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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규모가 확  추진되면서 연구개발 리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 까지는 개별 인 연구개발 로젝트 단 에서 

리가 이루어졌지만, 형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되면서 연구개발 로그램 차원의 

종합 인 리가 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로젝트간 연계성 

도출에 필요한 로젝트별 상세 업무분류 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분류된 업무의 일정계획과 상결과물 등을 설정하 으며, 이를 과학 으로 

검․ 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리도구를 산화하여 웹기반 SFR　기술 리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 

기술 리 시스템은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과제 내에 기술개발 종합, 

노심, 핵연료, 유체, 기계, 안 성평가, 소듐기술개발 등 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리시스템은 2007년도 과제의 업무분류체계에 따른 750 개 이상의 

연구활동을 기본 데이터로 하고 Microsoft Project S/W를 리도구로 채택하여 

로젝트의 진척사항 검, 성과 측정, 자원투입 분석  각종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주변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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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 M ARY 

This study presents a R&D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that is 

applicable for managing the generation IV sodium-cooled fast reactor 

development. The prime goal of this system is to provide project manager 

with reliable and accurate information of status of progress, performance 

and resource allocation, and attain traceability and visibility of project 

implementation for effective project management.

In this study, work breakdown structures, related schedules and expected 

outputs were established to derive the interfaces between subprojects and 

related parameters were loaded in personal computers. The R&D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is composed of about 750 R&D activities 

planned within "Development of Basic Key Technologies for Gen IV SFR" 

project in 2007. The Microsoft Project Professional software was used to 

monitor the progress, evaluate the results and analyze the resource 

distribution of th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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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국제 으로 안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한 기후 약의 

발효로 원자력발 이 추 인 환경친화형 에 지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에 지자원의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후연료를 

재순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라늄자원의 효율 인 활용뿐만 아니라 사용후연료의 

장  처분량을 여 주는 소듐냉각 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연구개발의 요성은  증 될 것으로 단된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고유안 특성, 핵확산 항성을 보유한 핵연료주기, 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의 감 등이 기술 으로 입증될 것이며, 앞으로 상되는 

20여 년간의 경제성 입증기간 동안에 신기술  신설계개념의 도입으로 경제성 

향상을 한 노력이 집 될 것이다.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랑스 등과 에 지 다소비국인 국, 

인도 등은 소듐냉각 고속로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21세기 까지는 완료함으로서,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안 성과 환경보호 측면이 폭 으로 강조된 

개념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등 향후 소듐냉각 고속로는 경수로 이후의 주요 

노형으로서 력공 을 체해 나갈 것이다.

에 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력공 은 물론 사용후연료의 안 한 

처리를 해서도 소듐냉각 고속로의 도입은 필연 이며, 자체개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핵심기술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개발은 장기 이고 체계 인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핵확산 항성, 안 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략 핵심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 국내에서의 노력은 선진국에 비해 비록 출발 은 상당히 

뒤져 있는 실정이나, 단계 인 략을 세워 우선순 에 따라 개발 노력을 

집 함으로써 국내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은 획기 으로 발 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이러한 환경에 부응하여 최근 국내 소듐냉각 고속로 장기 로드맵이 정부 

주도로 완성되었고 이에따라 연구개발 규모 한 형화되었다. 과거의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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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규모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증가되었고 장기 으로 로젝트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와같이 연구개발 로젝트의 형화  수행의 연속성 등으로 로젝트 

라이  사이클 측면에서 일정계획, 선행 계, 성과, 비용 등을 주의깊게 조정, 

통제해야 할 만큼 로젝트 리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소극 , 개별 인 로젝트 리 개념으로는 형연구개발사업의 

성공 인 수행을 기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리 상에서도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 은 연구개발 리체계의 일환으로서 SFR 개발 

장기 로젝트의 수행업무  소요일정, 자원, 성과 등에 한 효율  리를 

통하여 체 로젝트 리 차원에서 연구개발 수행 황을 주기 으로 검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체계 이고 종합 인 기술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술 리시스템은 연구활동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연구수행 에 

필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과제/세부과제 책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에 

생산,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하여 각 분야별 로젝트별로 상세업무 분류 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  연구활동  로젝트 간 

기술 인 연계성과 상 결과물 등을 도출하 다. 한 주기 으로 연구개발 

진행 의 진도 검  성과측정이 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 수 의 

연구활동별 소요일정, 연 계, 제약요건 등을 규정하여 일정수립  네트워크 

구성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에 한 주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연구개발 리의 효율화  간소화를 꾀하고자 하 다.



- 3 -

제 2 장 통합기술 리시스템

1. 통합기술 리시스템 개념

본 시스템은 MS Project를 기반으로 한 서버(MS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솔루션)로 구축되었고 이 EPM 솔루션은 단순 웹 형태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컴퓨터의 MS Project Professional과 상호 연동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조회  리에 있어서 웹 기반의 시스템이 갖는 단 을 보완하고 있다. 

그 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  조회 설정, 필터  그룹의 사용이 있다. 

한 결과물 등 첨부된 문서형태의 정보도 상호 연동이 됨으로써 개인이 해야 할 

작업의 횟수를 여 주고 있다.

웹 기반의 로젝트 서버의 경우 추가 확장성이 뛰어나 로젝트 포트폴리오 

서버 등과 연계하여 소 차원의 로젝트 리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게 

지원해 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에 있어서 로젝트 단 의 포털 사이트를 

제공함으로 로젝트 진행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서에 해서 리자가 일일이 

정보를 모으거나 사용자가 일일이 찾아가 제 치에 게시하지 않아도 련 

산출물의 리가 용이하다.

이러한 MS Project  로젝트 서버를 통한 변화는 기존 로젝트 일정 

리에서 작성된 일정  진행 단계의 리에 해 정보 공유  산출물의 공유가 

문제인 부분을 Web 방식의 시스템 기능에 의해서 해결을 하여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 업무 효율을 증 한다.

Project Server에 등록되어 있는 로젝트를 개인 컴퓨터의 Project 

Professional과 연동함으로 로젝트 련 정보를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화면을 구성하여 조회할 수 있고 Excel, Visio, Outlook 등의 오피스 제품군과 

연동하여 데이터 활용  리하게 됨으로 보고서 작성이나 각종 련 문서 작성 

시 작업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기술 리시스템은 상호 련성을 갖고 수행되고 있는 각각의 

로젝트들이 하나의 로그램 측면에서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연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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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원에 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으로 합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2.  기술 리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진다.

①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

  ․WBS 구성  일정계획

  ․참여자 등록  업무 배정

  ․ 로젝트 계획 변경

②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 (Client Access License)

  ․ 로젝트 상세 정보 확인

  ․참여자 업무 배정 정보 확인

  ․ 로젝트 진행사항 등록

③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Windows Server

  ․SQL Server

그림 1 기술 리시스템 기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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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리시스템 기능

구축된 기술 리시스템은 공정 리, 성과물 DB 기능, 문서 리  실시간 

정보제공, 네트워크 작업 등 다양한 가능들이 구 된다.(그림 2)

그림 2 기술 리시스템 기능

3.1 공정 리

공정 리는 MS Project Professional 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 재는 2007, 

2008년의 WBS 약 1,200여개가 작성되어 있다. 그림 3에는 구체 인 공정계획 

입력 가 나타나 있다. 한 MS project로 작성된 공정계획은 Project web 

access를 통해 웹에 게시된 상태의 운용화면은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업무분류체계(WBS)에 따라 세부 연구업무가 정의되면 로젝트에서 목표로 

하는 결과물 생산시 에 한 마일스톤이 설정되고, 이를 이행하기 한 세부 

연구항목(WBS상의 Level 4에서 Level 6)간 논리  연결 계와 일정계획을 

반 하여 Network을 구성하 다.

 - 스 쥴링은 WBS에 의해 도출된 연구업무를 수행기간과 연계한 

Time-scaled Network를 구성하는 작업으로 로젝트의 효과  수행  

리․ 검 능력 제고를 한 목 임.

 - 스 쥴링에서는 사용목   이용자 등에 따라 주요 일정표 (Master 

Schedule), 요약 일정표 (Summary Schedule), 상세 일정표(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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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등 3단계로 구분하 음.

가. 주요 일정표 (Master Schedule)

∙주요 일정표는 Level Ⅰ 수 의 Master Schedule로  과제 차원

의 로젝트 체 추진계획을 마일스톤으로 표시함. 

∙ 한 주요 일정표는 세부과제(기술) 간 연 계를 정의하여 로

젝트 책임자  경 층이 연구개발 진행상황을 악하고 검하기 

함임.

나. 요약 일정표 (Summary Schedule)

∙Level Ⅱ의 요약 일정표는 주요 일정표상의 마일스톤을 세부과제 

차원에서 작성

∙세부과제 내  타 세부과제와의 연계사항을 정의하여 과제 책

임자  세부과제 책임자가 해당 과제의 진행 황을 악하고 연

계상황을 추 하여 로젝트를 리하는데 사용함.

∙요약일정표는 세부과제를 마일스톤 형식 뿐만아니라 연구항목을 

Gantt 차트 형식으로도 표 하며,  세부과제의 연구항목 간 연계

계를 Logic Network으로 작성함.

다. 상세 일정표 (Detail Schedule)

∙Leve Ⅲ 수 의 상세 일정표는 세부과제별 수행일정  추진상황

을 악하는데 이용함.

∙상세 일정표는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 연구원들이 실제 장에

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악하도록 한 일정

표로 자원 투입과 연계됨.

∙세부일정표는 요약일정표와 마찬가지로 세부과제 내의 주요 결과

물에 한 마일스톤 형식과, 연구 항목은 Gantt 차트 형식으로 나

타내며, 연구항목에 한 연계 계  참여연구원별 연결 계를 

Logic Network으로 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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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Ⅰ

(대과제 Level)

Level Ⅱ 

(세부과제 Level)

Level Ⅲ 

(세부 과제 Level)

Scheduling 

체계

•Master Schedule 

(Milestone 

Schedule)

•Summary Schedule 

(Management 

Schedule)

•Detail Schedule 

(Working Schedule)

주요내용

•SFR 프로젝트의 

전체 및 Critical 

Path에 대한 

마일스톤

•세부과제 간 

Interface

•세부과제의 주요 

일정 및 Critical 

Path

•세부과제 간 

Interface

•세부과제별 상세 

일정

•세부과제 내 

Interface

주사용자
•프로젝트 책임자

(•경영층)

•프로젝트 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연구 참여자

사용목적

•프로젝트 종합상황 

보고

•프로젝트의 Critical 

Path 및 연계상황 

점검

•세부과제 종합상황 

파악

•세부과제 Critical 

Path  및 연계상황 

점검 및 분석

•세부과제 내 개인별 

업무 진행현황 파악

•실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최하위 

연구항목

작성형식

•Milestone Chart

•Level Ⅰ Logic 

Network : 대과제 

주요 연구항목의 

일정 및 상호 관계

•Milestone Chart

•Level Ⅱ Logic 

Network : 세부과제 

내 주요 연구 

항목의 일정 

상호관계

•Work Breakdown 

Structure & Bar 

Chart

•Level Ⅲ Logic 

Network

활용방안

•프로젝트 전제 

수행 현황 파악

•원내 경영층 및 

외부 보고

•프로젝트간 I/O 분석

•프로젝트 진행현황  

파악

•Gantt Chart로 

개인별 일정 점검

•목표일정에 따른 

자원 투입 분석

비고

•각 연구 Activity 수행절차가 일정계획의 기초가 됨

•업무 Flow 및 WBS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체일정, 단계별 일정

을 일관되게 세분화하여 진도점검의 대상으로 적용

•결과물 예측 및 실적점검과 타 프로젝트와의 연계 정도 파악

•향후 신규 프로젝트 도출 및 계획수립에 활용

표 1. 스 쥴링 주요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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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정계획 입력 시

그림 4 공정계획 웹 게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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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성과물 업로드 화면

3.2 문서 리

재는 공정계획과 각종 성과․산출물의 등록 리가 독립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하나의 공정체계와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연구항목과 연동하여 

성과물들이 리될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립하 다.

산출물 등록과 병행하여, 세부과제 간 연계물에 하여 상호 검토결과를 반

하고 이러한 사항에 한 이력이 보 되어 궁극 으로 GIF의 품질 리시스템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문서 등록  

리체계도 연결하 다.

아래 그림은 재 웹기반 기술 리시스템에 연구성과물을 업로드 할 수 있도

록 시스템 내에 구 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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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결과물 포함) 리  체계  (부록  1 참조)

∙목 

ㅇ 연구 과정 에 생산된 각종 결과물들에 하여 생산과정 반에 걸친 

이력을 리하여 품질보증 용  검증으로 결과물의 가치와 신뢰성을 

확보

ㅇ MS EPM 시스템 상에서 등록  리로 DB화 ← Code Numbering 

System 용으로 용이한 식별  검색․활용기능 강화

∙Code Number System

ㅇ 기본 구조

SFR - X X s s s - X X - 0 0 - 0 0 0 0 Rev. XX

1st Field: 로젝트 고유명칭

2
nd Field: 설계분야(세부과제)

3rd Field: (세부과제별) 업무분류

4th Field: 작성문서의 유형

5th Field: 문서 유형별 일련번호

6th Field: 문서생산 연도

ㅇ Field별 정의  분류

가. 1st Field : 로젝트 고유명칭

- SFR로 통일함

나. 2nd Field : 설계분야 (세부과제 분류)

- 기술종합     : TI(Technology Integration)

- 노심설계     : CD(Core Design)

- 핵연료       : FD(Metal Fue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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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코드(I.D) 문서 유형 및 설명 (Document Type) 

AR state of the Art Report (기술현황분석보고서)

CA Calculation note of design Analysis (계산자료 등)

CG Chemistry design Guide 

CM Computer code Manual (코드 및 매뉴얼)

DA Domestic patent Application (국내 특허 출원)

DB Design Basis (설계기준서 등)

DC Domestic Conference (국내 논문 발표)

DD Design Data (설계 데이터 등)

DG Design Guide (설계 지침서 등)

DJ Domestic Journal (국내 논문 게재)

DR Design Requirement (설계 요건서 등)

DS Design Specification (설계 사양, 시방서 등)

DW Design Drawing (설계도면 등)

DT Domestic patent regisTration (국내 특허 등록)

ER dEsign Report (설계보고서)

ES Equipment Specification (장비 시방서)

IA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국제 특허 출원)

IC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 논문 발표)

IJ International Journal (국제 논문 게재)

IR Interface Requirement, Interface data (연계자료)

IT International patent regisTration (국제 특허 등록)

OR Operation Requirement 

PD Procedure, Instruction (절차서, 지침서 등)

PM Presentation Material (발표 자료)

PS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PT Performance analysis reporT (성능분석 보고서)

SD System Description (계통 설명서)

- 유체계통     : FS(Fluid System)

- 기계구조     : MS(Mechanical Structure)

- 안 성 평가  : SA(Safety Analysis)

- 소듐기술     : ST(Sodium Technology)

다. 3rd Field : 세부과제별 업무분류 번호

- 각 세부과제의 WBS에서 주어진 3단계(3-digit)의 업무번호

라. 4th Field : 작성된 문서의 유형

- 문서 유형은 다음의 문서식별 코드에 따른다.

문서 식별 코드(Document Type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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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System design Requirement (계통 설계 요건, 데이터)

ST Safety analysis reporT (안전성 분석보고서)

TE Test Evaluation report (시험 평가보고서)

TS TransLation Report (번역서)

TO TOpical report (특정주제기술보고서)

TQ Test reQuirement (시험요건)

TR Technical Report (기술보고서)

VV SW Verification and Validation Report (SW 확인/검증보고서)

WR Working Report (작업보고서)

XX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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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리 차

그림 6 문서 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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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구축된 DB 화면 

3.3 성과물 DB

재 구축된 기술 리시스템에 상기에서 언 된 ASME NQA-1의 용 

일환으로서 문서  연구성과물 생산 시, 검토자/승인자를 지정하여 그 문서  

연구성과물의 이력이 장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다.

DB 시스템은 SQL 서버와 Windows server를 운 체제로 사용하고 있다. 

문서 리체계에 근거하여 다양한 성과물들의 DB가 구축되고 있고 재까지 

2007년 이후 성과물 약 400여건이 장되어 있다.

그림 7, 8은 구축된 DB의 모습과 실제 검색기능으로 검색한 결과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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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B 검색결과 화면 

3.4 네트워크 작업

구축된 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웹 상에서 과제 참여원 간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기존 로젝트 일정 리에서 작성된 일정  진행 단계의 

리에 해 정보 공유  산출물의 공유가 문제인 부분을 Web 방식의 시스템 

기능에 의해서 해결을 하여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 업무 효율을 증 한다.

Project Server에 등록되어 있는 로젝트를 개인 컴퓨터의 Project 

Professional과 연동함으로 로젝트 련 정보를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화면을 구성하여 조회할 수 있고 Excel, Visio, Outlook 등의 오피스 제품군과 

연동하여 데이터 활용  리하게 됨으로 보고서 작성이나 각종 련 문서 작성 

시 작업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그림 9는 이 게 지원되는 다양한 보기 형식의 

를 보여 다.



- 16 -

그림 9 다양한 보기 형식

한 아웃룩과 동기화를 통한 작업 확인  입력이 가능하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 개인일정, 로젝트 일정, 부서 일정 등 통합 리가 가능하다. 그림 10은 

아웃룩을 통한 개인 작업을 모니터링 하고 작업 지연 시 시스템에서 미리 알림을 

통한 알람 기능 등의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개인별 할당 업무  진행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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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체 과제의 일, 주, 월간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아웃룩 이메일 

기능을 통해 자동공지 하는 를 보여 다. 이러한 모든 작업이 서버와 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업무 수행 효율을 증 한다.

그림 11 일정 모니터링  자동공지 



- 18 -

제 3 장 기술 리시스템 이용을 한 

환경설정

1. Project Server 연결

○ Project Server 설정 정보

   인터넷을 통한 project server에의 근은 project web access라는 소 트웨어

를 이용하고 참여 과제원 수만큼의 CAL(Client Access License)를 통해 속

할 수 있다. 재 구축된 SFR 기술 리시스템의 URL은 

http://ehome.kaeri.re.kr/sfr 로서, 이 사이트에 근하여 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과제 참여 연구원의 정보는 project server에 등록되어 있고 사용자 ID

는 “kaeri\ 도우계정“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12 서버 속 사용자 ID

○ 사용자 비

    MS Project를 사용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비해야 한다.

a. Windows 사용자 계정을 사용합니다.

  ․제어 에서 사용자의 새 계정을 만든다.

  ․Windows 사용자 계정으로 Windows에 로그인 한다.

b. Project Server 주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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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익스 로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지정을 하지 않으면 

project server에 속할 수 없습니다.

c. Project Professional을 설치합니다.

  ․Project Server에 속하여 로젝트를 계획, 수정, 게시하는 로그

램을 Project Professional이라고 한다.

  ․ 로젝트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로젝트 리자(PM), 로젝

트 리더(PL) 분들은 컴퓨터에 Project Professional이 필요합니다.

○ Windows 사용자 계정

 - Windows에서 [시작-제어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 사용자 계정 화상자에서 [새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 새 계정을 작성합니다.

 -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서 windows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그림 13 Windows 사용자 계정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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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지정

 - 인터넷 익스 로러를 실행하여 [도구-인터넷 옵션]을 클릭한다.

 - 인터넷 옵션 화 상자의 [보안] 탭을 클릭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한 후에 [사이트]를 클릭한다.

 - Project server URL을 입력한다.(http://epm)

그림 14 인터넷 옵션 화면

그림 15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지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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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Web Access(PWA) 연결

 - 인터넷 익스 로러를 실행한다.

 - Project server URL을 주소창에 입력한다.(http://sfr/pwa)

그림 16 PWA 연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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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웃룩과 동기화 설정

본 시스템을 이용하기 한 두 번째 단계는 과제 참여원 개개인이 서버에 속

하여 환경설정을 해야 한다. 그 첫 작업이 아웃룩과 동기화를 설정하여 실시간으

로 서버의 정보를 아웃룩을 통해 받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 인 

설정 차는 다음과 같다.

 - 서버 기화면에서 하단의 SFR_Construction 작업환경을 클릭

 - 좌측 하단의 개인설정을 클릭한 후 outlook 동기화 설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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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다운로드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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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버튼 클릭 후 바탕화면에 장된 "PsOlkAddin.exe" 일 클릭하여 설치

 - 장 장소를 확인 후 장 클릭

상기 차에 따라 본인 컴퓨터에 장을 완료한 후 실행 일을 더블클릭하여 실

행하여 아웃룩과 동기화 모듈을 설치한다.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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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이 생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새배정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 URL을 묻는 창이 뜨게 되고 그 곳에 

http://sfr/pwa 을 입력하여 설정을 완료한다. 작업 탭을 클릭하여 본인에게 배정

된 작업을 확인하면 이 차는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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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웃룩과 일정 리 설정

아웃룩과 로젝트 서버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해서는 과제 참여원 

개개인이 서버로부터 정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서버의 모

든 폴더를 알림 설정해야 하나, 다음은 일정에 련된 알림 설정을 로 보여주

고 있다.

 - 서버 기화면에서 하단의 SFR_Construction 작업환경을 클릭

 - 좌측 하단의 일정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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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메뉴에서 outlook에 연결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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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웃룩을 실행시킨 후 일정 탭을 선택한 후 좌측 하단의 SFR_Construction 

일정 클릭

주의할 은 아웃룩에서 보는 서버의 로젝트 일정은 읽기 용이다. 항

상 실시간으로 로젝트 일정을 열람할 수 있고 아웃룩에서 본인 개인일정은 

서버로 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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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등록 시

 - 서버 기화면에서 좌측의 로젝트 센터 클릭

 - 아래의 SFR_Construction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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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계획에서 연구항목을 선택한 후 작업 메뉴의 문서연결 클릭



- 31 -

 - 문서 리체계데 의해 부여된 폴더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 연결 항목에 체크한 

후 장 버큰 클릭

 - 문서 리체계에 의해 부여된 폴더에 해당 문서가 없을 경우, 업로드 버튼 클

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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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측 상단의 찾아보기 버튼 클릭 후 (여러 일인 경우 “여러 일 업로드” 클

릭) 일 선택 화창에서 일을 찾아 선택한 후 열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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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로젝트 문서 리  문서 리 

설정

1. 로젝트 문서 리

기술 리시스템 운용과 련하여 실제 연구원들과 연 된 사항은 문서  연

구성과물 리이다. 로젝트 문서 리에 해 본 장은 상세한 기술을 한다.

1.1 로젝트 작업 환경 사이트

MS Project는 로젝트를 게시할 때마다 로젝트의  구성원들이 

로젝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작업환경 사이트를 자동으로 만든다. 로젝트 

작업 환경 사이트에서 문서, 문제 , 험, 토론 등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Project Web Access의 [문서 연결] 기능을 사용하면 작업과 문서를 연결할 수 

있다. 로젝트 작업 환경 사이트에 등록되는 문서들은 라이 러리 기 으로 

분류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이 러리마다 다양한 문서들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문서들은 보기의 

특성에 따라 문서 속성 정보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된다. 한 라이 러리의 우측 

상단에 있는 보기를 클릭하여 문서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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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잠깐 일례를 들었지만 문서의 등록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문서등록 1

  ․ 로젝트 세부정보 메뉴에서 문서연결 메뉴를 사용(3장 시 참조)

  ․특정 작업에 한 문서를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문서등록 2

  ․ 로젝트 센터 메뉴에서 문서이동 메뉴를 사용

  ․항목연결은 할 수 없다.

 - 문서등록 3

  ․Project Professional의 공동작업 메뉴에서 문서 메뉴를 사용한다.

 - 문서등록 4

  ․ 로젝트 작업환경 사이트로 이동하여 문서를 클릭한다.

1.2 문서 작업 역 만들기

로젝트 작업환경 사이트에서 문서 메뉴로 이동한다. 문서 작업 역은 문서 검

토자나 승인자가 작성한 추가 문서를 올리거나 해당 문서에 한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사이트이다. 마우스 포인터를 항목 로 이동하면 팝업 메뉴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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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팝업 메뉴에서 보내기-문서 작업 역 만들기 를 클릭한다.

2.  로젝트 문서 리 설정

새로운 로젝트를 게시한 후에는 문서 메뉴에서 라이 러리와 보기의 형식을 

만들어야 한다. 라이 러리는 문서를 분류하는 폴더를 의미한다. 기본 라이 러

리는 로젝트 문서이고 조직의 리정책에 따라 다양한 폴더를 구성할 수 있다. 

보기는 라이 러리마다 열, 정렬방식, 스타일 등을 정의해 놓은 메뉴이다. 기본보

기는 모든문서이고 상세 문서정보와 같은 추가 보기를 만들 수 있다.

2.1 문서 라이 러리 만들기

작업 환경 사이트에서 선택한 로젝트의 문서메뉴가 표시되고 새로운 라이 러

리를 작성하려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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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메뉴에서 만들 항목의 성격을 선택할 수 있다. 항목은 라이 러리, 통신, 

추 , 사용자 지정 목록, 웹페이지의 다섯가지가 있다. 라이 러리 - 문서 라이

러리를 클릭하고 문서를 리하는 항목은 문서 라이 러리가 가장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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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포인터를 항목 로 이동하면 선택한 항목에 한 설명이 상단에 표시되

고 클릭하면 항목을 만드는 메뉴가 실행된다.

새로운 라이 러리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탐색에 를 지정하면 왼쪽 빠른

메뉴에 표시된다. 문서 버 기록에 를 지정하고 문서 서식 일에는 새 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그램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하여 라이

러리 이름 작성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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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서 라이 러리의 필드 만들기

문서 메뉴의 기본 보기에는 문서형식, 문서이름, 수정한 날짜, 수정한 사람의 네

가지가 표시된다. 새로운 필드를 작성하려면 설정-열만들기를 클릭한다. 이 메뉴

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필드들을 작성한 후에 설정-보기만들기에서 추가 설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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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필드의 이름을 입력하고 정보형식을 지정한다. 작성자 필드의 형식은 한 

 텍스트 이다. 기본보기에 추가에 체크 표시를 해제하고 먼  필드를 작성한 

후에 어떤 보기에 추가할 것인가는 나 에 단하는 것이 좋다. 확인 버튼을 클

릭하여 열만들기를 마친다.

2.3 문서 라이 러리의 보기 수정

라이 러리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보기 콤보 박스를 펼쳐서 이보기 수정을 실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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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편집 메뉴에서 제일 요한 것은 어떤 열(필드)을 추가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이다. 표시할 열에 체크 표시를 하고, 표시 순서에 번호를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문서 라이 러리의 보기마다 다음 사항을 고유하게 설정할 수 있다. 고유 설정사

항는 보기이름, 열, 정렬, 필터, 그룹화, 요약, 스타일, 폴더, 항목제한, 모바일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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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서 라이 러리의 보기 만들기

설정-보기만들기를 클릭한다.

표 보기를 클릭한다.

보기의 이름을 상세문서 정보로 지정하고 스타일을 문서정보로 지정한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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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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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결론

연구개발 로젝트가 차 형화, 장기화, 그리고 로젝트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등 연구개발 여건이 바 면서 보다 과학 이고 체계 인 로젝트 

리개념의 구축  효율 인 로젝트 리는 연구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로젝트 

간 연 계  하 활동의 선후행 계에 따른 정보 리 등 로젝트 간 연계

리는 보 인 수 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

리가 어려워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합리  의사결정을 한 정보제공 등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한 서비스 차원의 로젝트 리가 수행되지 않은 게 실이

다.

통합기술 리시스템은 이러한 리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연구개발 과정에 필수 인 사항들을 제도 으로 확립하고 모든 연구원

들에게 도움을 주어 성공 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활동과 련

한 제반 정보들을 시에, 경제 으로 획득/제공하기 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새

롭고 합리 인 로젝트 리방법 구 을 심으로 연구한 결과이다.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과제 내에 기술개발 종합, 노심, 핵연료, 유

체, 기계, 안 성평가, 소듐기술개발 등 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리시스템은 2007년도 과제의 업무분류체계에 따른 750개 이상의 연구활동을 기

본 데이터로 하고 Microsoft Project S/W를 리도구로 채택하여 로젝트의 진

척사항 검, 성과 측정, 자원투입 분석  각종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주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기본 데이터로 사용되는 업무분류체계 개발을 

해 각 로젝트별 연구수행 내용의 다단계 세분화를 통해 로젝트 구성요소의 

계층  구조화를 모색하고, 각 업무간 기술  연계성, 상 결과물 등을 도출하

다.

기술 리시스템 산화를 통하여 연구개발 리측면에서 연구기획 단계에서

는 WBS 작성 등 최 화된 연구개발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로젝트 비기간 

단축  시행착오 방이 가능하고, 연구수행 단계에서는 체계  일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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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합리  자원 리를 통한 최 의 리효과를 

창출하고, 연구진행 상황 측이 가능하다. 한 연구종료 단계에서는 연구수행 

 리능력 향상과 정보의 자산화  유사 로젝트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기술 리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하여는 세부과제 수 의 연구활

동별 인력  비용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연구원 스스로 이러한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시스템은 연

구활동을 직  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로젝트 책임자가 재의 상태를 직

시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우선한

다. 따라서 연구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융통성 없고 반복 이며 료  통제가 

아니라 단순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활동 리수단으로서 용할 때 로젝트 간 

정보교환 등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여 창의 인 연구개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리체계로 발 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된다.

본 시스템은 기술 리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향후 용하려는 연

구 리 방향을 정립한 기단계에서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로젝트 리

체계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수행되어 연구활동을 논리 으로 연계시킨 네트워

크 구성과 스 쥴링 체계에 한 보완작업을 통해 성공 인 연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술 리시스템 용이 연구성과물 생산 당사자

인 연구원들에게 새로이 추가업무를 발생시키는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연구수행 과정 에 필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기에 생산/공

하는 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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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이하 ‘Gen-IV SFR’이라 한다)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향을 미치는 기 , 원칙 등의 업무를 기술하거나 연구과정  는 최종

으로 생산되는 연구결과물을 객 으로 보증․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각종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등록, 배부, 활용  기록 리 차를 기술하는 데 있다.

2.  용범

2.1 Gen-IV SFR의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안 성( 는 련) 품목  계통, 기기와 이

에 한 시방을 기술한 서류, 원자로 설계 등을 하여 생산되는 세부 기술 분야별 

설계 연계 자료, 그리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문서화되는 각종 결과물  등은 문서로 

작성․유지․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1 연구개발 수행을 한 각종 계획서, 지침서, 요건서, 기 서, 차서 등

2.1.2 Gen-IV SFR의 설계 결과물 (도면, 시방서, 사양 등)

2.1.3 각종 실험과정에서 요구되는 실험시방요건과 입력자료  실험결과 등

2.1.4 고속로 설계를 해 개발․ 리되는 각종 산코드, DB 등

2.1.5 설계를 한 기 자료, 계산결과, 연계물 생산자료  검토결과 등

2.1.6 연구 성과로서 논문, 특허, 기술보고서, 기술메모 등

2.1.7 내외 홍보   여러 가지 목 을 하여 작성되는 발표용 자료 등

2.1.8 기타 필요에 의해 생산되는 각종 문서

2.1.9 단, 리가 필요한 문서류  우리연구원 차원에서 앙집 식으로 리되는 문

서( : 과제 약서, 구매계약서 등)는 제외한다.

3.    차

3.1 문서 작성

3.1.1 Gen-IV SFR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  세부과제 책임자는 소 분야에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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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거나,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결과물의 이력( 간 데이터 

등 결과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업무의 이력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참여 연구원

이나 과제책임자가 작성 상을 지정할 수 있음) 등에 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

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3 문서 작성은 아래 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MS 워드 

문서  EXC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1.3. 작성되어야 할 문서가 여러 연구 참여자가 여된 경우에 세부과제 책임자는 요

구되는 문서에 하여 작성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 작성  리책임을 갖

는다.

3.1.4 문서의 표지는 양식 1 (QAP-SFR-6.1-1, 국문)과 양식 2(QAP-SFR-6.1-2, 문)

를 사용하여 문서의 내용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첨부되는 

문서의 내용은 목차  본문으로 구성된다. 본문에는 문서의 작성 목 , 범 , 참

고문헌, 그리고 작성된 결과물  결과물 생산과정에 사용된 선행 자료 는 계

산, 실험 등 과정에서 용된 여러 방법 등 근거  이력을 나타내는 내용을 명

시하여야 한다.

3.2 문서 검토

3.2.1 SFR 품질보증 용  결과물의 이력을 증빙하기 하여 생산된 각종 문서류는 

붙임 1의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부에 한 표에 규정된 검토자가 수행한다. 

붙임 1에 표시된 검토자 이외의 특정 연구자나 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검토 상을 명확히 명기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2.2 문서 작성자  해당 세부과제에서는 다수의 타 세부과제  참여 연구원과의  

기술  연계사항이 있거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하여 문서검토를 의뢰한다. 

문서검토 의뢰는 구축된 웹기반 기술 리 시스템(http://sfr/PWA/default.aspx)에 

속하여 해당문서의 유형에 해당되는 디 토리에 문서 일을 업로드한 후, 해당

문서의 속성편집을(해당 일에 커서를 올려놓음) 통해 문서의 정보를 입력한다. 

정보가 입력된 문서는 다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 상자에게 해당문서

를 링크하여 자문서 보내기를 수행한다.

3.2.3 문서 검토자는 수신된 메일 상에서 해당문서에 속하여 검토 요구시한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토 의견은 문서가 등록되어 있는 웹 기반 기술 리 

시스템(http://sfr/PWA/default.aspx)의 해당문서에 속하여 속성편집을 클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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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화면에 표시되는 양식의 검토의견 란에 의견을 기술한다.

3.2.4 검토문서에 하여는 최종 검토결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최종 검토결과는 “의

견 없음”(검토문서를 수용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간단한 참고의견 제

시”(작성 문서에 한 이견이 없으나, 기술 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제시), “수

정 필요”(기술 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어 재검토․작성해야 하는 경우)의 3

가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3.2.5 검토결과가 “수정 필요”로 구분된 경우에, 검토자는 검토결과를 유효하고 합리

인 정보 는 문서에 근거하여 검토의견을 기록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이 있는 

해당 쪽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한 검토의견을 상세히 작성한다.

3.2.6 검토의견을 수한 문서작성자는 이 검토의견을 검토자와 의하여 해결한다. 수

정이 필요한 검토의견에 해 문서작성자는 검토의견을 반 했을 경우뿐만 아니

라 반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검토를 수행한 검토자와 의하여야 한다. 만일 수정

이 요구되는 검토의견을 문서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 인 사유 

 근거를 제시하여 검토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을 받는다.

3.2.7 검토의견의 반  여부가 문서 작성자와 검토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아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차 으로 세부과제 책임자 간에 의 해결하고 그

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제 책임자에게 보고 해결하는 차를 따른

다.

3.3 문서 승인

3.3.1 문서작성자는 검토의견을 반 하여 작성한 최종 문서에 해 붙임 1의 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다.

3.3.2 최종 승인된 문서에 해 문서 작성자는 pdf 일로 변환 작성한다.

3.4 문서 등록  배부․ 리

3.4.1 승인을 득한 최종 문서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는 세부과제 명, 문서종

류, 발행일, 문서번호, 제목, 개정사항, 문서 형태, 품질보증 기록여부, 배포선, 기

타 문서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웹기반 기술 리 시스템((http://sfr/PWA/ 

default.aspx)에 등록한다. 아울러 최종 문서생산 과정에 한 이력( 기 작성문

서에서부터 검토, 수정사항 등)을 악할 수 있는 문서도 함께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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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최종 문서로서 등록되는 문서의 표지는 그 동안의 검토이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록하며, 목차, 본문 등의 내용은 최  작성된 양식과 동일하게 하

거나,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3.4.3 문서의 배포는 웹 기반 기술 리 시스템의 정보제공 기능을 통하여 문서 배포선

으로 자동 공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해당 시스템에 한 한 운 은 기술종

합 과제에서 수행한다.

3.4.4 문서를 등록한 과제(세부과제 책임자)는 해당문서의 내용에 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종합 과제에서는 등록된 모든 문서에 해서 등록 황을 악하고, 

정보별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3.4.5. 등록된 문서의 분류는 일반 인 원칙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 4항의 문

서분류 체계에 따른다.

3.5 문서의 개정

3.5.1 편집 는 철자 수정 등과 같이 작성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수정은 원 문

서의 검토  수정과 동일한 차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문서 작성 과제책임자

의 승인만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3.5.2 경미한 수정으로 정의되지 않은 변경은 개정 의 원 문서와 같은 방법으로 검

토  승인되어야 한다. 변경된 부분은 해당 문단 끝에 변경일시 등을 포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변경 범 가 범 하여 변경을 표시하

는 것이 부 한 경우에는 각 쪽의 상단에 “ 면 개정”이라고 표시한다.

4. 문서분류 체계

4.1 Gen-IV SFR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서는 유형에 따라 고유의 형

태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한다.

4.2 번호부여 체계

4.2.1 문서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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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 - X X s s s - X X - 0 0 - 0 0 0 0 ,Rev.XX

1
st 

Field: 로젝트 고유명칭

2
nd

 Field: 설계분야(세부과제)

3
rd

 Field: (세부과제별) 업무분류

4
th

 Field: 문서 유형

5
th

 Field: 문서 유형별 일련번호

6
th

 Field: 문서생산 연도

REV. XX는 필요시 문서식별 등 별도

의 목 을 하여 작성자가 임의로 부

여할 수 있음

4.2.2 각 Filed별 분류  코드 부여는 다음과 같다.

가. 1
st

 Field : 로젝트 고유명칭

- SFR로 통일함

나. 2nd Field : 설계분야 (세부과제 분류)

- 기술종합     : TI(Technology Integration)

- 노심설계     : CD(Core Design)

- 핵연료       : FD(Metal Fuel Design)

- 유체계통     : FS(Fluid System)

- 기계구조     : MS(Mechanical Structure)

- 안 성 평가  : SA(Safety Analysis)

- 소듐기술     : ST(Sodium Technology)

다. 3
rd

 Field : 세부과제별 업무분류 번호

- 각 세부과제의 WBS에서 주어진 3단계(3-digit)의 업무번호

라. 4
th

 Field : 작성된 문서의 유형

- 문서 유형은 다음의 문서식별 코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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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식 별  코 드 ( D o c u m e n t  T y p e  I d e n t i f i c a t i o n )

문서코드(I.D) 문서 유형  설명 (Document Type) 

AR state of the Art Report (기술 황분석보고서)

CA Calculation note of design Analysis (계산자료 등)

CG Chemistry design Guide 

CM Computer code Manual (코드  매뉴얼)

DA Domestic patent Application (국내 특허 출원)

DB Design Basis (설계기 서 등)

DC Domestic Conference (국내 논문 발표)

DD Design Data (설계 데이터 등)

DG Design Guide (설계 지침서 등)

DJ Domestic Journal (국내 논문 게재)

DR Design Requirement (설계 요건서 등)

DS Design Specification (설계 사양, 시방서 등)

DW Design Drawing (설계도면 등)

DT Domestic patent regisTration (국내 특허 등록)

ER dEsign Report (설계보고서)

ES Equipment Specification (장비 시방서)

IA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국제 특허 출원)

IC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 논문 발표)

IJ International Journal (국제 논문 게재)

IR Interface Requirement, Interface data (연계자료)

IT International patent regisTration (국제 특허 등록)

OR Operation Requirement 

PD Procedure, Instruction ( 차서, 지침서 등)

PM Presentation Material (발표 자료)

PS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 비안 성 분석보고서)

PT Performance analysis reporT (성능분석 보고서)

SD System Description (계통 설명서)

SR System design Requirement (계통 설계 요건, 데이터)

ST Safety analysis reporT (안 성 분석보고서)

TE Test Evaluation report (시험 평가보고서)

TS TransLation Report (번역서)

TO TOpical report (특정주제기술보고서)

TQ Test reQuirement (시험요건)

TR Technical Report (기술보고서)

VV SW Verification and Validation Report (SW 확인/검증보고서)

WR Working Report (작업보고서)

XX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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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  식

1) QAP-SFR-16.1-1, 국문 표지 (Gen Ⅳ 국제공동연구 Cover Sheet)

2) QAP-SFR-16.1-2, 문 표지 (Gen Ⅳ 국제공동연구 Cover Sheet  속 표지)

6.  붙 임

1)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부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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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고속로기술개발부

지속가능 원자력시스템
SFR이 구현합니다.

문서번호 SFR-XX000-XX-00-0000Rev.00 쪽수 XX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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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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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부에 한 표>

         구 분 

문서 종류  
작  성 검  토 승  인 배  부

Gen-IV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원 품질보증  

담당자

분야별 과제책임자

연구원 품질보증 장
본부장

 -검토, 승인을 득

한 과제

 -문서에 명시된 

품질보증 활동이 

용되는 과제

 -해당 문서가 필

요한 과제

SFR 연구개발 차서 기술종합 담당자

기술종합 과제책임자

(필요시, 연구원 

품질보증 장)

과제 책임자

각종 요건, 기 서 등의 

문서류
기술종합 과제 담당자 기술종합 과제책임자 과제 책임자

설계 결과물류 (도면, 

시방서, 실험, 코드 등)
세부과제 담당자 해당분야 문가

세부과제 

책임자1)

설계 연계물류 세부과제 담당자

연계된 세부과제 

책임자 는 해당분야 

문가

세부과제

책임자
1)

논문, 특허, 로그램 연구 담당자 해당분야 문가 세부과제 책임자

1) 해당 문서류를 주 생산한 세부과제 책임자가 승인하며, 해당 문서류의 특성 상 여러 과제가 연계되거나 

필요한 경우 주 생산한 세부과제 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과제 책임자가 승인할 수 있음

(주) 검토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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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3529/2007  

     제목 / 부제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 리시스템

연구책임자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 자)
 이동욱(고속로기술개발부)

연 구 자  부 서 명  원병출, 김 인, 한도희 (고속로기술개발부)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7

페 이 지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비 여부  외비(   ),  __ 비

연구 탁기  계약번호

록 (15-20  내외)

본 연구는 형 연구개발 로젝트의 하나인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의 업무분

류체계를 통해 리 측면에서 연구개발을 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리체계를 

갖추는데 그 목 이 있다.

시스템형 과제내 세부과제간 연계성 도출에 필요한 업무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계획과 결과물 등을 도출, 이를 검/ 리할 수 있도록 리도구를 웹기

반으로 구축하 다.

기술 리시스템은 제4세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과제내에 기술개발 종합, 노심, 핵

연료, 유체, 기계, 안 성평가, 소듐기술개발 등 7개의 세부과제로 성되어 있고 2007년

도 과제의 업무분류체계에 따른 750 개 이상의 연구활동을 기본 데이터로 하고 

Microsoft Project S/W를 리도구로 채택하여 로젝트의 진척사항 검, 성과 측정, 

자원투입 분석  각종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주변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연구원내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네트웍으로 업을 할 수 있도록 Project Web Access 

Client 라이센스를 통해 그 장을 마련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기술 리시스템, 소듐냉각 고속로, 업무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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