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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연) 원자력 통제  방재기반구축

II  연구개발의 목   요성  

     국제 약  국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효율 으로 이행하고, 과거 핵물

질 실험사건으로 인하여 실추된 국제  투명성을 제고하기 한 연구원의 기반 환

경 조성이 요구된다.  한 방사능재난에 한 비태세를 유지하고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 으로 응하기 한 방사능재난 응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자력의 평화 인 이용 기술을 자율 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IAEA가 2008년도부터 용하고 있는 통합안 조치체

제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하여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통제 리 정보처리시스

템을 보완개발하고 원자력시설의 안 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내법  요건을 충족

하는 방사선 비상 응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범

     본 연구 사업은 투명성 제고를 하여 연구원 기반조성 확립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안 조치  원자력방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일차

으로 연구원 원자력방호 강화를 한 기반조성에 을 두어 추진하면서 필요

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2008년도 사업은 한국원자력(연) 핵물질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통제 리를 

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의 보완과 한국원자력(연)의 원자력시설에 한 안 정

보표시계통의 보완  활용시스템 개발에 을 두었다.

원자력 통제 리를 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완 개발내용으로는 IAEA 안 조

치  시설 계량 리를 한 산시스템이 통합안 조치체제에 효과 으로 처하

기 한 기능들을 보완하여 원자력시설에서 실시간으로 계량 리자료들을 입력, 

장하도록 하 다.

한국원자력(연)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안 정보에 한 실시간 감시망 구축을 확

하고 기능을 보완하 다. 한, 실시간 방사선감시정보에 하여 비정상상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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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 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조기인지 시스템의 운 방안을 검토  수립하고 

시스템을 보완한 후 운 하 다. 비상 응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에 앞서 하나로

시설에 한 방사선원항 산출 개념을 정립하여 엑셀 시트로 제작, 배포하 다. 비

상 응시설의 운 과 련하여 서버 리체계를 개선하고 비상상황을 모든 원자력

시설에서 연구원 부지  인근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까지 통보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 다. 내년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비상자료 자결재  공유

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활용에 한 건의

     연구원 핵물질  원자력시설의 원자력통제 리(IAEA 안 조치  시설 

계량 리)를 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 다. 개발된 정보처리시스템은 

원자력시설에 한 계량 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지, 리할 수 있어 2008년7

월부터 용 인 통합안 조치 체제의 2시간 통보 사찰시 효과 으로 사찰 수검

자료를 IAEA 사찰   국가 검사 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원자력

(연)의 계량 리  정보 리에 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 다.

원자력방재시스템분야에서 구축한 안 변수 감시체계는 방사능재난 발생시 본

부상황실에서 응하는 비상요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들 감시정보

와 연계하여 구축한 원자력시설 비정상 상태 감지  통보 시스템은 사고 상황을 

사 에 계자에게 통보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자력(연)의 안

리에 한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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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he Enhancement of Nuclear Control and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s in KAERI

II. Objectives of the Project

    To implement obligations specified in treaties and domestic laws and to 

enhance the nuclear transparency suffered from a careless past experiments 

with nuclear material, KAERI needs to establish an infrastructure of the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Also, to prepare nuclear 

emergency and to settle down effectively the emergency situation, KAERI is 

supposed to install systematic measures to deal the cases of radiation accidents.

To restore the international confidence sufficient for KAERI to sustain the 

R&D programs for peaceful use of nuclear technologies under the 

self-supervision, this year's purposes of the project are: to complete an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for nuclear control and management under the 

IAEA's IS safeguards system applied form 2008, and to establish 

complementary measures to treat the cases of nuclear emergencie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Since the project is proposed to restore the international confidence by 

establishing fundamental measures to enhance the nuclear transparency and by 

carrying out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to develope technologies of 

safeguards and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in the first stage, we project 

the task in establishing fundamental measures to reinforce the nuclear 

protection, control, and emergency preparedness at KAERI, and then if needed,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llowed.

In the third year (2008) the project focuses on the complement of the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 vi -

complement of the safety information display system of KAERI nuclear 

fac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utilization system of the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for IAEA safeguards and nuclear control 

was complemented to be effective in the IAEA's IS safeguards system. As a 

result, this system has a function to input the nuclear material management 

data in almost real-time at each nuclear facility

The radiati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as expended and upgraded in 

collecting and treating real-time monitoring data from nuclear facilities also, the 

system to notify the abnormal radiation condition of nuclear facilities was 

operated after reviewing the operation concept of the system. and modifying of 

the system To develop a decision-making system in emergency situation, a 

source-term calculation method was developed by using Microsoft excel and 

distributed to the control room operators. The rack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as improved and the emergency situation notifying 

system was established to reach to KNF. The methodology to develop a 

emergency information sharing and emergency document approving system was 

established for the next year project.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The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for the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control (IAEA safety guards and nuclear material balance control) has been 

completed. The system was contributed to the IAEA's confidence in KAERI's 

transparency because the system has a capability to supply a requested data to 

IAEA inspector properly in the IAEA's IS safeguards system which has 2-hour 

advanced notice inspections

Surveillance system of safety parameters established in the KAERI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will give the useful information to the related 

persons responding to the safety parameters in the emergency control head quater.  

An early recognition and notice system at the occurrence of  abnormal status of 

nuclear facilities will give the related persons in advance and will contribute to 

enhance the confidence level in control the nuclear safety control in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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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미국 TMI와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등으로 방사능방재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한 방재 책을 강화하여 오고 있다.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는  세계 으로 심각한 향을 미친다는 체르노빌 원  사고 경험에 의거, IAEA

는 1986년 10월 “핵사고시 조기통보 약”과 “핵사고시 비상지원에 한 약”을 발효하

다. 

IAEA는 각 회원국의 비상사태에 한 비와 비상 응 시스템의 강화를 요구하 고, 

2000년 12월 “원 사고 조기통보  기술지원 약”의 운 매뉴얼을 개정하여 국제 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 다. 한 IAEA는 원자력비상뿐만 아니라 테러나 기타 범죄

행 까지 망라한 방사선비상사태에 한 안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

내외 으로 자연·인  재난과 911사태 등 사회  재난에 한 책이 요함을 인식하

고 기  재난에 처하기 한 계법령을 개정 는 제정하고 2004년 6월 소방방재

청을 개청하 다. 정부(과학기술부)는 인 국가인 일본의 핵임계 사고와 미국 911테러 

발생 등을 교훈으로 삼아 방사능재난에 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 책법”을 2003년 5월 제정 공포하 으며, 

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의 건설 등 비상 응설비 확충을 추진하고 련지침․매뉴

얼․ 차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는 2007년 5월에는 국가 단 의 방사능방

재 연합훈련을 시행하 다.

안 조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75년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한 이후 

IAEA와 면 안 조치 정을 체결하 다. 그 이후 1990년 에는 로그램 93+2를 시작

으로 하여, 1995년 NPT의 무기한 연장, 1997년 IAEA 추가의정서 승인 IAEA 안 조치 

체제가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하 으며 2000년 12월 추

가의정서 이행을 한 원자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2004년 2월 국회의 비 동의

를 얻어 발효되었으며 2004년 8월 추가의정서에 따라 최  확 신고서를 IAEA로 제출

하 다. 추가의정서는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 련 연구개발 활동, 핵물질 

사용시설의 안 조치 련 운 에 한 정보, 연구원 부지내의 건물에 한 정보, 안 조

치가 면제된 핵물질의 양, 용도  치에 한 정보, 핵연료주기 련 연구개발 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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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등에 한 정보수집  이에 한 추가 근 사찰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IAEA

가 보다 폭넓은 정보를 종합 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AEA의 안 조치를 강화하는 국제 인 추세에 응하고, 원자력의 평화  이용과 연구

개발에 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95년부터 국내 검사제도 도입하고 국

가 원자력통제체계를 강화하여 안 조치 강화에 비하여 왔다. 2008년도부터는 기존의 

안 조치체제와 새로운 추가의정서에 의한 안 조치체제가 결합된 통합 안 조치체제에

서의 IAEA의 사찰활동이 상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원자력 연구개발 기 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내외 으로 강화되고 있

는 원자력통제체제(안 조치, 물리 방호, 수출입통제 등)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여 자칫 원자력활동에 한 국제  신뢰성 확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

제 약  국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효율 으로 이행하고, 국제  투명성을 제고하기 

한 연구원의 기반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 방사능재난에 한 비태세를 유

지하고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 으로 응하기 한 방사능재난 응시설의 구

축이 필요하다.

제 2  연구의 목표  내용

본 연구는 원자력의 평화 인 이용 기술을 자율 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제  여건을 

2015년까지 조성하기 한 조치로 원자력(연)의 원자력 통제  방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핵물질 사건 재발 방지 통제시스템과 원자력시설 사고 조기인지 시

스템 등 안 리시스템과 방사선 비상 응시설 구축에 을 맞추었다.  특히 투명성 

제고를 하여 연구원 기반조성 확립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안 조치, 물리 방호  

원자력방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원자력방호 강화를 한 기반조성에 

을 두어 추진하면서 필요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IAEA가 2008년7월부터 용하고 있는 통합안 조치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

는 안 조치정보처리시스템의 기능을 보완개발하고 각 원자력시설은  실시간 계량

리자료를 입력, 리하여 신속, 정확한 계량 리 정보를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원자력 방호 방재법에서 요구하는 수 의 원자력방재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하여 원자력시설 안 변수 송시스템을 확  구축하고 최근 연구원의 사고 경험에 

비추어 사고 방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정상 조기인지시스템을 가동하고 비상 응시설을 

보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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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기 효과

본 연구를 통한 원자력통제 정보 리시스템의 개발은 2008년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IAEA의 통합 안 조치 체제하에서 IAEA가 원자력(연)의 시설에 하여 2시간 통보사

찰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시설이 제공하여야 하는 핵물질의 계량 리 정보를 IAEA 사찰

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시설 계량 리체제에 한 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이 안 조치 이행에 한 국제 신뢰도 향상과 원자력활동에 

한 투명성 제고는 2014년 한미 원자력 력 정 개정에 조사후 핵연료 연구개발 활동

에 한 제약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감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감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안정 으로 구축하고 사고를 조기에 인지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 함으로서 원

자력사고에 한 재난 응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만일의 원자력시설에서의 이상징후 발

생시 신속히 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이들 방사능 방재시스템 보강은 원자력

활동에 한 국내외 신뢰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4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황

안 조치 정보 리는 원자력이 활성화된 모든 국가에서 구축 운 하고 있으며, 일본

의 경우 정보 리의 요성을 인지하고 1980년  반에 개발하여 운  에 있으며, 지

속 으로 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IAEA 보고 의무사항 이행의 기본이 되는 

핵물질 계량 리는 모든 국가에서 요한 안 조치 의무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

라도 1980년  말에 원자력(연)이 개발한 이후 지속 으로 보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

다.

방사능재난 응시설 구축과 련하여, 일본 JAEA의 경우 다수의 연구용원자로 등 원

자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재난에 응하기 한 재난 응

시설을 각 연구로 보유 부지내에 구축 운 하고 있음. 이들 시설에는 원자력시설의 사고

에 응하기 한 각종 정보 공유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음. 특히, JAEA는 NEAT 

(Nuclear Emergency Assistance and Training center)를 설립하여 국가 방사능재난 응 

기술지원을 한 각종 재난 응시설을 2개 부지에 확보하고 방사선원항 분석, 환경평가, 

언론정보 분석, 이동식 환경탐사, 이동식 신계측, 이동식 제염 설비 등을 확보 운 하

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주요 재난 응시설 구축 황

호주 ANSTO는 재난 응시스템과 련하여 앙에 Alarm Station을 두어 각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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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방사선 등 안 정보를 24시간 연계 감시하며, 이상발생시 즉시 계자를 비상소집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소집시 비상 응활동 수행을 한 용 건물을 

확보하고 실시간 원자력시설 안 정보 감시  평가 시스템과 환경탐사를 한 용차

량  Emergency Kit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제 2  국내 황

안 조치 정보 리와 련하여,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의 경우 핵물질계량 리 산

시스템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산시스템을 보완하여 시설 계량 리로 활용 에 있으

며, 경수로발 소의 경우 KAERI에서 개발한 로그램을 이용하여 운  에 있다. 

방사능재난 응기반과 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각 원자력본부의 발 소 별로 

비상운 지원실(OSC), 비상기술지원실(TSC)를 용시설로 확보 운 하고 있으며, 비상

계획구역 밖에는 별도는 비상 책실(EOF)를 2층 규모로 확보 운 하고 있음. 이들 시설

에는 비상 응활동 지원을 한 원자력시설 사고분석  평가 시스템, 실시간 원자력시

설 안 변수 감시시스템, 웹기반 비상정보 공유시스템, 유무선 통신시스템, 방사선측정/

방호장비, 상황실 장비/물품 일체를 구비하고 있음. 한 비상 책실 에 환경실험실을 

구축운 하며, 이동형 환경탐사 차량도 별도로 구축 운 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

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주도로 각 지역의 학병원이 2차진료기 으로 지정하고 해당 

학병원이 방사선비상진료 장비를 확보하고 그 활용성에 해 주기 으로 검하는 훈련

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능방재 책 규제업무를 탁받은 KINS는 

방사능방재 책을 한 상황실을 구축하고 각 원자력시설로부터 안 변수와 기상청으로

부터 기상 측정보를 실시간 수신, 분석,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AtomCARE를 구축․운 하고 있으며, 웹기반 비상자료 공유, 방사능방재정보 제공  

원자력시설 안 변수 제공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통신설비, 비상 산설비, 상황실 

장비 일체와 인공 성과 연계된 장지휘차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동식 환경방사능 감

시/분석 차량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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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원자력통제 리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핵물질계량 리 시스템은 시설 계량 리담당자들이 장에서 직  핵물질 이동  

재고변동사항들을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IAEA 계량 리 보고서를 생성, 

리하고, 핵물질을 품목으로 취 하지 않는 량취 시설의 경우 batch name을 리하지 

않고 시설 핵물질 종류  총량으로 리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나 통합안 조치체제 하에서 IAEA 사찰수검에 비하기 하여 량취 시설에 

batch name을 추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2007년 4/4분기부터 IAEA 사찰과 별

도로 국가사찰이 실시됨에 따라 IAEA 보고서 처리 이외의 자료처리 기능이 요구되었다. 

하나로핵연료가공시설에서의 계량 리 특성은 량취 과 품목계수를 혼합 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량취 과 품목계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에서 자

체 개발하여 운  인 계량 리 산시스템과 직  연결하여 핵물질 이동  재고변동

에 한 IAEA 계량 리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 리할 수 있는 기능의 통합이 요구된

다. 연구개발시설  시설외 지 의 경우 동일 MBA/KMP의 핵물질이 다른 건물  실

험실로 이동되는 핵물질 정보  재고 황을 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2008년 7월부터 

용 인 통합안 조치체제 하에서 IAEA로 보고되는 월별/분기별/연간 사 정보를 

리하는 기능과 핵물질통제 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효과 으로 정보 리할 수 있는 기능

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량취 시설에 한 새로운 계량 리 보고방법 기능을 시스템에 반 하

고, IAEA 사찰과 독립 인 국가사찰 수검 비에 한 자료처리 기능을 보완하 으며,  

2008년 7월부터 용 에 있는 IAEA 통합안 조치체제 하의 2시간 통보사찰에 비하

기 하여 

(1) 동일 안 조치시설  IKMP에서 다른 건물  실험실(room) 간에 이동되는 핵물

질도 정보 리할 수 있도록 기능

(2) IAEA로 사  보고되는 정보 리, 

(3) 하나로 핵연료 가공시설의 계량 리 특성을 고려한 계량 리 산체제,

(4) 핵물질통제 업무에 한 정보 리 등 



- 7 -

연구원 시설에 한 계량 리 특성을 고려하여 안 조치 업무를 효율 /효과 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처리시스템을 2차에 걸쳐 보완하 다. 새로 보완 개발된 정

보처리시스템의 체 구성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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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실험실별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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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 1

KMP n

소내
Intr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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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능개발 및보완

그림 2. 원자력통제 리 정보처리시스템 구성도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완된 기능 에 하나인 계량 리 산시스템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물질 계량 리보고서는 한-IAEA 안 조치 정의 보조약정인 CODE 10

과 안 조치 상시설별로 IAEA와 합의한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 : FA)에 명시

된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들은 CODE 10에 명시된 문법  형식에 따라 

계량 리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시설 형태  특성에 따라 용되는 계량 리 차  방

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 형태  특성별로 한 계량 리 차  방법을 용하는 

기능을 두어 모든 형태의 안 조치 상시설에서 산시스템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하 다. 

한, 하나로핵연료가공시설에서 운  인 계량 리 산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자

료를 이용하여 핵물질 이동 리  재고변동 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동일 

MBA  KMP에서 다른 건물  실험실간의 핵물질 이동을 리하는 기능, 통합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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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에서 IAEA로 사 에 보고되는 월별/분기별/연간 정보를 리하고 수출입통제 련 

정보는 물론 핵물질 통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리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하 다.

계량 리보고서  안 조치 련 정보처리  리를 하여 2008년도의  주요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량취 시설에 한 계량 리자료 처리기능

- 자료 입력시 일 배치  온라인 처리에 한 장부재고목록(BIL)의 일 성 유지  

자료 건 성 검증

- 수정 보고서에 한 자료건 성 검증  입력루틴 간소화

- 연구개발시설  시설외지 에 한 재고주요측정지 (IKMP)별 핵물질 이동 리

- 연구원  시설에 한 통합 핵물질 정보 악기능

- 핵물질 이동 표 작성  리를 동일 MBA  KMP에 하여 다른 건물  실험

실(room)에도 용하는 기능

- 량취 시설과 품목시설에 한 계량 리를 혼합 용할 수 있는 기능

- 하나로핵연료가공시설의 계량 리 산시스템에 장된 자료를 이용한 핵물질 이동

리  재고변동 련보고서 생성  리 기능

- 통합안 조치하의 월/분기/년간 IAEA 사 통보 내용 작성  리기능

- 핵물질 통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작성 양식개발  리 기능

- 부서의 년/월/주간/일간 업무 일정 리 포함(개인별 Planner기능)

- 략물자/기술 수출입 련 정보 리 기능 개선

보완된 핵물질 계량 리 산시스템은 2008. 07.부터 원내  원자력시설에서 시범운

을 실시하 으며, 시섬 운 기간에 도출된 미비 을 보완하여 2008년12월부터 격 가

동하고 있다. 계량 리 산시스템을 이용한 계량 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하여 2008년 

8월  11월 2차에 걸쳐 모든 원자력시설의 핵물질 계량 리책임자  담당자에 한 

산시스템 사용교육을 실시하 다. 시설의 계량 리업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핵물

질의 rebatching 기록(RM/RP)  핵물질 재고변동기록(국제이동, 연구원 외부 시설간의 

이동, 원내 시설간 이동, KMP/건물간 이동)에 한 사용자 매뉴얼은 부록 3과 같다.

보완개발된 정보처리시스템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IAEA 2시간 통보사찰  국가 

검사 수검에 극 활용됨에 따라 원내 시설의 자체 계량 리 업무 효율화는 물론 외

으로 핵물질 계량 리 이행에 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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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방사선 는 방사능 감시

시설

방사선 출 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 으로 확인하고, 

방사선 출 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

을 것

방사선 방호장비
방재요원의 안 한 활동을 한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 

방호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

방사능오염제거시설  

장비

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방사능오염의 측정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확보할 것

방사선물질의 방출량감시 

 평가시설

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량을 산정하고, 그 향을 지속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출 것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

실․비상운 지원실․비상

책실 등 비상 응시설

1. 주제어실은 부지 내․외에 기 비상통보, 방사선 사고

확 방지를 한 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2. 비상기술지원실은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선 사고확 방

지를 한 응 조치와 직  련이 없는 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한 기술  행정  지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

3. 비상운 지원실은 응 보수요원들이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 책실요원과의 

조체제를 구축하며, 비상 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

표 1. 방사능재난 응시설  장비의 기

제 2  원자력시설 방사능재난 응시스템 개발․구축

1. 원자력시설에 한 방사능재난 응설비 요건

원자력시설에 한 방사능방재 책은 2004년부터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방재 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한다. 동 법 시행규칙은 다음 

표와 같이 기본 인 방사능재난 응시설  장비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2008-71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 책에 한 고시)에는 보다 상세한 

방사능재난 응시설 등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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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4. 비상 책실은 방사능재난 발생시 비상 응활동을 종

합․조정할 수 있을 것

5.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 지원실․비상 책실 

등은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한 설비를 갖출 것

6. 비상 응시설은 각각의 기능수행에 합한 공간 등을 

확보하고, 운 에 필요한 기기를 갖출 것

7. 비상 응시설은 방사능오염에 비하여 소개방안을 마

련하고 비시설을 지정할 것

련기 과의 비상통신 

 경보시설

1. 과학기술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부 는 일부를 

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7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지정기 과 비상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원자력시설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방

송장치를 설치할 것

3.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2㎞ 이내(연구용 원자로  

계시설의 건설․운 허가를 받은 자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선재난 등의 발생사실

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방송장치를 설치 할 것. 다

만, 법 제2조제1항제10호 라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

한 원자력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들 법  요건을 충족시키고 방사능재난 응역량 강화에 요

구되는 방사능재난 응설비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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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PF, IMEF  PIEF 방사선감시정보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

가. RIPF  IMEF 방사선정보 원격감시체계 구축 

  지난해부터 구축 추진하 던 RIPF에 한 방사선정보 원격감시 시스템을 2008년 1

월 12일에 구축 완료하 으며,  IMEF에 한 시스템을 년에 구축 추진하여 2008년 6

월 3일에 완료하 다.

RIPF  IMEF에 한 본 시스템의 구축요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RIPF  IMEF 자료 송 시스템 구축

- 하나로 제어실과 방사선 리실 데이터의 송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신규시설 

RIPF  IMEF 련 자료를 본부상황실로 송

- 송자료의 규격은 기존 시스템과 유사한 로토콜을 사용

- 송 련 문제 발생시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감시를 용

○ 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 기존 하나로와 동일한 송 라인을 사용

- 기 개발된 REMS에 향을 주지 않는 범 로 RIPF  IMEF 에 한 자료를 송 

수집

○ Socket 서버 업그 이드

- 소켓서버는 여러 의 Client와 연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구축함

- RIPF  IMEF 추가에 따른 송 데이터 Protocol을 재구성 하여 RIPF  

IMEF 자료를 송

○ Client Display

- Socket 서버로부터 송받은 자료를 실시간 디스 이 하도록 구성

- Alarm상황 발생시 색깔 구분에 의해 표시

-  Paging시스템에서 송된 알림 메시지의 수신  표시

○ History 표시 기능 구축

- 각 포인트별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시간단 로 표시

- 데이터는 그래  형태를 사용한 Trend로 기간별 데이터를 표시

- 동시에 여러 Point 검색 가능하도록 구성

- Alarm과 Paging History를 표시

○  표시 기능

- 각 포인트별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표시

- Alarm 상황 발생시 발생 지 과 내용을 표시

- Paging으로부터 자료 수신시 자료 수신내용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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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메시지 송

- 비상 메시지 송으로 설정된 포인트를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페이징 시스템

과 연동 처리

- 비상메시지는 반복 송기능을 부여해 수신 문제 발생을 최소화

  동 원소생산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은 하나로시설과 방사선감시정보 네트워크가 

당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서로 붙어있으며, 방사선 리의 효율성을 높

이기 해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하나로시설을 상으

로 방사선감시정보와 운 변수 일부의 정보를 취득하여 본부상황실로 송하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하드웨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 트웨어를 개

발하 다. 즉, 기존에 구축 운 이던, 하나로동 방사선 리실에 치한, 하나로시설 운

변수와 방사선감시정보를 취득하여 본부상황실로 송하는 방재용서버 방재용 서버의 

DB에 동 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의 방사선감시정보도 취득하도록 구성하 으

며, 취득된 정보가 본부상황실로 송되도록 기존의 송 로그램을 수정하 다. 이 체

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하나로 방사선 리실의 RIPF  IMEF 감시정보 

수집․ 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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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 송체계에서 본부상황실로 정보를 송하기 해 DSU 모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감시시스템이 바이러스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향으로

부터 보호하기 해 인터넷과 분리된 독립 네트워크 안에서 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시스템 구축시 인터넷망을 활용하게 되면, 외부망과 폐쇄된 방사선감시시스템을 서로 연

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DSU 모뎀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DSU 모뎀

은 화망을 활용하며, 본부상황실에서는 데이터 수집하기 한 DSU 모뎀이 있어 이 모

뎀을 통해 송된 데이터를 취득한다. 

본부상황실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시스템을 DAQ 서버라 명명하 는데 이 DAQ 서

버는 수집된 정보를 DB에 장함과 동시에 소켓서버로 송하도록 다음 그림과 같이 구

성하 다. 

반면, 소켓서버는 추가 으로 수집된 동 원소생산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의 방사선

감시정보를 알람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 으로 감시하며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DB에 

장하고, 알람시스템으로 결과를 송하며, 실시간 트랜드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4. RIPF 감시정보 본부상황실 수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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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ket
Server

History TrendHistory Trend

실시간 데이터
서버상태 전송

실시간 Trend실시간 Trend

DAQ
(자료수집장치)

DB
(자료저장장치)

Alarm System

Trend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Alarm 상태 저장
Paging 자료 기록

Alarm Data

Alarm 상황

1. DAQ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각각의 기능으
로 자료를 전달

2. 다른 System과의 통신은 TCP/IP를 이용하
여 Packet형태로 자료를 송수신

3.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RIPF

그림 5. 소켓서버의 RIPF 감시정보 처리시스템

한, 동 원소생산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에 한 자료가 추가 으로 취득됨에 따라 

이들 정보 리를 해 소켓서버내에 다음 그림과 같이 련 DB를 신규로 추가하 다. 

그림 6. 감시시설 추가에 따른 DB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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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상황실에서 취득한 동 원소생산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의 방사선감시 실시간 정

보를 표기하기 한 화면은 기본 으로 시설에서 활용하는 디자인을 용하도록 하 다. 

그러나 생상이나 폰트 등은 조정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 다. 표기화면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실시간 감시정보에 한 상세한 기능은 별도로 로 기술하 다.

그림 7. RIPF 방사선  감시화면

그림 8. IMEF 방사선  감시화면



- 16 -

나. PIEF 방사선정보 원격감시체계 구축 

 조사후연료시험시설(PIEF)은 방호방재법상 소규모원자력시설로서 소규모원자력시

설에 해서는 법 으로 원격감시  송망을 확보할 요건이 없어, 당  이 시설에 

한 방사선감시정보에 한 본부상황실 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조사

후연료시험시설이 취 하는 물질이 발 소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임에 따라, 환경방

출가능핵종인 노블가스가 취 되므로 시설방사선에 한 원격감시시스템을 자체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선감시정보 

원격감시시스템의 구축이 추진되었다. 반면, 동 시설은 오래된 시설이며, 방사선감시체계

도 다른 시설과는 특이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부분의 시설은 방사선능에 한 측정

값을 해당시설에 한 방사선감시시스템에서 패키지로 리하는데,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은 입자에 한 감시시스템과 기체에 한 감시시스템이 개별 으로 구축 운용되고 있

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구축요건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 으며, 그간 

방사선정보 원격감시시스템 운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해서도 조사후연료시험시

설 방사선정보 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과 함께 추진하 다.

○ PIEF 자료 송 시스템

- 하나로 제어실과 방사선 리실 데이터의 송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신규시설 

PIEF 련 자료를 본부상황실로 송

- 송자료의 규격은 기존 시스템과 유사한 로토콜을 사용

- 송 련 문제 발생 시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감시를 용

- Particle과 Gas시설 데이터가 일정기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도록 개발

- 상이한 두 개의 방사선 데이터 검출시스템의 데이터를 한곳으로 취합 후 송

- Particle 자료 수집모듈은 외부 송 기능이 없으므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

하여 최 한 안 한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

○ 자료 수집 시스템

- 두 의 DSU와 PSTN라인을 이용하여 신규 통신라인을 구축

- 취합된 데이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한 에러 검출 기능을 사용

- 기 개발된 REMS에 향을 주지 않는 범 로 PIEF에 한 자료를 송 수집

○ Client Display

- 재 추가된 모든 시설을 실시간으로 디스 이 

- Alarm상황 발생 시 색깔 구분에 의한 표시

- 알람 발생 시 알람 발생 기록 디스 이

- Trend 표시기능으로 표시되는 모든 포인트에 하여 시간 범 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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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를 표시

- 표시된 Trend에 실시간 Trend기능을 추가하여 자료가 변경되는 시 에 즉시 

Trend에 반 한 그래 를 표시

○ History 표시 기능

- 각 포인트별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시간단 로 표시

- 데이터는 그래  형태를 사용한 Trend로 기간별 데이터를 표시

- 동시에 두개의 Point 검색 가능하도록 구성

○ 알람  페이징 시스템과 연동

- 각 포인트 별 알람 기 치를 입력하여 재 데이터가 설정치를 넘게 되면 알람 

상태에 따라 표시를 구분

- 비상 설정치를 입력하여 비상 설정치 이상으로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등록된 

요원에게 휴 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고를 달

- 비상 메시지를 송하는 데이터는 10분간 0값을 제외한 평균값이 비상 설정치

를 넘을 경우 송

- 비상 메시지는 한 포인트에 여러 설정치를 두어 여러 등 에 맞춰 다른 요원에

게 비상 메시지를 달할 수 있도록 구성

○ 자료 리 기능

- 방재상황실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엑셀화일로 장

- 실시간 데이터, 분평균, 60분 평균으로 구분하여 일을 생성

- 생성된 일은 시설/년/월/일로 구분하여 트리구조로 디 토리를 생성하여 장

- 생성기  시 은 매일 오  0시 30분을 기 으로 일/ 월 평균 데이터 일

을 엑셀로 생성

- 재 시  기 으로 생성하는 모듈을 추가하여 언제든지 최신 평균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

상기와 같은 시스템 구축을 하여 조사후연료시험시설에서 방사선감시정보를 수집

하여 송하는 체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입자와 가스에 

한 측정 데이터를 추출하는 로그램과 이를 다시 본부상황실로 송하는 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시설운  시스템에 한 향을 최소화 하기 하여 방재용 데이터 수집 

 송서버를 별도로 확보하여, 설치하 다. 한, 본부상황실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존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든 기능을 구 할 수 있도록 본부상황실의 수집  리시스

템을 보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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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IEF 자료 송 시스템

그림 10. 본부상황실 PIEF 자료 수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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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후연료시험시설에 한 방사선능 정보를 본부상황실에 입수하여 실시간 디스

이하는 화면을 입자와 가스에 하여 통합하여 다음 화면과 같이 구성하 다.

그림 11. PIEF 방사선  감시화면

그동안 시설로부터 입수한 방사선감시정보를 화면에 실시간 디스 이하고 알람 등

을 감시하며, 측정이력을 화면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으나, 실제 이

상 상황 발생시 사용자가 엑셀 일로 측정값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이상상황 발생시는 화면상에서의 분석도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엑셀 일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많이 있다. 따라서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에 한 방사선능정보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 에서 원격감시결과를 일정한 주

기로 자동으로 엑셀 일을 생성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임의로 엑셀 일을 생성시켜 다운

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하 다. 이 기능을 구 하기 하여 일을 생성하는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C:/ 디 토리 하에 RMS Data 폴더를 생성시키고 시설별로  계측기

별로 월단  폴더까지 자동 생성시킨 후 해당 폴더내에 측정된 값이 생성되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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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원격 감시정보의 엑셀 일생성 개념도

다. 원자력시설 안 /방사선변수 원격감시 로그램 리자/사용자 매뉴얼

  원자력시설 안 변수  방사선변수에 한 원격감시 로그램에 한 설치 차 

 사용자의 사용방법을 별도의 리자  사용자 매뉴얼로 작성하 다. 년는 기존의 

운 로그램에 동 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연료시험시설에 한 원격

감시기능이 추가되었다. 이 매뉴얼은 기존의 운  시스템에 한 사항을 포함하고 새롭

게 추가된 기능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이다. 리자  사용자에 한 이들 매뉴얼은 부

록 1  2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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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시설 비정상 조기인지 시스템 운   보완

가. 방사선비정상 조기인지 설정치 검토  제안

  연구원은 고유특성의 여러 원자력시설들이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원내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 인 방사선/능 출에 해 조기인지하고, 

한 조치수단이 강구될 필요성이 두 되었다.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 비정상 조

기인지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운 을 한 설정치 검토를 추진하게 되었다. 

시설 방사선감시시스템(RMS)는 규제기 에 근거하여 경보 (Alarm)를 설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시설특성에 따라 경고 (Alert)를 설정하여 운 하고 있다. 시설내 

경보 는 작업자의 연간 선량한도 50 mSv/y를 근거로 연간 작업시간 2,000으로 산출

한 25 uSv/h로 설정하며, 시설의 운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설정하기도 한다. 경고

는 통상 으로 Alarm 설정치의 1/10을 용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운 특성을 고

려하여 설정하기도 한다. Stack 경보 은 일반인의 연간선량한도 1 mSv/y에 근거하여 

부지내 모든 원자력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부지경계에서의 일반인이 1년

간 거주할 경우 선량한도를 과하지 않도록 방사성물질의 핵종별 방출 농도 즉, 유도방

출한도를 설정한다. 시설 외부 환경은 방사선량율이 10μSv/h를 과하거나, 최근 3년의 

방사능 평균값의 5배를 과하는 경우에 계 법령에 의거 련부처에 보고토록 규정되

어 있다.

재 각 시설에 구축된 시설 RMS 황과 와 같은 개념에 기 하여 설정된 각 

RMS의 Alarm  Alert 설정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설 지역 방사선감시기 공기 오염감시기 Stack 감시기

하나로 12 (7) 6 2

새빛 24 12 1

RIPF 45 4
2

IMEF 28 5

PIEF 17 15 (3*) 1 (1
*
)

RWTF 18 15 1

표 2. 시설 RMS 황

 (  ) : 성자 감시기   ( * ) : Kr-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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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감시기

(uSv/h)

공기 오염감시기

(Bq/m3)

Stack 오염감시기

(Bq/m3)

Alarm Alert Alarm Alert Alarm Alert

하나로 25 12.5

P: 1.42x10
2

I: 7.59x102

G: 7.77x10
4

 1/10

Rx

P:2.49x10
4

I: 4.96x10
3

G:6.59x106
 1/10

R

C

I

P: 1.91x10
5

I: 3.81x104

G: 7.92x10
7

"

RIPF/

IMEF
25 12.5

P: 1.82x10
5

I: 3.63x104

G: 3.63x10
8

 1/10

주

P: 1.82x105

I: 3.36x10
5

G: 3.63x10
8

"

보

조

P: 1.68x10
3

I: 7.52x10
3

새빛 50 20 1.0 - 5.7  1/10

PIEF 25 2.5

P(α): 1

P(β): 1x103

G: 1x10
7
 

1

 1/10  

P: 10

G: 1/10 

P: 2

G: 1/10

RWTF " " " " " "

고화체 " " " "

P: 10

G: 5x10
5
 

I : 9

P: 10

G: 5x10
5
 

I : 5

표 3. 시설 RMS의 Alarm  Alert 설정치

   P: 입자(Particulate),  I: 옥소(Iodine),  G: 희유기체(Noble Gas)

상기와 같은 근거에 기 하여 시설내 RMS의 공간방사선량에 해서는 Alarm의 

1/10이 할 것으로 제안하 다. 단, 시설특성을 고려하여, 하나로의 공간방사선량율은  

Alarm의 1/2로, 새빛의 공기오염도는  Alarm의 1/10로 설정치를 제안하엿다.

Stack에 해서는 운 특성을 반 하기 하여  최근 3년(‘06.1∼’08.5) 동안의 stack 

측정자료와 시설의 운 특성을 고려하 다. 3년치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새빛은 최근 3개

월의 stack 자료를 활용하 다. 

Stack의 입자에 해서는 설정치를 제안함에 있어 시설의 환기조건 변화가 stack 입

자감시기에 미치는 최 향을 고려하 다. Stack의 입자에 한 시설 별 설정 제안치는 

다음과 같다.

- Rx  RCI Stack 설정 : 100 Bq/m3 (그림 13)

- RIPF/IMEF  보조(Aux) Stack 설정 : 20 Bq/m3 (그림 14)

- 새빛 Stack 설정 : 0.4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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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x/RCI Stack 입자에 한 조기인지 설정

그림 14. RIPF/IMEF 보조 Stack 입자에 한 조기인지 설정

그림 15. 새빛 Stack 입자에 한 조기인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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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 옥소에 하여는  Stack의 baseline 방사능과 시설 운 특성을 고려하여 설하

는데 Rx  RCI Stack의 baseline 평균  편차는 각각 0.58∓0.18 Bq/m
3
와 0.7∓0.27 

Bq/m3로 분석되었으며,  peak들은 baseline 평균치의 략 2∼4배 정도임을 알 수 있었

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정치를 제안하 다.

- Rx Stack 설정 : 2 Bq/m
3
 (그림 16)

- RCI Stack 설정 : 6 Bq/m
3
 (그림 16)

  RIPF/IMEF Stack에 해 분석한 결과 baseline 평균  편차는 2.05∓0.93 Bq/m3 

이고, 6∼7일 주기의 증가패턴을 갖고 있으며 이들  최 치는 7.5 Bq/m3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7). 한 보조 stack의 baseline 평균  편차는 0.42∓0.73 Bq/m3 임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정치를 제안하 다. 

- RIPF/IMEF Stack 설정 : 10 Bq/m
3
 (그림 17)

- 보조 Stack 설정 : 5 Bq/m
3
 (그림 18)

그림 16. Rx/RCI Stack 옥소에 한 조기인지 설정

그림 17. RIPF/IMEF Stack 옥소의 증가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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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RIPF/IMEF  Aux Stack 옥소에 한 조기인지 설정

  Rx Stack  RCI Stack의 희유기체에 한 분석결과 baseline 평균  편차는 각각 

4.87x10
3
∓3.2x10

3
 Bq/m

3
와 3.2x10

3
∓1.4x10

3
 Bq/m

3
 임을 알 수 있었으며, Baseline 평균

치의 2∼30배가 일부분에서 수차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정치를 제안하 다.

- Rx Stack 설정 : 4 x 10
4
 Bq/m

3
 (그림 19)

- RCI Stack 설정 : 1 x 10
4
 Bq/m

3
 (그림 20)

  RIPF/IMEF Stack의 희유기체에 한 분석결과 baseline 평균  편차는 4.87x10
3

∓3.2x10
3
 Bq/m

3
 임을 알 수 있었으며, Baseline 평균치의 5∼60배 정도의 peak들이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정치를 제안하 다.

- RIPF/IMEF Stack 설정 : 8 x 10
4
 Bq/m

3
 (그림 21)

그림 19. Rx Stack 희유기체에 한 조기인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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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RCI Stack 희유기체에 한 조기인지 설정

그림 21. RIPF/IMEF Stack의 희유기체에 한 조기인지 설정

하나로의 경우는 수를 감속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의 방사화에 따른 삼 수소

가 발생하며, 따라서, Rx  RCI Stack의 삼 수소의 방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인지 설정치를 제안하 다.

- Rx Stack 설정 : 4 x 10
4
 Bq/m

3
 (그림 22)

- RCI Stack 설정 : 1 x 10
5
 Bq/m

3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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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Rx Stack의 삼 수소에 한 조기인지 설정

그림 23. RCI Stack 삼 수소에 한 조기인지 설정

나. 방사선비정상 조기인지 제안치 유 부서 검토

  방사선비정상 조기인지 통보와 련하여 계부서는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 다.

(1) 하나로운 부서

① 자동 문자 송이 이루어지는 기  선량 즉, 경고 설정치(alert)가 무 낮으면 빈

번한 문자 송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낮아지고, 반 로 그 값이 무 높으면 조

기 인지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음.

② 시설내 RMS 자료 즉, area monitor의 조기 인지 설정 값은 원안 로 경보 설정치

의 1/2인 경고 설정치(alert) 12.5 uSv/hr를 조기 인지 설정 값으로 결정했으면 함.

③ 굴뚝감시기의 조기 인지 설정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 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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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감시기 (단 : Bq/m3)

유도방출한도(DRL)
조기 인지 설정 

값
DRL's %

하나

로

RX

입자 2.49E+04 100 0.40 %

옥소 4.96E+03 5 0.10 %

가스 6.59E+06 2.0E+05 3.00 %

H-3 5.07E+06 6.0E+04 1.18 %

RC

I

입자 1.91E+05 100 0.05 %

옥소 3.81E+04 10 0.03 %

가스 7.92E+07 1.0E+05 0.13 %

H-3 3.80E+08 1.0E+05 0.03 %

표 4. 하나로운 부서의 조기인지 설정 제안치

④ 재 RMS 계측기의 신뢰성이 히 낮아 빈번하게 경보가 발생하는데 그 때

마다 문자 송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음. 선결 문제는 RMS의 신뢰성을 확

보하는 것이다. 차선책으로 선량 peak가 나타날 때 바로 문자를 송부하지 않고 

분간 평균을 계산하여 설정치를 과했을 경우에 문자를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한 RMS 필터 교체나 장기 검 그리고 기기 고장 시에는 문자 송이 

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⑤ 제어실에서 운 원이 송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 문자 확

인이 가능한 화(☎ 8492)의 설치가 요구됨.

⑥ 문자 송을 해 설정된 조기 인지 값은 일정 기간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정성을 평가한 후 하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함.

(2) 동 원소생산시설

    조기 인지 설정치에 하여는 방사선 리 의 의견 로 Stack의 경우는 유도방

출한도의 1/10로 설정하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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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빛연료과학동

① 요약

항 목

방사선안 리 원자력방재

경보(Alarm

)
경고(Alert) 조기인지

방사선감시기

(방사선량 uSv/h)
50 20(경보의 4/10) 2**(경보의 1/10)

공기오염감시기

(공기오염 Bq/㎥)
1.0 0.1(경보의 1/10) 0.1(경고의 1/10)

Stack 오염감시기

(유도방출한도 Bq/㎥)
5.7*

0.57(경보의 

1/10)
0.4(Peak)

* 재 설공서(인허가 서류 개정 에 있는 수치임)

② 검토의견

- 새빛연료과학동의 조기인지 기 의 일부는 아주 극단 으로 보수 인 기 **

으로 보여지며, 많은 허  신호(False Signal, Noise)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조기인지 수 을 방사선안 리 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고(Alert)수 으

로 완화 시켜주시기 바람

- RMS에서는 많은 잡음(Noise)도 발생하고 있는 데 이를 기계 으로는 모든 

Noise도 신호로 간주하여 잦은 신호 발생이 상되어,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처가 늦어질 수 있음

⇒ 조기인지 system 도입 시 Alarm station을 설치하여 Noise를 Signal로 

단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바람

⇒ 방재실에서 야간  휴일에 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종합 Alarm station을 

설치하여 Noise를 Filtering하여 최소한 후 Signal을 보내기 바람

⇒ 하나로의 경우에는 제어실이 있어 야간  휴일에도 처가 용이하겠지만 

기타 원자력시설의 경우에는  system에서도 시설운 자들의 업무 부담

이 무 큼

(4) 조사재시험시설

   원자력시설의 사고방지를 한 각종 노력  산의 투입에 해선 근본 으로 환

합니다만, 본 시스템의 도입을 하여 선결될 문제 , 시스템의 실효성,  용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① 선결 문제

     방사선감시설비의 오작동이 없어야 하나, 실제 으로 시설 내 장비의 오작동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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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효성 검토

     업무시간 이후에 시설 내에 일부의 방사선  감시기가  설정치 이상으로 방사능

이 올라가서 담당자(방사선안 리요원+방재책임자+시설운 책임자)에게 기계 으로 

송된 문자를 받아서 실제 으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함. 

최악의 경우 꼭두새벽에 시설에 들어와서 오작동인지, 가 방사선물질을 이동했는지를 

담당자들이 악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결국 조치는 일과시간에 취함) 조사재

의 경우에 방사선 소스의 이동  실험이 업무시간에만  실시하는 계로,  일과시간 이

후의 방사선 의 상승은 지 까지 거의 (99% 이상이)  장비의 오작동에 의한 경우임.  

지 까지 운 자료를 본 시스템을 용하여 시뮬 이션할 때, 본 시스템에 의한 사고방

지 건수가 몇 건인지 구체 으로 검토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여야 함. 

③ 용성 검토

     업무시간 이후( 휴일날 포함) 언제 발송될지 모르는 기계 인 메시지를 하여 

담당자가 24시간 기하다가, 기계 인 메시지가 오면  과제책임자 는 담당자가 시설

로 무조건 들어와 원인 악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시설책임자  련 담당자는 

항상 24시간 통신축선에 기하면서 받을 스트 스는 엄청나게 큼. (물론 24시간 제어실

에서 인력이 근무하는 하나로의 경우에는 제어실 근무자가 원인 악  조치가 가능하

므로 별도임) 상 으로 인력  시설이 작은 조사재 등은 조기인지 시스템에 응할 

인력 문제로 인하여 용이 단히 어려움 결론 으로 조사시험부의 경우에는 원칙 으

로 본 시스템의 도입을 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해결된 후에 용여부를 논의하 으면 

함.

- 방사능 물질의 출여부를 직  감시하는 굴뚝감지기 만의 방사선 를 상으

로 함. ( 재에 지역감시기, 핫셀감시기는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주변의 방사선 

가 높아도 긴 을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방사선 가 높다고 하여 기계 으로 시설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이 에, 

진짜로 비정상 으로 높아져 시설 담당자의 호출이 필요한 지를 여부를 단하는 

인 조직을 두고, 그 인 조직의 단결과에 따라 련자(HP +방재  +시설책임

자)를 동시에 호출하여야 할 것임

- 방재 은 기계 인 시스 만 만들어 놓고, 시설담당자 만이 기계 인 시스템에 의

해 24시간 기-호출하는 방식은 원자력시설의 안 운 을 한 연구원 차원의 

공동노력 정신에 어 나고, 결국에는 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본 시스템이 유명무실

화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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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안 리

    재 RMS의 건 성을 장담하기 어려움. 특히 시설내 RMS의 경우 선원 이동과 

같은 특정 상황에 따라 RMS 값의 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장비에서 날라오

는 신호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그 것이 복잡시스템의 특

성임. 시설내 선량율 감시는 의미가 없음. 가능한 시험과정을 철 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거친 다음 시행해야 하는 것임. 시설내 공기오염감시결과의 경향은 곧 바로 스택모니터

에 감지되며, 시간차이는 무시할 정도임. 그래서 제안한 것이 Stack Monitor의 것만으로 

하자는 것이고, 이제 다시 그 를 수정 제안함. Alert level의 1/10(유도방출한도의 

1/100)로 설정하여 1~2년 운 하다가 제 로 처가 안 되면 그 를 하향 조정할 것

을 제안함. 이 게 설정하여도 지난 번 iodine 방출과 같은 경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

을 것임.

다. 방사선비정상 조기인지 운

  시설운 계자  RMS 운 자의 우려에 따라, 계측기 오작동에 따른 비정상 통보

의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10분간 평균치가 설정차를 과하여 10

분간 지속할 때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 다.

그림 24. 10분간 평균치에 의한 조기인지 통보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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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내 RMS 통보에 한 문제 을 제기함에 다라 굴뚝으로 운 상을 한정하

는 등 비정상 조기통보 운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시도하 다.

(1) 운 상

- 시설내 : 시설/원자력안 리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RMS

- Stacks : 새빛, RIPF/IMEF 주 stack, 하나로 Rx  RCI stacks

(2) 설정치

  Stacks 시설내

하나로
(uCi/cc)

Rx

P 6.72 x 10
-9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RMS로서
 Alarm 값의 1/10

 ※ Alarm 값은 지난 회의자료 
참고 

I 1.34 x 10-9

G 1.78 x 10
-6

RCI

P 5.17 x 10
-8

I 1.03 x 10-8

G 2.14 x 10
-5

RIPF/
IMEF
(uCi/cc)

주

P 4.91 x 10
-8

I 9.82 x 10-9

G 9.82 x 10
-5

새빛 (Bq/m
3
) P 0.57

표 5. 방사선비정상 조기인지 설정치

  P:입자(particulate), I:옥소(Iodine), G:희유기체(Noble Gas)

(3) 운 일정

    8월 22일부터 시범운 에 착수하며, 운 과정  발생한 문제 은 보완하도록 하

다.

(4) 문자 송 상

    비정상 문자 송 상은 원자력안 리부  시설운 부서 계자로 한정하며, 

송주기는 설정치 도달 시 에서 1회  10분 후 1회 송(2회 송)하도록 설정하며, 

설정치 이하에서는 송이 단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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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능재난 응시스템 구축․보완

가. 하나로시설 사고시 방사선원항 산출개념 정립

  방사선원항 산출을 해 일차 으로 다음 표와 같은 핵연료내 방사능량 자료를 사

용하 다.

방사성 핵종 반감기 36  다발 내 방사능, Ci 

방사성 요오드

Br-83 2.4 hr 4.591E+03

Br-84 31.8 min. 8.486E+03

Br-85 2.9 min. 1.049E+04

I-131 8.02 d 2.732E+04

I-132 2.295 hr 4.131E+04

I-133 20.8 hr 6.142E+04

I-133m 9 s 1.351E+03

I-134 52.5 min. 6.891E+04

I-134m 3.6 min. 4.747E+03

I-135 6.57 hr 5.734E+04 

I-136  83.4 s 2.774E+04

소계 3.137E+05

불활성 기체

Kr-83m 1.83 hr 4.595E+03

Kr-85 3934.4 d 8.873E+01

Kr-85m 4.48 hr 1.062E+04

Kr-87 76.3 min. 2.124E+04

Kr-88 2.84 hr 3.000E+04

Kr-89 3.15 min. 3.778E+04

Kr-90 32.32 s 3.756E+04

Kr-91 8.57 s 2.775E+04

Xe-131m 11.934 d 2.809E+02

Xe-133 5.234 d 5.927E+04

Xe-133m 2.19 d 1.832E+03

Xe-135 9.14 hr 3.336E+03

Xe-135m 15.29 min. 1.081E+04

Xe-137 3.818 min. 5.437E+04

Xe-138 14.08 min. 5.526E+04

Xe-139 39.68 s 4.452E+04

Xe-140 13.6 s 3.064E+04

소계 4.300E+05

표 6. 하나로 36  다발내 방출가능 핵종의 방사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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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핵종 반감기
방사능량, Ci (FTL)

3-PIN 체 3-PIN 갭

방사성
요오드

I-131 8.02 d 2.37E+03 2.84E+00

I-132 2.295 hr 3.43E+03 3.35E+02

I-133 20.8 hr 4.46E+03 4.73E+02

I-134 52.5 min. 4.86E+03 4.86E+02

I-135 6.57 hr 4.24E+03 4.24E+02

휘발성
기체

Kr-83m 1.83 hr 2.06E+02 2.06E+01

Kr-85 3934.4 d 3.19E+01 9.62E+00

Kr-85m 4.48 hr 3.68E+02 3.68E+01

Kr-87 76.3 min. 6.49E+02 6.49E+01

Kr-88 2.84 hr 8.97E+02 8.97E+01

Xe-131m 11.934 d 2.73E+01 2.73E+00

Xe-133 5.234 d 4.49E+03 4.49E+02

Xe-133m 2.19 d 1.46E+02 1.46E+01

Xe-135 9.14 hr 5.46E+02 5.46E+01

Xe-135m 15.29 min. 9.51E+02 9.51E+01

Xe-138 14.08 min. 3.43E+03 3.43E+02

표 7. FTL 핵연료내 방출가능 핵종의 방사능량

원자로실로 방출되는 과정에 한 다음 그림의 방출가정을 용하 다.

3 6 봉  핵 연 료  집 합 체
핵 분 열  생 성 물

채 널 유 동  차 단 사 고

수 조  방 출 율 (3 6 봉  집 합 체  핵 분 열 생 성 물 )
  -  불 활 성 기 체  : 1 0 0 %
  -  방 사 성 옥 소  : 5 0 %

원 자 로 실  방 출 율
  -  불 활 성 기 체  : 1 0 0 % (D F = 1 )
  -  방 사 성 옥 소  : 1 % (D F = 1 0 0 )

원 자 로 실  내  흡 착
  -  할 로 겐  및  알 칼 리  흡 착  : 5 0 %

그림 25. 하나로 핵연료 방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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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L 3 PIN 핵분열생성물

수조 방출율(3 PIN 내 핵분열생성물)
  - 불활성기체 : 100%
  - 방사성옥소 : 50%

[방사성옥소 형태]
        + 원소형태 : 91%
        + 입자형태 : 5%
        + 유기형태 : 4%

수조 방출율(갭 내 핵분열생성물)
  - 불활성기체(Kr-85 제외) : 10%
  - Kr-85 : 30%
  - 방사성옥소(I-131 제외) : 10%
  - I-131 : 12%

[방사성옥소 형태]
        + 원소 및 입자형태 : 75%
        + 유기형태 : 25%

대형냉각수상실사고
(LBLOCA)

핵연료취급사고

원자로실 방출율
  - 불활성기체 : 100%(DF=1)
  - 방사성옥소
    + 원소/입자형태 : 1%(DF=100)
    + 유기형태 : 100%(DF=1)

원자로실 방출율
  - 불활성기체 : 100%(DF=1)
  - 방사성옥소 : 1%
    + 원소/입자형태 : 1%(DF=100)
    + 유기형태 : 1%(DF=100)

그림 26. FTL 시험핵연료 방출 가정

상기 그림에 따른 방출가정에 하여 반감기에 따른 감소량을 용하여  각 방출경로

별 핵종그룹별 분율자료를 산출 하 다. 이는 핵종그룹별 거동특성이 다르며, 그룹별 측

정되므로 이를 반 하기 해서이다. 원자로실 방사능 농도 측정자료에 핵종그룹별 분율

을 곱하여 원자로실에 하여 특정시간의 핵종별 농도분포 산출토록 하 다.

원자로실로 확산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경로는 2가지로 고려된다 첫째

는 굴뚝을 통한 방출이고 둘째는 건물 설에 따른 방출이다. 일반 으로 환경 설율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단 시간당 총량에 한 % 설 : %/h

② 건물 압력과 개구부 크기에 근거한 설율

③ 방출율 : (체  는 질량)/시간

④ 직 방출 : 지정한 시간동안 모두 방출

한, 방출핵종에 따라 방출특성이 달라지는데 희유기체는 지정된 율에 따라 100% 

환경방출로 고려하므로 얼마만한 시간 내에 나가느냐만 문제가 되나 할로겐/입자는 방

출 지 시간에 따른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2hr 인 경우 e^(-1.2t),   ≥ 2hr 인 경우 e^(-0.1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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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를 감안하여 굴뚝 방출시는 굴뚝의 풍량과 필터의 효율만을 고려하면 방출

량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면 방출은 다음의 수식을 용하여 건물의 설

특성을 찾아내야 한다.

∆    (식1)
Q는 차압에 의거 유발된 Airflow rate ; ㎥/h․㎡

C는 Flow 상수 ; 측정치를 기 으로 산출

ΔP는 차압 ; Pa (N/㎡, (kg․m/s2)/㎡)

n은 Flow 지수 ; 측정치를 기 으로 산출, 략 0.65로 가정

즉, 의 수식으로부터 건물 설특성 시험자료에 기 하여 해당 건물의 C  n 값을 

알게되면, 차압으로 지표면 설량을 추정할 수 있다. 

과거 하나로시설에 하여는 다음의 식에 기 하여 원자로실에 HVAC로 압력을 불

어넣고 압력이 감소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설율을 측정하 다.

 




    (식2)

여기서, L은 단 시간당 설율 (),  는 압력, 는 시간간격, V는 

시험체 이다.

의 식2을 통해 측정한 실험치를 활용하여 하나로시설에 한 식1의 C  n값을 도

출해 내어, 단순히 차압만 알면 설율을 산출해내는 식을 완성하 다. 

한, 하나로설계기 사고를 기 한 환경 향평가시 외부 풍속에 의해 유도된 차압에 

따른 건물 설을 용하기 해 다음 식도 방사선원항 산출에 활용하도록 하 다.

 


   (식3)

여기서, P는 Pa 단 의 압력이며, ρ는 공기 도로 1.2, V는 m/s 단 의 풍속이

다.

를 들어, 의 식3에서 외부에서 20 m/sec로 바람이 불 경우 외부 풍속에 따라 건

물에 걸리는 압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

- Windward wall의 평균압력 :    

- Leeward wall의 평균압력 :   

- Side wall의 평균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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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f의 평균압력 :   

- 12.5

- 17.5 - 17.5 - 17.5

20


wind

20 m/sec
    단  : mmWG

풍속에 따른 차압은 건물의 면마다 다르게 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기본 압력에 

따른 차압을 용하도록 하 다. 상기 식에서 풍속이 압력(차압)으로 환산되면, 이 차압

을 설율시험에 용된 차압과 연동시켜, 외부 풍속에 근거한 설율 값을 얻어내도록 

구성하 다.  

이상의 개념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엑셀 Sheet로 하나로에 한 방사선원항 산출

을 한 입력문과 출력물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27. 방사선원항 산출 입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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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방사선원항 산출 출력물

나. 비상 응시설 구축  개선 추진

(1) 방재 책 서버 리체계 개선

    비상 응시설 개선과 련하여 본부상황실에 구축하여 운 하고 있는 비상자료 

수집서버의 보  랙을 다음 그림과 같이 2008년 5월 6일에 구입하여 개선하 다.

그림 29. 본부상황실 서버 보  Rack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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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빛연료과학동의 방사선 리실에 설치․운 하던 방사선감시정보 송용 방

재서버를 새빛연료과학동 장상황실로 다음 그림과 같이 2008년 5월 20일에 이 ․설

치하 다.

그림 30. 새빛동 송서버 이 설치

(2) 비상 경보시스템 구축

    하나로를 기 으로 설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연구원외에도 독립부지로 원

자력연료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교과부 고시에 따르면 연구용원자로에서 방사선비

상 발생시 비상정보를 비상계획구역내에 할 수 있도록 방송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 연구원의 경우 하나로를 제외한 기타 원자력시설은 연구원 부지에 해서조차 방송

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비상상황을 하기 해서는 본  방송

망, 하나로 방송망 는 본부상황실 방송망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연구

원의 모든 원자력시설에서 비상방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근 원자력연료(주)에도 상황

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8년 11월 27일에 구축 완료하 다.

이 시스템에서 년에 구축한 부분은 다음 그림의 마크한 부분이다. 이 시스템은 

CDMA 방식을 통해 단말기가 방송정보를 수집하므로 인터넷 이나 핸드폰으로 어느 곳

에서든지 사용자가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40 -

그림 31. 경보시스템 구축 부분

본 경보 시스템은 경보제어 소 트웨어인 "크로샷Pem-ndp5"와 “경보장치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경보제어 소 트웨어(크로샷Pem-ndp5) 기능

- 재난 시 원활한 응을 하여 구축한(직원, 유 기 , 주민)DB를 PC가 있는 어

느 곳에서든지 자료공유기능

- 긴 재난상황 발생 시 메시지 송출자의 치에 제약받지 않고 로그램 설치와 

동시에 기존 구축 DB를 자동 구축되는 기능

- 문자, 음성, 팩스, 설문 서비스의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 량 ․ 고속 발송 기능을 제공

- 실시간 발송 기능을 제공하며 재난․재해용 메시지로 기간망 시설에서 우선발송 

배정 송출이 가능

- 약 황 검색기능  약 발송기능(년, 월, 일, 시간)을 구

- 문자, 음성, 팩스, 설문 메시지함 기능을 구 하여 메시지를 장  삭제 가능

- 재난 경보시스템에서 송한 메시지가 무응답이나 통화 으로 송이 실패 되

었을 때 자동으로 재 송이 가능

- 그룹 리 기능 구

․ 다  sheet 자동인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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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그룹등록 방법 : 일(엑셀), 개별입력, 기 등록된 그룹을 이용한 재 그룹 등록

․ 웹 상에서 등록한 그룹은 엑셀 일로 장 기능

․ 그룹별 선택 발송 기능

․ 그룹내 각 회원별로 설정 기능( 발송제한, 개인정보)

- 보고서 기능구

․ 서비스별 발송결과 보고 기능

․ 방송일시, 발송․반송건수, 성공․실패건수, 개 ․열람시간, 미수신자 목록

․ 상세보기 기능(통화시간, 개별결과, 오류내역)

․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 기능

- 문자메시기 기능

․ 스  리 기능 : 문자메시지의 발송내역  약 황 확인

․ 문자메시지 자동머징 발송(80byte, 한  40 자) : 특수문자 입력, 테이블 지원, 

이모티콘 지원, 화번호 입력 방법(직 , 그룹별 입력)

- 음성메시지 기능

․ 번호 복검사 기능 : 음성메시지의 발송내역  약 황 확인

․ 음성메시지 답변받기 발송 기능(1자리수)

- 소 트웨어 콜센타 기능(특정번호 지정 시분할 송출을 통한 0번 선택시 번호 자

동연결 통화가능)

- 재해피해산출 이용

- 자동 재발송 기능 (1일 4회 재발송)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발송 기능(TTS 기능)

- 메시지 작성 후 스피커로 미리듣기 기능

․ 자동 메시지 머징 기능(셀 100개 이상 머징 기능)

․ 마이크녹음, 녹음 내용 미리듣기, 장, 삭제 리함 기능

- 팩스기능

․ 스  리 기능 : 팩스의 발송내역  약 황 확인

․ 팩스 일첨부 발송 : hwp, doc, xls, txt 일 형식발송  팩스발송이 가능하도

록 변환하는 기능

․ 자동 메시지 머징 기능(셀 100개 이상 머징 기능)

․ 미리보기 기능(메시지 작성내용 폼)\

- 방송기능

․ VXML 일 생성을 이용한 방송 송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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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상태값 수신 기능(엠 , 원,스피커,UPS)

․ 방송 횟수 방송시간 송출기능

․ 수신단말기를 제어하여 AMP 방송 기능 

․ 발신자표시 번호(CID)에 방송신호를 탑제하여 방송을 하며 수신단말기 제어기능 

․ 수신단말기 설치 지역의 변경에 의한 자유로운 데이터의 변화

② 경보장치(CDMA,앰 일체형) 규격

- 회선종류  수량 : CDMA 1회선, [VHF무선, 일반국선(PSTN) (선택 사양)]

- 제어방식 : CID(발신자 화표시 서비스), DTMF, FSK(선택 사양)

- 사용 원 : DC 23V ~ 28V

- 앰 출력 : 200W (max 250W)

- 앰  동작시간 제한 기능 : 3 ~ 25분 선택 가능

- Speaker Impedance  :  COM, 4Ω, 8Ω, 70V, 100V LINE

- 외부 연결장치

․ 배터리 입력단자 : 1PORT

․ 충 기 입력단자 :1PORT

․ 스피커 입력 : 2PORT 이상

․ 스피커 출력 : 2PORT 이상

․ DIRECT CONTROL OUT : 2PORT 이상

․ 통신 PORT(RS-232) : 1PORT 이상

  경보 시스템의 로그램 황과 단말기 설치 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 본부상황실 방송망 원격제어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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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원자력연료(주) 방송망 원격제어 단말기

그림 34. 경보시스템 작동 로그램(크로샷PEM-NDP5)

(3) 방사선비상정보 교류  자결재 시스템 구축추진

    방사선비상시 부지내 상황실간 는 부지밖 계기 간 비상상황  비상 응정

보에 한 정보교류가 요구된다. 일반 으로 부지내 정보교류에 해서는 긴  상황인 

을 감안하여 수기로 비상문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정보공유에 활용하며, 정보교류 

방법으로는 주로 팩스를 사용한다. 부지밖 외부기 과의 정보교류 방법으로는 팩스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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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자력안 기술원이 제공하는 비상 응정보교류시스템(ERIX)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존의 응체계와 련하여, 비상문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는 

것은 비상상황일지로도 부 합한 것으로 단된다. 한 팩스를 통한 정보교류시 항상 

발생하는 문제는 송실패 는 송불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다. 반면 연구원

내 CoP를 통한 정보교류 방법도 용하 지만 이 경우는 신속한 정보공유는 가능하나 

일부 요정보에 해서도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공유하게 되어 훈련시는 무리가 없을

지라도 실제상황시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상황은 외기 과의 정

보교류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ERI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도 결재기능이 없기 때

문에 비상요원이 내부 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외부기 에 공개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비상문서에 한 자결재기능과 비상 응정

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년에는 산상의 문제로 

실제 으로 구축을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하드웨어를 2008년 11월 28일에 구입하고 

구축방안을 계 업체  계 부서와 3차례에 걸쳐 논의하 다. 당 에는 별도의 자

결재시스템을 확보하기로 계획하 으나, 논의 과정에서 연구원에서 기존에 운 하고 있

는 자결재시스템에 비상조직을 추가하고 비상문서를 추가하는 방식을 용하기로 하

으며, 비상 결재문서와 비상요원이 입력하는 정보가 상황  형식으로 공유될 수 있도

록 구성하기로 방향을 설정하 다.  본격 인 구축은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다.

(4) 웹기반 방사능방재교육시스템 보완․운  

    비방재요원에 한 교육실시를 해 웹기반 방재교육시스템을 2008년 10월부터 

가동하 다. 로그램 가동을 해 웹페이지의 운 오류를 보완하 다. 한 로그램 

가동기간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에 따라 발생한 실제 이수한 과정에 하여 교육 이

수이력이 정확히 반 되지 않는 문제, 화면상에 잘못된 표기가 발생하는 문제 등을 보완

하 다. 동 시스템의 운 으로 비방재요원에 한 방재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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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원자력통제 리 정보처리시스템은 국제 약  국내법에 따른 원자력통제 련 보고

에 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수 일 뿐 아니라 원자력통제 련정보의 효율  유

지, 리를 할 수 있다. 한, 2008년 7월부터 IAEA측이 원자력(연)에 하여 용하고 

있는 통합안 조치에 효과 으로 처하고 있다. 특히 통합 안 조치 하에서 간사찰은 

IAEA가 2시간 에 통보한 후 사찰이 실시되므로 IAEA 사찰에 신속히 비하고 정확

한 수검자료의 작성과 이의 유지 리를 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원자력시설별 핵물질 

계량 리자료 유지 리 기능은 필수 으로 필요한 기능이다. 

원자력통제 리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다루는 정보는 한․IAEA 안 조치 정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인 핵물질 계량 리보고서(ICR, PIL, MBR), 시설별 핵물질 재고 리, 

IAEA  국가 계량 리검사 수검에 필요한 수검자료 리, 원내 원자력통제 련 정보, 

연구원 종합 안 조치 련 정보 리  핵물질통제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이며, 2008년7

월부터는 원내 모든 안 조치 상 시설에서 원자력통제 리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핵물질 계량 리자료를 리하고 있다.

동 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연료시험시설에 한 실시간 방사선감

시정보의 본부상황실 원격감시체계 완성으로 연구원내 주요 원자력시설에 한 원격감

시체계가 략 마무리되었다. 이들 실시간 감시정보는 비정상 조기통보 시스템과도 연계

되어 운 됨에 따라 비정상 상황을 조기에 탐지, 응할 수 있는데 기여함은 물론 향후 

구축 정인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시 사고상황  환경방출 방사선원항에 기 한 의

사결정 시스템 구축의 기 가 마련된 셈이다. 이 시스템의 마련과 아울러 년에 개발한 

하나로시설에 한 방사선원항 산출개념도 의사결정 시스템에 활용될 정이다.

한, 년에는 비상상황을 모든 원자력시설에서 연구원 내는 물론 인근 한 원자력

연료주식회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 다. 본 시스템은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의 정기검사시 구축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정기검사의 요구사항 해소에도 기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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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는 기반시스템은 핵물질통제  원자력방재 업무로 이 되

어 업에 활용된다. 재 구축완료하고 있거나 구축 에 있는 안 조치  원자력방재 

련 기반시스템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안 조치 정보 리시스템

∙ IAEA 계량 리 보고서 작성  사찰 수검에 활용

∙ 시설 계량 리 업무에 활용

∙ 확 신고 등 국내외 보고자료 작성  리

- 원자력시설 안 /방사선정보 원격감시시스템

∙ 이상상황 는 재난상황 발생시 사고상황 추 에 활용

∙ 매년수행 방사능방재훈련시 활용

∙ 비정상 조기인시 시스템에 연계 활용

∙ KINS 국가 재난 리시스템에 정보제공 

- 비정상조기인지 시스템

∙ 시설운 책임자  계자에게 원자력시설 방사선 비정상 감지  통보에 활용

- 사고분석  향평가시스템

∙ 사고상황 발생시 분석  평가에 활용

∙ 매년수행 방사능방재훈련시  기능 활용

- 비상 경보 시스템

∙ 이상상황 는 재난상황 발생시 상황 시 활용

∙ 매년수행 방사능방재훈련시  기능 활용

- 비상정보 교류 시스템

∙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문서 생산  비상정보 교류시 활용

∙ 매년수행 방사능방재훈련시  기능 활용

- 웹기반 방재교육시스템

∙ 방재요원 제외 직원 상 사이버 방재교육에 활용

∙ KINS 교육검사자료 생산

- 훈련지원시스템

∙ 가상 안 변수 제공으로 가상사고 응훈련 효율성 제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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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시설 안 /방사선변수 원격감시 로그램 리자 매뉴얼”,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5. “원자력시설 안 /방사선변수 원격감시 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6. “핵물질계량 리 사용자매뉴얼”,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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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원자력시설 안 /방사선변수 원격감시 로그램 리자 매뉴얼

부록 1.1 서버 설치하기

(1) CD를 넣고 서버설치.exe 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설치할 치 선택

설치할 폴더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3) 설치할 구성요소의 선택

2가지 기능  한가지 혹은 체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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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폴더 선택

특별한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추가사항 용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길 원한다면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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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를 클릭하여 설치 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부록 1.2 새빛연료과학동 설치하기

(1) CD를 넣고 새빛연료과학동설치.exe 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다음]를 클릭합니다. 

(2) 설치할 치 선택

설치할 폴더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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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할 구성요소의 선택

2가지 기능  한가지 혹은 체를 선택할 수 있다.

(4) 설치 폴더 선택

특별한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5) 추가사항 용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길 원한다면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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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7)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를 클릭하여 설치 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부록 1.3 설치 시스템 사양

권  장 최  소

Pentium4 2.4 이상 Pentium4 이상

512M 이상 256M 이상

HDD 10G 이상의 장공간 HDD 5G 이상의 장공간

운 체제 : 2000/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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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DB서버 설치

(1) 운 체제  데이터베이스 설치

    운 체제는 Windows 2003 Server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Server 

2000을 설치한다. (운 체제와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성능  안정성에 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한 사항으로 반듯이 문업체 는 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생성

    데이터 베이스는 특별한 요구조건은 없고 일반 인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동일하

게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는 리 문서에 첨부된 Table Layout에 맞추어 테이블을 생성

하거나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일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한다.

(3) 인덱스 설정 확인

    재 까지 생성된 모든 테이블들은 인덱스가 매우 필요한 시스템으로 인덱스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심각한 향을  수 있으므로 반듯이 인덱

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필수 PK는 Time으로 설정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 튜닝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면 SQL서버 주로 서버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CPU와 메

모리 등 데이터베이스를 튜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록 1.5 INI File 설치

(1) DB Manager

[CONFIG]

Top=148

Left=354

Drive1=C:

Drive2=E:

BackupDay=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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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geDay=90

[MainDB]

Host=DBServer

DBName=ERPD

ID=sa

PASS=

[BackupDB]

Host=DBServer

DBName=ERPD2

ID=sa

PASS=

[ETC]

LastMonitoring=2006-07-20 오후 7:26:26

LastBackup=2006-07-20 오후 7:26:27

① [Config] 항목

   Top, Left는 도우 창의 치로 로그램이 종료될 때 재조정 된다.

   Drive1, Drive2는 DB Manager가 감시할 장장치이다

   BackupDay는 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보 하는 일자이다

      PurgeDay는 백업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보 하고 최종 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일수이다.

② [MainDB] 항목

      주 장비의 데이터 베이스 속 련 데이터로 Host는 서버의 이름이나 IP를 

어주면 되고 DBName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ID와 패스워드는 DB 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는다.

③ [BackupDB] 항목

   백업을 한 데이터베이스로 MainDB와 동일한 방식으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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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TC] 항목

   최근의 모니터링과 백업한 날짜를 기록해둔다.

(2) DAQ Server

[CONFIG]

Top=94

Left=280

[RMS_DATABASE]

HOST=DBServer

ID=sa

PASS=

NAME=ERPD

[ERPD_DATABASE]

HOST=DBServer

ID=sa

PASS=

NAME=ERPD

[DAQ]

PORT=3324

[PORT]

RMS=5

KINS=6

SBT=8

① [Config] 항목

   도우 창의 치로 로그램이 종료될 때 재조정 된다.

② [RMS_DATABASE] 항목

      환경 데이터 베이스 속 련 데이터로 Host는 서버의 이름이나 IP를 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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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되고 DBName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ID와 패스워드는 DB 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는다.

③ [DAQ] 항목

      Socket Server가 DAQ에 속할 포트의 번호로 두 로그램간의통신으로 동

일해야 정상 인 속이 가능하다.

④ [Port] 항목

   시리얼 통신이 연결될 포트를 설정한다.

(3) Alarm Manager

[Database]

Server = 147.43.26.225

Database = ERPD

[Config]

Interval=10

ContinueMinute=10

[SERIAL]

Port=13

Baud=9600 

① [Database] 항목

      주 장비의 데이터 베이스 속 련 데이터로 Host는 서버의 이름이나 IP를 

어주면 되고 Database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ID와 패스워드는 DB 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는다.

② [Config] 항목

   Alarm Manager가 포인트 데이터를 스캔하는 시간으로 /분단 이다.

③ [SERIAL] 항목

   SMS를 송하기 한 시리얼 포트의 번호와 송 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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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DB Manager 기능

   DB Manager는 KAERI Radiological Monitoring System의 운 에 있어 요한 

요소인 데이터베이스의 한 용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모니터링

   - DB Manager는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백업 데이터 베이스를 모니터링한다.

   - INI에 설정된 날짜에 따라 백업으로 이 과 백업에서의 자료 삭제를 수행

   - 모니터링 주기는 1분단 로 설정하고 백업 주기는 1시간 단 로 설정이 가능하

다

   - 메인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과되어 장장치의 공간이 부족하면 최 한의 

장장치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Backup/Purge되는 일자를 축소하여 데이터 장

장치의 공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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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DAQ Server 기능

   DAQ Server는 KAERI Radiological Monitoring System의 운 에 있어 상  기

인 KINS에 자료를 송하는 주요 로그램이다.

DAQ Server가 멈추면 KINS측에 자료를 송할 수 없게 되므로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Serial Monitor등을 통하여 송상태 유지를 항상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야한다.

하나로와 새빛 연료동에 설치된 송 로그램의 작동에 문제가 있을경우 원격지 피

시를 Reboot버튼을 러 재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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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Alarm Manager 기능

   Alarm Manager는 각 시설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설정된 경보 수치를 벗어날 경우 

경보 기록을 작성한다.

(1) Alarm Manager의 주요 기능은 하나로 운 , 방사선 리실, 새빛 연료동, 동  원소

동의 시설에서 나오는 자료를 경보치와 비교 분석하여 경보 상태를 검한다.

(2) 각 시설로부터 나온 경보치를 각 포인트별로 경보 등 을 세 한다.

(3) 비상메시지가 발생 요건이 충족된 경보가 발생하면 RS-232통신을 통하여 SMS 메시

지를 송한다.

(4) 일반 문자 메시지 송을 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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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SMS 송신 로그램

   Alarm Manager에서 송된 문자 메시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송 서버에 달하는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61 -

부록 1.10 새빛연료과학동 송 로그램

이 로그램 동작 일 경우 새빛 연료동의 데이터를 본부 상황실로 송한다.

[해제] 버튼을 르면 송되는 상황을 해제하게 된다.(이때는 송이 지됩니다.)

송상태

Connect : Serial포트가 연결되었다.

Send Data : 본부 상황실로 데이터를 송

Receive Data : 본부 상황실로부터 제어 데이터를 수신 .( :리부 )

Last Date Time 에는 최종 송된 날짜와 시간이 순차 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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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1 하나로 방사선 리실 송 로그램

이 로그램 동작 일 경우 하나로 데이터를 본부 상황실로 송한다.

[해제] 버튼을 르면 송되는 상황을 해제하게 된다.(이때는 송이 지됩니다.)

송상태

DB Connect : 데이터 베이스가 정상 연결

COM Connect : Serial포트가 연결되었다.

Send Data : 본부 상황실로 데이터를 송

Receive Data : 본부 상황실로부터 제어 데이터를 수신 .( :리부 )

RMS Date Time 에는 하나로 방사선 자료와 RI방사선 자료의 최종 송  날짜와 시

간이 순차 으로 표시됩니다.

OWS Date Time 에는 하나로 운 변수에 한 최종 송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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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2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Relationship_1

Relationship_2

Relationship_3

Facility

FacilityID
FacilityName

<pi> I
VA50

<M>

Identifier_1 <pi>

PointData

sTag
Description
sValue
fValue
AlarmSet1
AlarmSet2
AlarmSet3
AlarmColor1
AlarmColor2
AlarmColor3
CurrentAlarm
AlarmDescription
Unit

<pi> VA20
VA200
A16
LF
LF
LF
LF
I
I
I
I
VA200
VA20

<M>

Identifier_1 <pi>

AlarmStatus

AlarmStatus
AlarmDescription

<pi> I
VA200

<M>

Identifier_1 <pi>

AlarmList

nAlarmID
dtStart
dtEnd
fValue
sValue
sAlarm
nAlarm
fAlarmSet1
fAlarmSet2
fAlarmSet3
sComment

<pi> I
DT
DT
LF
A16
VA50
I
LF
LF
LF
VA200

<M>

Identifier_1 <pi>

TempAlarm_SBT

NO
stblname
nColor
dtTimes
fValue
sValue
sAlarm
sFault
sList
sCessChk
sEtc
dtCessTime
nChk
nLoop
nCessFlag
sBach
sRoom

<pi> NO
VA20
I
DT
LF
A16
VA50
VA50
VA50
VA50
VA50
DT
I
I
I
VA10
VA10

<M>

Identifier_1 <pi>

TempAlarm_OWS

NO
dtStamp
sTag
fValue
sValue
fLimit
sAlarm
nAlarm
nColor

<pi> NO
DT
VA20
LF
A16
LF
VA50
I
I

<M>

Identifier_1 <pi>

TempAlarm_HP

NO
dtStamp
nChannel
nCommand
sTag
fValue
sValue
sAlarm
nAlarm
nColor

<pi> NO
DT
I
I
VA20
LF
VA16
VA50
I
I

<M>

Identifier_1 <pi>

Relationship_4

Relationship_5

Relationship_6

Relationship_7

Relationship_8

Relationship_7

Relationship_11

SMS_Person : 1

PersonalID
Name
Dept
Phone
CellPhone
HomePhone

<pi> NO
VA50
VA100
VA50
VA50
VA50

<M>

Identifier_1 <pi>

SMS_Group

nGroupID
sGroupName

<pi> NO
VA50

<M>

Identifier_1 <pi>

SMS_GroupList

GroupSRL <pi> NO <M>

Identifier_1 <pi>

SMS_History

MessageSRL
Sender
SenderPhone
Contents
SendStatus
isReserved
Reserved
MessageType
ResendCount

<pi> NO
VA50
VA50
VA100
I
A1
DT
A1
I

<M>

Identifier_1 <pi>

SMS_Receiver

ReceiverSRL <pi> NO <M>

Identifier_1 <pi>
SMS_QReceiver

ReceiverSRL
ResendCurrent

<pi> NO
I

<M>

Identifier_1 <pi>

SMS_Queue

MessageSRL
Sender
Contents
isReserved
Reserved
MessageType
ResendCount
ResendCurrent
SenderPhone
SendStatus

<pi> NO
VA50
VA100
A1
DT
A1
I
I
VA50
I

<M>

Identifier_1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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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_12

ALS_Points

NO
sTag
FacilityID
AlarmS tatus
Firs tDelay
RepeatDelay
Contents
Firs tAlarm
CurrentAlarm
MaxSend
SendCount
fValue
isPreset
SetValue
Unit
Firs tSendCount
RepeatSendCount

<pi> NO
VA20
I
I
I
I
VA100
DT
DT
I
I
LF
A1
LF
VA20
I
I

<M>

Identifie r_1 <pi>

ALS_List

PersonalID
Name
Dept
Phone
Cel lPhone
HomePhone

<pi> I
VA50
VA100
VA50
VA50
VA50

<M>

Identifier_1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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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3 메시징 시스템 

(1) 기본 메뉴

    메시징 시스템은 포인트와 방재요원을 리하는 기본 정보

와 일반 메시지와 비상메시지를 송하는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2) 포인트 리

    포인트 리는 REMS에서 리하는 모든 포인트에 한 기본 

정보를 리하는 곳입니다. 

[ 체 시설 보기]를 클릭하면 각 시설 별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하며 다른 부분은 수정 즉시 반 됩니다.

[명칭]은 각 포인트에 한 설명을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포맷]은 각 포인트의 값을 표 할 때 형식입니다.

#0.0 : 31.5 처럼 표시되고 #으로 표 된 부분은 숫자로 0인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0.00E+000 : 지수형 표 으로 10의 승수 형태로 표시됩니다. 0.00을 통해 실수부분

이 소수  2자리만 표시됩니다.

[단 ]는 값이 표시될 때 뒤에 표시되는 단 입니다.

[경보치1-3] 이 값은 3단계의 경보치 표시로 0으로 설정하면 경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설정된 값을 넘을 경우  경보가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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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요원 리

    방재요원을 리하는 곳으로 방재요원들을 등록하고 그룹으로 분류하여 비상

메시지나 일반 메시지 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요원 등록은 우측에 방재요원 로필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추가]버튼

을 러 새로운 요원을 등록합니다

수정을 할 때는 수정할 요원을 선택한 후 자료를 변경하고 [수정]버튼을 러 수정

하거나 [삭제]버튼을 러 삭제합니다.

새로운 그룹을 추가할 경우 록색 [추가]버튼을 러 그룹 이름을 새롭게 등록하

고 지울 경우 록색[삭제]버튼을 러 삭제합니다. 이 경우 그룹에 등록된 모든 요원

은 그룹에서 삭제됩니다.

란색 버튼은 그룹에 멤버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룹을 변경하면 자동 으로 그룹의 멤버들을 표시합니다.

인력풀의 체인원을 클릭하면 부서별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으로 설정

하면 경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설정된 값을 넘을 경우  경보가 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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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메시지 송

    방재요원 그룹이나 개인에게 일반 인 메시지를 송 할 수 있는 곳으로 즉시 

메시지가 송됩니다.

왼쪽의 그룹이나 앙 인력풀의 요원을 송 목록에 추가합니다.

추가된 인원은 복 되지 않고 송 받을 인원이 목록 상단에 표시됩니다.

송내용에 송할 내용을 입력하고 즉시 송하려면 노란색[지  송하기]를 

러 송합니다.

약 송을 원한다면 약시간을 설정하고 노란색[ 약 송하기]를 러 송

약을 등록합니다. 약된 송은 1분단 로 처리됩니다.

송목록을 리하는 버튼은 회색으로 한 사람이나 체 목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보내는 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INI 일에 미리 장된 번호를 기본 번호로 사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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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 메시지 송

각 포인트 별로 비상 상황에 송할 메시지를 약합니다.

비상메시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해서는 노란색 버튼을 러 추가/삭제를 합

니다.

추가된 비상메시지에 포인트의 태그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값을 입력합니다.

설정 값 지속 시작 시간 : 비상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으로 시작시간 동안 비상 상태

가 유지되면 첫 문자 메시지가 송됩니다.

설정 값 지속 반복 시간 : 첫 문자가 송된 후 이 시간(분)동안 비상상태가 계속 유지되

면 반복 문자가 송됩니다. 송횟수가 설정된 횟수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송상황 : 총 송 횟수로 최 에서 반복까지 송되는 총 횟수입니다. 최 치를 

설정하면 재치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설정 값 : 비상 상황을 단 하는 값을 설정합니다.

란색 [수신인 추가][수신인 그룹 추가]를 러 비상메시지를 받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송내용에는 필요한 송 메시지를 비상 메시지 별로 각각 다르게 송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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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코드 자료형 비 고

1 장 시간 dtStamp Char(14)

2 출력 P LongFloat

3 원자로 수조 방사선 RA LongFloat

4 사용핵연료 장수조 RB LongFloat

5 Radiation C RC LongFloat

6 냉각수온도 T LongFloat

번호 명칭 코드 자료형 비 고

1 장 시간 dtStamp Char(14)

2 RE002 RE002 LongFloat 원자로실 감마방사선

3 RE003 RE003 LongFloat 원자로실 감마방사선

4 RE004 RE004 LongFloat 원자로실 감마방사선

5 RE005 RE005 LongFloat 원자로실 감마방사선

6 RE006 RE006 LongFloat 원자로실 감마방사선

7 RE007 RE007 LongFloat 원자로실 감마방사선

8 RE008 RE008 LongFloat 원자로실 감마방사선

9 RE009 RE009 LongFloat 원자로실 감마방사선

10 RE010 RE010 LongFloat 새핵연료 장고 감마방사선

11 RE011 RE011 LongFloat 원자로실 성자선

12 RE012 RE012 LongFloat 원자로실 성자선

13 RE013 RE013 LongFloat 원자로실 성자선

14 RE014 RE014 LongFloat 원자로실 성자선

15 RE015 RE015 LongFloat 원자로실 성자선

16 RE016 RE016 LongFloat 원자로실 성자선

17 RE017 RE017 LongFloat 원자로실 성자선

18 RE018 RE018 LongFloat 2차 냉각수 방사선

19 RE019G RE019G LongFloat 원자로실 공기(기체)

부록 1.14 Table layout

Table Name : FCT_DATA_01

Description : 하나로 제어실 운  변수

Table Name : FCT_DATA_02

Description : 하나로 방사선 리실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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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코드 자료형 비 고

20 RE019I RE019I LongFloat 원자로실 공기(옥소)

21 RE019P RE019P LongFloat 원자로실 공기(입자)

22 RE020 RE020 LongFloat RCI DUCT 방사선

23 RE021 RE021 LongFloat RCI DUCT 방사선

24 RE022G RE022G LongFloat 원자로실 굴뚝(기체)

25 RE022I RE022I LongFloat 원자로실 굴뚝(옥소)

26 RE022P RE022P LongFloat 원자로실 굴뚝(입자)

27 RE023G RE023G LongFloat RCI 굴뚝(기체)

28 RE023I RE023I LongFloat RCI 굴뚝(옥소)

29 RE023P RE023P LongFloat RCI 굴뚝(입자)

30 RE024G RE024G LongFloat RIPF/IMEF 굴뚝(기체)

31 RE024I RE024I LongFloat RIPF/IMEF 굴뚝(옥소)

32 RE024P RE024P LongFloat RIPF/IMEF 굴뚝(입자)

33 RE041 RE041 LongFloat RE041

34 RE042G RE042G LongFloat RE042_CH4

35 RE042I RE042I LongFloat RE042_CH2

36 RE042P RE042P LongFloat RE042_CH0

37 RE043G RE043G LongFloat RE043_CH4

38 RE043I RE043I LongFloat RE043_CH2

39 RE043P RE043P LongFloat RE043_CH0

40 RE045 RE045 LongFloat RE045

41 RE046 RE046 LongFloat RE046

42 RE047G RE047G LongFloat RE047_CH4

43 RE047I RE047I LongFloat RE047_CH2

44 RE047P RE047P LongFloat RE047_CH0

34 RE042G RE042G LongFloat RE042_CH4

35 RE042I RE042I LongFloat RE042_CH2

36 RE042P RE042P LongFloat RE042_CH0

37 RE043G RE043G LongFloat RE043_CH4

38 RE043I RE043I LongFloat RE043_CH2

39 RE043P RE043P LongFloat RE043_CH0

40 RE045 RE045 LongFloat RE045

41 RE046 RE046 LongFloat RE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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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코드 자료형 비 고

42 RE047G RE047G LongFloat RE047_CH4

43 RE047I RE047I LongFloat RE047_CH2

44 RE047P RE047P LongFloat RE047_CH0

1 장 시간 dtStamp Char(14)

2 ERM1 ERM1 LongFloat

3 ERM2 ERM2 LongFloat

4 ERM3 ERM3 LongFloat

5 ERM4 ERM4 LongFloat

6 ERM5 ERM5 LongFloat

7 ERM6 ERM6 LongFloat

번호 명칭 코드 자료형 비고

1 장 시간 dtStamp Char(14)

2 풍향 10미터 WinDir10 LongFloat

3 풍향 27미터 WinDir27 LongFloat

4 풍향 67미터 WinDir67 LongFloat

5 풍속 10미터 WinSpd10 LongFloat

6 풍속 27미터 WinSpd27 LongFloat

7 풍속 67미터 WinSpd67 LongFloat

8 온도 10미터 Tmp10 LongFloat

9 온도 27미터 Tmp27 LongFloat

10 온도 67미터 Tmp67 LongFloat

11 온도 백엽상 Tmp LongFloat

12 온도 실내 TmpR LongFloat

13 습도 10미터 Hum10 LongFloat

14 습도 27미터 Hum27 LongFloat

15 습도 67미터 Hum67 LongFloat

16 습도 백엽상 Hum LongFloat

Table Name : FCT_DATA_03

Description : 환경 방사선

Table Name : FCT_DATA_04

Description : 기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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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코드 자료형 비고

17 습도 실내 HumR LongFloat

18 강우량 Prec LongFloat

19 기안정도 StabIdx LongFloat

20 일사 SolRad LongFloat

21 기압 Press LongFloat

22 시정 Visib LongFloat

번호 명칭 코드 자료형 비고

1 장 시간 dtStamp Char(14)

2 AREA01 AREA01 LongFloat AREA01

3 AREA02 AREA02 LongFloat AREA02

4 AREA03 AREA03 LongFloat AREA03

5 AREA04 AREA04 LongFloat AREA04

6 AREA05 AREA05 LongFloat AREA05

7 AREA06 AREA06 LongFloat AREA06

8 AREA07 AREA07 LongFloat AREA07

9 AREA08 AREA08 LongFloat AREA08

10 AREA09 AREA09 LongFloat AREA09

11 AREA10 AREA10 LongFloat AREA10

12 AREA11 AREA11 LongFloat AREA11

13 AREA12 AREA12 LongFloat AREA12

14 AREA13 AREA13 LongFloat AREA13

15 AREA14 AREA14 LongFloat AREA14

16 AREA15 AREA15 LongFloat AREA15

17 AREA16 AREA16 LongFloat AREA16

18 AREA17 AREA17 LongFloat AREA17

19 AREA18 AREA18 LongFloat AREA18

20 AREA19 AREA19 LongFloat AREA19

21 AREA20 AREA20 LongFloat AREA20

22 AREA21 AREA21 LongFloat AREA21

23 AREA22 AREA22 LongFloat AREA22

Table Name : FCT_DATA_05

Description : 새빛 연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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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코드 자료형 비고

24 AREA23 AREA23 LongFloat AREA23

25 AREA24 AREA24 LongFloat AREA24

26 CAM01 CAM01 LongFloat CAM01

27 CAM02 CAM02 LongFloat CAM02

28 CAM03 CAM03 LongFloat CAM03

29 CAM04 CAM04 LongFloat CAM04

30 CAM05 CAM05 LongFloat 연구로연료 가공구역

31 CAM06 CAM06 LongFloat CAM06

32 CAM07 CAM07 LongFloat CAM07

33 CAM08 CAM08 LongFloat CAM08

34 CAM09 CAM09 LongFloat CAM09

35 CAM10 CAM10 LongFloat CAM10

36 CAM11 CAM11 LongFloat CAM11

37 CAM12 CAM12 LongFloat CAM12

38 Stack Stack LongFloat Stack

1 장 시간 dtStamp Char(14)

2 RE501P RE501P LongFloat

3 RE501I RE501I LongFloat

4 RE501G RE501G LongFloat

5 RE502P RE502P LongFloat

6 RE502I RE502I LongFloat

7 RE503P RE503P LongFloat

8 RE505P RE505P LongFloat

9 RE505I RE505I LongFloat

10 RE505G RE505G LongFloat

11 RE520 RE520 LongFloat

12 RE521 RE521 LongFloat

13 RE522 RE522 LongFloat

14 RE523 RE523 LongFloat

15 RE524 RE524 LongFloat

Table Name : FCT_DATA_06

Description : RI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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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E525 RE525 LongFloat

17 RE526 RE526 LongFloat

18 RE527 RE527 LongFloat

19 RE528 RE528 LongFloat

20 RE529 RE529 LongFloat

21 RE530 RE530 LongFloat

22 RE531 RE531 LongFloat

23 RE532 RE532 LongFloat

24 RE533 RE533 LongFloat

25 RE534 RE534 LongFloat

26 RE541 RE541 LongFloat

27 RE542 RE542 LongFloat

28 RE543 RE543 LongFloat

29 RE544 RE544 LongFloat

1 장 시간 dtStamp Char(14)

2 RE601 RE601 LongFloat

3 RE602 RE602 LongFloat

4 RE603 RE603 LongFloat

5 RE604 RE604 LongFloat

6 RE605 RE605 LongFloat

7 RE606 RE606 LongFloat

8 RE607 RE607 LongFloat

9 RE608 RE608 LongFloat

10 RE609 RE609 LongFloat

11 RE621 RE621 LongFloat

12 RE622 RE622 LongFloat

13 RE623 RE623 LongFloat

14 RE624 RE624 LongFloat

15 RE625 RE625 LongFloat

16 RE626 RE626 LongFloat

17 RE627 RE627 LongFloat

Table Name : FCT_DATA_07

Description : IM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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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628 RE628 LongFloat

19 RE661 RE661 LongFloat

20 RE671G RE671G LongFloat

21 RE671I RE671I LongFloat

22 RE671P RE671P LongFloat

23 RE672G RE672G LongFloat

24 RE672I RE672I LongFloat

25 RE672P RE672P LongFloat

26 RE673G RE673G LongFloat

27 RE673I RE673I LongFloat

28 RE673P RE673P LongFloat

29 RE674G RE674G LongFloat

30 RE674I RE674I LongFloat

31 RE674P RE674P LongFloat

32 RE675G RE675G LongFloat

33 RE675I RE675I LongFloat

34 RE675P RE675P LongFloat

1 장 시간 dtStamp Char(14)

2 HB1-1 HB1 LongFloat

3 HB2-2 HB2 LongFloat

4 HC1-1 HC1 LongFloat

5 HC2-2 HC2 LongFloat

6 HC3-3 HC3 LongFloat

7 HD1(Stack) HD1 LongFloat

8 HD2 HD2 LongFloat

9 HD3 HD3 LongFloat

10 HE1-1 HE1 LongFloat

11 HE2-2 HE2 LongFloat

12 HE3-3 HE3 LongFloat

13 HE5-5 HE5 LongFloat

14 HE6-6 HE6 LongFloat

Table Name : FCT_DATA_07

Description : P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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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F1-1 HF1 LongFloat

16 HF2-2 HF2 LongFloat

17 HF3-3 HF3 LongFloat

18 HF4-4 HF4 LongFloat

19 HF5-5 HF5 LongFloat

20 HG1-1 HG1 LongFloat

21 HG2-2 HG2 LongFloat

22 HG3-3 HG3 LongFloat

23 HG5-5 HG5 LongFloat

24 HH1-1 HH1 LongFloat

25 HH2-2 HH2 LongFloat

26 HH3-3 HH3 LongFloat

27 HH4-4 HH4 LongFloat

28 HI1-1 HI1 LongFloat

29 HI2-2 HI2 LongFloat

30 HI3-3 HI3 LongFloat

31 HI4-4 HI4 LongFloat

32 HI5-5 HI5 LongFloat

33 HJ1-1 HJ1 LongFloat

34 HJ2-2 HJ2 LongFloat

35 HJ3-3 HJ3

36 Sample Flow 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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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원자력시설 안 /방사선변수 원격감시 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부록 2.1 로그램 사용

(1) 도우의 [시작]버튼을 이용해 로그램 시작

다음은 시작된 로그램의 기 화면으로 기본 해상도는 1200*668입니다.

<환경/기상 모니터링>

<하나로 방사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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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 연료동 모니터링>

<조사후 시설 모니터링>

<IMEF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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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F 모니터링>

(2) 모니터링 화면 선택버튼 

E : 환경 모니터링 화면 선택

H : 하나로 모니터링 화면 선택

S : 새빛연료과학동 모니터링 화면 선택

R: 방사선 동 원소동 모니터링 화면 선택

I : IMEF 시설 모니터링 화면 선택 

P : PIEF 시설 모니터링 화면 선택

붉게 표시된 씨는 경보가 있다는 표시로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깜빡입니다

(3) 환경방사능 게이지

    6개의 환경방사능은 화면 우측에 #1에서 #6까지의 정확한 숫자를 표시함과 동시

에 화면의 지도상 계측 포인트에도 아래 화면과 같은 게이지로 측정값을 표시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게이지는 지수 게이지로 실제 데이터의 승수(EXP)로 데이터 값을 

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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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end 표시

최  Trend 화면은 최근 1시간 데이터를 기본으로 보여주며 이 값을 사용자가 변

경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기간이 길어지면 데이터를 표 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Trend 화면 >

① 날짜 범 의 선택

재 기 일을 시 으로 1시간에서부터 30일까지의 간격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의 날짜 범 는 다음과 같은 날짜 입력 창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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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rend 정보 표시

Trend 정보는 재 표시되고 있는 Trend의 색깔과 같은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최  2개 까지의 Trend를 표시할 수 있다.

Trend에 표시되는 데이터 값을 변경 하려면 Trend1은 빨강색 변경을 선택하고 

Trend2는 랑색 변경 버튼을 선택한다.

변경 버튼을 선택하면 도면과 함께 체 디스 이 화면이 나오고 그  원하

는 포인트를 클릭하면 용되어 새로운 Trend가 그려집니다.

③ Trend Data 표시

화면 좌측에 그려진 Trend 그래 의 값들을 모두 표시합니다. 

상하 스크롤을 이용해서 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Data값도 표시』라는 옵션을 선택해야 표시가 됩니다.

④ 데이터 장하기

Trend 그리기를 완료한 후 장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재 검색된 데이터

를 장할 수 있습니다.

장된 데이터는 CSV(Comma Separate Value) 형식으로 장되며 엑셀에서 

불러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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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Trend 표시 선택사항

이 옵션을 선택하면 즉시 trend그래 에 모든 값을 그래 로 표시합니다.

모든 값들을 표시하게 되면 그래 가 두꺼워 질 수 있습니다.

(5) Alarm 표시

Alarm을 선택하면 최근 1일간의 Alarm내용이 모두 표시된다.

<Alarm 표시 화면>

① 날짜 범 의 선택

재 기 일을 시 으로 1시간에서부터 30일까지의 간격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의 날짜 범 는 다음과 같은 날짜 입력 창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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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날짜 범 의 선택

 

하나의 포인트에 련된 Alarm내용을 보고자 할때는 알람포인트 선택에서 시

설을 선택한 후 포인트를 선택한다.

포인트 선택이 끝난 후에는 알람 보기 버튼을 러 알람내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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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사용자 환경설정을 한 INI 일

   본 소 트웨어에는 ERPD.INI라는 일이 존재하며 이 일을 이용하여 실행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

[POSITION]  <- 최  실행되는 화면의 왼쪽 상단의 치값

LEFT=0

TOP=-25

[CONFIG]

DBCONNECT=1   <-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여부 결정 (주1)

BaseForm=S  <- 최  시작시 표시될 모니터링 화면 결정 (주2)

[DATABASE]    <- 데이터베이스 환경

HOST=147.43.62.72

ID=sa

PASS=

NAME=ERPD

[Socket]   <- 소켓서버의 연결에 련된 환경 설정

HOST=47.43.62.129   <- 서버의 IP 주소

PORT=3323 <- 소켓 서버의 연결 포트

[SIGN]    연결 설정

Use=Y    사용=Y/미사용=N

Port=1    통신 시리얼 포트

Baud=9600   통신 속도( 에서 세 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9660유지)

(주1) DBCONNECT를 0으로 설정하게 되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지 못하면 Trend 

그래 를 볼 수 없습니다.

(주2) BaseForm에는 E, H, S로 E는 환경, H는 하나로, S는 새빛연료과학동 자료를 

표시하게 됨

(주3)  표시 사항 이외에는 로그램에서 설정을 이용해 직  제어하므로 수정하면 

동작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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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자동 환 설정

   본 소 트웨어에 숨겨진 기능으로 다음 기능은 리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

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설정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확인버튼을 러야 장됩니다.)

선택사항에서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사용과 화면 환 사용을 세 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 세 에서 에 표시할 태그를 선택하고 [추가]버튼을 르면 

추가됩니다.

삭제를 원하는 태그가 있다면 목록에서 선택 후 [삭제]를 러 삭제합니다.

변경시간은 단 로 변경이 되며 이 설정을 변경하여 에 보여주는 시간을 

변경합니다.

화면 환 타이머 사용을 체크하여 사용했다면 화면 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화면을 선택하고 변경시간을 단 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일정 시간마다 

화면이 환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르면 을 사용으로 체크한 경우  통신을 재 

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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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핵물질계량 리 사용자매뉴얼

부록 3.1 Rabatching 차 (RM/RP)

<로그인 화면>

1. 인터넷 주소창에 http://147.43.14.96:8088/ 를 입력 
   속시 로그인: ID(E_mail) 와 Password(사무실 화번호) 

<최  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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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  속 화면에서 최상의 래쉬 메뉴

“ 핵물질 재고변동 리 > 재고변동입력 “을 클릭

<재고변동목록>

3. 우측 상단 RM/RP 버튼을 클릭

<RM/RP 입력 팝업 화면>



- 88 -

4. 재고변동 목록에서 RM/RP 버튼 클릭 시 생성된 팝업창으로 우선 으로 

조회 조건을 먼  확인 후 (특히, 변동일자) RM 배치선택 버튼을 클릭 

<RM 배치 리스트 화면>

5. RM배치 리스트에서 해당 되는 배치들을 Check 한 후 선택 버튼을 클

릭  ( 여러 개의 배치를 선택할 수 있다. )

※ 체크한 배치 정보

가     반 된 화면

<RM/RP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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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 된 배치 정보가 화면에 반 이 되고, RP 배치 추가 버튼을 클릭하  

   여 RP 내용을 입력 할 수 있는 을 생성한다. 

   ( 원하는 만큼 RP배치를 추가 할 수 있다. )

<RM/RP입력 화면>

7. 생성된 라인에 RP 내용을 입력한다. 

  (배치명, 아이템수, MD코드 ,원소  동 원소 량, 원산지등을 입력한다.)

<RM/RP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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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내용을 입력 후 장

   ( 장하기  자동으로 유효성 체크를 하게 된다. RM/RP 량 합, 

     MD코드  필수사항 등을 체크한다. )

    - 없는 MD코드는 무시하고 계속 진행 시킬 수 있다.

< 량이 일치 하지 않을시 경고 메시지>

 ※ 여러 개의 배치가 하나의 배치로 합쳐지는 경우

 ※ 하나의 배치가 여러 개의 배치로 나 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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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시료 반출의 경우

<재고변동목록>

9. 입력한 내용이 잘 입력되었는지 재고 변동 목록에서 내용 확인 

   (※ 잘못된 내용 입력시 삭제 하고 다시 작업)

<재고변동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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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 재고 정보에서 변동된 재고를 확인 할 수 있다.

부록 3.2 이동 표 

<MBA간 이동 표 목록>

1. 최  속 화면에서 최상의 래쉬 메뉴

“ 핵물질 재고변동 리 > MBA간 이동 표 클릭 ” 
   (새로운 이동 표를 작성하려면 반출신청서 혹은 반입신청서를 작성)

<반출 신청서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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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 표 목록에서 반출신청서 버튼을 리면 뜨는 화면으로 반출자에 로

그인 한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반입자와 입회자를 선택을 한 

뒤 배치 선택 버튼을 클릭 

 

<배치 리스트 화면>

3. 배치 리스트에서 이동할 배치를 Check 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 
   (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선택된 IKMP의 내용만 보여짐 )

<반출 신청서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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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 된 내용 확인 후 장

<이동 표 목록>

5. 이동 표 목록에서 작성된 내용 확인 

   ( 입력한 내용의 상세 정보를 보려면 리 번호를 클릭 )

<이동 표 상세 조회 화면>

6. 상세조회 화면에서 입력된 내용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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