간 시작 일부터 종료일까지

   (2) 자료의 선택 및 가공

   ○ DDIS>참고자료>예산집행자료에서 예산 집행 결의 일자가 위 조건의 전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 세분류 3310으로 집행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선택

   라)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은 표 3-39로서 나타낸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BG-detail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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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예산 집행 내용(BG-data-detail) 검색 결과 내용

결의 일자 계정번호 대변 차변 적요 세부 적요

  3) BG-Data-change

   가) 자료 가공의 목적

    해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검색조건에 주어진 항목

만을 선택하여 집행의 변화량을 표시한다. 내용상으로 BG-data-over와 별 차이는 

없으나 변화량의 관점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자료의 2차 가공의 수고를 덜어 준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예산 집행 관련-Data-over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 3-31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31. 집행 예산 변화 추세 검색 조건 내용

예산항목

1 2 3 4 5 결의기간:                  ~

계정번호
검색주 기 : 월

예산항목

1 2 3 4 5 결의기간:                  ~

계정번호
검색주 기 : 월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매일, (주간, 월 등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체 주기의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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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내이어야 한다)

   ○ 항목 : 2140 (다음중 하나로 표시될 수 있으며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검색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에 2를 입력하면 

원가 분류 코드가 2로 시작되는 모든 결의 항목은 검색되어 합산된다.)

   ○ 계정번호 : 527001 (여기에서도 검색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에 527를 입력하면 계정 번호가 527로 시작되는 모든 결의 항목은 검색되어 합

산된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취합 및 가공

    ○ DDIS>참고자료>예산집행 자료에서 예산 집행 결의 일자가 위에서 정

의한 분석 기간에 합당하고 예산 집행 분류 코드가 위 항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

정번호가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예산 집행액의 총합.

   라)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아래의 표 3-40과 같은 내용의 표로서 나타낸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BG-change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식으

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40 집행 예산 변화 추세 검색 조건 내용

자료 분석 

주기

2310 2000 4420 4000 전부

5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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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G-Data-over-kaeri

   가) 자료 가공의 목적

    해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된 예산의 총괄표를 예산 집행 분류 코드

를 연구소의 기준으로 정리한다. 다만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예산의 내용이 시

설비이기 때문에 dUsrnth의 분류 기준이 없이 모두 000이므로 이 검색에 의한 자

료의 추력은 무의미하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예산 집행 관련-Data-over-kaeri를 선

택하면 아래 그림 3-22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

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그림 3-32. 예산 집행 내용(BG-data-kaeri) 검색 조건 내용

결의기간:                  ~ 예산항목(대분류): 전체 검색결의기간:                  ~ 예산항목(대분류): 전체 검색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예산항목 : 전체 (또는 100, 200 등 중분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자료 분석 기간 ; 기간 시작 일부터 종료일까지이며 분석 주기로는 나누

지 않는다.

   (2) 자료의 선택 및 가공

   ○ DDIS>참고자료>예산집행자료에서 예산 집행 결의 일자가 위 조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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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 예산 집행 금액을 원가 코드별로 계정번호별로 정리하여 

터 다음과 같은 표를 완성. 원가 코드는 세자리 수로되어 있으며 첫 자리 수가 대

분류 두 번째 자리가 중분류 및 마지막 자리가 세분류이다.

   ○ 이때 전체를 선택하면 예산 관련 코드의 모든 중분류 포함하고 중분류를 

선택하면 본 대분류 안에 세분류를 종류별로 나타낸다.

   ○ row의 527001 등은 계정 번호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은 표 3-41로서 나타낸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BG-overkaeri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식

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41 예산 집행 내용(BG-data-kaeri) 검색 결과 내용

중분류

세분류
527001 527002 527003 527004 527006 합계

인건비(1100)

1200

1300

  마. 기타 관리 분야

  1)  EQ-utilization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정의된 장비가 얼마나 활용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

이다. 

   나) 입력(조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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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기타-Eq-utilization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 3-33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한다.

그림 3-33 장비 활용도 검색 조건 내용 

장 비

1 2 3 4 5 검색기간:                  ~

WBS No.  
검색주 기 : 월

장 비

1 2 3 4 5 검색기간:                  ~

WBS No.  
검색주 기 : 월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매일 (주간, 월 등으로도 입력할 수 있으며 전체 주기의 개

수가 60이내이어야 한다)

   ○ 장비 : DCA-101 등과 같이 장비 코드 중 하나로 표시될 수 있으며 5개

까지 지정할 수 있다.

   ○ WBS number; K2-14.1 (여기에서도 검색의 확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K2-14. 와 같이 입력하면 WBS number가 K2-14.로 시작하는 모든 작업을 나타내

면 입력하지 않으면 전체를 의미한다.)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선택 및 가공

   ○ 위에서 정의한 주기 동안 작성된 DDIS>작업일보>상세 작업 내역 중에

서 위 장비의 사용이 있는 경우로서 WBS number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작업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작업 인력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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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은 표 3-42로서 나타낸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BG-Equtilization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

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42 장비 활용도 검색 결과 내용

자료 분석 

주기

DCA-101

건수 시간

1

2

3

4

  2)  EQ-maintain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정의된 장비가 어떤 고장이 있었으며 그 유지 보수를 위

하여 투입된 인력의 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체 장치 또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투입 인력도 함께 분석된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기타-Eq-maintain을 선택하면 아래 그

림 3-34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

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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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장비의 유지보수 내용 검색 조건 

작업기간:                  ~ 검색작업기간:                  ~ 검색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자료 분석 기간 ; 기간 시작 일부터 종료일까지

   (2) 자료의 선택 및 가공

   ○ DDIS>작업일보>작업 상세내역에서 작업코드가 REM, DEM, DEI, WEI, 

WEM, QEM인 경우 소요 인력을 포함하여 다음 표를 완성. 우라늄 변환 시설 해체

의 경우에는 DC11, RC40 및 RC41 등이나 이는 계약사들의 역무가 아니고 연구소

의 역무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 내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은 표로서 나타낸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BG-Equtilization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

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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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장비의 유지보수 내용 검색 조건

일자 작업코드 소요 인력 상세 내역

  3)  PR-analysis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내에 주간 또는 매일 어떤 WBS No.의 작업 들이 수행되었는

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

면 그중 U1-4.2의 작업이 어느 주간에 수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수행

된 작업이 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또는 수행된 시기 및 기간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작업의 진행 상황 예정 공정과의 비교 등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기타-PR-analysis을 선택하면 아래 그

림 3-35와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

로 입력한다.

그림 3-35. 해체 작업 일정 검색 조건 

작업기간:                  ~ 주기: 월 검색작업기간:                  ~ 주기: 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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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분석 주기 : 매일 (또는 주간)

   다) 자료 취합 및 가공 

   (1) 분석 기간의 분할 ; 위 DW-Amount-1과 동일

   (2). 자료의 선택 및 가공

   ○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상세작업내역에서 작업 일짜와 WBS No. 

(WBS No.는 요구 기간 중 나타나는 모든 WBS number)

   ○ 주간의 경우 하루라도 이 WBS number하에서 수행한 작업이 나타나면 

O 없으면 공란

   라) 가공 자료의 출력

   ○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은 표 3-44로서 나타낸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BG-Equtilization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

식으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44 해체 작업 일정 검색 결과

U1

1.0

U1

1.1

2005-01-01 2005-01-07 o

2005-01-08 2005-01-14 o

2005-01-15 2005-01-21 o o

o

o

o

  4)  PR-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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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료 가공의 목적

   주어진 기간 동안의 훈련 및 교육 상황을 단순한 list로 보여 준다.

   나) 입력(조건) 사항

   그림 3-5의 가공 출력 종류 칼럼에서 기타-PR-analysis을 선택하면 아래 그

림 3-36과 같은 검색 조건을 묻는 창이 나타나며 이들 각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

로 입력한다.

그림 3-36. 교육 훈련 내용 검색 조건 

작업기간:                  ~ 작업분야: CEE 검색작업기간:                  ~ 작업분야: CEE 검색

   ○ 기간 시작일 :  2004. 1. 1. 

   ○ 기간 종료일 :  2004. 3. 31. 

   ○ 작업 분야 ; 교육 또는 훈련이 실시된 분야를 지정한다. 그러나 연구로의 

경우와 변환 시설의 해체 경우가 약간 상이하다. 즉 연구로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CEE(외부 교육) 및 CEI(내부 교육)인데 비하여 우라늄 변환 시설의 경우 

DC60, DT60, QL40, RC60 , RM60, TS70 및 WR70으로서 각각은 해체, 제염 emd 

업무 분야를 가르킨다.

   다) 자료 취합, 가공 및 출력

 

   (1) 자료 분석 기간 ; 기간 시작 일부터 종료일까지

   (2) 자료의 가공 및 출력 

   ○ DDIS>작업일보>작업일보 상세작업내역에서 작업코드가 위에서 선택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 내용을 DDIS>작업일보>해체 작업 교육에선 선택

하여 다음 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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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은 표로서 나타낸다.

   ○ 오른쪽에 excel key를 크릭하면 화면에서 보여주는 데로 excel 파일이 생

성된다. 이때 이 파일의 이름은 BG-Training2005-01-01~2005-03-31과 같은 형식으

로 된다. 기타 주의 사항은 DW-Amount-1과 동일하다

표 3-45 교육 훈련 내용 검색 결과 

일자 작업분야 내/외부 소요 인력 교육명 강사

  바. 상자료

  상자료를 검색하여 출력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 3-37과 같이 가공 출력 시스

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왼쪽의 가공 출력 자료 종류 column에서 선

택하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림 3-37. 가공 출력 초기 화면 

영 상 자 료

기 술 자 료+

+ 영 상 자 료

기 술 자 료

영 상 자 료

기 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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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코드

촬영기간:                  ~

장비코드 WBS No  

검색폐기물 관리번호

자료종류: 제염해체작업

시설코드 장비코드

작업코드 시설코드

촬영기간:                  ~

장비코드 WBS No  

검색폐기물 관리번호

자료종류: 제염해체작업

시설코드 장비코드

작업코드



- 212 -



- 213 -



- 214 -



- 215 -

자료 분야 촬영기간:                  ~ 검색자료 분류 자료 분야 촬영기간:                  ~ 검색자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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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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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_SITE

# FAC_SITE_CODE
○ AC_SITE_NAME
○ SORT

FAC_KIND

#  FAC_KIND_CODE
○ FAC_KIND_NAME
○ FAC_SITE_CODE
○ SORT
○ REMARK

FAC_KIND

#  FAC_KIND_CODE
○ FAC_KIND_NAME
○ FAC_SITE_CODE
○ SORT
○ REMARK

FAC

#  FAC_CODE
○ FAC_SITE_CODE
○ FAC_KIND_CODE
○ FAC_NAME
○ SORT
○ REMARK

FAC

#  FAC_CODE
○ FAC_SITE_CODE
○ FAC_KIND_CODE
○ FAC_NAME
○ SORT
○ REMARK

WORK_KIND

#  ORK_KIND_CODE
○ ORK_KIND_NAME
○ SORT
○ REMARK

WORK_MKIND

#  WORK_MKIND_CODE
○ WORK_KIND_CODE
○ WORK_MKIND_NAME
○ SORT
○ REMARK

WORKS

#  WORKS_CODE
○ WORK_KIND_CODE
○ WORK_MKIND_CODE
○ WORKS_NAME
○ WORKS_ENAME
○ SORT
○ REMARK

ATDC_MAN

#  ATDC_MAN_CODE
○ ATDC_COM_CODE
○ ATDC_MAN_NAME
○ MAN_SDATE
○ MAN_EDATE
○ MAN_JOB

ATDC_MAN

#  ATDC_MAN_CODE
○ ATDC_COM_CODE
○ ATDC_MAN_NAME
○ MAN_SDATE
○ MAN_EDATE
○ MAN_JOB

ATDC_COM

#  ATDC_COM_CODE
○ WORK_KIND_CODE
○ COMPANY_CODE
○ SDATE
○ EDATE

ATDC_COM

#  ATDC_COM_CODE
○ WORK_KIND_CODE
○ COMPANY_CODE
○ SDATE
○ EDATE

COMPANY

#  COMPANY_CODE
○ COMPANY_NAME
○ COMPANY_TEL
○ COMPANY_FAX
○ COMPANY_ADDR
○ COMPANY_CLASS

COMPANY

#  COMPANY_CODE
○ COMPANY_NAME
○ COMPANY_TEL
○ COMPANY_FAX
○ COMPANY_ADDR
○ COMPANY_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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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directory site function program

Home

krddis css

default.jsp

ucddis

code

daily

company

eq

adtc_com.jsp

kind

adtc_com_save.jsp

company.jsp

Home directory site function program

Home

krddis css

default.jsp

ucddis

code

daily

company

eq

adtc_com.jsp

kind

adtc_com_save.jsp

company.jsp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MAN_PK

2 작업일련번호 DOC_NUM_SRL VARCHAR2 15 PK N /DAILY_MAN_PK

3 작업인력순번 DAILY_MAN_SRL NUMBER 3 PK N /DAILY_MAN_PK

4 작업인력 ATDC_MAN_CODE VARCHAR2 10 N

5 작업분야 WORK_KIND_CODE VARCHAR2 2 N

6 작성날짜 WDATE DATE 7 Y

7 투입시간 INVESTTIME NUMBER 3.1 Y

8 정렬 SORT NUMBER 5 Y

9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0 사유(1:조퇴,… REASON VARCHAR2 50 Y

11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DAILY_MAN
해체 작업인력

입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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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관련 코드

Fac_site.jsp
(사이트 입력, 수정, 삭제)

Fac_site_save.jsp
(사이트 저장)

이동

write

시설 구분수

Fac_kind.jsp
(시설구분 입력, 수정, 삭제)

Fac_kind_save.jsp
(시설 구분 저장)write

이동시설 구분 수

Fac.jsp
(시설 입력, 수정, 삭제)

Fac_save.jsp
(시설 저장)write

이동

사이트

시설 구분

시설코드

▒ 시설 관련 코드

Fac_site.jsp
(사이트 입력, 수정, 삭제)

Fac_site_save.jsp
(사이트 저장)

이동

write

시설 구분수

Fac_kind.jsp
(시설구분 입력, 수정, 삭제)

Fac_kind_save.jsp
(시설 구분 저장)write

이동시설 구분 수

Fac.jsp
(시설 입력, 수정, 삭제)

Fac_save.jsp
(시설 저장)write

이동

사이트

시설 구분

시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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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 부록 A ]

코드(시설코드, 작업코드, WBS, 참여회사 및 참여 인력) 관련 ERD .......   A- 2
코드(장비, 해체 폐기물 종류 및 저장 장소, 예산 집행 현황) 관련 ERD  ......    A-3
코드(고정 선량계, 기체 배기 팬 및 log-in ID/PW) 관련 ERD    ……………..    A- 4
작업일보 관련 ERD-1  ………………………………………………………… A- 5
작업일보 관련 ERD-2   ………………………………………………………… A- 6

참고자료 관련 ERD-1  ………………………………………………………….   A- 7

참고자료 관련 ERD-2   ………………………………………………………… 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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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_SITE

# FAC_SITE_CODE
○ AC_SITE_NAME
○ SORT

FAC_KIND

#  FAC_KIND_CODE
○ FAC_KIND_NAME
○ FAC_SITE_CODE
○ SORT
○ REMARK

FAC

#  FAC_CODE
○ FAC_SITE_CODE
○ FAC_KIND_CODE
○ FAC_NAME
○ SORT
○ REMARK

WORK_KIND

#  ORK_KIND_CODE
○ ORK_KIND_NAME
○ SORT
○ REMARK

WORK_MKIND

#  WORK_MKIND_CODE
○ WORK_KIND_CODE
○ WORK_MKIND_NAME
○ SORT
○ REMARK

WORKS

#  WORKS_CODE
○ WORK_KIND_CODE
○ WORK_MKIND_CODE
○ WORKS_NAME
○ WORKS_ENAME
○ SORT
○ REMARK

ATDC_MAN

#  ATDC_MAN_CODE
○ ATDC_COM_CODE
○ ATDC_MAN_NAME
○ MAN_SDATE
○ MAN_EDATE
○ MAN_JOB

ATDC_COM

#  ATDC_COM_CODE
○ WORK_KIND_CODE
○ COMPANY_CODE
○ SDATE
○ EDATE

COMPANY

#  COMPANY_CODE
○ COMPANY_NAME
○ COMPANY_TEL
○ COMPANY_FAX
○ COMPANY_ADDR
○ COMPANY_CLASS

WBS_KIND

#  WBS_KIND_CODE
○ WBS_KIND_NAME
○ SORT
○ REMARK

WBS

#  WBS_CODE
○ WBS_KIND_CODE
○ WBS_NAME
○ WBS_NAME
○ REMARK

코드(시설코드, 작업코드, WBS, 참여회사 및 참여 인력) 관련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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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_KIND

#  EQ_KIND_CODE
○ EQ_KIND_NAME
○ SORT

EQ_MKIND

#  EQ_MKIND_CODE
○ EQ_KIND_CODE
○ EQ_MKIND_NAME
○ SORT

EQ

#  EQ_CODE
○ EQ_KIND_CODE
○ EQ_MKIND_CODE
○ EQ_NAME
○ EQ_ENAME
○ EQ_MODEL
○ EQ_UNIT
○ EQ_PRICE
○ EQ_WORK_METHOD
○ EQ_USED
○ EQ_FEATURE
○ SORT

WASTE_KIND

#  WASTE_KIND_CODE
○ WASTE_KIND_NAME
○ WASTE_KIND_WACID
○ SORT

WASTE

#  WASTE_CODE
○ WASTE_KIND_CODE
○ WASTE_KIND_CODE
○ SORT

GSTORE_KIND

#  GSTORE_KIND_CODE
○ GSTORE_KIND_NAME
○ SORT

GSTORE

#  GSTORE_CODE
○ GSTORE_KIND_CODE
○ GSTORE_NAME
○ GSTORE_WACID
○ SORT

EST_KIND

#  EST_KIND_CODE
○ EST_KIND_NAME
○ SORT

EST_MKIND

#  EST_MKIND_CODE
○ EST_KIND_CODE
○ EST_MKIND_NAME
○ SORT

EST

#  EST_CODE
○ EST_KIND_CODE
○ EST_MKIND_CODE
○ EST_NAME
○ SORT
○ REMARK

WASTE2

#  WASTE2_CODE
○ WASTE2_NAME
○ SORT

코드(장비, 해체 폐기물 종류 및 저장 장소, 예산 집행 현황) 관련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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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_KIND

#  MONITOR_KIND_CODE
○ MONITOR_KIND_NAME
○ SORT
○ REMARK

MONITOR

#  MONITOR_CODE
○ MONITOR_KIND_CODE
○ MONITOR_POS
○ MONITOR_UNIT
○ MONITOR_EQ
○ SORT
○ REMARK

FAN_KIND

#  FAN_KIND_CODE
○ FAN_KIND_NAME
○ FAN_KIND_POS
○ SORT
○ REMARK

FAN

#  FAN_CODE
○ FAN_KIND_CODE
○ FAN_VOLUME
○ FAN_UNIT
○ SORT
○ REMARK

MAN

#  MAN_ID
○ MAN_PWD
○ MAN_NAME

코드(고정 선량계, 기체 배기 팬 및 log-in ID/PW) 관련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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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  DOC_NUM
○ ATDC_COM_CODE
○ ATDC_MAN_CODE
○ WDATE
○ TITLE
○ CONT
○ PLAN
○ DIRECTION
○ SORT
○ REMARK
○ WORKCONT
○ IMPORT
○ DAYTYPE

DAILY_TITLE

#  TITLE_CODE
○ TITLE_NAME
○ IMPORT

DAILY_BOMB

#  DOC_NUM
#  DAILY_BOMB_SRL
○ ATDC_MAN_CODE
○ WORK_KIND_CODE
○ WDATE
○ AID
○ TLD
○ OTHER
○ EXPECTATION
○ SORT
○ REMARK
○ IMPORT

DAILY_MONITOR

#  DOC_NUM
#  DAILY_MONITOR_SRL
○ MONITOR_CODE
○ MONITOR_KIND_CODE
○ WDATE
○ MONITOR_POS
○ MONITOR_UNIT
○ MONITOR_WT
○ COMPLE
○ SORT
○ REMARK
○ IMPORT

DAILY_FAN

#  DOC_NUM
#  DAILY_FAN_SRL
○ FAN_CODE
○ FAN_KIND_CODE
○ WDATE
○ FAN_VOLUME
○ FAN_UNIT
○ FAN_TOTAL
○ FAN_HH
○ FAN_MI
○ SORT
○ REMARK
○ IMPORT

BASESET

#  DDIS_KIND
○ DDIS_NAME
○ REMARK

작업일보 관련 E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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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_SOLID

#  DOC_NUM
#  DOC_NUM_SRL
#  DAILY_SOLID_SRL
○ WORKS_CODE
○ DAILY_SOLID_KIND
○ DAILY_SOLID_WASTE_NUM
○ DAILY_SOLID_WT
○ DAILY_SOLID_DOC
○ REMARK
○ IMPORT

DAILY_MAN

#  DOC_NUM
#  DOC_NUM_SRL
#  DAILY_MAN_SRL
○ ATDC_MAN_CODE
○ WORK_KIND_CODE
○ WDATE
○ INVESTTIME
○ SORT
○ REMARK
○ REASON
○ IMPORT

DAILY_DETAIL

#  DOC_NUM
#  DOC_NUM_SRL
○ WORK_KIND_CODE
○ CONT
○ WBS_CODE
○ FAC_CODE
○ EQ_CODE1
○ EQ_CODE2
○ EQ_CODE3
○ WORKS_CODE
○ DOC_NUM_SRL_CON
○ DOC_NUM_SRL_REL
○ PERMIT_NUM
○ SORT
○ REMARK
○ IMPORT

DAILY_EDUC

#  DOC_NUM
#  DOC_NUM_SRL
#  DAILY_EDUC_SRL
○ WORKS_CODE
○ ATDC_MAN_CODE
○ DAILY_EDUC_TITLE
○ DAILY_EDUC_REASON
○ DAILY_EDUC_CONT
○ DAILY_EDUC_DOC
○ REMARK
○ IMPORT

DAILY_LIQ

#  DOC_NUM
#  DOC_NUM_SRL
#  DAILY_LIQ_SRL
○ WORKS_CODE
○ DAILY_LIQ_ORIGIN
○ DAILY_LIQ_TRANS
○ DAILY_LIQ_DENSITY
○ DAILY_LIQ_WT
○ DAILY_LIQ_PNUCLE1
○ DAILY_LIQ_PNUCLE2
○ DAILY_LIQ_PNUCLE3
○ DAILY_LIQ_PNUCLE4
○ DAILY_LIQ_DOC
○ REMARK
○ IMPORT

DAILY_SPOTRAD

#  DOC_NUM
#  DOC_NUM_SRL
#  DAILY_SPOTRAD_SRL
○ WORKS_CODE
○ DAILY_SPOTRAD_POS
○ DAILY_SPOTRAD_A
○ DAILY_SPOTRAD_AMDA
○ DAILY_SPOTRAD_B
○ DAILY_SPOTRAD_BMDA
○ DAILY_SPOTRAD_RATIO
○ DAILY_SPOTRAD_BKG
○ DAILY_SPOTRAD_DOC
○ REMARK
○ IMPORT

DAILY_EQ

#  DOC_NUM
#  DOC_NUM_SRL
#  EQ_CODE
○ EQ_SRL
○ WORKS_CODE
○ DAILY_EQ_REASON
○ DAILY_EQ_DOC
○ DAILY_EQ_DOC
○ REMARK
○ IMPORT

작업일보 관련 E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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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_CHARACT

#  SRL
○ DATA_NUM
○ WASTE_NUM
○ WASTE_NUM_OLD
○ BASE_DATA
○ KNOW_NUM_WDATE
○ KNOW_NUM_DNS
○ CASE_KIND
○ WRAP_MATTER
○ OCCUR_FAC_CODE
○ DISSOVE_OBJ
○ WASTE_HISTORY
○ OCCUR_DATE
○ WASTE_CODE
○ WASTE2_CODE
○ WT
○ VOLUME
○ POLL_A
○ POLL_B
○ POLL_STICK
○ SURFACE_RATIO
○ POLL_WDATE
○ POLL_DNS
○ NUCLEAR_WDATE
○ NUCLEAR_DNS
○ CO60
○ CS137
○ EU152
○ NB95
○ BA132
○ WRAP_WDATE
○ WRAP_DNS
○ WRAP_CASE_NO
○ OUT_WDATE
○ OUT_DNS
○ GSTORE_CODE
○ DECISION
○ IMPORT
○ WDATE

REF_CONTAIN

#  SRL
○ DOC_NUM
○ DATA_NUM
○ DRUM_NUM
○ DRUM_DATE
○ OCCUR_FAC_CODE
○ CASE_KIND
○ MATTER_WASTE_CODE
○ CBSTBLT_WASTE2_CODE
○ DRUM_WT
○ DRUM_SAVE_WDATE
○ DRUM_SAVE_DNS
○ SAVE_GSTORE_CODE
○ SAVE_FAC_CODE
○ RATIO_TOP
○ RATIO_MIDDLE
○ RATIO_BOTTOM
○ RATIO_1M
○ RADIATION
○ MATTER_NUM
○ IMPORT
○ WDATE

REF_CONTAMI

#  SRL
○ DATA_NUM
○ MARKING_NUM
○ WORK_WDATE
○ WORK_DNS
○ WORK_ATDC_MAN_CODE1
○ WORK_ATDC_MAN_CODE2
○ WORK_FAC_CODE
○ WORK_OBJ
○ POLL_A
○ POLL_B
○ POLL_STICK
○ SURFACE_RATIO
○ WT
○ TREATMENT_PLAN
○ TREATMENT_DATE
○ WASTE_NUM
○ IMPORT
○ WDATE

REF_SURFACE

#  SRL
○ MARKING_NUM
○ WORK_WDATE
○ WORK_DNS
○ WORK_ATDC_MAN_CODE
○ WORK_FAC_CODE
○ WORK_POS
○ RAD_RATIO
○ EQ_CODE1
○ POLL_A
○ A_MDA
○ POLL_B
○ B_MDA
○ EQ_CODE2
○ EQ_CODE3
○ IMPORT
○ WDATE

참고자료 관련 E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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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_BUDGET

#  SRL
○ MARKING_SRL
○ RESOLUTION_YEAR
○ RESOLUTION_NUM
○ RESOLUTION_DATE
○ ACC_NUM
○ COST_CODE
○ EST_CODE
○ CREDIT
○ DEBTOR
○ REMARK
○ DETAIL_REMARK
○ IMPORT
○ WDATE

REF_PERMIT

#  SRL
○ PERMIT_NUM
○ PERMIT_DATE
○ CONT
○ WBS_CODE
○ FAC_CODE
○ PERMIT_SDATE
○ PERMIT_EDATE
○ RAY_ATDC_MAN_CODE
○ EQ_CODE
○ IMPORT
○ WDATE

REF_PERMIT_MAN

#  SRL
#  MAN_SRL
○ MAN_ATDC_MAN_CODE
○ WORK_HH
○ BOMB_VALUE
○ IMPORT
○ WDATE

PDS_FILM

# F_NO
# F_NO_SRL
# F_DATE
# F_TYPE
○ F_DOV
○ F_FAC
○ F_EQ
○ F_WASTE
○ F_SUBJECT
○ F_REMARK
○ F_NAME
○ F_BINARY

PDS_TECH

# F_NO
# F_NO_SRL
# F_DATE
○ F_MAN
○ F_TYPE
○ F_FIELD
○ F_SUBJECT
○ F_SOURCE
○ F_NAME
○ F_BINARY

참고자료 관련 E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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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LIST of DECOMMIS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및 file의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음.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atdc_com.jsp 10  참여 업무 내용 목록 atdc_com.jsp

atdc_com_save.jsp 4 참여 업무 입력, 수정, 삭제 및 저장 atdc_com_save.jsp

company.jsp 3  참여회사 목록 company.jsp

company_read.jsp 3  참여회사 자료 보기. company_read.jsp

company_save.jsp 4  참여회사 자료 저장 company_save.jsp

company_update.jsp 4  참여회사 자료수정 company_update.jsp

company write.jsp 3  참여회사 자료 입력 company write.jsp

eq.jsp 5  장비 코드 목록보기 eq.jsp

eq_kind.jsp 5  장비업무 구분 입력, 수정 및 삭제 eq_kind.jsp

eq_kind_save.jsp 5  장비업무 구분저장 eq_kind_save.jsp

eq_mkind.jsp 7  장비 중간분류 입력, 수정 및 삭제 eq_mkind.jsp

eq_mkind_save.jsp 4  장비 중간분류 저장 eq_mkind_save.jsp

eq_read.jsp 4  장비 코드 목록보기 eq_read.jsp

eq_save.jsp 4  장비 코드 저장 eq_save.jsp

eq_update.jsp 5  장비 코드 입력 자료 수정 eq_update.jsp

eq_write.jsp 6  장비 코드 자료 입력 eq_write.jsp

est.jsp 8  예산 집행 코드입력, 수정 및 삭제 est.jsp

est_kind.jsp 6  예산 집행 대분류 입력, 수정 삭제 est_kind.jsp

est_kind_save.jsp 4  예산 집행 대분류 저장 est_kind_save.jsp

est_mkind.jsp 7  예산 집행 중분류 입력, 수정 삭제 est_mkind.jsp

est_mkind_save.jsp 4  예산 집행 중분류 저장 est_mkind_save.jsp

est_save.jsp 5  예산 집행 코드 저장 est_save.jsp

code company

code eq

code est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fac.jsp 8  시설 코드 입력, 수정 및 삭제 fac.jsp

fac_kind.jsp 7  시설 구분 입력, 수정 및 삭제 fac_kind.jsp

fac_kind_save.jsp 5  시설 구분 저장 fac_kind_save.jsp

fac_save.jsp 5   시설 코드 저장 fac_save.jsp

fac_site.jsp 5  사이트 입력, 수정 및 삭제 fac_site.jsp

fac_site_save.jsp 5  사이트 저장 fac_site_save.jsp

fan.jsp 7  환기시설 팬코드 입력, 수정, 삭제 fan.jsp

fan_kind.jsp 6  팬 위치코드 입력, 수정, 삭제 fan_kind.jsp

fan_kind_save.jsp 4  팬 위치코드 저장 fan_kind_save.jsp

fan_save.jsp 4  환기시설 팬코드 저장 fan_save.jsp

gstore.jsp 7  폐기물 저장장소 코드 입력, 수정, 삭제 gstore.jsp

gstore_kind.jsp 6  폐기물 저장장소 중분류 입력, 수정, 삭제 gstore_kind.jsp

gstore_kind_save.jsp 4  폐기물 저장장소 중분류 저장 gstore_kind_save.jsp

gstore_save.jsp 4  폐기물 저장장소 저장 gstore_save.jsp

atdc_man.jsp 6  참여인원 목록 atdc_man.jsp

atdc_man_read.jsp 4  참여인원 각각의 자료 보기 atdc_man_read.jsp

atdc_man_save.jsp 4  참여인원 각각의 자료 저장 atdc_man_save.jsp

atdc_man_update.jsp 5  참여인원 각각의 자료 수정 atdc_man_update.jsp

atdc_man_write.jsp 7  참여인원 각각의 자료 입력 atdc_man_write.jsp

monitor.jsp 7  선량 감시기 코드 입력, 수정, 삭제 monitor.jsp

monitor_kind.jsp 6  선량계 종류 입력, 수정, 삭제 monitor_kind.jsp

monitor_kind_save.jsp 4  선량계 종류 저장 monitor_kind_save.jsp

monitor_save.jsp 4  선량 감시기 팬코드 저장 monitor_save.jsp

code fac

code fan

code gstore

code man

code monitor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waste2.jsp 5 폐기물 추후 처리 가능성 코드 입력, 수정 및 삭waste2.jsp

waste2_save.jsp 4  폐기물 추후 처리 가능성 코드.저장 waste2_save.jsp

waste.jsp 6  폐기물 화학특성 분류 코드 입력, 수정 및 삭제waste.jsp

waste_kind.jsp 6  폐기물 화학특성 대분류 코드 입력, 수정 및 삭waste_kind.jsp

waste_kind_save.jsp 4  폐기물 화학특성 대분류 코드저장 waste_kind_save.jsp

waste_save.jsp 4  폐기물 화학특성 분류 코드 저장 waste_save.jsp

wbs.jsp 7  WBS number 입력, 수정, 삭제 wbs.jsp

wbs_kind.jsp 6  작업분류 입력, 수정, 삭제 wbs_kind.jsp

wbs_kind_save.jsp 4  작업분류 저장 wbs_kind_save.jsp

wbs_save.jsp 4  WBS numbe 저장 wbs_save.jsp

work_kind.jsp 7  작업분야 입력, 수정, 삭제 work_kind.jsp

work_kind_save.jsp 5  작업분야 저장 work_kind_save.jsp

work_mkind.jsp 7  작업분류 입력, 수정, 삭제 work_mkind.jsp

work_mkind_save.jsp 4  작업분류 저장 work_mkind_save.jsp

works.jsp 9  작업 코드 입력, 수정, 삭제 works.jsp

works._savejsp 5  작업 코드 저장 works._savejsp

code waste

code wbs

code work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default.jsp 1  DECOMMIS 시작 default.jsp

frame.jsp 2  DECOMMIS 초기 화면 frame.jsp

bottom.jsp 1  페이지 아래 부분 정렬 bottom.jsp

menu.jsp 4  menu column 란 위부분 wjdfuf menu.jsp

menu_code.jsp 10  코드관리 선택시 menu column menu_code.jsp

menu_daily.jsp 11  작업일보 선택시 menu column menu_daily.jsp

menu_print.jsp 4  출력 선택시 menu column menu_print.jsp

menu_process.jsp 2  가공출력 선택시 menu column menu_process.jsp

menu_ref.jsp 3  참고자료 선택시 menu column menu_ref.jsp

sessionChk.jsp 1 sessionChk.jsp

tiltle.jsp 2  페이지 타이틀 정렬 tiltle.jsp

top.jsp 4  menu bar 제어 top.jsp

login_conform.jsp 3  ID 및 PWD check login_conform.jsp

loginForm.jsp 4  login을 위한 frame 제공 loginForm.jsp

loginoff.jsp 1  logoff 및 초기상태로 전환 loginoff.jsp

button big.gif  외  작업 선택 등을 위한 button box 도안

common arrow.gif 외  공통으로 사용되는 icon 들의 도안

icon alert.gif 외  작업 도중 information 도안

login-main-kr main_kr.jpg 외  초기 화면 도안

top menu1_0 외  상부 top 부분과 menu bar 도안

images

frames

login



directory

button

commom

icon

login-main_kr

top

login_01.gif,   login_02.gif,    login_03.gif,    login_04.gif,    login_05.gif
login_06.gif,    login_07.gif,    login_08.gif,   login_09.gif,   main_kr.jpg

arrow.gif,   bg1.gif,   bg2.gif,   bullet.gif,   cbullet.gif,   left_bg.gif,   left_bullet_code.gif,   left_line.gif
login_button.gif,   login_left.gif,   login_mid,   login_right,   login_top,

menu1_0.gif,   menu1_1.gif,   menu1_2.gif,   menu2_0.gif,    menu2_1.gif,    menu2_1.gif,   menu3_0.gi,
menu3_1.gif,   menu3_2.gif,   menu4_0.gif,   menu4_1.gif,   menu4_2.gif,   menu5_0.gif,   menu5_1.gif,

menu5_2.gif,
minus.gif,   none.gif,   plus.gif,   top1_1,gif,   top1_2,gif,   top1_3,gif,   top1_4,gif,   top1_5,gif,   top2_1,gif

files

big.gif,   delete.gif,   next2.gif,   next.gif,    nextBlock.gif,
normal.gif,   prev2.gif,   prev.gif,     prevBlock.gif,  small

arrow1.gif,    attach.gif,    bullet1.gif,   bullet2.gif,    bullet3.gif,
del.gif,   error.jpg,   excel1.jpg,   excel.jpg,    nav_hg.gif

alert.gif,   confirm.gif,   e.gif,   error.gif,    es.gif,
informatiom.gif, n.gif,   print.gif,   s.gif,   w.gif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daily.jsp 8  작업일보 목록 daily.jsp

daily_read.jsp 5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 daily_read.jsp

daily_save.jsp 5  작업일보 기본자료 저장 daily_save.jsp

daily_update.jsp 6  작업일보 기본자료 수정 daily_update.jsp

daily_write.jsp 14  작업일보 기본자료 입력 daily_write.jsp

dailyInputData.jsp 10  작업일보 입력현황 dailyInputData.jsp

doc_num_select.jsp 5  작업일보 파일 선택 제어 doc_num_select.jsp

session_regist.jsp 1  작업일보 파일 선택 제어 session_regist.jsp

session_regist_del.jsp 2  작업일보 파일 선택 제어 session_regist_del.jsp

dbomb_list.jsp 9  작업자 피폭자료 입력, 수정, 삭제 dbomb_list.jsp

dbomb_list_auto_save.jsp 3  작업자 피폭자료 전체 삭제 dbomb_list_auto_save.jsp

dbomb_list_save.jsp 6  작업자 피폭자료 저장 dbomb_list_save.jsp

deduc_list.jsp 10  해체 작업 교육자료 입력, 수정, 삭제 deduc_list.jsp

deduc_lis_savet.jsp 5  해체 작업 교육자료 저장 deduc_lis_savet.jsp

deq.jsp 5 해체 장비 입력 자료 목록 deq.jsp

deq_read.jsp 5 해체 장비 입력 보기 deq_read.jsp

deq_save.jsp 5 해체 장비 입력 자료 저장 deq_save.jsp

deq_update.jsp 5 해체 장비 입력 자료 수정 deq_update.jsp

deq_write.jsp 5 해체 장비 자료 입력 deq_write.jsp

daily base

daily deq

daily dbomb

daily deduc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detail.jsp 5  작업 상세 내역 목록 detail.jsp

detail_read.jsp 7  작업 상세 내역 보기 detail_read.jsp

detail_save.jsp 5  작업 상세 내역 저장 detail_save.jsp

detail_update.jsp 8  작업 상세 내역 수정 detail_update.jsp

detail_write.jsp 6  작업 상세 내역 입력 detail_write.jsp

detail_rel_list.jsp 4   관련 작업 확인 목록 detail_rel_list.jsp

detail_rel_list_save.jsp 2   관련 작업 수정 detail_rel_list_save.jsp

dfan.jsp 4  기체 배출물 자료 목록 dfan.jsp

dfan_read.jsp 4  기체 배출물 자료 보기 dfan_read.jsp

dfan_save.jsp 5  기체 배출물 저장 dfan_save.jsp

dfan_update.jsp 6  기체 배출물 수정 dfan_update.jsp

dfan_write.jsp 7  기체 배출물 입력 dfan_write.jsp

dliq.jsp 4  액체 폐기물 처리 자료 목록 dliq.jsp

dliq._read.jsp 4  액체 폐기물 처리 자료 보기 dliq._read.jsp

dliq_save.jsp 5  액체 폐기물 처리 자료 저장 dliq_save.jsp

dliq_update.jsp 6  액체 폐기물 처리 자료 수정 dliq_update.jsp

dliq_write.jsp 7  액체 폐기물 처리 자료 입력 dliq_write.jsp

dmonitor.jsp 4  고정 선량계 측정 자료 목록 dmonitor.jsp

dmonitor_read.jsp 4  고정 선량계 측정 자료 보기 dmonitor_read.jsp

dmonitor_save.jsp 5  고정 선량계 측정 자료 저장 dmonitor_save.jsp

dmonitor_update.jsp 6  고정 선량계 측정 자료 수정 dmonitor_update.jsp

dmonitor_write.jsp 7  고정 선량계 측정 자료 입력 dmonitor_write.jsp

daily dfan

daily dmonitor

daily detail

daily dfan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dman.jsp 4  작업 상세 내역별 인력 목록 dman.jsp

dman_list.jsp 10  인력 입력, 수정, 삭제, 전체 삭제 dman_list.jsp

dman_list_save.jsp 6  인력 저장 dman_list_save.jsp

dman_list_auto_save.jsp 3  자동 입력 dman_list_auto_save.jsp

dman_reason_all_save.jsp 2  작업 인력 확인 전체 저장(사용하지 않음) dman_reason_all_save.js

dman_reason_list.jsp 10  작업 인력 확인 목록 dman_reason_list.jsp

dman_reason_list_save.jsp 2  작업 인력 확인 저장(사용하지 않음) dman_reason_list_save.js

dsolid.jsp 6  고체 페기물 처리기록 목록 dsolid.jsp

dsolid_read.jsp 6  고체 페기물 처리기록 보기 dsolid_read.jsp

dsolid_save.jsp 5  고체 페기물 처리기록 저장 dsolid_save.jsp

dsolid_update.jsp 5  고체 페기물 처리기록 수정 dsolid_update.jsp

dsolid_write.jsp 5  고체 페기물 처리기록 입력 dsolid_write.jsp

dspotrad.jsp 6  현장 방사선 측정 기록 목록 dspotrad.jsp

dspotrad_read.jsp 5  현장 방사선 측정 기록 보기 dspotrad_read.jsp

dspotrad_save.jsp 5  현장 방사선 측정 기록 저장 dspotrad_save.jsp

dspotrad_update.jsp 6  현장 방사선 측정 기록 수정 dspotrad_update.jsp

dspotrad_write.jsp 5  현장 방사선 측정 기록 입력 dspotrad_write.jsp

dtitle.jsp 5  공사명 입력, 수정, 삭제 dtitle.jsp

dtitle_save.jsp 4  공사명 저장 dtitle_save.jsp

daily dspotrad

daily dtitle

daily dman

daily dsolid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budget.jsp 7  예산 집행 자료 목록 budget.jsp

budget_read.jsp 5  예산 집행 자료 보기 budget_read.jsp

budget_save.jsp 5  예산 집행 자료 저장 budget_save.jsp

budget_update.jsp 7  예산 집행 자료 수정 budget_update.jsp

budget_write.jsp 8  예산 집행 자료 입력 budget_write.jsp

charact.jsp 7  폐기물 특성 자료 목록 charact.jsp

charact_read.jsp 8  폐기물 특성 자료 보기 charact_read.jsp

charact_save.jsp 9  폐기물 특성 자료 저장 charact_save.jsp

charact_update.jsp 19  폐기물 특성 자료 수정 charact_update.jsp

charact_write.jsp 19  폐기물 특성 자료 입력 charact_write.jsp

contain.jsp 7  방사성 폐기물 드럼/컨테이너 자료 목록 contain.jsp

contain_read.jsp 6  방사성 폐기물 드럼/컨테이너 자료 보기 contain_read.jsp

contain_save.jsp 7  방사성 폐기물 드럼/컨테이너 자료 저장 contain_save.jsp

contain_update.jsp 13  방사성 폐기물 드럼/컨테이너 자료 수정 contain_update.jsp

contain_write.jsp 12  방사성 폐기물 드럼/컨테이너 자료 입력 contain_write.jsp

contami.jsp 7  작업 전후 오염도 검사 자료 목록 contami.jsp

contami_read.jsp 7  작업 전후 오염도 검사 보기 contami_read.jsp

contami_save.jsp 6  작업 전후 오염도 검사 저장 contami_save.jsp

contami_update.jsp 11  작업 전후 오염도 검사 수정 contami_update.jsp

contami_write.jsp 11  작업 전후 오염도 검사 입력 contami_write.jsp

ref budget

ref contami

ref charact

ref contain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download.jsp 4  자료를 DB로 내려받기 download.jsp

filmdata.jsp 6  영상자료 목록 filmdata.jsp

filmdata_del.jsp 2  영상자료 삭제 filmdata_del.jsp

filmdata_read.jsp 5  영상자료 보기 filmdata_read.jsp

filmdata_save.jsp 5  영상자료 저장 filmdata_save.jsp

filmdata_update2.jsp 10  영상자료 수정 filmdata_update2.jsp

filmdata_update.jsp 9  영상자료 수정 filmdata_update.jsp

filmdata_write2.jsp 11  영상자료 입력 filmdata_write2.jsp

filmdata_write.jsp 6  영상자료 입력 filmdata_write.jsp

techdata.jsp 7  기술자료 목록 techdata.jsp

techdata_del.jsp 2  기술자료 삭제 techdata_del.jsp

techdata_read.jsp 5 기술자료 보기 techdata_read.jsp

techdata_save.jsp 5  기술자료 저장 techdata_save.jsp

techdata_update.jsp 6  기술자료 수정 techdata_update.jsp

techdata_write2.jsp 8 기술자료 입력 techdata_write2.jsp

techdata_write.jsp 6 기술자료 입력 techdata_write.jsp

permit.jsp 8  예산 집행 자료 목록 permit.jsp

permit_man.jsp 10  예산 집행 자료 목록 permit_man.jsp

permit_man_save.jsp 4  예산 집행 자료 목록 permit_man_save.jsp

permit_read.jsp 6  예산 집행 자료 목록 permit_read.jsp

permit_save.jsp 5  예산 집행 자료 목록 permit_save.jsp

permit_update.jsp 9  예산 집행 자료 목록 permit_update.jsp

permit_write.jsp 9  예산 집행 자료 목록 permit_write.jsp

ref permit

ref pds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surface.jsp 7  표면 오염도 및 방사선량율 자료 목록 surface.jsp

surface_read.jsp 7  표면 오염도 및 방사선량율 자료 보기 surface_read.jsp

surface_save.jsp 6  표면 오염도 및 방사선량율 자료 저장 surface_save.jsp

surface_update.jsp 11  작표면 오염도 및 방사선량율 자료 수정 surface_update.jsp

surface_write.jsp 11  표면 오염도 및 방사선량율 자료 입력 surface_write.jsp

ref surface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config.jsp 1  경로조정 config.jsp

dailyExport.jsp 5  작업일보(기간) 선택화면 dailyExport.jsp

dailyFileToDb.jsp 9  작업일보 파일을 DB로 전환 입력 dailyFileToDb.jsp

dailyImport.jsp 2  작업일보 파일 입력 초기 화면 dailyImport.jsp

dailyUpload.jsp 2  작업일보 파일 업로드 dailyUpload.jsp

delete.jsp 1  생성 파일 삭제 delete.jsp

download.jsp 2  생성 파일을 Excel로 전환 내려 받기 download.jsp

export.jsp 8  선택된 자료 파일로 변경 export.jsp

refExport.jsp 5  참고자료 선택화면 refExport.jsp

refFileToDb.jsp 8  참고자료 파일을 DB로 전환 입력 refFileToDb.jsp

refImport.jsp 2  참고자료 파일 입력 초기 화면 refImport.jsp

refUpload.jsp 2  참고자료 파일 업로드 refUpload.jsp

ref_budgetFileToDb.jsp 9  예산 사용 Excel 파일을 DB로 전환 입력 ref_budgetFileToDb.jsp

ref_budgetForm.jsp 2  예산 사용 Excel 파일 입력 초기 화면 ref_budgetForm.jsp

ref_budgetUpload.jsp 2  예산 사용 Excel  파일 업로드 ref_budgetUpload.jsp

ref_budgetVerify.jsp 7  예산 사용 Excel 파일 format 검증 ref_budgetVerify.jsp

ref_charactFileToDb.jsp 14 폐기물 특성자료  Excel 파일을 DB로 전환 입ref_charactFileToDb.jsp

ref_charactForm.jsp 2  폐기물 특성자료 Excel 파일 입력 초기 화면 ref_charactForm.jsp

ref_charactUpload.jsp 2  폐기물 특성자료 Excel  파일 업로드 ref_charactUpload.jsp

ref_charactVerify.jsp 14  폐기물 특성자료 Excel 파일 format 검증 ref_charactVerify.jsp

ref_contamiFileToDb.jsp 10 오염도 검사 자료  Excel 파일을 DB로 전환 ref_contamiFileToDb.jsp

ref_contamiForm.jsp 2 오염도 검사 자료 Excel 파일 입력 초기 화면ref_contamiForm.jsp

ref_contamiUpload.jsp 2  오염도 검사 자료 Excel  파일 업로드 ref_contamiUpload.jsp

ref_contamiVerify.jsp 11  오염도 검사 자료 Excel 파일 format 검증 ref_contamiVerify.jsp

sync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config.jsp 1  자료 가공의 경로 설정 config.jsp

download.jsp 2  결과 Excel 파일 내려받기 download.jsp

change.jsp 5  예산집행 change 자료 가공 결과보기 change.jsp

changeBase.jsp 5  예산집행 change 자료 검색조건 changeBase.jsp

changeExcel.jsp 8  예산집행 change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changeExcel.jsp

detail.jsp 3  예산집행 detail 자료 가공 결과보기 detail.jsp

detailBase.jsp 3  예산집행 detail  자료 검색조건 detailBase.jsp

detailExcel.jsp 5  예산집행 detail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detailExcel.jsp

kaeri.jsp 4  예산집행 kaeri 자료 가공 결과보기 kaeri.jsp

kaeriBase.jsp 3  예산집행 kaeri  자료 검색조건 kaeriBase.jsp

kaeriExcel.jsp 6  예산집행 kaeri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kaeriExcel.jsp

over.jsp 4  예산집행 over 자료 가공 결과보기 over.jsp

overBase.jsp 3  예산집행 over  자료 검색조건 overBase.jsp

overExcel.jsp 6  예산집행 over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overExcel.jsp

process bg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amount1.jsp 8  폐기물 amount1 자료 가공 결과보기 amount1.jsp

amount1Base.jsp 7  폐기물 amount1 자료 검색조건 amount1Base.jsp

amount1Excel.jsp 11  폐기물 amount1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amount1Excel.jsp

amount2.jsp 9  폐기물 amount2 자료 가공 결과보기 amount2.jsp

amount2Base.jsp 8  폐기물 amount2 자료 검색조건 amount2Base.jsp

amount2Excel.jsp 13  폐기물 amount2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amount2Excel.jsp

decon1.jsp 6  폐기물 decon1 자료 가공 결과보기 decon1Uc.jsp

decon1Base.jsp 3  폐기물 decon1 자료 검색조건 decon1UcBase.jsp

decon1Excel.jsp 10  폐기물 decon1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decon1UcExcel.jsp

decon2.jsp 5  폐기물 decon2 자료 가공 결과보기 decon2Uc.jsp

decon2Base.jsp 3  폐기물 decon2  자료 검색조건 decon2UcBase.jsp

decon2Excel.jsp 8  폐기물 decon2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decon2UcExcel.jsp

trace.jsp 4  폐기물 trace 자료 가공 결과보기 trace.jsp

traceBase.jsp 4  폐기물 trace 자료 검색조건 traceBase.jsp

traceExcel.jsp 7  폐기물 trace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traceExcel.jsp

wacid.jsp 10  폐기물 wacid 자료 가공 결과보기 wacid.jsp

wacidBase.jsp 4  폐기물 wacid  자료 검색조건 wacidBase.jsp

wacidExcel.jsp 16  폐기물 wacid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wacidExcel.jsp

process dw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analysis.jsp 5  폐기물 amount1 자료 가공 결과보기 amount1.jsp

analysisBase.jsp 3  폐기물 amount1 자료 검색조건 amount1Base.jsp

analysisExcel.jsp 8  폐기물 amount1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amount1Excel.jsp

mainten.jsp 3  폐기물 amount2 자료 가공 결과보기 amount2.jsp

maintenBase.jsp 3  폐기물 amount2 자료 검색조건 amount2Base.jsp

maintenExcel.jsp 5  폐기물 amount2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amount2Excel.jsp

training.jsp 3  폐기물 decon1 자료 가공 결과보기 decon1Uc.jsp

trainingBase.jsp 3  폐기물 decon1 자료 검색조건 decon1UcBase.jsp

trainingExcel.jsp 5  폐기물 decon1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decon1UcExcel.jsp

utilization.jsp 9  폐기물 decon2 자료 가공 결과보기 decon2Uc.jsp

utilization.jsp 5  폐기물 decon2  자료 검색조건 decon2UcBase.jsp

utilizationExcel.jsp 14  폐기물 decon2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decon2UcExcel.jsp

process etc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analysis1.jsp 8  Man Power analysis1 자료 가공 결과보기 analysis1.jsp

analysis1Base.jsp 5   analysis1 자료 검색조건 analysis1Base.jsp

analysis1Excel.jsp 13  analysis1결과Excel 파일 제조 analysis1Excel.jsp

analysis2.jsp 8  analysis1자료 가공 결과보기 analysis2.jsp

analysis2Base.jsp 3  analysis2 자료 검색조건 analysis2Base.jsp

analysis2Excel.jsp 10  analysis2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analysis2Excel.jsp

analysis3.jsp 14  analysis3 자료 가공 결과보기 analysis3.jsp

analysis3Base.jsp 4  analysis4 검색조건 analysis3Base.jsp

analysis3Excel.jsp 19   analysis3 결과Excel 파일 제조 analysis3Excel.jsp

conSrlView.jsp 4 conSrlView.jsp

contract.jsp 7   contract 자료 가공 결과보기 contract.jsp

contractBase.jsp 5   contract 자료 검색조건 contractBase.jsp

contractExcel.jsp 12   contract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contractExcel.jsp

individual.jsp 16   Individual 자료 가공 결과보기 individual.jsp

individualBase.jsp 4   Individual 자료 검색조건 individualBase.jsp

individualExcel.jsp 9   Individual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individualExcel.jsp

filmdata.jsp 11  영상 자료 가공 결과보기 analysis1.jsp

filmdataBase.jsp 10  영상 자료 검색조건 analysis1Base.jsp

filmdataExcel.jsp 14  영상결과 Excel 파일 제조 analysis1Excel.jsp

techdata.jsp 4  기술자료 가공 결과보기 analysis2.jsp

techdataBase.jsp 4  기술 자료 검색조건 analysis2Base.jsp

techdataExcel.jsp 6  기술 결과Excel 파일 제조 analysis2Excel.jsp

process pds

process mp



function
directory kind directory files file size Uses in ucddis

anaysis.jsp 7  RP analysis 자료 가공 결과보기 anaysis.jsp

anaysisBase.jsp 4  RP analysis 자료 검색조건 anaysisBase.jsp

anaysisExcel.jsp 11  RP analysis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anaysisExcel.jsp

decon.jsp 13  RP decon 자료 가공 결과보기 deconUc.jsp

deconBase.jsp 4  RP decon 자료 검색조건 deconUcBase.jsp

deconExcel.jsp 18  RP decon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deconUcExcel.jsp

expectation.jsp 12  RP expectation 자료 가공 결과보기 expectation.jsp

expectationBase.jsp 5  RP expectation 자료 검색조건 expectationBase.jsp

expectationExcel.jsp 17  RP expectation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expectationExcel.jsp

radiation1.jsp 20  RP radiation1 자료 가공 결과보기 radiation1.jsp

radiation1Base.jsp 6  RP radiation1  자료 검색조건 radiation1Base.jsp

radiation1Excel.jsp 26  RP radiation1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radiation1Excel.jsp

radiation2.jsp 12  RP radiation2 자료 가공 결과보기 radiation2.jsp

radiation2Base.jsp 5  RP radiation2 자료 검색조건 radiation2Base.jsp

radiation2Excel.jsp 17  RP radiation2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radiation2Excel.jsp

surveil.jsp 12  RP sueveil 자료 가공 결과보기 ventil.jsp

surveilBase.jsp 4  RP sueveil  자료 검색조건 ventilBase.jsp

surveilExcel.jsp 17  RP sueveil 자료 결과Excel 파일 제조 ventilExcel.jsp

process 게



부록 C

TABLE LIST of DECOMMIS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able 명의 알파벳 순으로 정리 되어 있음.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Y

2 문서작성일 WDATE DATE 7 Y

3 작업일련번호 DOC_NUM_SRL VARCHAR2 15 Y

4 작업분야 WORK_KIND_CODE VARCHAR2 2 Y

5 연결작업 DOC_NUM_SRL_CON VARCHAR2 15 Y

6 투입시간 INVESTTIME NUMBER 7.1 Y

1 코드 ATDC_COM_CODE VARCHAR2 10 N /ATDC_COM_PK

2 작업분야구분 WORK_KIND_CODE VARCHAR2 2 N

3 회사명 COMPANY_CODE VARCHAR2 20 N

4 참여시작일 SDATE DATE 7 Y

5 참여 종료일 EDATE DATE 7 Y

1 참여 인 력코드 ATDC_MAN_CODE VARCHAR2 10 N /ATDC_COM_PK

2 참여 기관 코드 ATDC_COM_CODE VARCHAR2 10 N

3 참여 인력명 ATDC_MAN_NAME VARCHAR2 20 Y

4 근무 시작일 MAN_SDATE DATE 7 Y

5 근무 종료일 MAN_EDATE DATE 7 Y

6 직종 MAN_JOB VARCHAR2 30 Y

1 DDIS 종류 DDIS_KIND VARCHAR2 10 N

2 DDIS 명 DDIS_NAME VARCHAR2 30 Y

3 비고 REMARK VARCHAR2 30 Y

ANALYSIS3-CON
MP-Analysis3

표시 양식

ATDC
참여 기관
 입력 자료

ATDC_MAN
참여 인력
 입력자료

BSAESET 기본셋팅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코드 COMPANY_CODE VARCHAR2 20 N

2 회사명 COMPANY_NAME VARCHAR2 50 Y

3 전화번호 COMPANY_TEL VARCHAR2 30 Y

4 팩스번호 COMPANY_FAX VARCHAR2 30 Y

5 주소 COMPANY_ADDR VARCHAR2 100 Y

6 업종 COMPANY_CLASS VARCHAR2 50 Y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N /DAIY_PK

2 업체 ATDC_COM_CODE VARCHAR2 10 Y

3 작성자 ATDC_MAN_CODE VARCHAR2 10 Y

4 작업일자 WDATE DATE 7 Y

5 공사명 TITLE VARCHAR2 100 Y

6 금일 투입인력 내용 CONT VARCHAR2 1000 Y

7 내일업무계획 PLAN VARCHAR2 1000 Y

8 특별지시사항 DIRECTION VARCHAR2 1000 Y

9 정렬 SORT NUMBER 5 Y

10 특기사항 REMARK VARCHAR2 100 Y

11 금일작업내용 WORKCONT VARCHAR2 1000 Y

12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13 작업일구분 DAYTYPE VARCHAR2 4 Y

COMPANY
회사코드
입력 자료

DAILY
작업일보 기본자

료
 입력 내용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BOMB_PK

2 피폭 인력순번 DAILY_BOMB_SRL NUMBER 3 PK N /DAILY_BOMB_PK

3 작업인력 ATDC_MAN_CODE VARCHAR2 10 N

4 작업분야 WORK_KIND_CODE VARCHAR2 2 N

5 작성날짜 WDATE DATE 7 Y

6 AID AID NUMBER 5.1 Y

7 TLD TLD NUMBER 5.1 Y

8 OTHER OTHER NUMBER 5.1 Y

9 EXPECTATION EXPECTATION NUMBER 5.1 Y

10 정렬 SORT NUMBER 5 Y

11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2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DAILY_BOMB
작업자 피폭자료

표기 양식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DETAIL_PK

2 작업일련번호 DOC_NUM_SRL VARCHAR2 15 N /DAILY_DETAIL_PK

3 작업분야 WORK_KIND_CODE VARCHAR2 2 N

4 작업내용 CONT VARCHAR2 100 Y

5 WBS NUM WBS_CODE VARCHAR2 10 Y

6 시설코드 FAC_CODE VARCHAR2 10 Y

7 장비코드1 EQ1_CODE VARCHAR2 10 Y

8 장비코드2 EQ2_CODE VARCHAR2 10 Y

9 장비코드3 EQ3_CODE VARCHAR2 10 Y

10 작업코드 WORK_CODE VARCHAR2 10 Y

11 연결작업 DOC_NUM_SRL_CON VARCHAR2 15 Y

12 관련작업 DOC_NUM_SRL_REL VARCHAR2 15 Y

13 작업허가번호 PERMIT_NUM VARCHAR2 15 Y

14 정렬 SORT NUMBER 5 Y

15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6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DAILY_DETAIL
작업일보 상세작

업
입력 내용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EDUCL_PK

2 작업일련번호 DOC_NUM_SRL VARCHAR2 15 PK N /DAILY_EDUCL_PK

3 교육순번 DAILY_EDUC_SRL NUMBER 3 PK N /DAILY_EDUCL_PK

4 작업코드 WORK_CODE VARCHAR2 10 N

5 강사 ATDC_MAN_CODE VARCHAR2 10 Y

6 교육명 DAILY_EDUC_TITLE VARCHAR2 50 Y

7 사유 DAILY_EDUC_REASO VARCHAR2 100 Y

8 내용 DAILY_EDUC_CONT VARCHAR2 100 Y

9 근거서류 DAILY_EDUC_DOC VARCHAR2 50 Y

10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1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EQ_PK

2 작업일련번호 DOC_NUM_SRL VARCHAR2 15 PK N /DAILY_EQ_PK

3 장비코드 EQ_CODE VARCHAR2 10 PK N /DAILY_EQ_PK

4 장비번호 EQ_SRL VARCHAR2 10 PK N /DAILY_EQ_PK

5 작업코드 WORK_CODE VARCHAR2 10 N

6 사유 DAILY_EQ_REASON VARCHAR2 100 Y

7 근거서류 DAILY_EQ_DOC VARCHAR2 50 Y

8 정렬 SORT NUMBER 5 Y

9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0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DAILY_EDUC
해체 교육 자료

입력 내용

DAIL_EQ
장비관리 장비

입 력내용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EQ_PK

2 일보환기시설순번 DAILY_FAN_SRL NUMBER 3 PK N /DAILY_EQ_PK

3 FAN 코드 FAN_CODE VARCHAR1 7 N

4 종류 FAN_KIND_CODE VARCHAR2 4 Y

5 작성일자 WDATE DATE 7 Y

6 용량 FAN_VOLUME NUMBER 22 Y

7 단위 FAN_UNIT VARCHAR2 20 Y

8 총처리량 FAN_TOTAL NUMBER 15.2 Y

9 운전시간 FAN_HH NUMBER 3 Y

10 운전분 FAN_MI NUMBER 2 Y

11 정렬 SORT NUMBER 5 Y

12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3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DAILY_FAN
환기시설 팬 자료

입력 내용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LIQ_PK

2 작업작업번호 DOC_NUM_SRL VARCHAR2 15 PK N /DAILY_LIQ_PK

3 액체폐기물 순번 DAILY_LIQ_SRL NUMBER 3 PK N /DAILY_LIQ_PK

4 작업코드 WORK_CODE VARCHAR2 10 N

5 발생지 DAILY_LIQ_ORIGIN VARCHAR2 50 Y

6 이송지 DAILY_LIQ_TRANS VARCHAR2 50 Y

7 농도 DAILY_LIQ_DENSIT NUMBER 15.3 Y

8 처리량 DAILY_LIQ_WT NUMBER 15.3 Y

9 오염핵종1 DAILY_LIQ_PNUCLE1 VARCHAR2 20 Y

10 오염핵종2 DAILY_LIQ_PNUCLE2 VARCHAR2 20 Y

11 오염핵종3 DAILY_LIQ_PNUCLE3 VARCHAR2 20 Y

12 오염핵종4 DAILY_LIQ_PNUCLE4 VARCHAR2 20 Y

13 근거서류 DAILY_LIQ_DOC VARCHAR2 50 Y

14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5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DAILY_LIQ
작업일보

액체폐기물 관리
자료 입력 내용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MAN_PK

2 작업일련번호 DOC_NUM_SRL VARCHAR2 15 PK N /DAILY_MAN_PK

3 작업인력순번 DAILY_MAN_SRL NUMBER 3 PK N /DAILY_MAN_PK

4 작업인력 ATDC_MAN_CODE VARCHAR2 10 N

5 작업분야 WORK_KIND_CODE VARCHAR2 2 N

6 작성날짜 WDATE DATE 7 Y

7 투입시간 INVESTTIME NUMBER 3.1 Y

8 정렬 SORT NUMBER 5 Y

9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0 사유(1:조퇴,… REASON VARCHAR2 50 Y

11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MONITOR_PK

2 일보 감시기 순번 DAILY_MONITOR_SRL NUMBER 3 PK N /DAILY_MONITOR_PK

3 선량계 코드 MONITOR_CODE VARCHAR2 7 N

4 종류 MONITOR_KIND_CODE VARCHAR2 4 Y

5 작성일짜 WDATE DATE 7 Y

6 위치 MONITOR_CODE VARCHAR2 30 Y

7 단위 MONITOR_UNIT VARCHAR2 20 Y

8 측정량 MONITOR_WT NUMBER 9.4 Y

9 조치시항유무 COMPLE VARCHAR2 50 Y

10 정렬 SORT NUMBER 5 Y

11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2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DAILY_MAN
해체 작업인력

입력 내용

DAIL_MONITOR
작업일보

고정선량감시기
입력 내용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SOLID_PK

2 작업일련번호 DOC_NUM_SRL VARCHAR2 15 PK N /DAILY_SOLID_PK

3 고체폐기물순번 DAILY_SOLID_SRL NUMBER 3 PK N /DAILY_SOLID_PK

4 작업코드 COMPLE VARCHAR2 10 N

5 포장반출 작업구분 DAILY_SOLID_KIND VARCHAR2 20 Y

6 관련폐기물 번호 DAILY_SOLID_WAST VARCHAR2 20 Y

7 방사능량 DAILY_SOLID_WT NUMBER 15.3 Y

8 근거서류 DAILY_SOLID_DOC VARCHAR2 50 Y

9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0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1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15 PK N /DAILY_SPOTRAD_PK

2 관련 작업번호 DOC_NUM_SRL VARCHAR2 15 PK N /DAILY_SPOTRAD_PK

3 현장방사선관리순번 DAILY_SPOTRAD_SRL NUMBER 3 PK N /DAILY_SPOTRAD_PK

4 작업코드 WORKS_CODE VARCHAR2 10 N

5 측정 위치 DAILY_SPOTRAD_PO VARCHAR2 50 Y

6 알파오염도 DAILY_SPOTRAD_A VARCHAR2 50 Y

7 알파 MDA DAILY_SPOTRAD_AM VARCHAR2 50 Y

8 베타오염도 DAILY_SPOTRAD_B VARCHAR2 50 Y

9 베타MDA DAILY_SPOTRAD_BM VARCHAR2 50 Y

10 선량률 DAILY_SPOTRAD_RA VARCHAR2 50 Y

11 BKG DAILY_SPOTRAD_BK VARCHAR2 50 Y

12 근거서류 DAILY_SPOTRAD_DOC VARCHAR2 50 Y

13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4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DAILY_SOLID
고체폐기물 처리
작업 입력 내용

DAIL_SPOTRAD
작업일보

현장방사선 관리
입력 내용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공사 코드 TITLE_CODE NUMBER 5 PK N /DAILY_TITLE_PK

2 공사명 TITLE_NAME VARCHAR2 100 N

3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1 업무 구분 코드 EQ_KIND_CODE VARCHAR2 1 N

2 중간분류코드 EQ_MKIND_CODE VARCHAR2 2 N

3 장비코드 EQ_CODE VARCHAR2 10 PK N /EQ_PK

4 장비명칭 EQ_NAME VARCHAR2 50 Y

5 장비 영문명칭 EQ_ENAME VARCHAR2 50 Y

6 모델 EQ_MODEL VARCHAR2 100 Y

7 단위 EQ_UNIT VARCHAR2 10 Y

8 단가 EQ_PRICE NUMBER 22 Y

9 구동방식 EQ_WORK_METHOD VARCHAR2 20 Y

10 용도 EQ_USED VARCHAR2 50 Y

11 특징 EQ_FEARURE VARCHAR2 100 Y

12 정렬 SORT NUMBER 5 Y

1 코드 EQ_KIND_CODE VARCHAR2 1 PK N /EQ_KIND_PK

2 명칭 EQ_KIND_NAME VARCHAR2 50 Y

3 정렬 SORT NUMBER 5 Y

1 업무구분코드 EQ_KIND_CODE VARCHAR2 1 N

2 중간분류코드 EQ_MKIND_CODE VARCHAR2 2 PK N /EQ_MKIND_PK

3 중간분류 명칭 EQ_MKIND_NAME VARCHAR2 50 Y

4 정렬 SORT NUMBER 5 Y

장비코드 입력

장비업무 구분

장비 중간분류

DAILY_TITLE 공사명 관리

EQ

EQ_KIND

EQ_MKIND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대분류코드 EST_KIND_CODE VARCHAR2 4 N

2 중분류 코드 EST_MKIND_CODE VARCHAR2 4 N

3 코드 EST_CODE VARCHAR2 4 PK N /EST_PK

4 명칭 EST_NAME VARCHAR2 30 Y

5 정렬 SORT NUMBER 5 Y

6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 코드 EST_KIND_CODE VARCHAR2 4 PK N /EST_KIND_PK

2 명칭 EST_KIND_NAME VARCHAR2 30 Y

3 정렬 SORT NUMBER 5 Y

1 대분류코드 EST_KIND_CODE VARCHAR2 4 N

2 중분류 코드 EST_MKIND_CODE VARCHAR2 4 PK N /EST_MKIND_PK

3 명칭 EST_MKIND_NAME VARCHAR2 30

4 정렬 SORT NUMBER 5 Y

1 사이트 코드 FAC_SITE_CODE VARCHAR2 4 N

2 시설 구분 코드 FAC_KIND_CODE VARCHAR2 4 N

3 시설코드 FAC_CODE VARCHAR2 10 PK N /FAC_PK

4 명칭 FAC_NAME VARCHAR2 50 Y

5 정렬 SORT NUMBER 5 Y

6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EST 예산 집행 코드

FAC 시설 코드

EST_KIND 예산 집행 대분류

EST_MKIND 예산 집행 중분류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시설 구분 코드 FAC_KIND_CODE VARCHAR2 4 PK Y /FAC_KIND_PK

2 명칭 FAC_KIND_NAME VARCHAR2 50 Y

3 사이트 코드 FAC_SITE_CODE VARCHAR2 4 Y

4 정렬 SORT NUMBER 5 Y

5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 시설 구분 코드 FAC_SITE_CODE VARCHAR2 4 PK Y /FAC_SITE_PK

2 명칭 FAC_SITE_NAME VARCHAR2 50 Y

3 정렬 SORT NUMBER 5 Y

1 코드 FAN_CODE VARCHAR2 7 PK N /FAN_PK

2 종류 FAN_KIND_CODE VARCHAR2 4 N

3 용량 FAN_VOLUME NUMBER 22 Y

4 단위 FAN_UNIT VARCHAR2 20 Y

5 정렬 SORT NUMBER 5 Y

6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 처리 방법코드 FAN_KIND_CODE VARCHAR2 4 PK N /FAN_KIND_PK

2 처리방법 FAN_KIND_NAME VARCHAR2 50 Y

3 위치 FAN_KIND_POS VARCHAR2 50 Y

4 정렬 SORT NUMBER 5 Y

5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FAC_KIND 시설 구분 코드

FAC_SITE 사이트 코드

FAN 환기시설 팬

FAN_KIND
팬 처리 방법
(설치 위치)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대분류 코드 GSTORE_KIND_CODE VARCHAR2 20 N

2 코드 GSTORE_CODE VARCHAR2 2 PK N /GSTORE_PK

3 명칭 GSTORE_NAME VARCHAR2 30 Y

4 WACID 분류 GSTORE_WACID VARCHAR2 10 Y

5 정렬 SORT NUMBER 5 Y

1 코드 GSTORE_KIND_CODE VARCHAR2 20 PK N /GSTORE_KIND_PK

2 명칭 GSTORE_KIND_NAME VARCHAR2 30 N

3 정렬 SORT NUMBER 5 Y

1 아이디 MAN_ID C 20 PK N /MAN_PK

2 비밀번호 MAN_PWD VARCHAR2 20 N

3 이름 MAN_NAME VARCHAR2 20 Y

1 코드 MONITOR_CODE VARCHAR2 7 PK N /MOMITOR_PK

2 종류 MONITOR_KIND_CODE VARCHAR2 4 Y

3 측정위치 MONITOR_POS VARCHAR2 30 Y

4 단위 MONITOR_UNIT VARCHAR2 20 Y

5 장비 MONITOR_EQ VARCHAR2 10 Y

6 정렬 SORT NUMBER 5 Y

7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 종류 코드 MONITOR_KIND_CODE VARCHAR2 4 PK Y /MOMITOR_KIND_P

2 종류 명칭 MONITOR_KIND_NAME VARCHAR2 50 Y

3 정렬 SORT NUMBER 5 Y

4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MAN 로그인 인력

폐기물 저장
 장소 대분류

MONITOR 고정 선량 감시기

GSTORE
폐기물 저장
 장소 코드

MONITOR_KIND
고정 선량 감시기

종류

GSTORE_KIND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번호 F_NO VARCHAR2 20 PK N /PDS_FILM_PK

2 자료일련번호 F_NO_SRL VARCHAR2 12 N

3 촬영일자 F_DATE DATE 7 N

4 자료종류 F_TYPE VARCHAR2 10 N

5 관련작업일련번호 F_DOC VARCHAR2 15 Y

6 시설코드 F_FAC VARCHAR2 10 Y

7 장비코드 F_EQ VARCHAR2 10 Y

8 폐기물 관리번호 F_WASTE VARCHAR2 20 Y

9 제목 F_SUBJECT VARCHAR2 100 N

10 비고 F_REMARK VARCHAR2 1000 Y

11 파일이름 F_NAME VARCHAR2 20 Y

12 정렬 F_BINARY BLOD Y

1 번호 F_NO VARCHAR2 20 PK N /PDS_FILM_PK

2 자료일련번호 F_NO_SRL VARCHAR2 12 N

3 생산일자일자 F_DATE DATE 7 N

4 제작자 F_MAN VARCHAR2 10 Y

5 자료분류 F_TYPE VARCHAR2 10 Y

6 분야 F_FIELD VARCHAR2 10 Y

7 자료명 F_SUBJECT VARCHAR2 200 Y

8 출처/목적 F_SOURCE VARCHAR2 220 Y

9 자료명 F_NAME VARCHAR2 20 Y

10 정렬 F_BINARY VARCHAR2 Y

PDS_TECH 기술자료

PDS_FILM 영상자료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파일번호 SRL VARCHAR2 20 PK N /REF_BUDGET_PK

2 마킹 일련번호 MARKING_SRL VARCHAR2 20 Y

3 결의년도 RESOLUTION_YEAR VARCHAR2 4 Y

4 결의번호 RESOLUTION_NUM VARCHAR2 10 Y

5 결의일자 RESOLUTION_DATE DATE 7 Y

6 계정번호 ACC_NUM VARCHAR2 15 Y

7 원가코드 COST_CODE VARCHAR2 4 Y

8 예산코드 EST_CODE VARCHAR2 4 Y

9 대변 CREDIT NUMBER 22 Y

10 차변 DEBTOR NUMBER 22 Y

11 적요 REMARK VARCHAR2 200 Y

12 세부적요 DETAIL_REMARK VARCHAR2 500 Y

13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14 입력일자 WDATE DATE 7 Y

REF_BUDGET 예산 집핼자료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순번 SRL VARCHAR2 20 PK N /REF_CHARACT_PK

2 자료일렵번호 DATA_NUM VARCHAR2 20 Y

3 폐기물인식번호 WASTE_NUM VARCHAR2 20 Y

4 구폐기물인식번호 WASTE_NUM_OLD VARCHAR2 20 Y

5 근거자료 BASE_DATA VARCHAR2 30 Y

6 인식번호 부여일자 KNOW_NUM_WDATE DATE 7 Y

7 인식번호부여작업번호KNOW_NUM_DNS VARCHAR2 15 Y

8 용기/포장 종류 CASE_KIND VARCHAR2 20 Y

9 포장내용물 WRAP_MATTER VARCHAR2 50 Y

10 폐기물발생시설 OCCUR_FAC_CODE VARCHAR2 10 Y

11 해체대상물 DISSOVE_OBJ VARCHAR2 30 Y

12 폐기물 이력 WASTE_HISTORY VARCHAR2 10 Y

13 발생일 OCCUR_DATE DATE 7 Y

14 폐기물 종류 WASTE_CODE VARCHAR2 2 Y

15 폐기물가연성코드 WASTE_CODE2 VARCHAR2 2 Y

16 무게 WT NUMBER 15.3 Y

17 부피 VOLUME NUMBER 15.3 Y

18 알파오연도검사 POLL_A VARCHAR2 30 Y

19 베타오염도검사 POLL_B VARCHAR2 30 Y

20 고착오염도 POLL_STICK VARCHAR2 30 Y

21 표면선량 SURFACE_RATIO VARCHAR2 30 Y

22 오염측정일자 POLL_WDATE DATE 7 Y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REF_CHARACT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23 측정작업번호 POLL_DNS VARCHAR2 15 Y

24 핵종분석일 NUCLEAR_WDATE DATE 7 Y

25 핵종분석일련번호 NUCLEAR_DNS VARCHAR2 15 Y

26 CO60 CO60 VARCHAR2 20 Y

27 CS137 CS137 VARCHAR2 20 Y

28 EU152 EU152 VARCHAR2 20 Y

29 NB95 NB95 VARCHAR2 20 Y

30 BA132 BA132 VARCHAR2 20 Y

31 포장/인입일자 WRAP_WDATE DATE 7 Y

32 포장/인입작업번호 WRAP_DNS VARCHAR2 15 Y

33 포장/인입용기인식번호WRAP_CASE_NO VARCHAR2 20 Y

34 반출일자 OUT_WDATE DATE 7 Y

35 반출작업번호 OUT_DNS VARCHAR2 15 Y

36 저장장소 GSTORE_CODE VARCHAR2 2 Y

37 최종판정 DECISION VARCHAR2 Y

38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39 입력일자 WDATE DATE 7 Y

REF_CHARACT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순번 SRL VARCHAR2 20 PK N /REF_CONTAIN_PK

2 문서번호 DOC_NUM VARCHAR2 20 Y

3 자료일렵번호 DATA_NUM VARCHAR2 20 Y

4 드럼관리번호 DRUM_NUM VARCHAR2 20 Y

5 드럼생성일시 DRUM_DATE DATE 7 Y

6 발생시설 OCCUR_FAC_CODE VARCHAR2 10 Y

7 용기종류 CASE_KIND VARCHAR2 10 Y

8 내용물코드 MATTER_WASTE_CODEVARCHAR2 2 Y

9 폐기물의 가연성 CBSTBLT_WASTE2_CO VARCHAR2 2 Y

10 드럼총무게 DRUM_WT NUMBER 15.3 Y

11 드럼저장일자 DRUM_SAVE_WDATE DATE 7 Y

12 드럼생성 작업번호 DRUM_SAVE_DNS VARCHAR2 15 Y

13 저장장소코드 SAVE_GSTORE_CODE VARCHAR2 2 Y

14 저장시설코드 SAVE_FAC_CODE VARCHAR2 10 Y

15 드럼발생시선량율상단RATIO_TOP VARCHAR2 15 Y

16 드럼발생시선량율중단RATIO_MIDDLE VARCHAR2 15 Y

17 드럼발생시선량율하단RATIO_BOTTOM VARCHAR2 15 Y

18 드럼발생시선량율1m RATIO_1M VARCHAR2 15 Y

19 드럼발생시총방사능 RADIATION VARCHAR2 15 Y

20 내용물번호 MATTER_NUM VARCHAR2 20 Y

21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22 입력일자 WDATE DATE 7 Y

REF_CONTAIN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순번 SRL VARCHAR2 20 PK N /REF_CONTAMI_PK

2 자료일렵번호 DATA_NUM VARCHAR2 20 Y

3 marking number MARKING_NUM VARCHAR2 50 Y

4 작업일자 WORK_WDATE DATE 7 Y

5 작업관련 작업번호 WORK_DNS VARCHAR2 15 Y

6 작업자1 WORK_ATDC_MAN_CO VARCHAR2 10 Y

7 작업자2 WORK_ATDC_MAN_CO VARCHAR2 10 Y

8 작업장소 WORK_FAC_CODE VARCHAR2 10 Y

9 작업대상물 WORK_OBJ VARCHAR2 50 Y

10 알파유리성오염도 POLL_A VARCHAR2 30 Y

11 베타유리성오염도 POLL_B VARCHAR2 30 Y

12 고착성오염도 POLL_STICK VARCHAR2 30 Y

13 표면선량율 SURFACE_RATIO VARCHAR2 30 Y

14 중량 WT VARCHAR2 30 Y

15 처리방안(제염/반출 TREATMENT_PLAN VARCHAR2 10 Y

16 처리일자 TREATMENT_DATE DATE 7 Y

17 처리후폐기물관리번호WASTE_NUM VARCHAR2 20 Y

18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19 입력일자 WDATE DATE 7 Y

REF_CONTAMI
작업전후
오염검사

자료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파일번호 SRL VARCHAR2 20 PK N /REF_PERMIT_PK

2 허가번호 PERMIT_NUM VARCHAR2 20 Y

3 허가일자 PERMIT_DATE DATE 7 Y

4 작업내용 CONT VARCHAR2 50 Y

5 WBS NO WBS_CODE VARCHAR2 10 Y

6 관련시설 FAC_CODE VARCHAR2 10 Y

7 허가시작일 PERMIT_SDATE DATE 7 Y

8 허가마감일 PERMIT_EDATE DATE 7 Y

9 방사선관리요원 RAY_ATDC_MAN_CODEVARCHAR2 10 Y

10 측정장비 EQ_CODE VARCHAR2 10 Y

11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12 입력일자 WDATE DATE 7 Y

1 파일번호 SRL VARCHAR2 20 PK N /REF_PERMIT_MAN_PK

2 작업자순번 MAN_SRL VARCHAR2 20 PK N /REF_PERMIT_MAN_PK

3 작업자순번 MAN_ATDC_MAN_CODEVARCHAR2 10 Y

4 작업시간 WORK_HH NUMBER 3 Y

5 예상피폭치 BOMB_VALUE NUMBER 5.2 Y

6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7 입력일자 WDATE DATE 7 Y

REF_PERMIT 작업허가서

REF_PERMIT_MAN
작업허가서

작업자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순번 SRL VARCHAR2 20 PK N /REF_SURFACE_PK

2 marking number MARKING_NUM VARCHAR2 50 Y

3 측정일자 WORK_WDATE DATE 7 Y

4 측정작업 작업번호 WORK_DNS VARCHAR2 15 Y

5 측정자 WORK_ATDC_MAN_CO VARCHAR2 10 Y

6 측정시설 WORK_FAC_CODE VARCHAR2 10 Y

7 측정위치 WORK_POS VARCHAR2 50 Y

8 방사선량율 RAD_RATIO VARCHAR2 20 Y

9 측정장비1 EQ_CODE1 VARCHAR2 10 Y

10 알파유리성오염도 POLL_A VARCHAR2 30 Y

11 알파MDA A_MDA VARCHAR2 30 Y

12 베타유리성오염도 POLL_B VARCHAR2 30 Y

13 베타MDA B_MDA VARCHAR2 30 Y

14 측정장비2 EQ_CODE2 VARCHAR2 10 Y

16 측정장비3 EQ_CODE3 VARCHAR2 10 Y

18 입력방법(NULL/Y) IMPORT VARCHAR2 1 Y

19 입력일자 WDATE DATE 7 Y

REF_SURFACE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율
측정자료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폐기물대분류 코드 WASTE_KIND_CODE VARCHAR2 20 N

2 폐기물세분류 코드 WASTE_CODE VARCHAR2 2 PK N /WASTE_PK

3 폐기물세분류 명칭 WASTE_NAME VARCHAR2 30 Y

4 정렬 SORT NUMBER 5 Y

1 코드 WASTE_KIND_CODE VARCHAR2 20 PK N /WASTE_KIND_PK

2 명칭 WASTE_KIND_NAME VARCHAR2 30 N

3 WACID WASTE_KIND_WACID VARCHAR2 10 Y

4 정렬 SORT NUMBER 5 Y

1 코드 WASTE2_CODE VARCHAR2 2 PK N /WASTE2_PK

2 명칭 WASTE2_NAME VARCHAR2 30 N

3 정렬 SORT NUMBER 5 Y

1 WBS 분야 코드 WBS_KIND_CODE NUMBER 3 N

2 WBS NUM WBS_CODE VARCHAR2 10 PK N /WBS_PK

3 작업명 WBS_NAME VARCHAR2 50 Y

4 정렬 SORT NUMBER 5 Y

5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 분야 코드 WBS_KIND_CODE NUMBER 3 PK N /WBS_KIND_PK

2 분야 명칭 WBS_KIND_NAME VARCHAR2 50

3 정렬 SORT NUMBER 5 Y

4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WBS WBS number

WBS_KIND WBS 분야

WASTE_KIND 폐기물 대분류

WASTE2
추후 폐기물
 처리 가능성

WASTE 폐기물 세분류



테이블 명 설명 순번 컬럼 명 컬럼 ID 타입 길이 인덱스 Null? 비 고

1 작업분야코드 WORK_KIND_CODE VARCHAR2 2 N

2 작업분류코드 WORK_MKIND_CODE VARCHAR2 10 PK N /WORK_MKIND_PK

3 작업분류명칭 WORK_MKIND_NAME VARCHAR2 50 Y

4 정렬 SORT NUMBER 5 Y

5 비고 REMARK VARCHAR2 100 Y

1 작업분야코드 WORK_KIND_CODE VARCHAR2 2 N

2 작업분류코드 WORK_MKIND_CODE VARCHAR2 10 N

3 작업코드 WORKS_CODE VARCHAR2 10 PK N /WORKS_PK

4 작업명칭 WORKS_NAME VARCHAR2 50 Y

5 작업영문명칭 WORKS_ENAME VARCHAR2 50 Y

6 정렬 SORT NUMBER 5 Y

7 비고 REMARK VARCHAR2 50 Y

WORK_MKIND 작업분류

WORKS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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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능 구조도

[ 부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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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 ……………………….…………….……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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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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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로그인/화면제어/로그아웃 ……………………………… 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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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화면 제어/로그아웃

daily.jsp

menu.jsp

로그아웃

작업분야

fac_site.jsp코드관리

contain.jsp참고자료

dailyExport.jsp출력

wacidBase.jsp가공 출력

bottom.jsp
(페이지 아래 부분 정렬)

logoff.jsp
( 로그아웃)

menu_daily.jsp

menu_code.jsp

menu_ref.jsp

menu_print.jsp

menu_process.jsp

\images

login_confirm.jsp
(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default.jsp

loginForm.jsp

frame.jsp

top.jsp
(menu bar 제어)

title.jsp
(화면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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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관리

시설 코드관련 ………………………………………… D- 5
작업코드관련 ………………………………………….   D- 5
WBS number 코드 …………………………………… D- 6
관련기관(참여회사) 코드 …………………………….   D- 6
관련기관 (참여 업무) 코드 …………………………..   D- 7
인력 관련 코드 ………………………………………… D- 7
장비 관련 코드 ………………………………………..   D- 8
폐기물 관련 코드 …………………………………...     D- 9
폐기물 저장 장소 코드 ………………………………..  D- 9
예산 관련 코드 ……………………………………….    D-10
기타 코드 ……………………………………………….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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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관련 코드

Fac_site.jsp
(사이트 입력, 수정, 삭제)

Fac_site_save.jsp
(사이트 저장)

이동

write

시설 구분수

Fac_kind.jsp
(시설구분 입력, 수정, 삭제)

Fac_kind_save.jsp
(시설 구분 저장)write

이동시설 구분 수

Fac.jsp
(시설 입력, 수정, 삭제)

Fac_save.jsp
(시설 저장)write

이동

사이트

시설 구분

시설코드

▒ 작업관련 코드

work_kind.jsp
( 입력, 수정, 삭제)

work_kind_save.jsp
(저장)write

작업 분류 수

work_mkind.jsp
(입력, 수정, 삭제)

work_mkind_save.jsp
(저장)write

이동작업 코드 수

works.jsp
(수정, 삭제)

works_save.jsp
(저장)write

이동
참여업무코드 (1)

참여기관 수

참여업무 코드(2)

작업분야

작업 분류

작업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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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S number 코드

wbs_kind.jsp
(입력, 수정, 삭제)

wbs_kind_save.jsp
(저장)write

이동WBS number 수

wbs.jsp
(수정, 삭제)

wbs_save.jsp
(저장)write

▒ 관련 기관(참여회사)코드

company.jsp
(목록)

company_write.jsp
(입력)

company_read.jsp
(보기)

company_update.jsp
(수정)

company_save.jsp
(저장)

write file name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참여 업무 코드(3)

분야/작업 분류

WBS number

회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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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관련 코드(1)

adtc_com.jsp
(목록)

adtc_com_save.jsp
(입력, 수정, 삭제,저장)선택

작업 관련 코드(2)

참여 인력 수 참여인력 코드(4)

회사 코드(3)이동

참여인력 코드(5)

▒ 인력 관련 코드

atdc_man.jsp
(목록)

atdc_man_write.jsp
(입력)

atdc_man_read.jsp
(보기)

atdc_man_update.jsp
(수정)

atdc_man_save.jsp
(저장)

write 인력코드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참여업무 코드(4)

참여업무 코드(5)

▒ 관련 기관(참여업무)코드

이동

참여 업무

이동

참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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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jsp
(목록)

eq_write.jsp
(입력)

eq_read.jsp
(보기)

eq_update.jsp
(수정)

eq_save.jsp
(저장)

write 장비 코드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 장비관련 코드

eq_kind.jsp
(입력, 수정, 삭제)

eq_kind_save.jsp
(저장)write

이동장비 중간분류 수

eq_mkind.jsp
(수정, 삭제)

eq_mkind_save.jsp
(저장)write

이동장비 코드 수

장비업무구분

장비중간분류

장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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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련 코드

waste_kind.jsp
(입력, 수정, 삭제)

waste_kind_save.jsp
(저장)write

이동세분류 수

waste.jsp
(수정, 삭제)

waste_save.jsp
(저장)write

waste2.jsp
(수정, 삭제)

waste2_save.jsp
(저장)write

▒ 폐기물 저장장소 코드

gstore_kind.jsp
(입력, 수정, 삭제)

gstore_kind_save.jsp
(저장)write

이동세분류 수

gstore.jsp
(수정, 삭제)

gstore_save.jsp
(저장)write

화학성분 대분류

화학성분 세분류

추후처리 가능성

저장장소 대분류

저장장소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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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관련 코드

est_kind.jsp
(입력, 수정, 삭제)

est_kind_save.jsp
(사이트 저장)

이동

write

중 분류 수

est_mkind.jsp
(입력, 수정, 삭제)

est_mkind_save.jsp
(시설 구분 저장)write

이동예산 집행 수

est.jsp
( 입력, 수정, 삭제)

est_save.jsp
(시설 저장)write

이동

예산집행대분류

예산집행중분류

예산집행 코드

fan_kind.jsp
(입력, 수정, 삭제)

fan_kind_save.jsp
(저장)write

이동감시기 수

fan.jsp
(수정, 삭제)

fan_save.jsp
(저장)write

▒ 기타 코드

monitor_kind.jsp
(입력, 수정, 삭제)

monitor_kind_save.jsp
(저장)write

이동감시기 수

monitor.jsp
(수정, 삭제)

monitor_save.jsp
(저장)write

선량계 종류

선량 감시기

팬 위치

환기 시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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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
공사명 관리 ………………………………….…..…… D-12
작업일보 기본 자료…………………………….…..…….   D-12
작업 상세 내역 ………………………………….……… D-13
작업 인력 …………………………….………………….   D-13
피폭관리 …………………………………….…………..   D-14
고정 선량계 ……………………………………………… D-14
기체 배출물 ……………………………………….……..   D-15
현장 방사선 측정 ……………………………………...     D-15
액체 폐기물 …………………………………………...     D-16
고체 폐기물 …………………………………………....     D-16
해체 작업 장비 ………………………………………...    D-17
해체 교육 ………………………………………………..    D-17
확인 작업 …………………………………………………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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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관리

dtitle.jsp
(입력,수정, 삭제)

dtitle_save.jsp
(저장)save

공사명 관리

▒ 작업일보 기본자료

daily.jsp
(목록)

daily_write.jsp
(입력)

daily_read.jsp
(보기)

daily_update.jsp
(수정)

daily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dailyInputData.jsp
(작업일보 입력현황)

작업일보 입력현황

작업일보 기본자료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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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상세 내역

detail.jsp
(목록)

detail_write.jsp
(입력)

detail_read.jsp
(보기)

detail_update.jsp
(수정)

detail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작업 상세내역

작업일보 기본자료

▒ 작업 인력

deman.jsp
(목록)

deman_list_save.jsp
(저장)

deman_list.jsp
(입력,수정,삭제,전체삭제)

deman_list_auto_save.jsp
(자동입력, 전체 삭제)

일련번호
list

save

작업 인력

작업일보 기본자료

자동입력

이동

작업일보 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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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폭관리

dbomb_list_save.jsp
(입력)

ddomb_list.jsp
(입력,수정,삭제,전체삭제)

dbomb_list_auto_save.jsp
(전체삭제)

save

피폭관리

작업일보 기본자료

save

작업일보 기본자료

▒ 고정선량계

dmonitor.jsp
(목록)

dmonitor_write.jsp
(입력)

dmonitor_read.jsp
(보기)

dmonitor_update.jsp
(수정)

dmonitor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고정선량계

작업일보 기본자료 작업일보 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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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배출물

dfan.jsp
(목록)

dfan_write.jsp
(입력)

dfan_read.jsp
(보기)

dfan_update.jsp
(수정)

dfan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기체배출물관리

작업일보 기본자료 작업일보 기본자료

▒ 현장방사선

dspotrad.jsp
(목록)

dspotrad_write.jsp
(입력)

dspotrad_read.jsp
(보기)

dspotrad_update.jsp
(수정)

dspotrad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현장 방사선관리

작업일보 기본자료 작업일보 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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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폐기물

dliq.jsp
(목록)

dfliq_write.jsp
(입력)

dliq_read.jsp
(보기)

dliq_update.jsp
(수정)

dliq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액체폐기물관리

작업일보 기본자료 작업일보 기본자료

▒ 고체 폐기물

dsolid.jsp
(목록)

dsolid_write.jsp
(입력)

dsolid_read.jsp
(보기)

dsolid_update.jsp
(수정)

dsolid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고체폐기물관리

작업일보 기본자료 작업일보 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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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작업 장비

deq.jsp
(목록)

deq_write.jsp
(입력)

deq_read.jsp
(보기)

deq_update.jsp
(수정)

deq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작업장비관리

작업일보 기본자료 작업일보 기본자료

▒ 해체 교육

deduc.jsp
(입력,수정, 삭제)

deduc_save.jsp
(저장)write

해체교육 관리

작업일보 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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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작업

detail_rel_list.jsp
(입력,수정, 삭제)

detail_rel_list_save.jsp
(저장)save

작업일보 기본자료

dman_reason_list.jsp
(보기)

작업 인력확인

관련작업확인

dman_reason_list_save.jsp
(저장)save

detail_reason_all_save.jsp
(전체 저장)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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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방사성 폐기물 용기 드럼 특성 자료 ……….…..…… D-20
폐기물 내용물 특성 자료 .………………….…..…….   D-20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 D-21
표면오염도/방사선량율 측정 ….….………………….    D-21
예산 집행자료 ……………………………….………..    D-22
작업허가서 ……………………………………………… D-23
영상 자료 ……………………………………….……..    D-24
기술 자료 ………………………………………….....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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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폐기물 용기/드럼 특성자료

contain.jsp
(목록)

contain_write.jsp
(입력)

contain_read.jsp
(보기)

contain_update.jsp
(수정)

contain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용기/드럼 특성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charact.jsp
(목록)

charact_write.jsp
(입력)

charact_read.jsp
(보기)

charact_update.jsp
(수정)

charact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내용물 특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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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contami.jsp
(목록)

contami_write.jsp
(입력)

contami_read.jsp
(보기)

contami_update.jsp
(수정)

contami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작업전후 오염 검사

▒ 표면 오염도 및 방사선량률 측정

surface.jsp
(목록)

surface_write.jsp
(입력)

surface_read.jsp
(보기)

surface_update.jsp
(수정)

surface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표면오염도/
방사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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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자료

budget.jsp
(목록)

budget_write.jsp
(입력)

budget_read.jsp
(보기)

budget_update.jsp
(수정)

budget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예산 집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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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허가서

permit.jsp
(목록)

permit_write.jsp
(입력)

permit_read.jsp
(보기)

permit_update.jsp
(수정)

permit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작업허가서

작업자

작업자

permit_man_save.jsp
(저장)

permit_man.jsp
(입력,수정,삭제)

sav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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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료

filmdata.jsp
(목록)

filmdata_write.jsp
(입력)

filmdata_read.jsp
(보기)

filmdata_update.jsp
(수정)

filmdata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영상자료

filmdata_del.jsp
(삭제)

▒ 기술자료

techdata.jsp
(목록)

techdata_write.jsp
(입력)

techdata_read.jsp
(보기)

techdata_update.jsp
(수정)

techdata_save.jsp
(저장)

write 문서번호 listlist

write

update delete

save

save

기술자료

techdata_del.jsp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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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작업일보 출력/작업일보 삭제 …………………..…… D-26
자료 EXPORT    .………………….………….…..…….    D-26
자료 IMPORT   .……………………………….……..… D-27
자료 EXCEL 파일 입력 ………………………………. .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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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보출력/작업일보 삭제

doc_select.jsp
(목록)

printBase.jsp
printOfDaily.jsp

(작업일보 출력)

DailyDeleteSave.jsp
(전체삭제)

dailydelete.jsp
(부분삭제)

문서번호

작업일보 삭제관리

▒ 자료 EXPORT

config.jsp
(경로설정)

dailyExport.jsp
(작업일보 선택화면)

refExport.jsp
(참고자료 선택화면)

문서번호

참고자료 Export

작업일보 Export

export.jsp
(자료 내려 받기)

download.jsp
(파일 다운받기)

deleteFile.jsp
(삭제)

삭제

Export

파일명

작업일보 삭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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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MPORT

config.jsp
(경로설정)

dailyImport.jsp
(작업일보 파일 선택화면)

참고자료 Export

작업일보 Import

dailyUpload.jsp
(자료 내려 받기)Import

dailyFileToDb.jsp
(자료 DB 입력)

refImport.jsp
(작업일보 파일 선택화면)

refUpload.jsp
(자료 내려 받기)Import

refFileToDb.jsp
(자료 DB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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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XCEL 파일 입력

config.jsp
(경로설정)

ref_chractForm.jsp
(파일 선택화면)내용물 특성자료

ref_charactVerify.jsp
(data 검증)

ref_charactUpload.jsp
(파일업로드)

Import

ref_charactFileToDb.jsp
(DB입력)

ref_contamiForm.jsp
(파일 선택화면)작업전후 오염검사

ref_contamiVerify.jsp
(data 검증)

ref_contamiUpload.jsp
(파일업로드)

Import

ref_contamiFileToDb.jsp
(DB입력)

ref_budgetForm.jsp
(파일 선택화면)예산집행 자료

ref_budgetVerify.jsp
(data 검증)

ref_budgetUpload.jsp
(파일업로드)

Import

ref_budgetFileToDb.jsp
(DB입력)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 29

가공출력
자료가공 출력 (폐기물 관련 1)   ………….…….…..…… D-30
자료가공 출력 (폐기물 관련 2) …………………..…….      D-31
자료가공 출력 (작업인력) ……………………….……… D-32
자료가공 출력 (방사선 방호 1) ………………………….    D-33
자료가공 출력 (방사선 방호 2) …………………………..    D-34
자료가공 출력 (예산 집행관련)  ………………………… D-35
자료가공 출력 (기타자료) ………………………….……..   D-36
자료가공 출력 (기타자료) ……………………………....      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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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가공출력 (폐기물 관련1)

config.jsp
(경로설정)

wacidBase.jsp
(조건 입력 화면)wacid

wacid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wacid.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amount1Base.jsp
(조건 입력 화면)Amount-1

amount1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amount1.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amount2Base.jsp
(조건 입력 화면)Amount-2

amount2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amount2.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traceBase.jsp
(조건 입력 화면)Trace

trace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trace.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폐기물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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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가공출력 (폐기물 관련2)

wacidBase.jsp
(조건 입력 화면)Decon-1

wacid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wacid.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decon2 Base.jsp
(조건 입력 화면)Decon-2

decon2 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decon2.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폐기물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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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가공출력 (작업인력1)

config.jsp
(경로설정)

contractBase.jsp
(조건 입력 화면)contract

contract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contract.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analysis1Base.jsp
(조건 입력 화면)Analysis-1

analysis1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analysis1.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analysis2Base.jsp
(조건 입력 화면)Analysis-2

analysis2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analysis2.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analysis3Base.jsp
(조건 입력 화면)Analysis-3

analysis3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analysis3.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individualBase.jsp
(조건 입력 화면)Individual

individual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individual.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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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가공출력 (방사선 방호 RP1)

config.jsp
(경로설정)

radiation1Base.jsp
(조건 입력 화면)Radiation-1

radiation1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radiation1.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radiation2Base.jsp
(조건 입력 화면)Radiation-2

radiation2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radiation2.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surveilBase.jsp
(조건 입력 화면)Surveil

survei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survei.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deconBase.jsp
(조건 입력 화면)Decon

decon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decon.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RP 2

UCDDIS의 경우 Ve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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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가공출력 (방사선 방호 RP2)

analysisBase.jsp
(조건 입력 화면)Analysis

analysis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analysis.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expectationBase.jsp
(조건 입력 화면)Expectation

expectation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expectation.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R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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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가공출력 (예산 집행관련)

config.jsp
(경로설정)

overBase.jsp
(조건 입력 화면)Data-over

over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over.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detailBase.jsp
(조건 입력 화면)Data-detail

detail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detail.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kaeriBase.jsp
(조건 입력 화면)Data-kaeri

kaeri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kaeri.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changeBase.jsp
(조건 입력 화면)Change

change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change.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UCDDIS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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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가공출력 (기타자료)

config.jsp
(경로설정)

utilizationBase.jsp
(조건 입력 화면)EQ-utilization

utilization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utilization.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maintenBase.jsp
(조건 입력 화면)EQ-mainten

mainten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mainten.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analysisBase.jsp
(조건 입력 화면)PR-analysis

analysis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analysis.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trainingBase.jsp
(조건 입력 화면)PR-training

training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training.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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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가공출력 (영상자료 기술자료)

filmdataBase.jsp
(조건 입력 화면)영상자료

filmdata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filmdata.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techdataBase.jsp
(조건 입력 화면)기술자료

techdataExcel.jsp
(엑셀 파일 생성)

techdata.jsp
(결과보기)검색

download.jsp
(파일열기)

엑셀

폐기물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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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분야구분 회사명 이름 근무 개시 근무 종료 직종 코드

방사선/능 관리

한일원자력

김 상철 2001. 06.01 2004. 09.06 중급 기술자 RPM-111

김 희준 2002. 10.05 2004. 09.06 중급기능사 RPM-112

최 경훈 2003. 09.17 2004. 09.06 초급기술자 RPM-113

김 동현 2001. 06.01 20021. 10.04 초급기술자 RPM-125

이 규현 2001. 09.03 2002. 10.04 초급기술자 RPM-126

이 규현 2002. 10.05 2003. 09.13 중급 기술자 RPM-127

디엔디 

엔지니어링

김 상철 2004. 09.07 2006. 03.31 중급 기술자 RPM-114

김 희준 2004. 09.07 2004. 10.17 중급기능사 RPM-115

최 경훈 2004. 09.07 2006. 03.311 초급기술자 RPM-116

이 상준 2004. 10.18 2005. 05.31 중급기능사 RPM-117

박 태영 2005. 03.22 2006. 03.31 중급기능사 RPM-118

김 태복 2005 06.01 2006. 03.31 중급기능사 RPM-119

한일 플랜트

서비스

김 상철 2006. 04.01 2008. 12.31 중급 기술자 RPM-120

최 경훈 2006. 04.01 2008. 12.31 초급기술자 RPM-121

박 태영 2006. 04.01 2008. 12.31 중급기능사 RPM-122

김 태복 2006. 04.01 2008. 06.30 중급기능사 RPM-123

김 태복 2006. 07.01 2008. 12.31 중급기능사 RPM-123

해체 작업 동원 AHU

고 윤수 2004. 04.01 2005. 03.31 특별인부 GDM-111

이 진종 2001. 02.18 2005. 03.31 특별인부 GDM-112

안 진용 2002. 05.02 2008. 12.31 콘크리트공 GDM-113

이 진용 2002. 10.21 2008. 12.31 작업반장 GDM-114

정 진호 2004. 02.07 2005. 07.31 절단공 GDM-115

조 오영 2004. 04.01 2005. 03.31 조력공 GDM-116

박 귀철 2005. 02.15 2006. 01.31. 조력공 GDM-117

임 병희 2005. 03.28 2008. 12.31 특별인부 GDM-118

고 윤수 2005. 04.01 2006. 01.31. 절단공 GDM-119

조 오영 2005. 04.01 2005. 05.31 특별인부 GDM-120

이 진종 2005. 04.01 2008. 12.31 조력공 GDM-121

정 지범 2005. 04.01 2005. 09.09 건설기계운전 GDM-122

박 헌오 2005. 04.11 2006. 01.31 콘크리트공 GDM-123

임 종선 2005. 07.04 2005. 07.11 특별인부 GDM-124

차 두헌 2005. 07.12 2005. 12.01 특별인부 GDM-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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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분야구분 회사명 이름 근무 개시 근무 종료 직종 코드

해체 작업 동원 AHU

조 흥복 2005. 08.08 2008. 12.31 특별인부 GDM-126

김 도진 2005. 09.05 2008. 12.31 절단공 GDM-127

김 강석 2006.01.26 2008.12.31 조력공 GDM-128

고 윤수 2006.02.01 2008.12.31 콘크리트공 GDM-129

박 헌오 2006.02.01 2008.12.31 조력공 GDM-130

박 귀철 2006.02.01 2008.12.31 특별인부 GDM-131

차 장영 2003.12.15 2003.12.26 GDM-132

안 진용 2003.12.15 2004.04.01 GDM-133

이 진용 2003.12.15 2004.03.13 GDM-134

유지보수

대덕

휴먼파우어

임 병희 2004. 12.31 계약 GEM-111

임 채선 2008.12.31 GEM-112

KAERI 임 병희 2005. 01.03 2005. 03.27 GEM-131

(주) 데콘 구 정민 2008. 12.31 GEM-121

폐기물 관리 KOPEC
조 규왕 2003. 02.11 2008. 12.31 원자력기술자 WMM-111

엄 성식 2004. 02.17 2008. 12.31 WMM-112

품질관리 KOPEC 강 주형 2003. 03.10 2008. 12.31 QCM-111

전문가 활용 KOPEC

이 종혁 2001. 06.01 2008. 12.31 원자력 중급 SEM-111

정 재훈 2001. 06.01 2008. 12.31 원자력 중급 SEM-112

강 상호 2001. 06.01 2008. 12.31 원자력 중급 SEM-113

이 승기 2001. 06.01 2008. 12.31 원자력 중급 SEM-114

주계약 두산 중공업

조 금석 2005. 12.04 현장소장 MCM-111

신 상식 2005.12.01 2008. 12.31 현장소장 MCM-112

조 금석 2005.12.01 2007. 01.31 MCM-113



- 26 -

작업 분야구분 회사명 이름 근무 개시 근무 종료 직종 코드

연구소 업무 KAERI

이 봉재 2001.01.01 2008. 12.31 연구 KAM-121

박 진호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1

백 삼태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2

이 규일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3

정 운수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4

이 기원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5

서 범경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6

정 경환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7

홍 상범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8

박 승국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9

김 종국 2001.01.01 2005,12,31 연구 KAM-110

최 윤동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11

황 성태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12

황 두성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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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분야구분 회사명 이름 근무 개시 근무 종료 직종 코드

해체 작업
동원 AHU

김 강석 2006.01.26 2008.12.31 GDM-128

고 윤수 2006.02.01 2008.12.31 GDM-129

박 헌오 2006.02.01 2008.12.31 GDM-130

박 귀철 2006.02.01 2008.12.31 GDM-131

유지보수

대덕휴먼 파우어

임 병희 2004. 12.31 계약 GEM-111

임 채선 2008.12.31 GEM-112

KAERI 임 병희 2005. 01.03 2005. 03.27 GEM-131

(주) 데콘 구 정민 2008. 12.31 GEM-121

폐기물 관리 KOPEC

조 규왕 2003. 02.11 2008. 12.31 원자력기술자 WMM-111

엄 성식 2004. 02.17 2008. 12.31 WMM-112

품질관리 KOPEC 강 주형 2003. 03.10 2008. 12.31 QCM-111

전문가 활용 KOPEC

이 종혁 2001. 06.01 2008. 12.31 원자력 중급 SEM-111

정 재훈 2001. 06.01 2008. 12.31 원자력 중급 SEM-112

강 상호 2001. 06.01 2008. 12.31 원자력 중급 SEM-113

이 승기 2001. 06.01 2008. 12.31 원자력 중급 SEM-114

주계약 두산 중공업

조 금석 2005. 12.04 현장소장 MCM-111

신 상식 2005.12.01 2008. 12.31 현장소장 MCM-112

조 금석 2005.12.01 2008. 12.31 MCM-113

연구소 업무 KAERI

이 봉재 2001.01.01 2008. 12.31 연구 KAM-121

박 진호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1

백 삼태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2

이 규일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3

정 운수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4

이 기원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5

서 범경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6

정 경환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7

홍 상범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8

박 승국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09

김 종국 2001.01.01 2005,12,31 연구 KAM-110

최 윤동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11

황 성태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12

황 두성 2001.01.01 2008,12,31 연구 KAM-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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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분야구분 회사명 이름 근무 개시 근무 종료 직종 코드

해체작업 명한산업

서 영석 2005.07.07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01

김 광래 2005.07.07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02

김 차섭 2005.07.07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03

조 영태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04

윤 종열 2005.07.07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05

박 상현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06

신 세범 2005.07.07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07

한 상욱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08

안 준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09

차 수봉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10

정 홍섭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11

정 경섭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12

손 광윤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13

양 정옥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14

김 곤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14

박 순하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16

김 기 2005.07.15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17

양 경모 2005.07.26 2008.12.31 콘크리트공 GDM-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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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분야구분 회사명 이름 근무 개시 근무 종료 직종 코드

방사선/능 관리
한국방사선 기술 

연구소

장 래삼 2004.08.01 2007.12.31 RCM-101

김 윤희 2004.08.01 2005.08.08 RCM-102

변 종인 2004.08.01 2006.08.23 RCM-103

황 상모 2004.08.01 2007.12.31 RCM-104

우 명균 2005.08.22 2007.12.31 RCM-105

해체 작업

DC
데콘엔지니어링

송 기영 2004.08.01 2006.11.30 DCM-101

김 완일 2004.12.01 2007.12.31 DCM-102

주 민규 2004.08.01 2004.11.30 DCM-103

하 태준 2004.08.01 2007.12.31 DCM-104

김 수재 2005.09.22 2007.12.31 DCM-105

안 준태 20054.08.28 2006.11.08 DCM-106

허 승혁 2004.08.01 2005.09.21 DCM-131

김 지욱 2004.08.01 2005.07.31 DCM-132

해체 작업 한일원자력

윤 석환 2005.04.01 2005.04.01 DCM-121

최   준 2005.04.11 2005.06.30 DCM-122

강 세창 2005.04.11 2005.06.30 DCM-123

제염작업 데콘엔지니어링

허 승혁 2004.08.01 2004.08.01 DTM-101

김 지욱 2004.08.01 2004.08.01 DTM-102

문 삼용 2005.10.04 2006.07.24 DTM-201

박 준용 2005.10.04 2007.07.26 DTM-202

폐기물 관리 한일원자력

서 환진 2004.08.01 2007.12.31 WRM-101

최   준 2005.04.11 2007.12.31 WRM-102

강 세창 2005.04.11 2007.12.31 WRM-103

백 병문 2005.12.12 2007.12.31 WRM-104

이 상호 2005.12.12 2007.12.31 WRM-105

박 규남 2005.12.12 2007.12.31 WRM-106

강 현정 2005.12.12 2007.12.31 WRM-107

김 진규 2006.09.25 2006.11.22 WRM-108

김 풍식 2006.12.01 2007.12.31 WRM-109

품질관리 한일원자력 박 준균 2004.08.01 2007.12.31 QL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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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분야구분 회사명 이름 근무 개시 근무 종료 직종 코드

기술 지원 KOPEC

이 종혁 2004.08.01 2007.12.31 TSM-101

정 재훈 2004.08.01 2007.12.31 TSM-102

이 승기 2004.08.01 2007.12.31 TSM-103

강 상호 2004.08.01 2007.12.31 TSM-104

임 병우 2006.060.1 2006.11.30 TSM-105

윤 형준 2006.060.1 2006.11.30 TSM-106

연구업무 한국원자력연구소

박 진호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01

백 삼태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02

이 규일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03

정 운수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04

이 기원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05

서 범경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06

정 경환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07

홍 상범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08

박 승국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09

김 종국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10

최 윤동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11

황 성태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12

황 두성 2001.01.01 2007,12,31 연구 RDM-113

주 계약자 업무 KOPEC
정 복규 2004.08.01 2004.11.30 현장소장 MCM-101

이 상권 2004.12.01 2007.12.31 현장소장 MCM-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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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코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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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명칭 대분류 코드 세부명칭 세분류 코드

배관

유틸리티 UP 유틸리티 배관 UPI

비우라늄 

공정배관
PP

유기물 PPO

무기물 PPI

우라늄 공정 

배관
PU

유기물 PUO

무기물 PUI

전기 관련 E

도관(전선관) ECP

케이블 트레이 ETR

전선(케이블) ECA

전선 (케이블 피복재) ECC

탱크

비우라늄 

탱크
VP

유기물 VPO

무기물 VPI

우라늄 탱크 VU
유기물 VUO

무기물 VUI

펌프 PM

모터 PMM

케이싱 PMC

임펠라 PMI

기타 PMO

덕트 DP 덕트판 DPL

단열재 IP
단열재판 IPL

단열재 IPM

잡철 OP
structure OPS

기타 OPT

표 a-18Uc. 변환 시설 해체물 발생 원인에 따르는 상세 코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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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사업관리시스템 DECOMMIS

사용설명서

[ 부록 F ]

LOG IN    ………….…….…………………….…… F- 2
코드관리 …………………………………...…….       F- 8
작업일보 ……………………….…………….…… F- 44
참고자료 …………………………………………..    F- 90
입출력 …………………………………………..       F-124
가공출력 ………………………………………..… F-138

2007. 3. 20.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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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LOG-IN

로그인 화면
사용자별 메뉴 제어 - admin
사용자별 메뉴 제어 - report
사용자별 메뉴 제어 - datagate
사용자별 메뉴 제어 - decom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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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로그인 화면

1. 위의 화면은 로그인 전 메인 화면입니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MAN

loginForm.jsp, login_confirm.jsp

/login

loginForm.jsp

기타

사용방법

관련 테이블

관련 프로그램

위 치

프로그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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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사용자별 메뉴 제어 - admin

1. admin : 코드관리, 작업일보, 참고자료, 출력, 가공출력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report : 코드관리, 작업일보, 참고자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datagate : 출력 메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decommis : 가공출력 메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op.jsp

/frames

top.jsp, menu.jsp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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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사용자별 메뉴 제어 - report

1. admin : 코드관리, 작업일보, 참고자료, 출력, 가공출력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report : 코드관리, 작업일보, 참고자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datagate : 출력 메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decommis : 가공출력 메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op.jsp

/frames

top.jsp, menu.jsp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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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사용자별 메뉴 제어 - datagate

1. admin : 코드관리, 작업일보, 참고자료, 출력, 가공출력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report : 코드관리, 작업일보, 참고자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datagate : 출력 메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decommis : 가공출력 메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op.jsp

/frames

top.jsp, menu.jsp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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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사용자별 메뉴 제어 - decommis

1. admin : 코드관리, 작업일보, 참고자료, 출력, 가공출력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report : 코드관리, 작업일보, 참고자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datagate : 출력 메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decommis : 가공출력 메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op.jsp

/frames

top.jsp, menu.jsp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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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코드 관리
코드관리(사이트)
코드관리(시설구분)
코드관리(시설코드)
코드관리(작업분야)
코드관리(작업분류)
코드관리(작업코드)
코드관리(분야/작업분류)
코드관리(WBS number)
코드관리(회사코드-작성)
코드관리(회사코드-목록)
코드관리(회사코드-보기)
코드관리(회사코드-수정)
코드관리(참여업무)
코드관리(참여인력-등록)
코드관리(참여인력-목록)
코드관리(참여인력-보기)
코드관리(참여인력-수정)
코드관리(장비업무구분)
코드관리(장비중간분류)
코드관리(장비코드-작성)
코드관리(장비코드-목록)
코드관리(장비코드-보기)
코드관리(장비코드-수정)
코드관리(화학 성분 폐기물 대분류)
코드관리(화학성분폐기물세분류)
코드관리(차후처리가능성폐기물)
코드관리(폐기물 저장장소 대분류)
코드관리(폐기물저장장소소분류)
코드관리(예산 집행 대분류)
코드관리(예산집행중분류)
코드관리(예산집행코드)
코드관리(고정 선량계 종류)
코드관리(고정선량감시기)
코드관리(환기시설 팬 위치)
코드관리(환기시설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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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코드관리(사이트)

1. 위의 화면은 시설관련코드 중 사이트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시설구분 수를 클릭하면 시설관련코드 중 시설구분으로 이동합니다.

FAC_SITE

fac_site.jsp, fac_site_save.jsp

/code/facility

fac_site.jsp

기타

사용방법

관련 테이블

관련 프로그램

위 치

프로그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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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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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시설구분)

1. 위의 화면은 시설관련코드 중 시설구분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시설코드 수를 클릭하면 시설관련코드 중 시설코드로 이동합니다.

6. [사이트로 이동]을 클릭하면 시설관련코드 중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FAC_SITE, FAC_KIND

fac_kind.jsp, fac_kind_save.jsp

/code/facility

fac_kind.jsp

기타

사용방법

관련 테이블

관련 프로그램

위 치

프로그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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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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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시설코드)

1. 위의 화면은 시설관련코드 중 시설코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사이트와 시설구분을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사이트로 이동]을 클릭하면 시설관련코드 중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6. [시설구분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시설관련코드 중 시설구분으로 이동합
니다.

FAC_SITE, FAC_KIND, FAC

fac.jsp, fac_save.jsp

/code/facility

fac.jsp

기타

사용방법

관련 테이블

관련 프로그램

위 치

프로그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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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작업분야)

1. 위의 화면은 작업관련코드 중 작업분야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참여분류 수를 클릭하면 작업관련코드 중 참여분류로 이동합니다.

5. 참여기관 수를 클릭하면 기관관련코드 중 참여업무로 이동합니다.

WORK_KIND

Work_kind.jsp, work_kind_save.jsp

/code/work

Work_kind.jsp

기타

사용방법

관련 테이블

관련 프로그램

위 치

프로그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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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작업분류)

1. 위의 화면은 작업관련코드 중 작업분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작업분야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

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작업코드 수를 클릭하면 작업관련코드 중 작업코드로 이동합니다.

6. [작업분야로 이동]을 클릭하면 작업관련코드 중 작업분야로 이동합니다.

WORK_KIND, WORK_MKIND

work_mkind.jsp, work_mkind_save.jsp

/code/work

work_mkind.jsp

기타

사용방법

관련 테이블

관련 프로그램

위 치

프로그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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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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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작업코드)

1. 위의 화면은 작업관련코드 중 작업코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작업분야와 작업분류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

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작업분야로 이동]을 클릭하면 작업관련코드 중 작업분야로 이동합니다.

6. [작업분류로 이동]을 클릭하면 작업관련코드 중 작업분류로 이동합니다.

WORK_KIND, WORK_MKIND, WORKS

works.jsp, works_save.jsp

/code/work

works.jsp

기타

사용방법

관련 테이블

관련 프로그램

위 치

프로그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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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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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분야/작업분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Wbs_kind.jsp

/code/wbs

Wbs_kind.jsp, wbs_kind_save.jsp

WBS_KIND

1. 위의 화면은 WBS number 코드 중 분야/작업분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WBS number 수를 클릭하면 WBS number 코드 중 WBS number 로 이동합니다.

Wbs_ki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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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코드관리(WBS number)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Wbs.jsp

/code/wbs

wbs.jsp, wbs_save.jsp

WBS_KIND, WBS

1. 위의 화면은 WBS number 코드 중 WBS number 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작업분류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분야/작업분류로 이동]을 클릭하면 WBS number 코드 중 분야/작업분류로
이동합니다.



F- 17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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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회사코드-작성)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mpany_write.jsp

/code/company

Company_write.jsp, company_save.jsp

COMPANY

1. 위의 화면은 회사관련코드 중 회사코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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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코드관리(회사코드-목록)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mpany.jsp

/code/company

Company.jsp

COMPANY

1. 위의 화면은 회사관련코드 중 회사코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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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회사코드-보기)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mpany_read.jsp

/code/company

Company_read.jsp, company_save.jsp

COMPANY

1. 위의 화면은 회사관련코드 중 회사코드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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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회사코드-수정)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mpany_update.jsp

/code/company

Company_update.jsp, company_save.jsp

COMPANY

1. 위의 화면은 회사관련코드 중 회사코드를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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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참여업무)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tdc_com.jsp

/code/company

atdc_com.jsp, atdc_com_save.jsp

COMPANY , WORK_KIND, ATDC_COM

1. 위의 화면은 기관관련코드 중 참여업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작업분야와 회사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작업코드 수를 클릭하면 작업관련코드 중 작업코드로 이동합니다.

6. [작업분야로 이동]을 클릭하면 작업관련코드 중 작업분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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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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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참여인력-등록)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tdc_man_write.jsp

/code/man

atdc_man_write.jsp, atdc_man_save.jsp

ATDC_COM, ATDC_MAN

1. 위의 화면은 인력관련코드 중 참여인력코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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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참여인력-목록)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tdc_man.jsp

/code/man

atdc_man.jsp

ATDC_COM, ATDC_MAN

1. 위의 화면은 인력관련코드 중 참여인력코드 목록 화면입니다.

2. 참여인력코드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참여회사로 이동]을 클릭하면 인력관련코드 중 참여인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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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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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참여인력-보기)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tdc_man_read.jsp

/code/man

atdc_man_read.jsp, atdc_man_save.jsp

ATDC_COM, ATDC_MAN

1. 위의 화면은 인력관련코드 중 참여인력코드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F- 25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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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참여인력-수정)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tdc_man_update.jsp

/code/man

atdc_man_update.jsp, atdc_man_save.jsp

ATDC_COM, ATDC_MAN

1. 위의 화면은 인력관련코드 중 참여인력코드를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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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장비업무구분)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q_kind.jsp

/code/eq

eq_kind.jsp, eq_kind_save.jsp

EQ_KIND

1. 위의 화면은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업무구분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장비중간분류 수를 클릭하면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업무구분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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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장비중간분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q_mkind.jsp

/code/eq

eq_kind.jsp, eq_kind_save.jsp

EQ_KIND, EQ_MKIND

1. 위의 화면은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중간분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장비업무구분을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장비코드 수를 클릭하면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코드로 이동합니다.

6. [장비업무구분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업무구분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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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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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장비코드-작성)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q_write.jsp

/code/eq

eq_write.jsp, eq_save.jsp

EQ_KIND, EQ_MKIND, EQ

1. 위의 화면은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코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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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장비코드-목록)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q.jsp

/code/eq

eq.jsp

EQ_KIND, EQ_MKIND, EQ

1. 위의 화면은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코드 목록 화면입니다.

2. 장비코드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장비업무구분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업무구분으로
이동합니다.

5.[ 장비중간분류로 이동]을 클릭하면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중간분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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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장비코드-보기)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q_read.jsp

/code/eq

eq_read.jsp, eq_save.jsp

EQ_KIND, EQ_MKIND, EQ

1. 위의 화면은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코드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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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장비코드-수정)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q_update.jsp

/code/eq

eq_read.jsp, eq_save.jsp

EQ_KIND, EQ_MKIND, EQ

1. 위의 화면은 장비관련코드 중 장비코드를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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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화학성분폐기물대분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waste_kind.jsp

/code/waste

waste_kind.jsp, waste_kind_save.jsp

WASTE_KIND

1. 위의 화면은 폐기물관련코드 중 화학성분폐기물대분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세분류 수를 클릭하면 폐기물관련코드 중 화학성분폐기물세분류로 이동합니다.



F- 33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코드관리(화학성분폐기물세분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waste.jsp

/code/waste

waste.jsp, waste_save.jsp

WASTE_KIND, WASTE

1. 위의 화면은 폐기물관련코드 중 화학성분폐기물세분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폐기물대분류코드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폐기물대분류코드로 이동]을 클릭하면 폐기물관련코드 중 폐기물대분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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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차후처리가능성폐기물)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waste2.jsp

/code/waste

waste2.jsp, waste2_save.jsp

WASTE2

1. 위의 화면은 폐기물관련코드 중 차후처리가능성폐기물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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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폐기물저장장소대분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gstore_kind.jsp

/code/gstore

gstore_kind.jsp, gstore_kind_save.jsp

GSTORE_KIND

1. 위의 화면은 폐기물저장장소 코드 중 폐기물저장장소대분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폐기물저장장소 소분류 수를 클릭하면 폐기물저장장소 코드 중 폐기물저장장소
소분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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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폐기물저장장소소분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gstore.jsp

/code/gstore

gstore.jsp, gstore_save.jsp

GSTORE_KIND, GSTORE

1. 위의 화면은 폐기물저장장소 코드 중 폐기물저장장소소분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폐기물저장장소대분류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폐기물저장장소대분류로 이동]을 클릭하면 폐기물저장장소 코드 중
폐기물저장장소대분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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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예산집행대분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st_kind.jsp

/code/est

est_kind.jsp, est_kind_save.jsp

EST_KIND

1. 위의 화면은 예산관련코드 중 예산집행대분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예산집행중분류 수를 클릭하면 예산관련코드 중 예산집행중분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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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예산집행중분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st_mkind.jsp

/code/est

est_mkind.jsp, est_mkind_save.jsp

EST_KIND, EST_MKIND

1. 위의 화면은 예산관련코드 중 예산집행중분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예산집행대분류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예산집행 수를 클릭하면 예산관련코드 중 예산집행코드로 이동합니다.

6. [예산집행대분류로 이동]을 클릭하면 예산관련코드 중 예산집행대분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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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예산집행코드)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st.jsp

/code/est

est.jsp, est_save.jsp

EST_KIND, EST_MKIND

1. 위의 화면은 예산관련코드 중 예산집행코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예산집행대분류와 예산집행중분류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예산집행대분류로 이동]을 클릭하면 예산관련코드 중 예산집행대분류로
이동합니다.

6. [예산집행중분류로 이동]을 클릭하면 예산관련코드 중 예산집행중분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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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고정선량계종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monitor_kind.jsp

/code/monitor

monitor_kind.jsp, monitor_kind_save.jsp

MONITOR_KIND

1. 위의 화면은 기타코드 중 고정선량계종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고정선량감시기 수를 클릭하면 기타코드 중 고정선량감시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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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고정선량감시기)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monitor.jsp

/code/monitor

monitor.jsp, monitor_save.jsp

MONITOR_KIND, MONITOR

1. 위의 화면은 기타코드 중 고정선량감시기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고정선량계종류를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고정선량계종류로 이동]을 클릭하면 기타코드 중 고정선량계종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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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환기시설팬위치)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fan_kind.jsp

/code/fan

fan_kind.jsp, fan_kind_save.jsp

FAN_KIND

1. 위의 화면은 기타코드 중 환기시설팬위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환기시설팬 수를 클릭하면 기타코드 중 환기시설팬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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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관리(환기시설팬)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fan.jsp

/code/fan

fan.jsp, fan_save.jsp

FAN_KIND,  FAN

1. 위의 화면은 기타코드 중 환기시설팬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2. 입력 및 수정할 처리방법을 선택합니다.
3.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4.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5. [환기시설팬 위치로 이동]을 클릭하면 기타코드 중 환기시설팬위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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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

작업일보(공사명관리)
작업일보 입력 현황
하나의 작업일보 입력 현황
작업일보(기본자료-작성)
작업일보(기본자료 -목록)
작업일보(기본자료 -보기)
작업일보(기본자료 -수정)
작업일보(기본자료 -삭제)
작업일보(상세내역-작성)
작업일보(상세내역 -목록)
작업일보(상세내역 -보기)
작업일보(상세내역 -수정)
작업일보(작업인력 -목록)
작업일보(작업인력)
작업일보(작업인력 - 전체삭제)
작업일보(피폭인력)
작업일보(피폭인력 - 전체삭제)
작업일보(고정선량계-작성)
작업일보(고정선량계 -목록)
작업일보(고정선량계 -보기)
작업일보(고정선량계 -수정)
작업일보(기체배출물-작성)
작업일보(기체배출물 -목록)
작업일보(기체배출물 -보기)
작업일보(기체배출물 -수정)
작업일보(현장방사선-작성)
작업일보(현장방사선 -목록)
작업일보(현장방사선 -보기)
작업일보(현장방사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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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액체폐기물-작성)
작업일보(액체폐기물 -목록)
작업일보(액체폐기물 -보기)
작업일보(액체폐기물 -수정)
작업일보(고체폐기물 -작성)
작업일보(고체폐기물 -목록)
작업일보(고체폐기물 -보기)
작업일보(고체폐기물 -수정)
작업일보(해체작업장비-작성)
작업일보(해체작업장비 -목록)
작업일보(해체작업장비 -보기)
작업일보(해체작업장비 -수정)
작업일보(해쳬교육관리)
작업일보(관련작업확인)
작업일보(작업인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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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공사명관리)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title.jsp

/daily/dtitle

dtitle.jsp, dtitle_save.jsp

DAILY_TITLE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중 공사명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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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 입력 현황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InputData.jsp

/daily/base

dailyInputData.jsp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DAILY_BOMB, 
DAILY_MONITOR, DAILY_FAN,

DAILY_SPOTRAD, DAILY_LIQ, DAILY_SOLID, DAILY_EQ, DAILY_EDUC

1. 작업의 문서번호에 해당하는 작업상세내역, 작업인력, 피폭관리, 고정선량계, 
기체배출물관리, 현장방사선관리, 액체폐기물관리, 고체폐기물관리, 
해체작업장비관리, 해체교육관리의 자료가 입력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2. 표시되는 숫자는 각 해당하는 자료수이며, 공란은 자료가 입력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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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작업일보 입력 현황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menu_daily.jsp

/frames

menu_daily.jsp, menu.jsp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DAILY_BOMB, 
DAILY_MONITOR, DAILY_FAN,

DAILY_SPOTRAD, DAILY_LIQ, DAILY_SOLID, DAILY_EQ, DAILY_EDUC

1. 선택된 하나의 작업일보의 문서번호가 다음 중에서
[ 작업상세내역, 작업인력, 피폭관리, 고정선량계, 기체배출물관리, 

현장방사선관리, 액체폐기물관리, 고체폐기물관리, 해체작업장비관리, 
해체교육관리 ]

2. 입력 되었으면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입력되지 않았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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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기본자료-작성)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_write.jsp

/daily/base

daily_write.jsp, daily_save.jsp

DAILY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기본자료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작업일자는 중복될 수 없으며, 작업일자를 선택하면 그 일자에 해당하는 코드관리의
참여업무에서 입력한 업체명과 코드관리의 참여인력에서 입력한 작성자가 보여집니다. 

자료가 없으면 코드관리에서 참여업무과 참여인력을 먼저 입력하세요. 
※ 공사명은 공사명관리에서 입력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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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기본자료 -목록)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jsp

/daily/base

daily.jsp

DAILY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기본자료 목록 화면입니다.

2. 문서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상세작업 수를 클릭하면 작업상세내역으로 이동합니다.

5. 검색 – 선택한 검색조건, 공사명과 입력한 작성기간의 자료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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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기본자료 -보기)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_read.jsp

/daily/base

daily_read.jsp

DAILY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작업일보 기본자료에 해당하는 하부 자료가 있을 때는 위처럼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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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기본자료 -수정)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_update.jsp

/daily/base

daily_update.jsp, daily_save.jsp

DAILY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기본자료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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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기본자료 -삭제)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_read.jsp

/daily/base

daily_read.jsp, daily_save.jsp

DAILY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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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상세내역-작성)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tail_write.jsp

/daily/detail

detail_write.jsp, detail_save.jsp

DAILY, DAILY_DETAIL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상세내역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작업분야 선택하면 작업일련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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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상세내역 -목록)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상세내역 목록 화면입니다.

2. 일련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작업일보기본자료로 이동]을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tail.jsp

/daily/detail

detail.jsp

DAILY, DAILY_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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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상세내역 -보기)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상세내역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tail_read.jsp

/daily/detail

detail_read.jsp , detail_save.jsp

DAILY, DAILY_DETAIL

※ 작업일보 상세내역에 해당하는 하부 자료가 있을 때는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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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상세내역 -수정)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상세내역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tail_update.jsp

/daily/detail

detail_update.jsp, detail_save.jsp

DAILY, DAILY_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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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작업인력 -목록)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작업인력 목록 화면으로 작업일련번호 별로 총 인력과
총 작업시간을 보여줍니다.

2. 일련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작업인력으로 이동합니다.

3. [작업일보기본자료로 이동]을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man.jsp

/daily/dman

dman.jsp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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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작업인력)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중 작업인력 화면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

으면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작업일련번호 별로 총 인력과 총 작업시간을 보여주는 목록으로 이동합
니다.

5. 자동입력 – 작업일자와 작업분야에 해당하는 참여인력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man.jsp

/daily/dman

dman.jsp, dman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F- 60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작업인력 - 전체삭제)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중 작업인력 화면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

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작업일련번호 별로 총 인력과 총 작업시간을 보여주는 목록으로 이동합
니다.

5. 전체삭제 – 전체 자료를 삭제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man.jsp

/daily/dman

dman.jsp, dman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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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피폭인력)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중 피폭인력 화면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

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자동입력 – 작업일자와 작업분야에 해당하는 참여인력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5.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bomb.jsp

/daily/dbomb

dbomb.jsp, dbomb_save.jsp

DAILY, DAILY_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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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피폭인력 - 전체삭제)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중 피폭인력 화면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

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전체삭제 – 전체 자료를 삭제합니다.

5.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bomb.jsp

/daily/dbomb

dbomb.jsp, dbomb_save.jsp

DAILY, DAILY_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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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고정선량계-작성)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고정선량계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monitor_write.jsp

/daily/dmonitor

dmonitor_write.jsp, dmonitor_save.jsp

DAILY, DAILY_MONITOR

※ 종류와 선량계 코드를 선택하면 위치와 단위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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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고정선량계 -목록)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고정선량계 목록 화면입니다.

2. 선량계코드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작업일보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monitor.jsp

/daily/dmonitor

dmonitor.jsp

DAILY, DAILY_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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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고정선량계 -보기)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고정선량계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

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monitor_read.jsp

/daily/dmonitor

dmonitor_read.jsp , dmonitor_save.jsp

DAILY, DAILY_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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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고정선량계 -수정)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고정선량계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monitor_update.jsp

/daily/dmonitor

dmonitor_update.jsp, dmonitor_save.jsp

DAILY, DAILY_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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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보(기체배출물-작성)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기체배출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fan_write.jsp

/daily/dfan

dfan_write.jsp, dfan_save.jsp

DAILY, DAILY_FAN

※ 처리방법 측정위치와 팬 종류를 선택하면 용량, 단위를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자동계산 – 용량과 운전시간 값이 입력이 되었으면 총 처리량 값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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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기체배출물 -목록)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기체배출물 목록 화면입니다.

2. 팬종류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fan.jsp

/daily/dfan

dfan.jsp

DAILY, DAILY_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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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기체배출물 -보기)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기체배출물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fan_read.jsp

/daily/dfan

dfan_read.jsp , dfan_save.jsp

DAILY, DAILY_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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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기체배출물 -수정)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기체배출물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fan_update.jsp

/daily/dfan

dfan_update.jsp, dfan_save.jsp

DAILY, DAILY_FAN

※ 자동계산 – 용량과 운전시간 값이 입력이 되었으면 총 처리량 값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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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현장방사선-작성)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현장방사선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spotrad_write.jsp

/daily/dspotrad

dspotrad_write.jsp, dspotrad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SPOT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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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현장방사선 -목록)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현장방사선 목록 화면입니다.

2. 일련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spotrad.jsp

/daily/dspotrad

dspotrad.jsp

DAILY, DAILY_DETAIL, DAILY_SPOT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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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현장방사선 -보기)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현장방사선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

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spotrad_read.jsp

/daily/dspotrad

dspotrad_read.jsp , dspotrad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SPOT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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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현장방사선 -수정)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현장방사선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spotrad_update.jsp

/daily/dspotrad

dspotrad_update.jsp, dspotrad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SPOT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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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액체폐기물-작성)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액체폐기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liq_write.jsp

/daily/dliq

dliq_write.jsp, dliq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LIQ



F- 76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액체폐기물 -목록)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액체폐기물 목록 화면입니다.

2. 일련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liq.jsp

/daily/dliq

dliq.jsp

DAILY, DAILY_DETAIL, DAILY_L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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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액체폐기물 -보기)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액체폐기물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liq_read.jsp

/daily/dliq

dliq_read.jsp , dliq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L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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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액체폐기물 -수정)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액체폐기물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liq_update.jsp

/daily/dliq

dliq_update.jsp, dliq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L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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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고체폐기물 -작성)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고체폐기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solid_write.jsp

/daily/dsolid

dsolid_write.jsp, dsolid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SOLID



F- 80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고체폐기물 -목록)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고체폐기물 목록 화면입니다.

2. 일련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solid.jsp

/daily/dsolid

dsolid.jsp

DAILY, DAILY_DETAIL, DAILY_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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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고체폐기물 -보기)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고체폐기물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solid_read.jsp

/daily/dsolid

dsolid_read.jsp , dsolid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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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고체폐기물 -수정)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고체폐기물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solid_update.jsp

/daily/dsolid

dsolid_update.jsp, dsolid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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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해체작업장비-작성)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해체작업장비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q_write.jsp

/daily/deq

deq_write.jsp, deq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EQ



F- 84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해체작업장비 -목록)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해체작업장비 목록 화면입니다.

2. 장비코드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q.jsp

/daily/deq

deq.jsp

DAILY, DAILY_DETAIL, DAILY_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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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해체작업장비 -보기)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해체작업장비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q_read.jsp

/daily/deq

deq_read.jsp , deq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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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해체작업장비 -수정)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해체작업장비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q_update.jsp

/daily/deq

deq_update.jsp, deq_save.jsp

DAILY, DAILY_DETAIL, DAILY_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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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해쳬교육관리)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중 해체작업교육 화면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

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duc_list.jsp

/daily/deduc

deduc_list.jsp, deduc_list_save.jsp

DAILY , DAILY_DETAIL, DAILY_E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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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관련작업확인)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중 관련작업확인 화면입니다.

2. Save – 입력 및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 및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tail_rel_list.jsp

/daily/detail

detail_rel_list.jsp, detail_rel_list_save.jsp

DAILY, DAILY_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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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작업일보(작업인력확인)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중 작업인력확인 화면입니다.

2.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일보 기본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man_reason_list.jsp

/daily/dman

dman_reason_list.jsp

DAILY, DAILY_MAN

※ 작업인력에서 입력한 자료를 인력별로 근무시간을 보여준다.

※ 사유는 근무 시간이 0 시간이면 결근이고, 8시간 이전이면 조퇴고, 8시간이면
정상이며, 8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무입니다.
단, 참여인력코드가 SEM 인 코드는 사유가 시간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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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
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작성)
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목록)
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보기)
참고차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수정)
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작성)
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목록)
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보기)
참고차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수정)
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작성)
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목록)
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보기)
참고차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수정)
참고자료(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작성)
참고자료(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목록)
참고자료(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보기)
참고차료(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수정)
참고자료(예산집행자료 -작성)
참고자료(예산집행자료 -목록)
참고자료(예산집행자료 -보기)
참고차료(예산집행자료 -수정)
참고자료(작업허가서 -작성)
참고자료(작업허가서 -목록)
참고자료(작업허가서 -보기)
참고차료(작업허가서 -수정)
참고차료(작업허가서 -작업자)
참고차료(영상자료 -등록)
참고차료(영상자료 -목록)
참고차료(영상자료 -보기)
참고차료(영상자료 -수정)
참고차료(기술자료 -등록)
참고차료(기술자료 -목록)
참고차료(기술자료 -보기)
참고차료(기술자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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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작성)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ain_write.jsp

/ref/contain

contain_write.jsp, contain_save.jsp

REF_CO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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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목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목록 화면입니다.

2. 파일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ain.jsp

/ref/contain

contain.jsp

REF_CO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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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보기)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ain_read.jsp

/ref/contain

contain_read.jsp , contain_save.jsp

REF_CO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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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차료(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수정)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ain_update.jsp

/ref/contain

contain_update.jsp, contain_save.jsp

DAILY, DAILY_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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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작성)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haract_write.jsp

/ref/charact

charact_write.jsp, charact_save.jsp

REF_CHA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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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목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목록 화면입니다.

2. 파일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haract.jsp

/ref/charact

charact.jsp

REF_CHA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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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보기)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tail.jsp

/ref/charact

charact_read.jsp , charact_save.jsp

REF_CHA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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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수정)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haract_update.jsp

/ref/charact

charact_update.jsp, charact_save.jsp

REF_CHA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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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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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작성)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ami_write.jsp

/ref/contami

contami_write.jsp, contami_save.jsp

REF_CONT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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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목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목록 화면입니다.

2. 파일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ami.jsp

/ref/contami

contami.jsp

REF_CONT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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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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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보기)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ami_read.jsp

/ref/contami

contami_read.jsp , contami_save.jsp

REF_CONT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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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수정)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해체물 작업 전후 오염검사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ami_update.jsp

/ref/contami

contami_update.jsp, contami_save.jsp

REF_CONTAMI



F- 103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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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작성)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surface_write.jsp

/ref/surface

surface_write.jsp, surface_save.jsp

REF_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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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목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목록 화면입니다.

2. 파일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surface.jsp

/ref/surface

surface.jsp

REF_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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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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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보기)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surface_read.jsp

/ref/surface

surface_read.jsp , surface_save.jsp

REF_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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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수정)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표면 오염도 방사선량률 측정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surface_update.jsp

/ref/surface

surface_update.jsp, surface_save.jsp

REF_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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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예산집행자료 -작성)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예산집행자료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budget_write.jsp

/ref/budget

budget_write.jsp, budget_save.jsp

REF_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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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예산집행자료 -목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예산집행자료 목록 화면입니다.

2. 파일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budget.jsp

/ref/budget

budget.jsp

REF_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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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예산집행자료 -보기)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예산집행자료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

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budget_read.jsp

/ref/budget

budget_read.jsp , budget_save.jsp

REF_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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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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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예산집행자료 -수정)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예산집행자료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budget_update.jsp

/ref/budget

budget_update.jsp, budget_save.jsp

REF_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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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작업허가서 -작성)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작업허가서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permit_write.jsp

/ref/permit

permit_write.jsp, permit_save.jsp

REF_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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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작업허가서 -목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작업허가서 목록 화면입니다.

2. 파일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작업자 – 작업자 관리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permit.jsp

/ref/permit

permit.jsp

REF_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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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작업허가서 -보기)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작업허가서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6. 작업자 – 작업자 관리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permit_read.jsp

/ref/permit

permit_read.jsp , permit_save.jsp

REF_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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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작업허가서 -수정)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작업허가서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permit_update.jsp

/ref/permit

permit_update.jsp, permit_save.jsp

REF_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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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작업허가서 -작업자)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작업허가서 작업자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며, 삭제가 체크되어 있

으면 그 자료를 삭제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permit_man.jsp

/ref/permit

permit_man.jsp, permit_man_save.jsp

REF_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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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영상자료 -등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영상 자료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filmdata_write.jsp

/ref/pds

filmdata_write.jsp, filmdata_save.jsp

PDS_FILM

※ 자료 일련번호는 원본 사진을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 자료 종류는 제염 해체 작업,  시설 및 장비, 폐기물 및 기타 로 구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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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영상자료 -목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영상 자료 목록 화면입니다.

2. 파일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filmdata.jsp

/ref/pds

filmdata.jsp

PDS_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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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영상자료 -보기)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영상자료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filmdata_read.jsp

/ref/pds

filmdata_read.jsp, filmdata_save.jsp

PDS_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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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영상자료 -수정)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ㄱ술자료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filmdata_update.jsp

/ref/pds

filmdata_update.jsp, filmdata_save.jsp

PDS_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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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기술자료 -등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기술 자료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2. Save –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echdata_write.jsp

/ref/pds

techdata_write.jsp, techdata_save.jsp

PDS_TECH

※ 자료 일련번호는 원본 기술자료를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 자료 분류와 분야는 주어진 종류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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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기술자료 -목록)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영상 자료 목록 화면입니다.

2. 파일번호 클릭 – 해당하는 자료 보기로 이동합니다.

3.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echdata.jsp

/ref/pds

techdata.jsp

PDS_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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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기술자료 -보기)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기술자료 보기 화면입니다.

2.  Write –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3. Update –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4. Delete – 삭제확인 창이 뜹니다.  삭제하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하지

않으려면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5.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echdata_read.jsp

/ref/pds

techdata_read.jsp, techdata_save.jsp

PDS_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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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차료(기술자료 -수정)

1. 위의 화면은 참고자료 기술자료 수정하는 곳입니다.

2. Save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3. Reset – 수정한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4. List –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echdata_update.jsp

/ref/pds

techdata_update.jsp, techdata_save.jsp

PDS_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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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출력(문서번호 선택)
출력(작업일보 출력)
출력(작업일보 삭제관리)
출력(작업일보 삭제관리)
출력(EXPORT – 작업일보 EXPORT)
출력(EXPORT – 작업일보 EXPORT)
출력(EXPORT – 참고자료 EXPORT)
출력(EXPORT – 참고자료 EXPORT)
출력(IMPORT – 작업일보 IMPORT)
출력(IMPORT – 참고자료 IMPORT)
출력(EXCEL 입력-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출력(EXCEL 입력- 해체물 작업전후 오염검사)
출력(EXCEL 입력- 예산 집행 자료)



F- 125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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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문서번호 선택)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출력 및 삭제관리 하기 위한 문서번호 선택 화면입니다.

2. 문서번호 클릭 – 해당 문서번호의 작업일보 출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oc_select.jsp

/print

doc_select.jsp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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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작업일보 출력)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출력 화면입니다.

2. 인쇄 – 작업일보 문서를 출력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printBase.jsp

/print

printBase.jsp, printOfDaily.jsp

DAILY, DAILY_BOMB, DAILY_DETAIL,
DAILY_EDUC, DAILY_EQ, DAILY_FAN, DAILY_LIQ,

DAILY_MAN, DAILY_MONITOR, DAILY_SOLID, DAILY_SPOT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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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작업일보 삭제관리)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삭제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2. 작업일보 전체삭제 – 문서번호의 하위 메뉴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삭제합니다. 

3. 작업상세내역 전체삭제 – 작업상세내역의 하위 메뉴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삭

제합니다.

4. 삭제 – 해당 메뉴의 전체 자료를 삭제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Delete.jsp

/print

dailyDelete.jsp, dailyDeleteSave.jsp

DAILY, DAILY_BOMB, DAILY_DETAIL,
DAILY_EDUC, DAILY_EQ, DAILY_FAN, DAILY_LIQ,

DAILY_MAN, DAILY_MONITOR, DAILY_SOLID, DAILY_SPOTRAD

※ ( ) 안의 숫자는 자료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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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작업일보 삭제관리)

1. 위의 화면은 작업일보 삭제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2. 참고자료에서 작업상세내역의 작업일련번호를 사용했으면 작업일보 전체 삭제
및 작업상세내역의 전체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에서 작업일련번호 사용함” 메시지 출력)

3. 삭제 – 해당 메뉴의 전체 자료를 삭제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Delete.jsp

/print

dailyDelete.jsp, dailyDeleteSave.jsp

DAILY, DAILY_BOMB, DAILY_DETAIL, 
DAILY_EDUC, DAILY_EQ, DAILY_FAN, DAILY_LIQ,

DAILY_MAN, DAILY_MONITOR, DAILY_SOLID, DAILY_SPOTRAD

※ ( ) 안의 숫자는 자료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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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EXPORT – 작업일보 EXPORT)

1.위 화면은 작업일보를 파일로 변환시키는 화면입니다. 

2.Export – 주어진 기간 내의 작업일보를 파일로 만듭니다.

3.Data 파일명 – 파일을 다운 받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4.삭제- 만들어진 파일을 삭제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Export.jsp

/sync

dailyExport.jsp, config.jsp, export.jsp, deleteFile.jsp

DAILY, DAILY_BOMB, DAILY_DETAIL, 
DAILY_EDUC, DAILY_EQ, DAILY_FAN, DAILY_LIQ,

DAILY_MAN, DAILY_MONITOR, DAILY_SOLID, DAILY_SPOTRAD

※ data 파일명은 DAILY20060512_20060812.dat과 같은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 krddis에 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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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EXPORT – 작업일보 EXPORT)

1.위 화면은 작업일보 파일을 다운 받기 위한 화면입니다. 

2.작업일보를 파일을 다운 받으려면 저장을 크릭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ownload.jsp

/sync

download.jsp

DAILY, DAILY_BOMB, DAILY_DETAIL, 
DAILY_EDUC, DAILY_EQ, DAILY_FAN, DAILY_LIQ,

DAILY_MAN, DAILY_MONITOR, DAILY_SOLID, DAILY_SPOTRAD

※ krddis에 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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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EXPORT – 참고자료 EXPORT)

1.위 화면은 참고자료를 파일로 변환시키는 화면입니다. 

2.Export – 주어진 기간 내의 모든 참고자료를 파일로 만듭니다.

3.Data 파일명 – 파일을 다운 받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4.삭제- 만들어진 파일을 삭제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refExport.jsp

/sync

refExport.jsp, config.jsp, export.jsp, deleteFile.jsp

※ data 파일명은 REF20060512_20060812.dat과 같은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 krddis에 만 해당됩니다. 

PDS_FILM, PDS_TECH, REF_BUDGET, REF_CHARACT, REF_CONTAIN,  
REF_CONTAMI, REF_PERMIT, REF_PERMIT_MAN, REF_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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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EXPORT – 참고자료 EXPORT)

1.위 화면은 참고자료 파일을 다운 받기 위한 화면입니다. 

2.작업일보를 파일을 다운 받으려면 저장을 크릭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ownload.jsp

/sync

download.jsp

※ krddis에 만 해당됩니다.

PDS_FILM, PDS_TECH, REF_BUDGET, REF_CHARACT, REF_CONTAIN,  
REF_CONTAMI, REF_PERMIT, REF_PERMIT_MAN, REF_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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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IMPORT – 작업일보 IMPORT)

1.위 화면은 작업일보 파일을 DB로 입력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2.찾아보기- 입력을 원하는 파일을 찾을수 있습니다.

3.Import – 선택된 파일을 DB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ailyImport.jsp

/sync

dailyImport.jsp, config.jsp, dailyUpload.jsp, dailyFileToDb.jsp

DAILY, DAILY_BOMB, DAILY_DETAIL, 
DAILY_EDUC, DAILY_EQ, DAILY_FAN, DAILY_LIQ,

DAILY_MAN, DAILY_MONITOR, DAILY_SOLID, DAILY_SPOTRAD

※ krddis에 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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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IMPORT – 참고자료 IMPORT)

1.위 화면은 참고자료 파일을 DB로 입력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2.찾아보기- 입력을 원하는 파일을 찾을수 있습니다.

3.Import – 선택된 파일을 DB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refImport.jsp

/sync

refImport.jsp, config.jsp, refUpload.jsp, refFileToDb.jsp

※ krddis에 만 해당됩니다.

PDS_FILM, PDS_TECH, REF_BUDGET, REF_CHARACT, REF_CONTAIN,  
REF_CONTAMI, REF_PERMIT, REF_PERMIT_MAN, REF_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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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EXCEL 입력-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1.위 화면은 참고자료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Excel 파일을 DB로 입력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2.찾아보기- 입력을 원하는 파일을 찾을수 있습니다.

3.Import – 선택된 파일을 DB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ref_charactForm.jsp

/sync

ref_charactForm.jsp,  ref_charactUpload.jsp, ref_charactVerify.jsp,
ref_charactFileToDb.jsp

REF_CHA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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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EXCEL 입력- 해체물 작업전후 오염검사)

1.위 화면은 참고자료 작업전후 오염 검사 Excel 파일을 DB로 입력하기 위한 화
면입니다. 

2.찾아보기- 입력을 원하는 파일을 찾을수 있습니다.

3.Import – 선택된 파일을 DB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ref_contamiForm.jsp

/sync

ref_contamiForm.jsp,  ref_contamiUpload.jsp, ref_contamiVerify.jsp,
ref_contamiFileToDb.jsp

REF_CONT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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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EXCEL 입력- 예산 집행 자료)

1.위 화면은 참고자료 예산집행 Excel 파일을 DB로 입력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2.찾아보기- 입력을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3.Import – 선택된 파일을 DB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ref_budgetForm.jsp

/sync

ref_budgetForm.jsp,  ref_budgetUpload.jsp, ref_budgetVerify.jsp,
ref_budgetFileToDb.jsp

REF_CONT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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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출력
DW-Wacid
DW-Wacid
DW-Wacid
DW-Wacid
DW-Wacid
DW-Wacid
DW-Wacid
DW-Wacid - UC
DW-Wacid - UC
DW-Wacid - UC
DW-Wacid - UC
DW-Amount-1
DW-Amount-1
DW-Amount-2
DW-Amount-2
DW-Amount-2
DW-Amount-2 - UC
DW-Trace
DW-Trace - UC
DW-Decon1
DW-Decon1 - UC 
DW-Decon2
DW-Decon2
DW-Decon2 - UC 
MP-Contract
MP-Contract
MP-Contract
MP-Contract - UC
MP-Analysis-1
MP-Analysis-2
MP-Analysis-2 –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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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nalysis-3
MP-Analysis-3
MP-Analysis-3 - conList
MP-Analysis-3 – UC
MP-Individual
MP-Individual-UC
RP-Radiation-1
RP-Radiation-1
RP-Radiation-2
RP-Radiation-2
RP-Surveil
RP-Surveil
RP-Surveil
RP-Ventil - UC
RP-Decon
RP-Decon - UC
RP-Decon - UC
RP-Analysis
RP-expectation
RP-expectation
RP-expectation - UC
BG-over
BG-data-detail
BG-data-change
BG-Data-kaeri
Etc-utilization
Etc-mainten
Etc-mainten - UC
Etc-analysis
Etc-analysis - UC
Etc-training
Etc-training - UC
PT-영상자료
PT-영상자료
TD-기술자료
TD-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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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 검색 조건

* 년, 분기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반출일자
참고자료 ->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 드럼저장일자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실적 : 전분기 까지의 총 발생량
Table 1. 분기별 드럼 생성량 자료 -> BEFO_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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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 자료가공

Table 1. 분기별 드럼 생성량 자료
- OCCU_QUAN , INCR_QUAN : 

Table 2. 각 드럼 폐기물 내용 특성 자료 중 자료 1은 발생시설 코드가
[K1*]의 자료, 자료 2는 발생시설코드가 [K2*, KNT, KYF]의 자료의 수입니다

- BEFO_QUAN : 자료1은 조건에서 입력한 실적1, 자료2는 실적2의 값입니다.
- CURR_QUAN : 값은 OCCU_QUAN 와 BEFO_QUAN의 더한 값입니다.

Table 2. 각 드럼 폐기물 내용 특성 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는 반출일자가 년도와 분기의 기간에 포함되고, 

저장장소가 RR이나 KS가 아니며,  폐기물 종류와 저장장소와 폐기물
발생시설의 자료를 그룹으로 해서 자료를 취합합니다.

-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는 드럼저장일자가 년도와 분기의 기간에
포함된 자료를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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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 WACID field : 자료 + 순번입니다. 
- RW_FACI_NUMB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화학성분폐기물대분류의 WACID code 의
세 번째 글자 + 다섯 번째 이후 글자 + 폐기물저장장소소분류 WACID 의
세 번째 글자 + 다섯 번째 이후 글자 + 조건입력의 년도 마지막 글자 + 분기 이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의 경우는 드럼관리번호입니다.

- OCCU_DATE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입력조건의 마지막 날짜이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의 경우는 드럼생성일시입니다.
- INST_CD : 

발생시설 코드의 앞세자리 ['K2R','K2A','KNT','KYF'] 이면 KRR2 이고, 
['K1R','K1A'] 이면 KRR1 이며 나머지는 발생시설 코드 값입니다.

- GENE_SOUR_CD : G_SO4 로 값 일정.
- DRUM_CREA_DATE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입력조건의 마지막 날짜이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의 경우는 드럼생성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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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 CONT_CD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CONT98 이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의 경우는 드럼관리번호의 앞 4글자가
“TR-C” 이면 CONT4 이고, 드럼관리번호의 앞 5글자가 “TR-LC” 이면

CONT60 이며,  그 외는 CONT99 입니다.
- INSI_CAPA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값이 없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의 경우는 드럼관리번호의 앞 4글자가
“TR-C” 이면 0.2이고, 드럼관리번호의 앞 5글자가 “TR-LC” 이면 3.45 이며,

그 외는 값이 없습니다.
- OUTS_CAPA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값이 없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의 경우는 드럼관리번호의 앞 4글자가
“TR-C” 이면 0.2이고, 드럼관리번호의 앞 5글자가 “TR-LC” 이면 4.79 이며, 

그 외는 값이 없습니다.
- RW_STOR_CD : 

폐기물저장장소소분류 WACID 코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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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 STOR_DATE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입력조건의 마지막 날짜이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의 경우는 드럼저장일자입니다.

- STOR_LOCA : 
서울 공릉동 해체현장 입니다.

- MASS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폐기물 종류와 저장장소와 폐기물 발생시설이
같은 자료의 무게의 합이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의 경우는
드럼총무게입니다.

- WAST_CD : 폐기물의 종류입니다.
- PHYS_STAT_CD : P_ST1입니다.
- RAWD_CLAS_CD1 : R_CL13입니다.
- RAWD_CLAS_CD2 : 공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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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Table 3. 액체 폐기물 발생 자료
- WACID field : 자료1, 자료2 입니다.
- INST_CD : KRR1, KRR2 입니다.
- REPO_QUAR : 년도 + 분기 입니다.
-DISC_WAST_LIQU_VOLU :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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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Table 4. 기체 유출물 자료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년도와 분기의 기간에 포함되고, 

WACID field가 자료1 이면 팬 종류가 ‘2000’, WACID field가 자료2 이면
팬 종류가 ‘1000’ 자료를 생성한다.

- WACID field : 자료1, 자료2 입니다.
- INST_CD : KRR1, KRR2 입니다.
- REPO_QUAR : 년도 + 분기 입니다.
-DISC_WAST_LIQU_VOLU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년도와 분기의 기간에

포함되고, 기체 배출물 관리에서 WACID field가 자료1 이면 팬 종류가 ‘2000’,
WACID field가 자료2 이면 팬 종류가 ‘1000’인 자료의 총 처리량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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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 UC

1. ucddis(변환 시설 해체)에 해당합니다.

2.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3.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 검색 조건

* 년, 분기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반출일자
참고자료 ->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 드럼저장일자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 실적 : 전분기까지의 총 발생량 으로 실적2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able 1. 분기별 드럼 생성량 자료 -> BEFO_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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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 UC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 자료가공

Table 1. 분기별 드럼 생성량 자료
- INST_CD : KAERI-URAN 입니다.
-OCCU_QUAN , INCR_QUAN :  Table 2. 각 드럼 폐기물 내용 특성 자료의

데이터 중 발생시설 코드가 [‘U’] 로 시작하는 자료의 자료수입니다

- BEFO_QUAN :  자료1은 조건에서 입력한 실적1의 값입니다.
- CURR_QUAN : 값은 OCCU_QUAN 와 BEFO_QUAN의 더한 값입니다.

Table 2. 각 드럼 폐기물 내용 특성 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는 반출일자가 년도와 분기의 기간에 포함되고, 

저장장소가 UX가 아니며,   폐기물 종류와 저장장소와 폐기물 발생시설의 자료를
그룹으로 해서 자료를 취합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는 드럼저장일자가 년도와 분기의 기간에
포함된 자료를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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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 UC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 INST_CD : 
발생시설 코드가 [‘U’] 로 시작하면 KAERI-URAN 이고 나머지는 발생시설 코드

값입니다.
- CONT_CD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CONT98 이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의 경우는 드럼관리번호의 네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가 “20” 이면
CONT4 이고, “4M”이면 CONT60 이며,  ” PE”이면 CONT61 입니다.

- INSI_CAPA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값이 없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경우는 드럼관리번호의 네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가 “20” 이면 0.2 이고,
“4M”이면 3.45 이며,  ” PE”이면 0.2 입니다.

- OUTS_CAPA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경우는 값이 없고, 방사성 폐기물 드럼/용기 특성자료
경우는 드럼관리번호의 네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가 “20” 이면 0.2 이고, “4M”이면
4.79 이며,    ” PE”이면 0.2 입니다.

- STOR_LOCA : 
대전 덕진동 해체현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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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acid - UC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wacidBase.jsp

/process/dw

wacidBase.jsp, wacid.jsp, wacid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WacidBean.java, WacidManager.java

REF_CONTAIN, REF_CHARACT, WASTE, WASTE_KIND, 

GSTORE, DAILY, DAILY_FAN

Table 3. 액체 폐기물 발생 자료
- WACID field : 자료1입니다.
- INST_CD : KAERI-URAN  입니다.
- REPO_QUAR : 년도 + 분기 입니다.
- DISC_WAST_LIQU_VOLU : 0 입니다.

Table 4. 기체 유출물 자료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년도와 분기의 기간에 포함되고, 팬 종류가 ‘3000’

자료를 취합합니다.
- WACID field : 자료1 입니다.
- INST_CD : KAERI-URAN 입니다.
- REPO_QUAR : 년도 + 분기 입니다.
-DISC_WAST_LIQU_VOLU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년도와 분기의 기간에

포함되고, 기체 배출물 관리에서 팬 종류가 ‘3000’ 인 자료의 총 처리량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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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mount-1

1. 주어진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의 양을 보여 줍니다..

2.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3.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mount1Base.jsp

/process/dw

amount1Base.jsp, amount1.jsp, amount1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mouont1Bean.java, Amount1Manager.java

REF_CHARACT, FAC, WASTE

※ 검색 조건

* 발생기간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발생일
* 주기 : 월, 주간
* 종류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폐기물대분류 선택

{폐기물세분류 선택 – 선택된 폐기물대분류에 속하는 폐기물세분류 선택}

* 발생시설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시설구분 선택
{시설코드 선택 – 선택된 시설구분에 속하는 시설코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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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mount-1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amount1Base.jsp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amount1Base.jsp 

/process/dw

amount1Base.jsp, amount1.jsp, amount1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mouont1Bean.java, Amount1Manager.java

REF_CHARACT, FAC, WASTE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발생일이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발생기간에
포함되고, 폐기물 종류가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종류와 같고, 
폐기물 발생시설이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발생 시설과 같은 자료 중에서
최종 판정(RAW, DL, NCON) 별로 무게의 합계를 선택한 주기에 맞게 취합.

※ 종류 : 
* 전체 - 모든 폐기물 종류
* 폐기물대분류 선택 – 선택된 폐기물 대분류에 속하는 모든 폐기물 종류
* 폐기물세분류 선택 – 선택된 폐기물 세분류의 폐기물 종류

※ 발생시설 : 
* 전체 – 모든 시설
* 시설구분 선택 – 선택된 시설구분에 속하는 시설
* 시설코드 선택 – 선택된 시설코드의 시설

※ total : RAW + DL+ N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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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mount-2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mount2Base.jsp

/process/dw

amount2Base.jsp, amount2.jsp, amount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mouont2Bean.java, Amount2Manager.java

REF_CHARACT, FAC, WASTE

※ 검색 조건

* 발생기간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발생일
* 주기 : 월, 주간
* 최종판정 : RAW, DL
* 종류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폐기물대분류 선택

{폐기물세분류 선택 – 선택된 폐기물대분류에 속하는 폐기물세분류 선택}

* 발생시설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시설구분 선택
{시설코드 선택 – 선택된 시설구분에 속하는 시설코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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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mount-2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amount2Base.jsp

/process/dw

amount2Base.jsp, amount2.jsp, amount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mouont2Bean.java, Amount2Manager.java

REF_CHARACT, FAC, WASTE

※ 자료가공: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발생일이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발생기간에 포함되고, 폐기물 종류가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종류와 같고, 
폐기물 발생시설이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발생 시설과 같은 자료 중에서
선택한 주기와 최종판정에 맞게 폐기물의 방사선 특성 자료를 취합합니다.

※ 종류 :
* 전체 – 모든 폐기물 종류
* 폐기물대분류 선택 – 선택된 폐기물 대분류에 속하는 모든 폐기물 종류
* 폐기물세분류 선택 – 선택된 폐기물 세분류의 폐기물 종류

※ 발생시설 :
* 전체 – 모든 시설
* 시설구분 선택 – 선택된 시설구분에 속하는 시설

※ 시설코드 선택 – 선택된 시설코드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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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mount-2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amount2Base.jsp 

/process/dw

amount2Base.jsp, amount2.jsp, amount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mount2Bean.java, Amount2Manager.java

REF_CHARACT, FAC, WASTE

※ 방사선 특성 값의 정의

① CO60 (㏃/g) : sum(무게 * CO60) 의 합계 / 무게의 합계
② CS137 (㏃/g) : sum(무게 * CS137) 의 합계 / 무게의 합계
③ EU152 (㏃/g) : sum(무게 * EU152) 의 합계 / 무게의 합계
④ CS134 (㏃/g) : sum(무게 * CS134) 의 합계 / 무게의 합계
⑤ . EU154 (㏃/g) : sum(무게 * EU154) 의 합계 / 무게의 합계
- total (K㏃) : 무게의 합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무게의 합이 0이면 위의 값은 무조건 0

※ ‘MDA’는 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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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mount-2 - UC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amount2Base.jsp 

/process/dw

amount2Base.jsp, amount2.jsp, amount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mount2Bean.java, Amount2Manager.java

REF_CHARACT, FAC, WASTE

※ 방사선 특성 값의 정의

① U238 (㏃/g) : sum(무게 * U238) 의 합계 / 무게의 합계
② U234 (㏃/g) : sum(무게 * U234) 의 합계 / 무게의 합계
③ U235 (㏃/g) : sum(무게 * U235) 의 합계 / 무게의 합계
④ 전방사능 (㏃/g) : sum(무게 * 전방사능) 의 합계 / 무게의 합계
- total (K㏃) : 무게의 합계 * (① + ② + ③ + ④ )
- 전방사능은 total alpha +beta +gamma (계산 값)
- 무게의 합이 0이면 위의 값은 무조건 0

※ ‘MDA’는 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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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race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raceBase.jsp

/process/dw

traceBase.jsp, trace.jsp, trace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TraceBean.java, TraceManager.java

REF_CHARACT, REF_CONTAMI

※ 검색 조건
* 폐기물 인식번호 기간 : 형식 : 0504 (년월만 표시)
* 폐기물 종류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폐기물종류

※ 자료가공
* 폐기물인식번호의 여섯 번째 글자부터 4글자가 검색 조건에서 기간에 포함되고,

폐기물 종류가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종류와 같은 자료를 취합하고,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에서 처리후폐기물관리번호가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폐기물인식번호와 같은 자료를 취합합니다.

- 처리일자 : 최종판결이 RAW 이면 포장/인입일, DL이나 NCON이면 반출일자
- 처리방법 : 최종판경이 RAW 이면 포장용기번호, DL이나 NCON이면 저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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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race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traceBase.jsp

/process/dw

traceBase.jsp, trace.jsp, trace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TraceBean.java, TraceManager.java

REF_CHARACT, REF_CONTAMI

기 타

※ 검색 조건
* 폐기물 인식번호 기간 : 형식 : 0504 (년월만 표시)
* 폐기물 종류 : 참고자료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 -> 폐기물종류

※ 자료가공
* 폐기물인식번호의 여섯 번째 글자부터 4글자가 검색 조건에서 기간에 포함되고,

폐기물 종류가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종류와 같은 자료를 취합하고,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에서 처리후폐기물관리번호가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폐기물인식번호와 같은 자료를 취합합니다.

- 처리일자 : 최종판결이 RAW 이면 포장/인입일, DL이나 NCON이면 반출일자
- 처리방법 : 최종판경이 RAW 이면 포장용기번호, DL이나 NCON이면 저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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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econ1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con1Base.jsp

/process/dw

decon1Base.jsp, decon1.jsp, decon1Excel.jsp,

REF_CHARACT, REF_CONTAMI

※ 검색 조건
* 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참고자료 ->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 -> 작업일자 (형식 : 0504; 년월)

※ 자료가공
*상세작업 내역에서 작업코드가 ["RMA","RMS","DAC","WSD","WLD“] 이고

작업일자 기간에 속하는 자료수와 작업인력 시간의 합을 월별로 취합합니다.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겸사에서는 자료일련번호 첫 번째 글자부터 7글자와 아홉

번째 글자 1글자를 그룹으로 해서 작업일자가 기간에 속하는 자료를 월별로
취합하고, 이에 해당하는 폐기물인식번호를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의
무게 값이 큰 자료로 2개까지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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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econ1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con1UcBase.jsp

/process/dw

decon1UcBase.jsp, decon1Uc.jsp, decon1Uc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Decon1Bean.java, Decon1Manager.java

REF_CHARACT, REF_CONTAMI

※ 검색 조건
* 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참고자료 ->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 -> 작업일자 (형식 : 0504)

※ 자료가공
상세작업 내역에서 작업코드가 ["RC2","DT1","DT2","DT3","DT4","DT5“] 이고

작업일자 기간에 속하는 자료수와 작업인력 시간의 합을 월별로 취합합니다.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겸사에서는 marking number 첫 번째 글자부터 4글자와
열 번째 글자부터 2글자와 자료일련번호의 아홉 번째 글자를 그룹으로 해서
작업일자가 기간에 속하는 자료를 월별로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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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econ2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con2Base.jsp

/process/dw

decon2Base.jsp, decon2.jsp, decon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Decon2Bean.java, Decon2Manager.java

REF_CHARACT, REF_CONTAMI

※ 검색 조건
* 폐기물 인식번호 :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 -> 처리후폐기물관리번호
•자료 일련번호 : 해당 폐기물 인식번호의 폐기물을 제염기록 문서번호 7글자

(인식번호가 주어지면 선택할 수 있음)

※ 자료가공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에서 자료일련번호가 입력 조건에서 선택한

자료일련번호와 같고 차수가 0 인 것의 대상물의 자료를 취합해서 그에 해당하는
marking number를 다시 취합합니다. 자료일련번호가 선택한 자료일련번호와
같고 대상물이 위에서 취합한 자료와 같은 것의 차수를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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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econ2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앞 페이지에서 계속)

decon2Base.jsp 

/process/dw

decon2Base.jsp, decon2.jsp, decon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Decon2Bean.java, Decon2Manager.java

REF_CHARACT, REF_CONTAMI

* 위에서 취합한 자료일련번호, marking number, 작업 대상물, 차수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 무게의 각각의 합을 구합니다.

- 무게 총계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폐기물인식번호가 입력 조건에서

입력한 폐기물 인식번호와 같은 자료의 무게 값입니다.
- 측정일자 :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에서 자료일련번호가 입력 조건에서 선택한

자료일련번호와 같고, 차수가 0 이고, 자료일련번호의 순번이 1이며, 
대상물 같은 자료의 작업일자 입니다.

- 측정 작업 일련번호 :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에서 자료일련번호가 입력조건에서
선택한 자료일련번호와 같고, 차수가 0 이고, 자료일련번호의 순번이
1이며, 대상물 같은 자료의 관련작업일련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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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econ2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con2UcBase.jsp

/process/dw

decon2UcBase.jsp, decon2Uc.jsp, decon2Uc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Decon2Bean.java, Decon2Manager.java

REF_CHARACT, REF_CONTAMI

※ 검색 조건 .
* 폐기물 인식번호 : 참고자료 ->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 -> 처리후폐기물관리번호

※ 자료가공
* 해체물작업전후오염검사에서 처리후폐기물관리번호가 입력 조건에서 입력한

폐기물 인식번호와 같고, 차수가 0 인 것이 있는 marking number와 대상물을
취합합니다. 처리후폐기물관리번호가 입력 조건에서 입력한 폐기물 인식번호와
같고, 위에서 취합한 marking number와 대상물에 해당하는 차수를 취합합니다.   

* 위에서 취합한 marking number, 작업 대상물, 차수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 
게의 각각의 합을 구합니다.

- 무게 총계 : 폐기물 내용물 특성자료에서 폐기물인식번호가 입력 조건에서 입력한

폐기물 인식번호와 같은 자료의 무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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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ontract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ractBase.jsp

/process/mp

contractBase.jsp, contract.jsp, contract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ContractBean.java, ContractManager.java

DAILY, DAILY_MAN, ATDC_MAN

※ 검색 조건
• 작업일보 작성 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 제염해체작업, 관리 작업, 전문가 활용, 기타 작업 중 선택
- 제염해체작업 선택 : 작업분야가 ‘GD’ 인 작업인력.
- 관리 작업 선택 : 작업분야가 ‘RP’ 또는 ‘WM’ 또는 ‘QC’ 인 작업인력
- 전문가 활용 선택 : 작업분야가 ‘SE’ 인 작업인력을 취합
- 기타 작업 선택 : 작업분야가 ‘GE’ 인 작업인력을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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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ontract

기 타
(앞 페이지에서 계속)

※ 자료가공

(가) 총괄표
•기간 중의 전체 근무 시간을 나타냅니다..
-근무총시간 : 작업일보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보 작성기간에

포함되고, 위에서 취합한 작업인력에 해당하는 총 작업시간을 취합합니다.
-평일근무 : 작업일보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보 작성기간에

포함되고, 위에서 취합한 작업인력에 해당하며, 작업일구분이 평일인
자료 중에서 작업시간이 8 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대체하여 이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을 취합합니다.

– OT : 작업일보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보 작성기간에 포함되고,

위에서 취합한 작업인력에 해당하며, 작업일구분이 평일이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자료 중에서 ( 작업시간 - 8시간)  의 합을 취합합니다.

-미 근무 : 작업일보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보 작성기간에
포함되고, 위에서 취합한 작업인력에 해당하며, 작업일구분이 평일이고, 
작업시간이 8시간에 미달한 자료 중에서 (8시간 - 작업시간)의 합을
취합합니다.

-휴일 근무 : 작업일보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보 작성기간에
포함되고,  위에서 취합한 작업인력에 해당하며, 작업일구분이 평일이 아닌
작업시간의 합을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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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ontract

기 타
(앞 페이지에서 계속)

(나) 상세내역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보 작성기간에 포함하는 작업일보 작성한 작업일자를
작업일 구분과 함께 취합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취합한 작업인력에 해당하는
총 작업시간을 취합합니다.

• 작업분야 코드가 ‘SE’ 인 자료는 (시간조정)을 표시하고, 그 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작업일 구분이 평일인 자료 중 근무시간이 8 시간이면 (정상) 표시.
작업일 구분이 평일인 자료 중 근무시간이 8 시간 초과면 (초과) 표시.
작업일 구분이 평일인 자료 중 근무시간이 8 시간 미달이면 (미달) 표시.
작업일 구분이 휴일이면 (휴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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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ontract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ontractBase.jsp

/process/mp

contractBase.jsp, contract.jsp, contract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ContractBean.java, ContractManager.java

DAILY, DAILY_MAN, ATDC_MAN

※ 검색 조건
• 작업일보 작성 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 [제염 해체 작업 및 관리 업무, 전문가 활용, 기타 작업 ] 중 선택

※ 자료가공
•제염 해체 작업 및 관리 업무 선택 : 작업분야가

‘DC’ , ’DT’ , ’MR’ , ’RC’ , ’WR’ , ’QL’ , ’PA’ , ’EP’ , ’FS’ 인

작업인력을 취합합니다.
•전문가 활용 선택 : 작업분야가 ‘TS’ 인 작업인력을 취합합니다. 
•기타 작업 선택 : 작업분야가 ‘RD’ 인 작업인력을 취합합니다.



F- 168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MP-Analysis-1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nalysis1Base.jsp

/process/mp

analysis1Base.jsp, analysis1.jsp, analysis1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nalysis1Bean.java, Analysis1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 검색 조건
•작업코드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작업코드
•시설코드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시설코드
•WBS No.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WBS Number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주기 : 월, 주간, 매일

※ 자료가공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코드, 시설코드, WBS No.는 각각 1대1로 대응되도록 주기에 맞게
자료를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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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nalysis-2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nalysis2Base.jsp

/process/mp

analysis2Base.jsp, analysis2.jsp, analysis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nalysis2Bean.java, Analysis2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WORKS

※ 검색 조건
•작업일보 작성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주기 : 월, 주간

※ 자료가공
• 작업분야(작업일련번호 2자리) : ‘RP’,  ‘GD’ ,  ‘GE’ ,  ‘WM’ ,  ‘QC’ ,  ‘SE’

작업코드의 작업분야 :  ‘RP’,  ‘GD’ ,  ‘GE’ ,  ‘WM’ ,  ‘QC’ ,  ‘SE’ ,  ‘CO’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작업상세내역의 작업분야와 작업코드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을 주기 맞게
취합합니다.

•검색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개의 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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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nalysis-2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nalysis2Base.jsp

/process/mp

analysis2Base.jsp, analysis2.jsp, analysis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nalysis2Bean.java, Analysis2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WORKS

※ 검색 조건
•작업일보 작성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주기 : 월, 주간

※ 자료가공
• 작업분야(작업일련번호 2자리) : ‘DC’,  ‘DT’ ,  ‘RC’ ,  ‘WR’ ,  ‘QL’ ,  ‘TS’

작업코드의 작업분야 : ‘DC’,  ‘DT’ ,  ‘MR’ ,  ‘RC’ ,  ‘WR’ ,  ‘QL’ ,  ‘TS’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작업상세내역의 작업분야와 작업코드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을 주기 맞게
취합합니다.

•검색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개의 표를 만듭니다. 



F- 171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MP-Analysis-3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3. 연결작업 목록 – 작업일보 작성기간 안에 포함되는 작업일련번호와 연결된 작업일련번
호 목록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nalysis3Base.jsp

/process/mp

analysis3Base.jsp, analysis3.jsp, analysis3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nalysis3Bean.java, Analysis3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WORKS, ANALYSIS3_CON

※ 검색 조건
•작업일보 작성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작업일련번호 : 작업일보 -> 작업 상세내역 -> 작업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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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nalysis-3

기 타
(앞 페이지에서 계속)

※ 자료가공
•작업분야(작업일련번호 2자리) : ‘GD’ ,  ‘GE’ , ‘RP’, ‘WM’ ,  ‘QC’ ,  ‘SE’
•검색 조건에서의 작업일보 작성기간과 작업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당일과 그 이전, 

그 이후를 일주일 단위로 나누고, 그 기간과 작업분야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을 구합니다.

- 파란 값 :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
-녹색 값 :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련번호의 연결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
-검정 값 : 기간에 포함된 작업일련번호 및 연결작업일련번호와의

관련작업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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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nalysis-3 - conList

기 타
(앞 페이지에서 계속)

※ 작업의 연결성 확인
•MP-Analysis-3 에서 작업일보 작성기간과 작업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마친 후 연결작업 목록을 클릭하면, 
작업일보의 작성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보 작성기간에 포함되고,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련번호의 연결작업 일련번호를 취합합니다.

- 파란 작업일련번호 :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련번호.
- 녹색 작업일련번호 :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련번호의 연결작업 일련번호.
- 검정 작업일련번호 : 연결된 작업에서 작업일련번호의 연결작업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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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MP-Analysis-3 – UC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analysis3Base.jsp

/process/mp

analysis3Base.jsp, analysis3.jsp, analysis3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nalysis3Bean.java, Analysis3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WORKS, ANALYSIS3_CON

※ 검색 조건
•작업일보 작성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작업일련번호 : 작업일보 -> 작업 상세내역 -> 작업일련번호

※ 자료가공
•작업분야(작업일련번호 2자리) : ‘DC’ ,  ‘DT’ , ‘MR’, ‘RC’ ,  ‘WR’ ,  ‘QL’,  ‘TS’
•검색 조건에서의 작업일보 작성기간과 작업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당일과 그 이전, 

그 이후를 일주일 단위로 나누고, 그 기간과 작업분야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을 구합니다.

-파란 값 :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
-녹색 값 :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일련번호의 연결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
-검정 값 : 기간에 포함된 작업일련번호 및 연결작업일련번호와의

관련작업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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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MP-Individual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individualBase.jsp

/process/pds

individualBase.jsp, individual.jsp, individual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individualBean.java, individual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ATDC_MAN, WORKS

※ 검색 조건
•작업분야(작업일련번호 2자리) : ‘GD’ ,  ‘GE’ , ‘RP’, ‘WM’ ,  ‘QC’ ,  ‘SE’
•분야코드만이 입력 가능

※ 자료가공
•주어진 작업분야에 검색 기간 중에 참여한 인원 전체에 대하여 작업 코드별

근무 시간의 합이 주어집니다.
•검색 기간과 주기에 의하여 여러 개의 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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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MP-Individual-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individualBase.jsp

/process/pds

individualBase.jsp, individual.jsp, individual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individualBean.java, individual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ATDC_MAN, WORKS

※ 검색 조건
작업일보 작성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작업일련번호 : 작업일보 -> 작업 상세내역 -> 작업일련번호

※ 자료가공
작업분야(작업일련번호 2자리) : ‘DC’ ,  ‘DT’ , ‘MR’, ‘RC’ ,  ‘WR’ ,  ‘QL’,  ‘TS’
검색 조건에서의 작업일보 작성기간과 작업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당일과 그 이전, 

그 이후를 일주일 단위로 나누고, 그 기간과 작업분야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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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Radiation-1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radiation1Base.jsp 

/process/rp

radiation1Base.jsp, radiation1.jsp, radiation1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Radiation1Bean.java, Radiation1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DAILY_BOMB, ATDC_MAN

※ 검색 조건

*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 주기 : 월, 주간, 매일
* 분석자료 : AID, TLD, Others
* 인원 : 전체, 작업분야, 인력

전체 선택하면 작업분야 및 인력은 선택 안됩니다.
작업 분야 선택하면 작업분야를 선택합니다.
인력 선택하면 인력을 5개까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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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Radiation-1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radiation1Base.jsp 

/process/rp

radiation1Base.jsp, radiation1.jsp, radiation1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Radiation1Bean.java, Radiation1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DAILY_BOMB, ATDC_MAN

※ 자료가공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선택한

주기와 인원과 분석 자료에 맞게 피폭합계와 근무시간과 평균 값의 자료를
취합합니다.

- 분석자료 : 피폭합계 구할 때의 값을 말합니다.
- 인력 : 인원에서 인력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분야 : 인원에서 작업분야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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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Radiation-2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radiation2Base.jsp

/process/rp

radiation2Base.jsp, radiation2.jsp, radiation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Radiation2Bean.java, Radiation2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DAILY_BOMB, ATDC_MAN

※ 검색 조건

•WBS No.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WBS Number
•작업분야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작업분야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주기 : 월, 주간, 매일
•분석자료 : AID, TLD, Others



F- 180

☢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Radiation-2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radiation2Base.jsp

/process/rp

radiation2Base.jsp, radiation2.jsp, radiation2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Radiation2Bean.java, Radiation2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DAILY_BOMB, ATDC_MAN

※ 자료가공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WBS No, 작업분야는 각각 1대1로 대응되도록 선택한 주기와
분석자료에 맞게 자료를 취합합니다.

- 분석자료 : 피폭합계 구할 때의 값을 말합니다.
- 인력 : 인원에서 인력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분야 : 인원에서 작업분야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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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Surveil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surveilBase.jsp

/process/rp

surveilBase.jsp, surveil.jsp, surveil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SurveilBean.java, Surveil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FAN, DAILY_MONITOR

※ 검색 조건

•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주기 : 월, 주간, 매일
•고정선량계 종류 : 코드관리 -> 기타코드 -> 고정선량감시기 종류

(원자로2호기, 원자로1호기 및 환경감시)
•WBS No.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WB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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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Surveil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앞 페이지에서 계속)

surveilBase.jsp

/process/rp

surveilBase.jsp, surveil.jsp, surveil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SurveilBean.java, Surveil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FAN, DAILY_MONITOR

※ 자료가공
• 작업 상세 내역에서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WBS No가 있는 자료 중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기간에 포함되고,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고정선량계 코드에 해당하는 선량계 코드 별로 고정선량계 측정량의 합

•합계를 구하는 방법; 고정 선량계의 종류를
- 원자로 2호기(1000)를 선택하면 연구로 2호기 내부 고정 선량계의 합
- 원자로 1호기(2000)을 선택하면 연구로 1호기 내부 고정 선량계의 합

•평균 : 합계 / 선량계의 수/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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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Surveil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기 타
(앞 페이지에서 계속)

surveilBase.jsp

/process/rp

surveilBase.jsp, surveil.jsp, surveil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SurveilBean.java, Surveil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FAN, DAILY_MONITOR

※ 자료가공
• 합계 : 작업 상세 내역에서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WBS No가 있는 자료 중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기간에 포함되고, 검색조건에서
선택한 stack 배출가스 감사량

•합계를 구하는 방법
-고정선량계 종류의 코드가 ‘4000’(stack)이고
-감시기 코드가 ‘STA-K1’ 이면 위 측정치 * 기체배출물관리의 처리방법코드가

‘2000’인 시설팬의 배출가스 양
- ‘감시기 코드가 ‘STA-K2’ 이면 위 측정치 * 기체배출물관리의 처리방법코드가

‘1000’인 시설팬의 배출가스 양

-위 값을 매일 구하여 주어진 기간의 합
-평균 : 합계 /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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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Ventil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ventilBase.jsp

/process/rp

ventilBase.jsp, ventil.jsp, ventil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SurveilBean.java, Surveil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FAN, DAILY_MONITOR

※ 검색 조건
* 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 주기 : 월, 주간, 매일

※ 자료가공
- 합계 : 작업일보의 작성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기간에 포함되는

(고정선량계 측정량의 합 )  *  (기체배출물관리 처리량의 합)
- 평균 : 합계 / 작업일
- 총기체배출량 : 작업일보의 작성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기간에 포함되는

기체배출물관리 처리량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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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Decon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conBase.jsp

/process/rp

deconBase.jsp, decon.jsp, decon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DeconBean.java, DeconManager.java

REF_SURFACE

※ 검색 조건
측정위치 : 참고자료 -> 표면오염도방사선량률측정-> 측정시설
측정기간 : 참고자료 -> 표면오염도방사선량률측정-> 측정일자
주기 : 월, 주간, 매일

※ 자료가공
• 표면오염도방사선량률측정에서 측정일자가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측정기간에

포함되고,검색조건에서 입력한 측정위치 별 주기에 맞도록 알파오염도와 베타
오염도의 합계와 평균을 취합합니다.

- 합계 : 알파오염도의 합, 베타오염도의 합
- 평균 : 합계 / 자료수
-알파오염도와 베타오염도의 ‘MDA’ 값은 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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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Decon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conUcBase.jsp

/process/rp

deconUcBase.jsp, deconUc.jsp, deconUc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DeconBean.java, DeconManager.java

REF_SURFACE

※ 검색 조건
•측정위치 : 참고자료 -> 표면오염도방사선량률측정-> 측정시설
•측정기간 : 참고자료 -> 표면오염도방사선량률측정-> 측정일자
•주기 : 월, 주간, 매일
•분석자료 : 방사선량율, 공기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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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mission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P-Decon - UC

기 타

※ 자료가공 ( 분석자료가 방사선량율 일경우; 아 페이지 화면)
• 방사선량률측정에서 측정일자가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측정기간에

포함되고,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측정위치 별 주기에 맞도록 방사선량률과
알파오염도와 베타 오염도의 합계와 평균을 취합합니다.

- 합계 : 방사선량율의 합 , 알파오염도의 합, 베타오염도의 합
- 평균 : 합계 / 자료수

※ 자료가공 ( 분석자료가 공기오염도 일경우; 본 페이지 화면)
• 표면오염도정에서 측정일자가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측정기간에

포함되고,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측정위치 별 주기에 맞도록 알파오염도와
베타 오염도의 합계와 평균을 취합합니다. 

- 합계 : 알파오염도의 합, 베타오염도의 합
- 평균 : 합계 / 자료수

※ 알파오염도와 베타오염도의 ‘MDA’ 값은 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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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nalysis

analysisBase.jsp

/process/rp

analysisBase.jsp, analysis.jsp, analysis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nalysisBean.java, Analysis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BOMB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 검색 조건

* 인원 : 작업일보 -> 피폭관리 -> 인력

* WBS No.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WBS Number

* 분석 기준일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 자료가공

=>분석기준일부터 작업일보가 작성된 날에 한해서 소급하여 5일 동안과 그 이전 5주 동안의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인원과, WBS No.는 각각 1대1로 대응되도록 하여 3개 세트의

피폭과 추세의 자료를 취합합니다.

- 피폭 : (조건에 해당하는 피폭관리의 AID 의 합) / (작업일별 인원수의 합)

- 추세 : 피폭 값과 아래의 피폭 값의 차 (피폭 값 – 아래 피폭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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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expectation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expectationBase.jsp

/process/rp

expectationBase.jsp, expectation.jsp, expectaion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ExpectataionBean.java, Expectation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BOMB, REF_PERMIT, REF_PERMIT_MAN

※ 검색 조건
WBS number : 참고자료 -> 작업허가서 -> WBS Number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WB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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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expectation

기 타

※ 자료가공
•작업허가서 WBS number가 검색조건의 WBS number가 일치하는 자료 별로

파일번호, 허가번호, 허가시작일, 허가마감일의 자료를 취합합니다.
취합한 허가시작일이 없으면 [ 허가시작일이 없습니다. ] 메시지 보여줍니다.
취합한 허가마감일이 없으면 [ 허가마감일이 없습니다. ] 메시지 보여줍니다. 
허가시작일과 허가마감일이 있으면 작업자 자료를 취합합니다.
위에서 취합한 작업자가 없으면 [ 작업자가 없습니다. ] 메시지 보여줍니다. 
작업자가 있으면 허가시작일과 허가마감일을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취합합니다.
위에서 취합한 기간과 작업자 별로 예상 시간과 피폭, 실제 시간과 피폭의 자료를

취합합니다.

※ 예상
- 시간 : 작업허가서의 각 파일번호와 작업자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
- 피폭 : 작업허가서의 각 파일번호와 작업자에 해당하는

(작업시간 * 예상피폭치)  의 합

※ 실제
- 시간 :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WBS number가 작업 상세내역의 WBS number에

는 자료에 한에서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기간에 포함되고, 취합한
작업자에 해당하는 작업인력의 작업시간의 합

- 피폭 :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WBS number가 작업 상세내역의 WBS number에
있는 자료에 한에서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기간에 포함되고, 취합한

작업자에 해당하는 피폭관리의 AID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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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expectation - UC

기 타

※ 자료가공
•작업허가서 WBS number가 검색조건의 WBS number가 일치하는 자료 별로

파일번호, 허가번호, 허가시작일, 허가마감일의 자료를 취합합니다.
취합한 허가시작일이 없으면 [ 허가시작일이 없습니다. ] 메시지 보여줍니다.
취합한 허가마감일이 없으면 [ 허가마감일이 없습니다. ] 메시지 보여줍니다. 
허가시작일과 허가마감일이 있으면 작업자 자료를 취합합니다.
위에서 취합한 작업자가 없으면 [ 작업자가 없습니다. ] 메시지 보여줍니다. 
작업자가 있으면 허가시작일과 허가마감일을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취합합니다.
위에서 취합한 기간과 작업자 별로 예상 시간과 피폭, 실제 시간과 피폭의 자료를

취합합니다.

※ 예상
- 시간 : 작업허가서의 각 파일번호와 작업자에 해당하는 작업시간의 합
- 피폭 : 작업허가서의 각 파일번호와 작업자에 해당하는 예상피폭치의 합

※ 실제
- 시간 :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WBS number가 작업 상세내역의 WBS number에

는 자료에 한에서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기간에 포함되고, 취합한
작업자에 해당하는 작업인력의 작업시간의 합

- 피폭 : 검색조건에서 입력한 WBS number가 작업 상세내역의 WBS number에
있는 자료에 한에서 작업일보의 작업일자가 기간에 포함되고, 취합한

작업자에 해당하는 피폭관리의 AID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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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over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overBase.jsp

/process/bg

overBase.jsp, overion.jsp, over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OverBean.java, OverManager.java

REF_BUDGET, EST, EQ_MKIND

※ 검색 조건
•결의기간 : 참고자료 -> 예산집행자료 -> 결의일자
•예산항목(대분류) : 코드관리 -> 예산집행관련코드 -> 예산집행대분류코드

※ 자료가공 (예산항목의 선택이 전체일 경우)
• 예산집행자료의 결의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결의기간에 포함되고, 

원가분류 코드가 중분류에 해당하는 자료 중 계정번호 별로 차변의 합을
취합합니다. 

※ 예산항목이 선택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 코드는 중분류를 보여주고,
예산항목이 선택 되어 있으면 예산 코드는 세분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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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data-detail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detailBase.jsp

/process/bg

detailBase.jsp, detail.jsp, detail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DetailBean.java, DetailManager.java

REF_BUDGET, EST

※ 검색 조건
* 결의기간 : 참고자료 -> 예산집행자료 -> 결의일자
* 예산항목(세분류) : 코드관리 -> 예산집행관련코드 -> 예산집행코드

※ 자료가공
예산집행자료의 결의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결의기간에 포함되고

원가분류 코드가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예산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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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data-change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changeBase.jsp

/process/bg

changeBase.jsp, change.jsp, changel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ChangeBean.java, ChangeManager.java

REF_BUDGET

※ 검색 조건
* 예산항목 : 참고자료 -> 예산집행자료 -> 원가분류코드
* 계정번호 : 참고자료 -> 예산집행자료 -> 계정번호
* 결의기간 : 참고자료 -> 예산집행자료 -> 결의일자
* 주기 : 월, 주간

※ 자료가공
예산집행자료의 결의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결의기간에 포함되고,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예산항목과 계정번호는 각각 예산집행자료의 원가분류코드와
계정번호에 1대1로 대응되도록 5개 세트로 주기에 맞게 자료를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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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Data-kaeri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kaeriBase.jsp

/process/bg

kaerilBase.jsp , kaeri.jsp kaeriExcel.jsp,
config.jsp , download.jsp, kaeriBean.java, kaeriManager.java

REF_BUDGET, EST, EST_KIND, EST_MKIND

※ 검색 조건
* 결의기간 : 참고자료 -> 예산집행자료 -> 결의일자
* 원가항목(대분류) : 연구소 분류 방법으로 코드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 인건비, 200: 직접비, 300:연구관리비, 400: 위탁비용

※ 자료가공; 예산집행자료의 결의일자가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결의기간에
포함되고,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원가항목이 동일한 자료의 지출 비용의
합을 나타냅니다.

※ ucddis의 경우 시설비로서 이의 분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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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utilization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utilizationBase.jsp

/process/etc

utilizationBase.jsp, utilization.jsp, utilization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UtilizationBean.java, Utilization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EQ

※ 검색 조건
* 장비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사용장비 1, 2, 3
* WBS No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WBS number
*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 주기 : 월, 주간, 매일

※ 자료가공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장비와 WBS no는 각각 작업상세내역의 ( 사용장비1 또는 사용장비2 
또는 사용장비3) 과 WBS number 에 1대1로 대응되도록 5개 세트로 주기에 맞게
자료를 취합합니다.

- 건수 : 위에서 취합한 자료수
- 시간 : 위의 조건에 맞는 작업인력 시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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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mainten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maintenBase.jsp

/process/etc

maintenBase.jsp, mainten.jsp, mainten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MaintenBean.java, Mainten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 검색 조건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 자료가공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작업상세내역의 작업코드가 [ "REM","DEM","DEI","WEI","WEM","QEM" ] 인
자료를 취합합니다.

- 작업코드 : 위의 작업코드 중 하나
- 작업일자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 총인원 :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인력의 명수
- 작업시간 :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시간
- 상세내역 : 작업상세내역의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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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mainten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maintenBase.jsp

/process/etc

maintenBase.jsp, mainten.jsp, mainten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MaintenBean.java, Mainten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DAILY_MAN

※ 검색 조건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 자료가공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작업상세내역의 작업코드가 [ "EP10","EP20","EP30","EP40","EP50","DC11",
"RC40","RC41" ] 인 자료를 취합합니다.

- 작업코드 : 위의 작업코드 중 하나
- 작업일자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 총인원 :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인력의 명수
- 작업시간 :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시간
- 상세내역 : 작업상세내역의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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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analysis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nalysisBase.jsp

/process/etc

analysisBase.jsp, analysis.jsp, analysis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nalysisBean.java, Analysis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 검색 조건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주기 : 주간, 매일

※ 자료가공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는 작업상세내역의

WBS number의 자료를 취합합니다.
주기에 해당 WBS number의 자료가 있으면 o 을 표시하고, 없으면 공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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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analysis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analysisBase.jsp

/process/etc

analysisBase.jsp, analysis.jsp, analysis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AnalysisBean.java, AnalysisManager.java

DAILY, DAILY_DETAIL

※ 검색 조건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주기 : 주간, 매일

※ 자료가공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는 작업상세내역의

WBS number의 자료를 취합합니다.
주기에 해당 WBS number의 자료가 있으면 o 을 표시하고, 없으면 공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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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training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rainingBase.jsp

/process/etc

trainingBase.jsp, training.jsp, training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TrainingBean.java, TrainingManager.java

DAILY, DAILY_MAN, DAILY_EDUC

※ 검색 조건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작업분야 : CEE, CEI

※ 자료가공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작업상세내역의 작업분야가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것과 같은 자료를 취합합니다.
- 작업일자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 총인원 :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인력의 명수
- 작업시간 :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시간
- 교육명 : 해체교육관리의 교육명
- 강사 : 해체교육관리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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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training - UC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rainingBase.jsp

/process/etc

trainingBase.jsp, training.jsp, training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TrainingBean.java, TrainingManager.java

DAILY, DAILY_MAN, DAILY_EDUC

※ 검색 조건
•작업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작업분야 : DC60, DT60, QL40, RC60, RM60, TS70, WR70

※ 자료가공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작업기간에 포함되고

작업상세내역의 작업분야가 검색 조건에서 선택한 것과 같은 자료를 취합합니다.
- 작업일자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 총인원 :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인력의 명수
- 작업시간 :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시간
- 교육명 : 해체교육관리의 교육명
- 강사 : 해체교육관리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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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영상자료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filmdataBase.jsp

/process/pds

filmdataBase.jsp, filmdata.jsp, filmdata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FilmdataBean.java, FilmdataManager.java

PDS_FILM, DAILY_DETAIL

※ 검색 조건
촬영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자료 종류 :제염해체 작업, 시설 및 장비, 폐기물 및 기타에서 선택
작업코드: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작업코드
시설코드: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시설코드
장비코드: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사용장비 1, 2, 3
WBS No.: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WB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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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영상자료

기 타

※ 자료가공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촬영기간에 포함되고 자료의 종류가

입력 조건과 일치하는 사진자료를 취합합니다.
• 위 자료에서 작업 일련번호를 취합하고 이들 작업 일련번호를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취합합니다.
- 일자 : 사진 자료의 촬영일자
- 작업 일련번호 : 작업일보 -> 작업상세내역 -> 일련번호
- 제목 : 영상자료의 제목
- 자료 일련번호 : 입력 자료
- 영상자료 : 영상 자료를 불러 올 수 있는 아이콘 제공

※ 사진 자료의 보기
• 위 결과 화면에서 사진 자료 아이콘의 선택으로 검색 결과의 저장, 화면 열기 및
취소할 있는 창이 열립니다.

• 열기를 선택하면 사진 자료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은 원칙적으로 JPG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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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기술자료

1. 검색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2. 엑셀 –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명

위 치

관련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사용방법

기 타

techdataBase.jsp

/process/pds

techdataBase.jsp, techdata.jsp, techdataExcel.jsp
config.jsp, download.jsp, techdataBean.java, techdataManager.java

PDS_TECH

※ 검색 조건
촬영기간 : 작업일보 -> 작업일보기본자료 -> 작업일자
자료분류 : 해체계획서, QA/QC계획서, 작업절차서, 학회발표 자료/논문,

기타 발표자료, 대정부 보고자료, 소내보고자료, 외국의 기술자료
자료 종류 :해체 현황, 사업관리, 제염해체 작업, 폐기물 관리, 품질관리, 

연구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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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기술자료

기 타

※ 자료가공
• 작업일보의 작업일자 검색 조건에서 입력한 자료 작성 기간에 포함되고

자료의 종류와 분야가 일치하는 기술 자료를 취합합니다.

※ 기술 자료의 보기
• 위 결과 화면에서 기술 자료 아이콘의 선택으로 검색 결과의 저장, 화면 열기 및
취소할 있는 창이 열립니다.

• 열기를 선택하면 기술 자료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은 원칙적으로 MS Word, 
Excel. PPT,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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