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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사이버 플랫폼 보완R&D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되어 대민 홍보와 투명한 연구 수행 및 지식 공

유를 위한 시스템 필요성 급증하여 한국형 기준처분시스템 종합 성능 안전/
평가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보완 작업을 수행함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를 이용한 개발 코드와Java MDPSA pre-processor , MDPSA pre &

연계 및 사이버post-processor , MDPSA R&D 플랫폼과의 연계 및 사이버

플랫폼 보수 작업 의 가지 단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R&D 4 .

연구개발결과.Ⅳ
사이버 플랫폼 보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상기 코드 연계 부분도 완R&D ,
성하였음.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정부 지자체 등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웹 사이트 기능 연구소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연구 수행에 대한 지식,
공유 체계 확립을 통해 연구 결과 보존성 및 활용성 증대 도모 원자력 및,
타 분야 연구사업 관리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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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UPgrade of the Cyber R&D Platform
I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With the increase of social concern from the local government, social
pressure group, and NGO, it is imperative to provide them an easy and
convincing system for the safety of radiation disposal. Also, it is required
to increase public relations with them more pro-actively. Especially using
the Internet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program and
experience the safety of radiation disposal by themselve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cyber-based performance assessment
program for the radiation disposal which is fit for Korean environment.

III. Research Areas and Scope
This research covers the following four areas:
- Development of Java-based MDPSA pre-processor
- Linking MDPSA code to pre & post-processor.
- Linking MDPSA code to Cyber R&D platform
- Modification of the Cyber R&D platform

IV. Research Results
Both upgrade of the cyber R&D platform and linking of code have been
completed for the four areas described above.

V. Contributions and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PR database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Using the web-based system, any person
or interest group can plug in the system and experience the safety and
clarity of the atomic energy and radiation disposal. Also, within the
KAERI, research-related knowledge can be stored as a structured format.
This enables the sharing, reusability, transparency, reli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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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ability of research results, and promotes the efficiency of research
efforts within and outside of research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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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론

제 절 연구배경 및1 필요성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는 그 특성상 장기적인 계획 하에 향후 건설될 처

분 시스템의 안전성을 기초 개념 정립 단계부터 최종 부지 폐쇄까지 입증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분장 관련 연구에서는 인허가와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종합 성능 평가 및 시스템 개발 연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방. ,
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시설 및 주변 지역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

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의 경우 폐기물 처분시설을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정확한 지식 공유를 통해 이들을 안전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무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대민 홍보 및 교육의 일환으로 웹을 통해 정확한

정보 공유의 무대를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종합 성능 평가,
및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1) ,
연구 수행(2) ,
연구 결과의 문서화 정리 및(3)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4)
결과에 대한 외부 검토(5)

등 다섯 단계에 걸쳐 엄격한 품질 보증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들이 품질 보증을 위한 T2R3 (Traceability, Transparency, Reviews,

원칙에 의거 일관되게 수행되고 관련 내용들이 잘Reproducibility, Retrievability)
기록 보존된다면 향후 처분 관련 법률적인 인허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처분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중준위 심층폐기물 처분 사업이나 일본의 스웨덴의WIPP JGIS SICADA
등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안전성 관련 입력 자료들과 품질 보증 시스템 그리고 최종

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융합한 종합 정보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에서도 이들의 추진 상의 문제점 및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내용과 실제 연구에 부합되는 내용의 처분장 안전성 종합 평가 포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해외의 경우 방사성 핵종 관련 자료에 관한 수치 정보를 그래픽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의OECD Nuclear Energy Agency JANIS(Java-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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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nuclear information software) IAEA SAFRAN
내에서도 이상의 기능을 가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지난 년에 걸쳐 성능평가 사이버 플랫폼 개발을 완수하였으나 보다 사용자 편의성2
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종합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위해

를 이용한 개발 및 코드와Java MDPSA pre-processor MDPSA pre &
연계 및 사이버 플랫폼과의 연계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행post-processor , MDPSA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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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목적 및 범위2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

행할 수 있는 사이버 연구개발 플랫폼 개발을 완성하고 아울러 처분장 관련하여,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가지 분야로 나누어 년간 연구를 수행하였4 1
다.

1. 를 이용한 개발Java MDPSA pre-processor
2. 코드와 연계MDPSA pre & post-processor
3. 및 사이버MDPSA R&D 플랫폼과의 연계
사이버 플랫폼 사용편의성 제고와 관련된 성능 보수 작업4. R&D

사이버 플랫폼은 처분장으로부터 생태계까지의 핵종 이동을 기술하는 사건R&D
수목 및 이들의 조합인 시나리오를 개발 기록하는 라는 모듈과 처분(FEP) , FEAS
종합 성능 평가 입력 데이터베이스인 평가 코드와 연계된 부분 년 현재PAID, (2005
미완성 부분 웹 기반 품질 보증 시스템 및 문서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 .
한 세부 모듈들은 상호 연동되어 연구 현장에서 적용되는 바 가령 처분장 성능 평

가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사이버에 등재하는 경우 먼저 웹 기반 품질 보증 시스템

에 로그인한 후 적절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입력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PAID
관련 자료를 입력토록 설계되었다.
웹 기반 품질 보증 시스템 개발 연구에서는 미국 중준위 심층폐기물 처분WIPP
사업이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미국 의 품질 보증 관10CFR50 Appendix B
련 개 조항을 처분 연구 사업에 보다 적합하게 재편성하고 이를 인터넷 시대에18
맞게 웹 기반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제 처분 연구.
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부속 모듈로 입력 데이터베이스 사건 수목 및 시나,
리오 개발도 등이 포함된 시스템이 개발 될 경우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연구현장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원들이 익숙한 연구소 전자 결재 시스템

개념을 이용하여 품질 보증에 필요한 부서 내외에서의 승인 절차 시스템을 도입하

였으며 실제 업무와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 로 품질 보증 시, “ ”
스템이 사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업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및 실.
험 절차서 등을 모두 등재하여 이를 모든 연구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분종합성능평가 관련 시나리오 평가입력 데이터 평가 결과물의 기록, , ,
작업과 평가 툴을 이용한 평가 작업 그리고 평가 결과물의 가시화 작업을 통합 관,
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요소 기술 및 통합 기술 축,
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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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2
제 절 기존 시스템의 개선1

추가1. Documentation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뿐 아니라PAID Documentation FEP
기능을 추가Documentation, Assessment Documentation, Scenario Documentation

하여 기존의 기능의 편의를 시스템에 적용하였다PAID Documentation FEAS .
또한 기존의 사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인터PAID Documentation
페이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도큐멘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가.FEP Documentation

위의 그림에서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목록이 나오는데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FEP
목록에 해당 가 추가 된다FEP .
이는 기존의 도큐멘테이션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이다PAID .

그림< 1> Senario Documentation List

그림< 2 추가하기> FEP Docum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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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성된 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며 나 관련 를 클릭FEP , FEP RES
하여 세부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나. Assessment Documentation

은 부분이 콤보박스로 구현되어 현재 시스템Assessment Documentation Scenario
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나리오의 목록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 FEP Documentation List

그림< 4 에서 추가하기> FEP Documentation List

그림< 5 추가되어진 보기> FEP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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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에서 보이는 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문서상에Import Image... QA
첨부된 파일중에 확장자가 인 파일의 목록을 볼수 있으며 클릭하여 이 그림을jpg
선택할 수 있다.

그림< 6 추가하기> Assessment Documentation

그림< 7> QA Im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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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면 대신에 선택한 그림으로 대치된다Import Image... .

완성된 도큐멘테이션을 보면 관련 나 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RES SCENARIO
한다.

그림< 8 의 그림 추가하기> QA List

그림< 9 그림이 추가되어진 보기> Assessment Docum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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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cenario Documentation

위의 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코멘트를 입assessment documentation
력하면 해당 시나리오와 연관있는 와 시나리오의 순서를 모두 볼 수 있AC, AMF
다.

그림< 10 추가하기> Scenario Documentation

그림< 11 보기> Scenario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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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작업저장 기능2.FEAS

양식은 다른 양식에 비해 작성할 양식이 아주 복잡하고 또한 양이 많다FEAS .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작성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작업지점을 저장하여 차후에 이를 복원해서 작업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

록 구현하였다.

위 그림은 기존의 양식중 각각의 양식을 작성한 후에 나타나는 서브메뉴이다feas .
여기에서 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단추옆에 라는 기능이 생겼Complete Send Store
다.

한 문서는 의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복원할 수Store My Work Stored Works
있다.

그림< 12 시나리오와 연관있는 와 시나리오의 순서보기> AC, A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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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선 전< 13> Records Submittal Form

복원을 하면 위와 같은 양식이 나오는데 저장된 작업에서 시장하고 싶다면 저장,
된 양식 버튼을 저장했던 작업을 그대로 제출하고 싶다면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된, ,
다.

저장된 양식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서브 메뉴에서 작업을 재개할 수있게 된다.

쪽지에서 자신의 다음 사람의 결재여부를 알 수 있게 됨3.

기존의 쪽지 기능은 자신이 결재를 하거나 작성한 문서가 상위 결재자에 의해서

결재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단 반려된 경우는 새로운 쪽지.( ,
가 오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그림 저장된 문서 보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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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여 승인된 문서의 상태에는 승인됨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승인여부 확인 승인요청< 16> -

그림 개선 후< 15> Records Submitta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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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매뉴얼2 MDPSA pre-processor
메뉴1.

가 메인화면.

최초 프로그램 실행시의 메인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승인여부 확인 승인됨< 17> -

그림 화면< 18> main

그 이후에는 이 전에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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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ILE MENU LIST
는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 파일등을 생성하거나 등을- FILE MENU , , , Open, Close

할 때 사용되는 메뉴이다.

프로그램 종료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을 볼 수 있다- , .

다. EDIT MENU LIST

라. NAVIGATE MENU LIST

그림< 20> Edit menu list

그림< 19> File menu list



- 14 -

마. PROJECT MENU LIST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메뉴이다- open, close , .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컴파일하도록 되어있다- .

바. MDPSA EDITOR MENU LIST

그림< 21> Navigate menu list

그림< 22> Project menu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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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에 새로운 내용을 추- mdpsa Radionuclide, Fractures, Grid, BC Fctors
가하거나 속성을 볼 때 사용하는 메뉴이다.

사. WINDOW MENU LIST

프로젝트 생성과 관리2.

가 프로젝트 생성하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에는 의 를 이용해도 되고 도구모음FILE MENU New
의 버튼을 이용해도 된다.

그림< 23> Mdpsa editor menu list

그림< 24> Window menu list



- 16 -

위의 그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의 첫 화면인데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등의 원하는 형태의 개체를 추가할 수가 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file, folder . mdpsa
고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의 이름과 저장될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next> . default

은 변경이 가능하다location .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같은 이름이 있거나 잘못된 형식이 입력된 경우에서 에러

메세지를 보여준다.

그림 동일한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27>

그림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기 종류선택< 25> -

그림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기 프로젝트 이름 정하기<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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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생성되고 난 직후의 화면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크게 부분으로, 4
나누어진다 왼쪽 위에서부터 현재 프로젝트내의 파일들을 볼 수 있는 부. navigator
분 그 아래쪽에 부분 오른쪽위의 프로젝트내의 개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개, outline ,
체 리스트부분 마지막으로 와 각 개체의 속성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tasks
있다.

프로젝트 생성시에는 자동적으로 Radionuclides, Fractures, 1X1X1 Grid, BC
가 생기며 여기에 각 개체별로 자식노드들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의Factors . grid

크기를 변화시키면 자동적으로 이 생성된다cell .

나 프로젝트의 관리.

편집(1) Radionuclides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새로운 를 추element, solution group, radionuclide
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 를 가져올 수 있다, resource .
각 개체의 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property .

그림 잘못된 형식의 이름이 입력된 경우< 28>

그림 새롭게 생성된 프로젝트 기본 화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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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2) Fractures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새로운 stochastic fracture, deterministic fracture
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 를 가져올 수 있다, resource .
각 개체의 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property .

그림< 30> Radionuclides menu list

그림 의< 31> element property 그림 의< 32> solution group property

그림 의< 33> radionuclid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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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 개의 하위 개체를 가지며 각각의deterministic fracture BCFGW BCFRNUC 2
는 다음 그림과 같다property .

그림< 35> 의stochastic facture property 그림< 36> 의deterministic fracture property

그림 의< 37> BCFGW property 그림 의< 38> BCFRNUC property

그림< 34> Fractures menu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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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집(3) Grid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새로운 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source, rock ,
를 가져올 수 있다resource .

각 개체의 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property .

관리(4) task

관리는 작성중에 다른 연구원과의 정보교환이나 메모를 기록하는데 쓰일수task
있도록 구현되어진 부분이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 관리를 할 수 있다. task .

그림< 39> Grid menu list

그림 의 속성< 40>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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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추가를 할 때의 화면이다 상세한 내용을 입력하고 중요도를 설task .
정할 수 있다 중요도는 세가지로 분류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상. high, nomal, low
세내용 앞에 그림으로 표시한다 완료된 는 옵션을 체크할 수 있으. task completed
며 맨앞에 체크표시가 되어 나타난다 각 의 는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 task property
다.

그림 관리< 41> task

그림 추가하기< 42> task

그림 의 중요도 설정< 43>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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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저장과 프로그램의 종료3.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의 를 를 이용하여 저장 후에 프로그FILE MENU save menu
램을 종료시키도록 한다 다음 그림은 종료할 때의 화면이다 종료는. . FILE MENU
의 를 이용한다Exit .

혹시 사용자가 저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시에 변경된 내용이 있

으면 변경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그림 프로젝트 종료하기< 44>

그림 수정된 내용 저장여부 확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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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코드 및 사이버 플랫폼과의 연계3 MDPSA R&D

관련기술1.

가 란 무엇인가. JNLP ?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초창기에는 클라이언트 측 개발에 많이 강조되었다 애.
플릿이나 코드의 안전한 다운로딩에 대한 자바의 지원은 웹상에서 기능을 전달하기

에 이상적인 것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큰 성공은.
서버측에서 거둬오고 있다 자바의 강력함과 유연함은 서버측 개발자의 사랑과 관.
심을 받아오고 있다 반면에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개발은 줄어들고 있다 다루기 힘. .
든 배치 문제가 애플릿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개발자들을 브라우져 기반의 씬, "

클라이언트로 가게끔 한다(thin)" .
자바 네트워크 런칭 프로토콜 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자바 커뮤니(JNLP) .
티 프로세스 을 통해 개발된 는 클라이언트에 자바 기능을 배치하는데JSR-56 JNLP
있어 이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상의 호스트 리. JNLP
소스로부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이다 만약.

과 함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JNLP JNLP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자바 런타임 환경의 버젼을 탐지하거나 설치 사용할 수 있1) ,

다.
브라우져나 데스크탑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할 수 있다2) .
가능할 때 자동적으로 새 버젼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3) , .
빠른 실행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된 클래스를 캐쉬할 수 있다4) .
애플릿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두 실행할 수 있다5) .
필요하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6) .
안전한 방법으로 파일시스템 같은 로컬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7) .
자동적으로 위치하고 외부적으로 필요한 것을 로드할 수 있다8) .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되는 가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9) .

간에 의존성 관계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10) JAR .
네이티브 코드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할 수 있다11) .
사인된 코드에 추가적인 허가를 줄 수 있다12) .
특정 버젼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릿을 요청할 수 있다13) .

사이버 플랫폼과의 연계2. R&D
핵심에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이다JNLP .jnlp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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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드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post-processor .

그림 소스코드< 46> <post.jnlp >

요소의 속성은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들을 찾기 위한 최상위 을- jnlp codebase URL
나타낸다.

요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클라이언트에 표시할 정보를 나- information JNLP
타낸다.

요소는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나 이후 버젼의 을 가지고 있어야 됨- j2se 1.2 J2SEtm
을 나타낸다 이것은 브라우져에 설치된 이 뭐든간에 종종 충돌을 일으키는 애. ( VM
플릿 배치를 능가하는 큰 향상이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TYPE jnlp PUBLIC "-//Sun Microsystems, Inc.//DTD JNLP 1.5//EN"

"http://www.netbeans.org/jnlp/DTD/jnlp.dtd">

<jnlp codebase="http://210.110.181.152/kaeri/assessment/post"

href="post.jnlp">

<information>

<title>MDPSA PostProcessor</title>

<vendor>KAERI</vendor>

<homepage href="homepage.html"/>

<description> </description>

<icon href="default"/>

<offline-allowed/>

</information>

<security>

<all-permissions/>

</security>

<resources os="Windows">

<j2se href="http://java.sun.com/products/autodl/j2se" version="1.5+"/>

<jar download="eager" href="vtk.jar"/>

<jar href="post.jar" main="true"/>

</resources>

<application-desc main-class="kr.re.kaeri.mdpsa.MDPSAPostMain"/>

</jn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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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로부터 상대적인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를 기술- jar jnlp codebase JAR
한다.

요소는 실행시키기 위한 클래스를 나타낸다 명령어 전달인자나- application-desc .
시스템 변수를 기술하기 위해 서브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다.
자바 웹스타트는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확장자 화일에HTTP jnlp
관한 의 설정이 필요하다 의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mime type . mime type ,
본 시스템을 개발환경인 에서의 설정방법이다IIS .

제어판 성능및유지관리 관리도구 인터넷정보서비스를 클릭1) -> -> ->

기본웹사이트에서 속성 헤더탭선택 파일형식 클릭2) -> HTTP ->

확장명 로 컨텐트형식 를 입력3) ->.jnlp -> application/x-java-jnlp-file

적용4)
이 과정은 웹서버로 하여금 확장자를 가진 화일을 어떠한 콘텐츠로 취급할jnlp
것인지를 알려준다.

그림 제어판의 성능 및 유지 관리 탭< 47>

그림 성능 및 유지관리의 관리도구 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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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로부터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바 웹 스타트 설

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다음 간단히 브라우져에서 파일의 을 가리. jnlp URL
키기만 하면 된다 자바 웹 스타트 클라이언트는 파일과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 jnlp
운로드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것이다.

실행화면3.

그림 인터넷 정보 서비스 메인화면< 50>

그림 관리도구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탭< 49>

그림 헤더< 51> HTTP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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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에서 원하는 를 선택하여 클릭한다processor .

위의 그림의 작업표시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바 웹 스타트가 실행되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운로드한다.

실행을 클릭하면 가 실행된다, Post-Processor .

위의 실행화면 그림들은 를 실행시킨 그림들이고 와Post-Processor , MDPSA

그림 연결된 확장명에 새형식 추가하기< 52>

그림 화면< 53>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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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MDPSA Pre-Processor .

그림 최초 실행 시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54>

그림 실행여부 확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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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바 웹 실행< 56>

그림 실행화면< 57> Post-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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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3
제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1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시설 및 주변 지역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막연한 위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실 여부

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이와 관련되어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 등을 경험하며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 수행 연구 결과의 문서화 정리 및. , , ,
결과에 대한 내 외부 검토 등 다섯 단계에 걸친 품질 보증 절차 등을 통한 보다 객

관적이고 투명한 종합 성능 평가 및 시스템 개발 연구 수행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되어 대민 홍보와 투명한 연구 수행 및

지식 공유라는 두 가지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

이버 플랫폼시스템을 보완하였고 또한 종합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위해 를R&D Java
이용한 개발 및 코드와 연MDPSA pre-processor MDPSA pre & post-processor
계 및 사이버 플랫폼과의 코드 연계 작업을 수행하였다, MDPSA .
이상의 개발 작업을 통해 처분종합성능평가관련 모든 자료들을 통합된 시스템 내

에 기록 저장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업 및 기,
타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처분 안전성 관련 평가 프로그, ,
램 각종 자료들의 입력 및 도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분 개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 증진 및 처분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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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과제평가시

평가기준
목표 달성도

제 차년도1
년(2006 )

한국형 기준처분시

스템 종합 성능 안/
전성 평가 체제 구

축 및 평가를 위한

사이버 프랫R&D
폼 성능 개선을 위

한 수정 보완과 사

이버 플랫폼R&D
과 관련 코드 연결

1. 를 이용한Java
M D P S A

개발pre-processor
(30%)
2. 코드와MDPSA pre

연& post-processor
계(20%)
3. 및 사이버MDPSA
R&D 플랫폼과의 연계

(20%)
사이버 플랫폼4. R&D

사용편의성 제고와 관

련된 성능 보수 작업

(30%)

1. MDPSA
Pre-processor
개발 및 pre &
post processor
와 Cyber

플랫폼R&D
과 연결 (50)
2 .
Documentatio
기능을 비롯n

한 통합 Cyber
플랫폼R&D

기능 구현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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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2
본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 지자체 등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기능

� 연구소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연구 수행에 대한 지식 공유 체계 확립을 통해 연

구 결과 보존성 및 활용성 증대 도모

�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업 및 기타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 가능

아울러 한국형 기준처분시스템 종합 성능 안전 평가시스템 완성을 위해 추가적으, /
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할 것이다.

� 코드 연결 부분 개발

코드와 과 연계- MASCOT MASCOT-Visual
의 사이버 플랫폼 연계- MASCOT R&D

� 기타 사이버 플랫폼 성능 개선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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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R&D 랫폼과의 연계  사이버 R&D 랫폼 보수 작업 의 4가지 단  시스템 개발 로젝트를 수행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지자체 등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련된 시설의 안 성을 홍보하기 한 웹 사이트 기능, 

연구소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연구 수행에 한 지식 공유 체계 확립을 통해 연구 결과 보존성  활용성 증  도

모, 원자력  타 분야 연구사업 리에도 용 가능하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사이버 R&D, Java, MDPSA pre-processor, post-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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