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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CRADLE을 이용한 파이로 전문가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Ⅱ. 목적 및 필요성

  본 전문가정보시스템의 구축 목적은 현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식재처리(Pyro-Process)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에 대

한 인적정보를 쉽게 제공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정보시스템

은 사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전산환경을 제공하며, 파이로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를 신속하게 검색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인

하여 파이로 전문가들에 대한 인적정보를 얻고자 할 때, 해당 전

문가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효율적인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파이로 기술이 후행핵연료주기분야에서 첨단분야로써 미

국,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원자력선진국의 일부국가에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최소한의 투자와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

해 파이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파이로 시스템공학기술 뿐만아니라 공정기술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원자

력선진국에서 만약 선진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필요한 기

술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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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전문가협력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국가의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연

구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파이로 기술은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고준위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고속로 핵연료 

물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 및 초우라늄(TRU)을 회수하는 

연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후행핵연료주기의 순환주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이로 

전문가들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Pyroprocess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파이로 전문가들에 대한 인적정보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

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국제학회에 

참가한 파이로 전문가들의 인적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세계 파이

로 전문가들에 대한 인적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파이로 전문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관리 도구인 

CRADLE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Cradlle의 구성품인 자동문

서출력기(Document Publisher)를 이용하여 국가별 또는 회의참

석자별로 파이로 전문가들을 워드문서로 출력할 수 있고, 정보시

스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어 본 프로그램의 유용성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Ⅲ. 내용 및 범위

   본 본고서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전문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인 CRADLE

의 명령어를 이용하여 전문가정보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을 소개하였다. 즉, 데이터베이스 환경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체

계 및 명령어 설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CRADLE

은 소프트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추적성을 수립하기 위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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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방과학 분야 뿐만아니라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둘

째, 전문가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본 시스템은 마스터트리를 이용한 메뉴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자

료입력을 위해 국내와 국외 전문가들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고, 

국내 및 국제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국제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과들과 국제회의 참가

자들에 관한 데이터를 링크(link)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이 화면상으로 필요한 인적정

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술하였다. 검색방법은 정보시스

템 사용자가 국가 또는 국제회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

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국가별과 소속별로 

전문가들을 자동출력 할 수 있는 출력방법을 기술하였다. 여기서 

자동출력이란 필요한 전문가들에 관한 정보를 이미 설계한 출력

양식에 따라 마우스 클릭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가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Pyro- 

process와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양식에 자동 출력 할 수 있도

록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문가 정보의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모든 정보를 

Cradle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전문가 사진을 입력정보에 포함시켜 파이로 관련 인적정보에 대

한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Ⅳ. 결 과 

     이상과 같이 구축된 전문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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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뿐만아

니라 향후 연구협력을 해야 할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연

구동향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시간이 장기간 

흐르면 보다 높은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오

늘날은 모든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이 기술협력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체계가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Pyroprocess 공

정기술을 원자력선진국들과 협력하여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

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검색한다

면, 매우 신속하게 필요한 전문가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정

보들을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정보 시스템 사용자가 입수한 정보를 서버 접속을 

통하여 쉬운 방법으로 전문가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할 수 있어,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전문가정보시스템 운영은 인적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면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다른 방법 

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활용계획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Pyroprocess 관련 전문가 정보시스템은 

파이로 관련 전문가들 뿐만아니라 원자력 타분야의 전문가들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어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연

구소와 정부기관의 관련기술 담당자들에게 보다 많은 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외국과의 기술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문

가 정보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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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The development of program for Pyroprocess Expert Information 

System by CRADLE

Ⅱ. Objective 

  Establishing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helps readily provid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ternational and local pyroprocess experts who are currently 

researching at institutes. This system offers the data processing environment the 

users can easily access the necessary information online to promptly search 

them. Setting up this online networking enables us to easily obtai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yroexperts, if necessary and provide basic materials to seek the 

efficient system of technical cooperation. 

   As pyrotechinology presently falls under a high-tech field in the area of 

back-end fuel cycle, the research is under way at some advanced nuclear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therefore, the cooperation 

of the experts from home and aborad is critical, helping gain maximum 

achievements through minimum investments and personnel. Since many efforts 

should be preceded to secure orignal technology in the field of fair technology 

as well as pyrosystem engineering, we can attain the research goal efficiently if 

other advanced nuclear nations have already obtained advanced technology, by 

efficiently realizing the goal through the benchmarking of the necessary 

technology. To form the cooperative system of such experts, we should know, 

above all, what research experts are conducting in certain fields at certain 

laboratories of certain countries. In particular, pyrotechnology is a study of 

reducing high-level waste by reprocessing nuclear fuel and retrieving uranium 

and transuranium which can be recycled as nuclear fuel materials for fast 

reactors, regarded as the only alternative to complete the recycling of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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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cycle. Thu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is a growing 

necessity. It has been very difficult to ear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foreign 

pyroprocess specialists because there hasn't been any information system to 

easily win information on the experts of pyroprocess fields so far. B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yroprofessional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collected so far,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has 

developed the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manage the database around the 

world. It can be judged that this program is really beneficial as this system, 

built by means of the cradle, a database management system tool, can print out 

the pyroexperts in line with each nation or each organization through the word 

document using the document publisher, a component of the cradle, and easily 

provide the expert information necessary to the information system users.     

   

Ⅲ. Scope and Contents 

     This report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aspects. First of all, it has 

introduced the ways of programming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drawing on 

the commands of the Cradle used to construct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That is, it has specifically described the database environment, the database 

skiema system, and  the ways of setting commands. Widely used as a tool of 

founding technical tracking in the soft engineering field, the Cradle has been 

currently recognized as a commercialized database control program which can be 

widely utilized in every area associated with searching and managing database 

as well as in the field of defense science. Second, it has shown how to use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Designed by the menu method using the master tree, 

this system can input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separately for data loading, 

and information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participants. Also, to 

make the information system users easily notice the export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articipants, you can link data regard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specialists and participants alike.

 In addition, the information users have portrayed the system which can bro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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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al information necessary on the screen. The searching method has 

been adopted that the users select and surf the national or international 

meetings. Furthermore, they have demonstrated the output method that can 

automatically print out the experts in conformity with each country or 

organization. Herein automatic output represents printing the required information 

by clicking the mouse in accordance with the output form already designed for 

the experts. Therefore, this system has the users connect the server, directly 

input, and explore the information on pyroprocess experts, consisting of three 

modules which can automatically print it out on the form. 

   To swiftly search the expert information, most of all, we have used the sole 

database for every information in conformity with the unique properties of the 

Cradle, pursuing diversity about the pyropersonal information by containing the 

expert pictures in the input information. 

Ⅳ. Result of Project

  

     Utilizing the existing expert information system aforementioned, you can 

easily obtain information on the necessary experts online. Moreover, you can 

easily recognize the research trends about the experts concerned in the fields in 

which you should cooperate in research in the future. Such information will be 

expected to get more valued over longer years. That is because today every 

research and industry development can be advanced by technical cooperation, 

which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research. Especially, to verify the 

pyroprocess technology which has yet to reach commercial stage through 

collaboration among advanced nuclear states, it is necessary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experts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search. We have 

confirmed if you search the experts through this program you can quickly 

identify the experts you need, and print them out through the documents the 

users want. Besides, as the information the users obtain can be input into the 

database system by linking the server in an easy way, the operating method of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described in this report has turned out to be 

more superb than anything else developed to date in terms of th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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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As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involving the pyroprocess suggested in 

this paper can be input and searched into the information system by not only 

pyroexperts but also others, providing more personal information for those 

responsible for industry, academics, institutes, and government agencies, it would 

be of a big help to seek the expert information requested to establish the 

technical cooperation system among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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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일반 으로 정보는 조직성과의 효율성에 많은 향

을 미칠 수 있다. 즉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입수는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역으로 잘못된 정보나 정보가 없는 상황은 조직성과에 부(-)의 향을 

미친다. 조직으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은 구성원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조직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

다. 

 그런데 정보는 매우 다양하므로 필요한 세분화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1]. 따라서 사회는 수많은 데이터로 부터 정보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

여 원하는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조직 구성원의 연구 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련 정보 뿐만아

니라 문인력에 한 다양한 정보는 재와 같이 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조직 구성원의 한

사람이 모든 역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야의 문가들이 모여 연구목표

를 달성하기 때문에, 외국의 많은 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목표를 달성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가들에 한 정보들을 얻기 하여 많은 데이터를 리하는 것이 필요

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필요하다. 여기서 가공이란 정

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한 데이터 처리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

한 과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계(relation)를 통하여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신 하게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한다. 일반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을 거친다. 즉 1차형 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2차 는 3차형 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

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목 에 가장 합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설계한다. 본 보

고서에서는 CRADLE이란 데이터베이스 리 도구를 사용하 기 때문에 CRADLE의 

속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시스템을 구축하 다. CRADLE은 

ERA(Entity Relationship Attribute) 설정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간의 계와 계

층성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로 문인력에 한 정보를 원하는 정보시스템 이용자

에게 필요한 이로 산학연 련 문가들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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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가정보시스템의 구축 목 이다.

 후행핵연료주기 분야의 건식재처리공정(Pyroprocess)과 련된 문가들은 원자력 

뿐만아니라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 많은 분야의 문가들이 있다. 이러한 문가들

을 신속하게 악하는 것은 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게 된다. 그러나 재까지 이러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가정보시스템은 이

로 분야 뿐만아니라 원자력분야에서 리 활용될 수 있다. 요약하면, 문가정보시

스템은 두가지 에서 요하다. 첫째, 필요한 분야의 문가들을 하게 검색

하여 생산된 인 정보는 기술 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 력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문가들에 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여 세계 최

고의 문가들과 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연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름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로 기술의 산학련 력체제를 구축하기 해 

각 분야 문가들의 연구동향을 신속하게 악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분

야의 문가들은 학계, 산업계와 연구소등에서 산재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연구활동의 수 을 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조직에서 연구활동

을 하고 있는 원자력분야 문가들을 신속하게 악할 수 있는 문가정보시스템은 

이로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로 기술개발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 문가들에 한 정보도 지속 인 이로 기술개발을 도모하기 

하여 매우 필요한 정보이다. 이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정책 문가들에 달하여 

우라나라의 원자력 과학기술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로 기술개발의 정 투자

규모를 결정하고, 이로 기술개발의 우선순 를 수립할 때 올바른 정책 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인 정보는 원자력정책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CRADLE의 속성과 문가정보시스템의 로그램  방법  

사용방법을 기술하여 문가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이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사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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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Cradle

 본 문가정보시스템은 시스템엔지니어링 도구인 Cradle을 이용하여 입력과 검색 

그리고 자동출력할 수 있는 모듈로 마스터트리를 커스터마이즈하 으며, 국제  

국내회의명과 국내외 문가를 링크(link) 시켜 어떤 회의에 어떤 문가가 참석했

는가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한 어떤 분야의 필요한 문가들에 한 정보

를 검색할 수 있고 검색된 내용을 자동출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러

한 유용한 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련 모듈을 계층화 시켰다. 즉, 입력기능

과 검색기능 그리고 출력기능을 체계화시켜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마스터트

리를 구성하 다. 한 쿼리기능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

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 다. 이러한 정보생성과정은 정보시스템 이

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본 정보시스템 구축의 

장 이다.

1. Cradle 이용 배경

 재 데이터베이스를 리할 수 있는 로그램은 ORACLE을 비롯하여 MS SQL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로 로젝트 리 과제에서는 2010년부터 

이로 련기술의 기술추 성 확보를 하여 Cradle을 이용하여 기술추 시스템을 

개발 이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Cradle은 기본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이로 문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작업이 필요하다

[2].

 - 인  정보 확보를 한 데이터 구조 설계  구

 - 인  정보 확보를 한 데이터 쿼리(query)  각종 view 작성

 - 이로 인 정보에 한 문서 자동 출력 시스템 설계  구

 - 샘  데이터 입력을 통한 문가정보시스템의 시험  검증 

 - 구 된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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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상기에서 마지막에 언 한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각 모듈의 기능을 로그래  하는 방법을 본론에 

포함시켜 각 기능을 구 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문가정보시스템은 원자력, 기계, 화공,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을 입력하여 리할 수 있는 문가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은 국내외 문가들과 각 회의참가자들과의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궁극 으로는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문가정보시스템에서는 입력에서부터 자동문서 출력까지의 모든 과정을 효율

인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리할 수 있고, 이들 간의 논리 인 연 성을 쉽게 구

할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 다.

 그리고 이로 련 기술과 연 된 문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문가정보시스템은 효율 인 산 환경내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항목별로 검

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를들면, 국가별과 회의별로 문가들에 한 정보를 

문서로 자동출력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지 까지 국내 이로기술개발분야는 원자력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독자개발 해 왔다. 이러한 기술개발과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로 련 

문가들의 노력이 결집되어 선진기술을 수립하기 하여 우선 으로 필요한 문가

들에 한 연구동향과 인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각 기술분야별로 국제회의 등이 많이 개최되고 있지만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 네트워크만을 이용한 문가 검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국제회의에  참석

한 문가들을 정보시스템에 장하여 정보시스템이용자에게 해당 문가에 한 

인 정보가 필요할 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연구성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인 정보 검색능력은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실 될 수 있다. 

 본 문가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인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고 가장 필요한 

문가와 기술 력을 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인 정보에 

한 데이터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어 연구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게 문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향후 이로 련

기술을 개발할 때, 필요한 문가들에 한 유용한 정보를 용이하게 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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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아니라 이로 련기술과 련된 연구동향들을 조직내 구성원간에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문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문도구인 

Cradle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지만 Cradle은 상용 도구로써 매우 일반 인 환경

을 제공하고 있어 문가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며 마스터트리를 개발해야 한다.

  커스터마이징 업무는 문가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모든 자료 등을 고려하

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검색 수행 체계에 합하도록 각종 쿼리문이나 view를 

작성하고, 필요한 문서를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를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Cradle 시스템의 환경을 기술하 다. 

가. 시스템 환경

문가정보시스템의 산환경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가정보시스템의 산환경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문가정보시스템의 주요 장 은 다음과 같다.

- 문가 정보시스템은 이로 기술과 련된 모든 문가정보가 정보시스템에 

장되어 통합 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문가 정보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문가들의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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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문가들의 데이터를 정보이용자가 직  입력 

할 수 있고 조회할 수 있다. 단, 각 참여자에 따라 근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 필요한 문가정보를 집약하여 워드문서로 자동출력 할 수 있다.

나. 문가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개요

본 문가정보시스템의 개발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문가 정보 입력  검색 로세스 분석

 - 데이터베이스 계층체계 정의

 - 문서 자동 출력체계 구축

 - 샘 데이터 입력을 통한 문가정보시스템 효율성 검증

① 문가 정보 입력  검색 로세스 분석

 입력  검색 로세스 분석업무에는 재 구축한 문가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어떻게 입력과 검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방법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검색정보를 한 각종 정보

들간의 연 계를 구축하기 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하며, 필요한 데이터의 

검색기능과 출력해야 할 문서의 종류  내용 등이 식별되고 정의되어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 계층체계 정의 

 데이터 스키마는 Cradle에서 사용할 각종 데이터 엘리먼트와 각 엘리먼트의 세부 

속성 간의 계를 말한다. 이러한 스키마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계층체계를 

구축하기 하여 입력과 검색  출력 기능간의 계층을 정의해야 한다. 한 스키

마 정의와 더불어 각종 데이터를 조회  편집하기 한 쿼리문, 각종 테이블 뷰

(view)등을 정의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 계층체계 정의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

을 만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원하는 정보를 더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기능이 설계

되어야 한다.

③ 문서 자동 출력 체계 구축

 본 업무에서는 구축된 스키마를 이용하여 정의된 양식의 문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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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서의 자동 출력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

다. 자동 출력 문서의 상은 국제  국내회의 참석자별 는 국가별 문가 정보

로써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문서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샘 데이터 입력  검증

 본 업무에서는 구축된 문가정보시스템에 샘 데이터를 입력하여 스키마의 유효

성을 검증하고, 각종 문서를 자동출력 해 으로서 구축된 문서 자동 출력 체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샘 데이터는 그동안 개최했던 핵비확산 국

제회의에 참가한 문가들에 한 정보를 이용하 다.

  2. Cradle 특성 

 문가정보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Cradle 특성을 간략하게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Cradle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뿐만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리하는 모든 업무에 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 도구이다[3,4,5]. 

 따라서 Cradle을 이용하여 문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이용자에게 가

장 합한 사용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입출력 기능  검색기능을 갖추어

야 한다. 그리고 Cradle의 명령어는 기본 으로 메뉴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필요한 기능이 작동이 된다. 한 필요한 기능들을 구조화하여 

마스터트리로 작성함으로써 문가정보시스템의 효율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스터 트리도 정보이용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다. 한 시스템 개발을 하여 

Cradle에서는 근본 으로 로젝트 베이스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고 있다. 즉, 어떤 로젝트에 개발할 시스템을 매칭시켜 정보이용자가 문가정

보시스템에 근하기 해서는 로젝트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크게 보면 

Cradle은 입력과 검색기능을 해 필요한 양식(Form)에서 아이템과 카테고리 등을 

정의하여 정보이용자가 쉽게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한 

데이터베이스의 계(relation) 설정을 하여 로젝트 설정에서 링크규칙 등을 쉽

게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쿼리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된 정보를 볼 수 있는 View 

기능은 세부보기 내용 등을 통하여 쉽게 정보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Cradle 명령어의 장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가정

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을 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발

할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입력과 검색  출력을 체계 으로 분류하여 원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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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자가 쉽게 악할 수 있다는 면에서 Cradle의 명령어는 간편하면서도 필요

한 기능을 마우스 클릭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문가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Cradle의 명령어를 메뉴방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Cradle은 간단한 메뉴

방식의 명령어만 이해하면 각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다른 고  로그래 언어에서 

구사하는 알고리즘을 표 할 수 있다. 셋째, 문가정보시스템 구성은 모듈(Module) 

는 기능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로그램 이용자가 어떤 목 에 

맞는 로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기존의 개발된 로그램에 한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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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가정보시스템

1. 로그램 모듈 구성

  본 문가정보시스템은 정보이용자가 문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Cradle

의 장 을 최 한 이용하 다. 즉, 입력과 검색  출력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화면의 왼쪽부분에 모듈별로 마스터트리를 디자인하 으며, 국내외 문가의 검

색기능을 국가별과 소속별 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고 정보시스템의 이용

자가 필요한 문가 정보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보기(View) 기능을 강화하 다. 

  체 인 기화면의 마스터트리 배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기화면의 마스터트리

 자동문서 출력모듈은 회의별과 국가별로 수행할 수 있고 마스터트리의 해당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함으로써 워드문서로 자동생산 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러한 

출력자료들은 정보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테이블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문서출력기(Document Publisher)를 이용하여 필요한 추가 인 정보도 쉽게 



- 10 -

제공할 수 있도록 로그래  하 다. 한 Cradle의 장 을 이용하여 입력양식에서 

어떤 입력자료의 수정이 필요하면 바로 입력하여 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하 다. 

 본 문가정보시스템의 메뉴방식 명령어들은 Cradle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

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하 으며, 메뉴방식을 활용하여 사용

자의 편의성을 고려하 다. 

 문가정보시스템의 로그램 모듈은 크게 나 어 입력기능과 검색기능 그리고 출

력기능으로 세분되며 한 출력기능은 국가별 문가들에 한 워드문서의 자동 출

력 그리고 회의참가자별 자동문서 출력으로 나 어진다. 

 입력부분은 마스터트리에서 국내외 문가로 분류되어 있은 산업계, 학계, 연구소 

에서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쿼리기능을 통하여 입력양식이 화면에 보이며, 정보

이용자는 이 양식에 입력하고 싶은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입력하면 된다. 

 검색부분은 국가별과 소속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정보이용자가 마스

터트리에서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면 Cradle의 쿼리기능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

게 볼 수 있다. 특히 회의명과 참석자들의 정보가 연 되어 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어느 회의에 어떠한 문가가 참석하 는가를 쉽게 악할 수 있다.

 출력부분은 자동문서 출력기능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 이러한 자동문서 출력기능

은 Cradle에 내장된 문서출력기(Document Publisher)를 최 한 활용하 다. 따라서 

출력부분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마스터트리에서 클릭만 하면 자동 으로 워드

문서로 출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문가정보를 원하

는 양식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는 필요한 정보

를 얻기 해 마스터트리의 필요한 정보항목만을 클릭함으로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 시켰다.

2. Cradle 명령어 흐름도

 Cradle은 사용자가 메뉴에서 명령어를 선택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문가정보시스템은 크게 3가지의 기능을 갖는 모듈로 작성되었

으며 각각의 모듈에 한 명령어 흐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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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모듈은 그림 3과 같이 국내외 문가, 회의참석자  국제공동연구 황 등을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모듈이다.

그림 3. 입력모듈

(2) 검색모듈

 검색모듈의 기능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국가별과 소속별로 문가들을 검색

할 수 있으며, 각 검색기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검색모듈

(3) 출력모듈

 문가 정보시스템 사용자는 그림 5와 같이 국가별로 정리된 문가들과 각 국제

회의에 참석한 문가들을 워드문서로 자동출력할 수 있다.

 

그림 5. 출력모듈

3. 입출력  검색체계

  본 문가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해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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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소속별, 회의별로 각 분야 문가들에 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장되

어 있어야 한다. 각각의 입력자료에 한 구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가. 국내  국외 문가

  본 문가정보시스템은 해외 문가들에 한 인 정보에 을 맞추었다. 왜냐

하면 이로 기술분야의 국내 문가들에 한 인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은 많이 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 이로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문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러한 

시스템은 크게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 으며, 다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연구소등

으로 세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시켰다. 를들면, 국외항목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소로 분류하고 국내항목에서도 산업계, 학계, 연구소로 분류하 다. 이들을 모

두 합쳐 모두보기라는 항목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입력방법은 양식

(Form)에서 직  입력할 수도 있고 보기기능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새로운 이름으

로 장할 수도 있다. 

 나. 회의별 참석 문가

 이로기술은 아직까지 상업화되지 않은 선진기술이기 때문에 이로 련 문가

들은 주기 인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한 검토를 원하고 있다. 따

라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부분의 이로 문가들은 이 분야를 선도하는 문

가들이라고 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문가정보시스템의 입력체계에서 이러한 

문가들을 직  입력할수 있는 방법을 구 하 다. 뿐만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문가들이 이미 국내외 문가집단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으면 따로 입력하

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신속하게 회의참석자와 국내외 문가들을 연결하여 입력

을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하 다. 를들면 핵비확산 국제회의에 참석한 문

가들이 국내외 문가집단에 존재하면 회의명에 직  링크하여 신속하게 해당 문

가를 링크시킬 수 있다. 한 국제회의가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으로 

이로 기술과 한 계가 있는 국제회의를 마스터트리에 반 하 으며 추가

으로 필요한 국제회의는 로젝트 설정기능의 로젝트 페이스(Phase) 기능을 이용

하여 쉽게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로젝트 페이스 계층체제(Hierarchy)를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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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로그래  방법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한 로그래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로젝트 생성

  Cradle의 운 체제는 로젝트(Project)를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일 먼

 서버에서 로젝트를 생성해주어야 한다. 생성방법은 서버에 속하여 암호를 

먼  입력하고 바탕화면의 로젝트 매니 를 클릭하여 로젝트의 타이틀을 입력

하고 로젝트 코드를 입력한 후 경로를 설정해 다. 를들면, 타이틀을 문가 

정보시스템이라 입력하고 코드를 HRDB로 입력하면 HRDB라는 로젝트가 생성

된다.

② 마스터 트리(Master Tree) 작성방법

  먼  비빌번호와 로젝트 코드를 입력하여 Cradle과 속한 후, 메뉴상단에 시스

템운 을 클릭한 후 로젝트 설정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Project phase를 선택한 

후 Default로 화면에 나타난 Project phase에서 필요한 phase를 추가하면 된다. 

를들면, 문가정보시스템을 처음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Human resource를 추가

한다. 이때 쿼리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면 형식에서 폴더를 선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외를 추가하고 산업계 등은 쿼리기능을 사용한 항목으로 추가하면 

이 항목은 쿼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할 것인지에 한 질문이 

화면에 제시되면 “ ”를 클릭한다. 마스터트리 작성에서 주의할 은 마스터 트리

의 맨 처음은 복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스템운  -> 로젝트 설정 -> 

Project phase에서 필요한 항목은 복사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터 트리 구조를 설정

할 수 있다. 

③ Group Attribute 작성방법

  그룹 어트리뷰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각 쿼리기능을 사용할 때 그룹별로 쿼리가 

가능하게 하기 해서 그룹을 설정한다. 즉 Group attribute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를 하여 먼  로젝트 설정 메뉴의 옵션에서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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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새로만들기를 클릭하여 필요한 어트리뷰트를 추

가한다. 를들면, 국외_산업계, 국외_학계, 국외_연구소 등을 입력한 후 새로만들

기를 클힉하여 어트리뷰트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로젝트를 장할 것인가가 

화면에 나타나면 ok를 클릭하여 장한다. 

④ 입력 Form 만들기

  Cradle의 모든 입력은 입력양식(Form)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이를 하여 마스

터 트리의 하단에 원기둥모형의 데이테베이스 그림을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새로만들기에서 아이템을 설정한다. 그리고 문가정보의 아이템을 입력

한 후 번호 부여하기에서 자동번호부여하기를 선택한다. 기값은 0, 증가는 1로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여 장하면 새로운 아이템이 생성된다. 그런 다음 상단 메

뉴의 폼에서 Default를 선택한 후 오른쪽 폼의 버튼을 클릭한 후 문가 정보를 

입력하면 기본 인 폼 양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치를 로젝트, 제목은 문가 

Ver_01과 같이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여 장하면 된다. 이와 같이 아이템은 폼양

식에서 각 입력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의 값은 카테고리 기능 

등을 이용하여 값의 형식을 미리 정해  수 있다. 를들면, 로젝트 설정의 아이

템 definition에서 하단 메뉴의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새로만들기로 국 이라는 제

목을 입력한 후, 편집을 클릭하고 새로만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미국, 국, 일본 

등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하여 카테고리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로그

램 이용자가 국 의 항목에서 미국, 국, 일본 등에서 하나의 값을 선택하여 입력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를 하나 더 들면, 제목에서 성별을 ok를 클릭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카테고리에 남자와 여자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여 성별의 

값을 남자와 여자 에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임도 설정할 수 있다. 즉 로젝트 설정에서 Item Definition을 선택

한 후 아이템 타입을 클릭한 후 메뉴에서 카테고리 에 있는 임을 클릭하여 

임을 설정할 수 있다. 폼의 세부내용은 화면 상단의 폼 세부내용의 버튼을 클

릭하여 볼 수 있다. 만약에 수정하고 싶은 항목이 있으면, Name과 데이터의 형식

을 선택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도 장할 수 있다. 세부보기 기능

을 이용한 입력양식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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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력양식(Form)

⑤ Query 설정

  본 문가정보시스템은 크게 입력과 검색  출력을 한 Query기능이 필요하다. 

쿼리기능은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화

면과 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설정하기 하여 메뉴상단에 쿼리 

그림을 클릭한 후, 그룹명과 아이템 타입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한다. 한 이러한 

기능을 장하기 한 장할 이름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한다. 

⑥ Master Tree와 Form 연동

  마스터 트리와 Form을 연동하기 에 먼  쿼리폼의 이름을 설정해야 한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쿼리세부내용의 버튼을 클릭한 후 아이템 타입과 그룹명을 입력한

후, 기스타일과 기보기에 값을 입력한다. 를들면, 기스타일에 Table을 입

력하고 기보기에 결과_Details를 입력한후 다름 이름으로 장하면 된다.

  마스터트리는 정보시스템 이용자가 Cradle를 구동시키면 왼쪽에 나타나는 메뉴이

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화면에 제시하기 하여 

미리 정한 양식(Form)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값들을 추출한다. 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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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스터 트리와 Form을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먼  로

젝트 설정의 메뉴에서 Project Phase를 선택한후 형식에 Query를 입력하고 쿼리명

을 입력하면 된다. 를들면, 쿼리명에 국외_산업계를 입력하고 보기명에 문가 

정보_Detail를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보기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된 값들을 

화면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를 정하여 주는 기능이다. 그런 다음 

장할 것인가의 질문에 를 클릭하여 장하면 된다. 마스터트리와 연동된 데이터

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마스터트리와 연동된 데이터

⑦ 임 형식 만들기

  임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아래한  일이나 워드 일일 

경우 이를 추가하기 한 기능이다. 이를 하여 로젝트 설정의 Item Definition

의 메뉴에서 임을 선택하여 새로만들기를 클릭한 후, 편집을 클릭하여 베이스 

타입에 바이 리를 입력하고, 편집과 보기에 경로를 입력하면 된다. 를들면 

C:\HWC\Hwp70\Hwp.exe "$PATH"를 입력한다. 그리고 “Dos 형식 확장자 사용”

에 hwp를 입력한 후 이 기능을 체크한다. 이 게 임 형식을 작성한 후, 아이

템 타입에서 임을 새로만들기로 클릭한 후, 카데고리명을 입력하고 제목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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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아래한 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면 임이 완성된다.

⑧ 아이템 타입 번호부여하기

  정보시스템 이용자가 필요한 값들을 검색하기 하여 자동번호부여 용을 지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아이템 타입에서 카테고리명을 입력한 후, 단순히 자동

번호부여 용항목들 체크하여 설정할 수 있다. 즉 아이템식별번호에서 <Auto 

generation>이 없으면 시스템운  -> 로젝트 설정 -> Item Definition -> 자동

번호 부여하기의 순으로 메뉴를 선택한 후 그룹명을 입력하여 아이템식별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⑨ 데이터베이스 Link 환경 설정

   Cradle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Attribute들간의 계를 설정할 수 있다. 

를들면, 핵비확산회의에 참석한 국외 문가들을 링크할 수 있다. 이를 하여 먼

 메뉴에서 로젝트 설정을 클릭한 후 옵션에 Cross Reference Parameters을 

입력한 후 링크규칙에서 추가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하여 링크 계를 설정할 수 

있다. 를들면, 시작아이템 타입에 국제회의명을 입력하고 타겟아이템타입에 국

내외 문가들을 입력한 후 링크타입에 “related to”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링크 계는 보기세부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를들면, 셀속성에서 값에 Cross Reference 타입을 입력하고 네비게이션에 Related 

to와 타이틀명을 입력하면 링크 계를 볼 수 있다. 링크 규칙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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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링크규칙

⑩ 데이터베이스 Link 방법

  데이터베이스의 각 Attribute간의 계를 설정하기 하여 링크하는 방법은 먼  

화면 상단의 메뉴의 보기에서 창을 양쪽으로 나  후에 왼쪽과 오른쪽 창에서 

Tree 버튼을 클릭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ttribute 항목을 링크시킬 왼쪽

의 Attribute 항목에 마우스로 드랙하여 연결한다. 그러면 왼쪽 Tree 구조에서 링

크된 것을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내용이 보이기 해서는 보기세부내용에서 셀

속성 데이터를 Link item으로 하고 값을 Cross Reference Item of type으로 입력

해야 하며 타겟에는 조건을 입력하면 된다. 링크된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리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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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링크된 데이터

⑪ 일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일 가져오기는 외부메모리에 장되어 있는 Cradle 일을 로젝트내로 불러

들이기 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를 해 메뉴상단에 있는 일메뉴에서 가져

오기를 선택한 후 덮어쓰기 항목에 On을 입력하고 소유자 항목에 As in file을 입

력한다. 그리고 “경보발생억제”, “ 로그램링크규칙 무시”, “ 로젝크 자동번호 만

들기 무시”에 체크한 후 일로부터 항목에 일경로를 설정한다.

  일 내보내기는 로젝트에 장되어 있는 일을 외부메모리 등에 장할 경우

에 사용하는 기능이다. 먼  메뉴상단의 일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한 후 데이터 

소유란에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일 장 치를 입력한 후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된다. Cradle의 일은 .exp라는 일 확장자가 붙는다.

 

⑫ 화면으로 Table 출력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테이블 형태로 화면을 통하여 출력할 때 사용하

는 기능이다. 먼  Form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추가기능으로부터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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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선택한 후 포멧에서 RTF나 CSV를 선택한다. 여기서 RTF란 MS Word 

로세서를 의미하며, CSV는 액셀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워드문서로 출력을 원

할 때는 RTF를 선택하면 된다.

⑬ 자동문서출력

  Cradle의 하나의 구성품인 문서출력기(Document Publisher) 기능을 이용하여 자

동 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시스템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작동하도록 로그램을 작

성하기 해 먼  컴퓨터 하단의 시작메뉴에서 모든 로그램 -> Cradle -> 

Document Publisher의 순으로 클릭한다. 그 다음 로그인한 후 Define Template를 

클릭한다. 그 다음 Tag Definition을 클릭한 후 Create를 클릭하여 New Table을 

만든다. 여기서 Table Definition은 출력할 데이터의 테이블 형태를 정의하는 것이

다. Item Selection에서 Single Item type을 선택한 후 “ 문가정보”와 같은 이름을 

입력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하면 “Hierarchy of Item Type” 항목에 문가정보가 

나타난다. 그 의 Level에 0를 입력하고 Prefix는 빈칸으로 두고 Identifier 항목에 

*를 입력한다. 한 Ownership 항목에는 Latest를 선택하고 Sort By 항목에 

Identity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메뉴 하단 오른쪽에 있는 Filter Create를 클릭하여 

검색할 데이터를 정의한다. 정의방법은 Attribute에 검색명을 입력하고 Not 에 

등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해당 값을 입력한다. 를들면, 국외 문가 에 미국

문가를 워드문서로 자동출력하고 싶으면 Name 명에 국 을 입력하고 Not 에 

=를 입력한다. 한 등호 하단에 미국을 입력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Filter expression의 Attribute에 “Category 1. 국 =미국”과 같이 정의된 쿼리조건

이 화면에 보인다. 그 다음 Return을 클릭한 후 Save Tag를 클릭한다. 한 Save 

Template를 클릭한 후 Close를 클릭하면 Document Publisher의 기화면으로 복

귀한다. 테이블 출력의 를들면 테이블 내의 각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은 

Location 메뉴에서 Project를 선택한 후 Create Tag를 클릭한 후 Template 명을 

입력하고 New Tag # 1 를 입력한다. 이러한 작업은 Tag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

리고 워드 문서의 출력형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출력된 워드문서의 Body of 

Document에서 각 테이블의 해당 칸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Tag Definition에서 

Create를 클릭하여 변경할 조건들을 입력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Publish 버튼을 클

릭하면 로그래 된 워드문서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각각의 Tag 기능별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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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radle Document Publisher의 주요 기능

- 쉽고 빠른 문서 작성

- Database내 Data 효율  활용

- 목  별 보고서 작성

- Project의 재 상태 악

- Traceability를 한 에 악

1) 작성방법

 1.1 기존 Template 수정 

 - 장된 Template 수정 작업 시

 - Define Template Tags/Update Existing Template 선택

 

 1.2 신규 작성 

- New Template 작성 시

 -Define Template Tags/Create New Template 선택

 1.3 종류

⇒ Template 

  - 문자, 표 그림 등의 치가 정해져 있는 Layout으로 일종의 인쇄 .

⇒ Tag 

  - Template를 작성하기 해 사용되는 도구.

  - Tag생성 →Tag의 정의. 

  

⇒ Tag Type의 종류

 1) Paragraph Group Tag

 2) Table Tag

 3) Field Tag 

 4) Diagram Tag

 5) VCRM Table Tag

 6) RTM Table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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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Tag 기능을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efine Template Tags /  Create N ew  Template로 입장

 

 

  

 

 이것은 template에 목차가 작성되도록 설정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것으로 를 선

택하면 목차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용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이 게 하면 Tag 

Definition 창이 열린다.

 

 

Create Tag: Tag를 새로 만들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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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mbering(Create Tag우측): 자동 으로 발생되는 Tag의 일련 번호

V iew : Tag 정의가 완료된 경우 재 정의된 내용을 볼 때.

F ind: Template에 있는 Tag 번호를 확인할 때.

Delete Tag: Tag를 삭제할 때.

Show  Def Dialog: Tag 속성을 정의 하는 창. 한번 르면 창이 열리고 다시 한번 

르면 닫힌다.

 

 

Paragraph G rou p Tag 

            

 

  

출력 형식을 Paragraph 형식(Text 형식)으로 출력

 [  ]는 Microsoft bookmark 표시

 <  >는 Tag의 특성을 정의하는 표시. 

 <는 시작,  >는 끝을 의미 한다.  

 출력 시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Paragraph G rou p 작 성

Cradle Docu ment Pu blisher/ Define Template /  N ew  선 택 .

Tag Definition창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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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탭을 클릭한다.

Paragraph G rou p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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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election 창에 한 설명

 앞에서 paragraph type tag를 지정하 으며, 여기서는 출력될 Item Type을 선택하

는 작업을 한다.

 -  Single Item Type: 한 가지 Item Type 만 출력할 경우.

 -  H ierarchy of Xref Item: traceability를 갖는 Hierarchy 구조로 출력할 경우

 -  Item Type( Ru les table) :앞의 single( 는 Hierarchy)를 선택할 때 나타난다.

 -  Prefix : 출력할 Item Type의 Prefix를 제외할 경우(Req, Ver등 Prefix를 출력

안할 경우 해당 Prefix를 기입한다.)

 -  Item Identifier: 출력할 Item Type의 범 를 기입한다. 소문자 구분함.

 -  Alternative Paragraph Prefix: Prefix를 신할 문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Single Item Type → Item Type:  Req u irement → Add → Item 

Identifier= *  → Save 

 

 * 참 고

 Single Item Type에서 항목과 련된 모든 것을 열려면 *  을 사용한다.

( )

  - 3.3으로 시작하는 모든 item: 3.3*

  - 3.2.1을 갖는 동  는 children 출력: 3.2.1입력.

  - 정해진 모든 item을 원하면: *만을 입력.

 

Copy Existing Tag 

 이미 작성된 다른 Template에서 Paragraph Group Tag를 복사한다.

 

Table Tag

 

 -  N ew  Table:  만들고자 하는 Table의 행(Column)수만 어 다. 열(Row)은 기

본 으로 2열이 자동 으로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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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 Existing Table:  이미 작성된 Table을 불러오는 것.

⇒Table Type 작 성

 

 

N ew  Table 선택

Columns수= 2 → Ok

 Tag Definition

두 가지 Tag Definition이 필요하다. 

 1) Table Tag Definition

 2) Field Tag Definition

 

1 )  Table Tag Definition

 - Single Item Type→ Item Type:  Req u irement→ Identifier= * ( or U R. )

→ Table Title:  Req u irement( 출 력 시  Table 에  출 력)→Save Tag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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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F ield Tag Definition

  커서를 둘째 열의 첫째 행 선택 

→ Create Tag

 

 

 

 

이 필드에는 번호(Number or Identity)가 출력되도록 한다.

Item Attribute → Number 선택 한다.

Save Tag Definition→ 다음 Field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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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ag Definition가 클릭되면 좌측의 항목  Def에 X표시 된다.

 

Create/ M odify “ F ilter( s) ” 는 Save Tag Definition이 클릭되면 활성화된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열의 속성 지정한다. 

- 내용(Description) Item Frame → Text →Save Tag Definition→ Save 

Template

 

 

F ield Tag 

 앞의 경우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Table Tag나 Paragraph Tag

안에 삽입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Diagram Tag

  - Diagram을 출력.

  - Item Type은 Diagram으로 자동 선택 되며, 

  - Modeling Area: Diagram이 있는 치를 지정한다.

  I:  Implementation 

  E:  Essential   에서 선택 한다.

  - Diagram Type(DFD, 등)을 메뉴에서 선택한다.

  - Item Identifier는 해당 Diagram ID번호를 입력한다. 

 

⇒Diagram Ta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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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Tag 선 택  치 :  E 

Type:  DF D → Identifier:  C →Save

 

RTM  Table Tag

 사례를 들어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Requirement Traceability Matrix : Source Requirement로 부터 이후 발생된 

Requirement까지 Traceability를 보여 다.

 

⇒ RTM  작 성 (Tale Tag Type으로 작성)

Luxury house project에서 User Requirement를 System Requirement로 확장한 것

은 UR.5이므로 이를 심으로 RTM을 작성한다.

Create Tag→ Table→ N ew  Table,  Colu mn수 = 4→ O K

앞의 Table Type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H ierarchy of Xref Item→ Create/ M odify Ru les Table

Create N ew  Ru le Table 선 택→pu ll dow n 메 뉴 에 서  다 음 과  같 이  선 택   입 력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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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앞에서 sample project에서 다음과 같이 Hierarchy of Cross

Reference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project에서 RTM Template가 같지 않으며 반듯이 Database에 

입력된 link 구조를 설정해줘야 한다.(VCRM도 동일)

REQ U IREM EN T선 택     Link  Direction →B I DIRECTIO N AL

                        Link  Type → any→

PRO CESS SPEC 선 택 :    와  동 일→ 

SYSTEM  REQ  선 택 :    와  동 일→ 

 → 

RTM  Table 선 택  → Display Xref Ru les Table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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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선택 Item Identifier: UR.5*입력→

⇒ F ield 정 의 : Table Tag와 같이 입력한다. 커서를 2열1행에 옮기고 Create Tag

→F ield Tag

 1행2열

REQUIREMENT 선택 Item Attribute: Number→ →

2행2열

REQUIREMENT선택 Item Frame: Text→ →

3행2열

SYSTEM REQ 선택 Item Attribute: Number → →

4행2열

SYSTEM REQ 선택 Item Frame: Text→ →

→ →  장 하면완료된다.

 

 

V CRM  Table Tag



- 32 -

 

 - Verification Cross Reference Matrix 

 - 각 Requirement의 검증.

N / A: test 불필요(not available), I: inspection, A: analysis, D: demonstration,

T: test, Sy: Similarity, Sn: Simulation 등-항목은 추가할 수 있다.

 Xref Rules Tables 참조.

 

⇒ V CRM  작 성 ( Tale Tag Type으 로  작 성 )

Luxury house project에서 Verification method를 설정한 것은 system 

requirement-leaves 몇 가지 이므로 이들의 category= F u nctional로 지정한다(간단

하게 VCRM을 보여주기 함임)-WorkBench에서 다음과 같이 작업 후 close한다.

Docpub에서 Create Tag→Table→ N ew  Table,  Colu mn수 =  7→ O K

H ierarchy of Xref Item→ Create/ M odify Ru les Table

Create N ew  Ru le Table 선 택→pu ll dow n 메 뉴 에 서  다 음 과  같 이  선 택   입 력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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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rification 선 택     Link  Direction →B I DIRECTIO N AL

                     Link  Type → any→

→ 

V CRM  Table선 택  → → Yes

SYSTEM  REQ 선 택→ Identifier:  SR.→

F ilter 정 의

→다 음 과  같 이  입 력→ →

Yes→

⇒ F ield 정 의

커서를 2열1행에 옮기고 Create Tag→F ield Tag

 1행2열

SYSTEM REQ 선택  Item Attribute: N u mber→ →

2행2열

SYSTEM REQ 선택  Item Frame: Text→ →

3행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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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선택 Item Category: V&V METHOD

                                    Alternative O u tpu t Text:  X

                                    O u tpu t mu ltiple valu es in F ield:  체 크

 →

⇒ F ilter 정 의

→다음과 같이 입력→ →

→ 이후는 이  방법과 동일 함 Filter 정의에서 값을 변경해 

다.

(demonstration, inspection, test, TBD)

→ →  장 하면 완료 된다.

·  문 서  출 력

 메 인  창 에 서  G enerate O u tpu t Docu ment→Select Doc →Template를  선 택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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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치(default)

  C: / Docu ments and Setting/ 재  로 그 인  된 U ser선 택 /

  Application Data/ 3 SL/ Cradle/ Cradle version/ docpu b/ Templates

 

 Yes : - Template에 오류가 발생시 작업 계속.

       - 오류 내용은 출력 일에 표시됨. 

 N o : - 오류가 발생하면 User가 확인할 때까지 작업 지.

       - 확인하면 다시 계속 작업 는 작업 취소.

 Tag Definition 부분은 출력 시 인쇄되지 않는다.

Done→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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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그램 실행방법

  Cradle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WorkBench가 생긴다. 이것을 클릭하면 

Cradle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먼  사용자명, 비 번호, 로젝트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로젝트에서 작업할 수 있다. 여기서 로젝트 코드란 로젝트명을 의미한

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 마스터트리의 해당항목을 클릭하여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문가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다. 

  입력실행방법은 먼  국내 는 국외 항목을 클릭한 후 산업계, 학계 는 연구

소를 클릭한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해당 입력양식이 나타나 직  입력할 수 있

다. 그리고 사진은 해당 문가의 사진이 장되어 있는 개인 컴퓨터의 디 토리

에서 사진 일을 가져오면 된다. 

  검색실행방법은 입력실행방법과 같이 왼쪽 화면의 마스터트리에 있는 검색항목의 

국내 는 국외 문가를 클릭한 후 산업계, 학계 는 연구소의 문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마스터트리에 있는 회의명을 클릭하여 직  검색할 수 있다. 를들면, 

핵비확산회의에 참석한 문가를 검색하고 싶을 때는 핵비확산회의를 클릭하면 된

다. 한 이 게 검색된 자료는 회의명과 회의에 참석한 문가가 링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면에 검색된 내용은 Cradle이 보유하고 있는 추가기능의 테이블 

보기를 이용하여 테이블 형태로 볼 수 있다. 테이블 보기의 장 은 정보시스템 사

용자가 검색된 내용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간결한 테이블 형태로 검색된 정보

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문가정보시스템의 출력실행방법은 Cradle의 자동문서

출력기(Document Publisher)를 이용하 다. 출력방법은 크게 국제회의별 참석자 

명단과 국가별 문가 명단으로 나 어서 설계하 다. 국제회의별 참석자 명단은 

정보시스템 이용자가 국제회의별로 가 참석했는지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설

계하 다. 한 국가별 문가 명단은 테이블 형태로 각국의 문가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작성하 다. 이러한 출력은 마스터트리 하단의 출력메뉴에

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워드 문서로 출력할 수 있다. 문서자동출력

기의 장 은 향후 원하는 정보의 출력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 Document 

Publisher의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워드문서의 출력양식을 변경할 수 있고 자동으

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기존의 문서형태가 장되어 있으면 이것을 이

용하여 필요한 문서항목을 추가 는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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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Cradle을 이용하여 문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방법과 이용방

법을 기술하 다. 이 정보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세가지 으로 구분하여 설계하

다. 첫째, 입력기능이다.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는 Query Form의 입

력양식에서 입력할 수 있다. 를들면, 국내외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문가들과 

국제회의 참석자들을 입력할 수 있다. 특히 문가들의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검색기능이다. 검색은 회의별 참석자와 국내외 산업계, 학

계, 연구소의 문가들을 검색할 수 있다. 한 국제회의별로 참석한 문가들이 링

크되어 있어 어떤 회의에 어떤 문가들이 참석하 는가를 쉽게 악할 수 있다. 

셋째, 출력기능이다. 출력은 마스터트리의 메뉴에서 회의별 참석자 명단 는 국가

별 문가 명단을 선택하여 워드문서로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출력기능을 하여 사용한 자동문서출력기(Document Publisher)는 향후에 출력정

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쉽게 문서출력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양식

을 변경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이용자가 마스터트리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필요한 입력

사항을 Cradle 서버에 직  속하여 입력할 수 있고, 검색도 Query 기능을 통하여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출력이 필요한 정보는 이미 정해

진 출력양식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양식은 자동문서출력기를 이용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radle을 이용하여 문가정보시스템의 

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과 사용방법을 자세히 기술하 다. 를들면, Cradle의 구

성품인 WorkBench에서 마스터 트리를 로그래  하는 방법과 Form을 로그래

 하는 방법, 마스터 트리와 Form을 연계하는 방법, 쿼리(Query)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 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향후 추가기능을 필

요로 할 때, 문가정보시스템에 쉽게 추가기능을 로그래 을 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에서 기술된 문가정보시스템은 로그램을 각각의 입력과 검색  출력모듈에

서 세부항목으로 다시 세분하여 각각의 데이터들을 계층화 시켰으며, 각각의 로

그램을 모듈화시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체계화 시켰다. 즉 필요한 기능을 모

듈별로 작성하여 추가 인 기능을 쉽게 로그래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특히, 

Cradle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리 도구의 장 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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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들 간에 여러 가지의 링크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 모듈들을 로그

래  하 다.

 향후 추가할 모듈들이 존재하면 기존의 모듈들과 연계하여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 으로 설계하 으며, 필요 없는 모듈도 쉽게 삭제

할 수 있도록 체 로그램을 구성하 다. 

 원자력분야에서 로그램 개발자가 Cradle을 이용하여 어떤 정보시스템을 개발하

고자 할 때, 본 보고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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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자료

1 .  회 의 별  문 가  참 석  황  출 력

1.1 Cradle Document Publisher 테그 작성

핵비확산 국제회의

*각 테이블 필드별 Cradle Script 명칭

 주최국가 : Cradle_02,  주최기관 : Cradle_03, 개최일자: Cradle_04 국적:Cradle_05 성명:Cradle_06

소속:Cradle_07 근무기간:Cradle_08 직위:Cradle_09 성별:Cradle_10 전문분야:Cradle_11

JSCNE

*각 테이블 필드별 Cradle Script 명칭

 주최국가 : Cradle_16,  주최기관 : Cradle_17, 개최일자: Cradle_18 국적:Cradle_19 성명:Cradle_20

소속:Cradle_21 근무기간:Cradle_22 직위:Cradle_23 성별:Cradle_24 전문분야:Cradle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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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G

*각 테이블 필드별 Cradle Script 명칭

 주최국가 : Cradle_31,  주최기관 : Cradle_32, 개최일자: Cradle_33 국적:Cradle_34 성명:Cradle_35

소속:Cradle_36 근무기간:Cradle_37 직위:Cradle_38 성별:Cradle_39 전문분야:Cradle_40

JAEA

*각 테이블 필드별 Cradle Script 명칭

 주최국가 : Cradle_46,  주최기관 : Cradle_47, 개최일자: Cradle_48 국적:Cradle_49 성명:Cradle_50

소속:Cradle_51 근무기간:Cradle_52 직위:Cradle_53 성별:Cradle_54 전문분야:Cradle_55

기타

*각 테이블 필드별 Cradle Script 명칭

 주최국가 : Cradle_61,  주최기관 : Cradle_62, 개최일자: Cradle_63 국적:Cradle_64 성명:Cradle_65

소속:Cradle_66 근무기간:Cradle_67 직위:Cradle_68 성별:Cradle_69 전문분야:Cradle_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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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 테그별 Script Language

<Cradle_2/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4/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Description,'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5/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1: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7/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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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8/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Commen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9/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0/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성별'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1/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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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dle_17/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8/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Description,'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9/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1: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0/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1/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2/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Commen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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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3/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4/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성별'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5/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1/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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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2/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3/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Description,'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4/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1: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5/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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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dle_37/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Commen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8/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9/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성별'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40/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4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 48 -

<Cradle_47/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48/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Description,'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49/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1: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50/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51/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52/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Commen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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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53/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54/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성별'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55/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1/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2/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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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3/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BILETERAL MEETIN,'  ItemAttributeList='Description,'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4/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1: 국적'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5/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7/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Commen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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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dle_68/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9/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성별'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70/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1'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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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 별  문 가  명 단  출 력

2.1 Cradle Document Publisher 테그 작성

미국

* 성명: Cradle_02 소속:Cradle_03 근무기간:Cradle_04 직위:Cradle_05 성별:Cradle_06

 전문분야:Cradle_07 국제회의 참석현황:Cradle_08 국제공동연구 참여현황:Cradle_09

일본

* 성명: Cradle_11 소속:Cradle_12 근무기간:Cradle_13 직위:Cradle_14 성별:Cradle_15

 전문분야:Cradle_16 국제회의 참석현황:Cradle_17 국제공동연구 참여현황:Cradle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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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성명: Cradle_21 소속:Cradle_22 근무기간:Cradle_23 직위:Cradle_24 성별:Cradle_25

 전문분야:Cradle_26 국제회의 참석현황:Cradle_27 국제공동연구 참여현황:Cradle_28

한국

* 성명: Cradle_31 소속:Cradle_32 근무기간:Cradle_33 직위:Cradle_34 성별:Cradle_35

 전문분야:Cradle_36 국제회의 참석현황:Cradle_37 국제공동연구 참여현황:Cradle_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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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 테그별 Script Language

<Cradle_2/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4/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Commen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5/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성별'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7/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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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TableFieldLoc='' >

<Cradle_8/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9/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2'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1/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2/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3/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Commen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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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dle_14/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5/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성별'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7/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18/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2'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1/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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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2/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3/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Commen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4/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5/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성별'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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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TableFieldLoc='' >

<Cradle_27/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28/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2'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1/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2/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Name'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3/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Commen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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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dle_34/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NOTES'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5/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2: 성별'  ItemFrameLis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6/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7/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1'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Cradle_38/  TagFieldType='Field'  ItemLevelList='0'  ItemTypeList='전문가 정보'  ItemAttributeList=''  ItemCategoryList=''  ItemFrameList='TEXT2'  LinkAttributeList=''  

ComputedStaticList=''  AlternativeTextList=''  MultipleValueFieldList=''  SaveInUserVariable=''  FilterString=''  OutputFileRefByFrame='0'  InsertTableBookMark=''  

InsertTableFieldL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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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5-20 내외)

  본 보고서에서는 이로 문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로그래  방법과 문

가정보시스템 사용방법을 기술하 다. 이 문가정보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리 도구인 

Cradle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궁국 인 목 은 이로 련

기술에 한 필요한 문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가정보시스템은 효율 인 산환경하에서 운 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즉, 서버

에 탑재된 Cradle을 이용하여 각 개인용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속할 수 있도록 산

환경을 구성하 으며,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직  모든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다. 

  문가정보시스템은 크게 3가지 모듈로 설계하 다. 즉, 입력모듈, 검색모듈, 출력모듈

로 구성하 으며, 각 모듈은 계층화 되어 있다. 를들면 입력모듈에서 국외항목과 국내

항목으로 구분하고 국외항목에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

서 정보시스템 이용자는 기화면의 왼쪽에 있는 마스터 트리를 보고 문가정보시스템

의 구성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검색모듈은 Cradle이 보유하고 있는 쿼리(Query)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쿼리로 추출된 정보는 세부보기 

기능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경하여 볼 수 있다. 출력모듈은 Cradle의 구성품인 

자동문서출력기(Document Publisher)를 이용하여 필요한 인 정보를 워드문서로 자동출

력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추가 으로 필요한 정보가 존재할 때, 쉽게 출력양식

을 변경하여 원하는 정보를 워드문서로 출력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성하 으며, 모

든 명령어는 메뉴방식으로 설계 하 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문가정보시스템의 로그래  방법과 이용방법은 추가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문가정보시스템을 갱신(update)하고자 할 때, 입출력기능 뿐만

아니라 검색기능까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이로 

련 문가들 뿐만아니라 원자력 타분야 문가들의 인 정보도 쉽게 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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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his report has described the programming methods to develop the pyroexpert 
information system and the ways of using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This system 
has been installed using the Cradle, a database control tool. The ultimate goal of 
establishing this information system is to offer the personal information to find the 
pyroprofessionals with ease.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has been designed to be operated under the efficient 
data processing environment. That is, drawing on the Cradle mounted with the server, 
we have constructed the data processing environment to be connected online from each 
personal computer and allowed the information system users to input and output the 
entire data in person.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has been largely designed into three modules. In 
other words, it has been made up of the input module, the search module, and the 
output module, each of which is stratified. For instance, the input module has been 
classified into the domestic items, and foreign ones which include the detailed items of 
industry, academics, and institutes. Accordingly, the users can easily comprehend the 
composition of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by seeing the master tree on the left of 
start-up screen and receive the necessary information just by mouse-clicking each 
item. 
  The search module has been designed to extract from the database the necessary 
information using the query function the Cradle maintains. Also, the information 
extracted by the query can be changed into various shapes through the function of 
detail-viewing. The output module has been designed to automatically output the 
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word documents using the document 
publisher, an element of the Cradle. Also, as additional information is needed, this 
program has been designed to print out the required information by easily changing the 
output form, and every command has been designed through the menu methods. 
  The programming methods of the expert information system and its usage indicated 
in this report can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by easily modifying the search function 
as well as the input and output function as the expert system can be updated to get 
further information. It can be judged to suggest the way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not only pyroexperts in the future but also other nuclear experts can be easily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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