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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기술 기록 사업이란 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제반 원자력기술을 각 분야
별로 그 배경에서 성과까지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기록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
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록물들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지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종합관리시스템(DDMS)을 구축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또한 과
거,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하는 원자력기술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실험자료,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료, 보고서, 지
침서, 운영자료 등과 같은 많은 정보와 형식적 지식들이 생성된다. 또한 사업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한 암묵적 지식들도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암묵적 지식들은 이들을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참여 인력의 은퇴와 함께 사
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연구원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과제인 것이다.
원자력기술 기록 시범사업의 활용계획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른 사업분
야에 기술기록화를 적용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기록화를 해 나감으로써 국가 원자력기술 기록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
립하여 원자력 기술 진보 및 발전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
지식경영의 중요한 지식정보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의 기술기록화 현황을 조사하고 기록물 자료 파악과 수집에 관
한 문제, 기술기록화 본 사업 추진체계 및 대상과제 선정, 대상 기록물 범위 및
기준 등 기술기록화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본 보고서는 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제반 원자력기술을 각 분야별로 기록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제
2장에서는 시범사업의 개요와 국내·외의 기술기록화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하였
으며 제 3장부터 제 6장까지는 시범사업에서 수행했던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TOC 작성 및 기술기록, 제 4장에서는 분야별 템플릿,
제 5장에서는 기술기록화 세부계획 작성, 제 6장에서는 표준문서번호부여체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 7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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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roject of the Atomic Energy Technology Record is the project that
summarizes and records in each category as a whole summary from the
background to the performance at all fields of nuclear science technology
which researched and developed at KAERI. This project includes Data &
Document Management System(DDMS) that will be the system to collect,
organize and preserve various

records

occurred in each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In addition, it means the whole records related to
nuclear science technology for the past, present and future.
During each step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urses, much information
and explicit knowledge such as experimental data, databases, design reports,
technical reports, guidelines and operation manuals has been produced. Also
tacit knowledges based on experiences by staff members participated in each
step of projects are very important for efficient research and development
Especially, those tacit knowledges based on experiences may be disappeared
with the retirement of staff members unless there is effective and systematic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rve and maintain these explicit
knowledges and tacit knowledges systematically. This should be a supreme
task that achieves as a whole of KAERI. The applicable plan of Pilot Project
of Atomic Energy Technology Record is set to expand areas gradually based
on the results of a pilot project. By performing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technology record and establishing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nuclear technology records, it is possible to prepare foundation of
technological advances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lso it is expected
to utilize as important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of the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To achieve these goals, many problems should be
solved to establish technology records

process,

such as

issues

about

investigation status of technology records in KAERI, understanding and
collection records, set-up project system and selection target field, definition
standards and range of target records.
This is a research report on the arrangement of research contents and
results about pilot project which records whole nuclear technology researched
and developed at KAERI in each category. Section 2 summarizes the
overview of this pilot project and the current status of technology record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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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and overseas, and from Section 3 to Section 6 summarize contents
and results which performed in this project. Section 3 summarizes making
TOC(Table of Content) and technology records, Section 4 summarizes sectoral
templates, Section 5 summarizes writing detailed plan of technology records,
and Section 6 summarizes Standard Document Numbering System(SDNS).
Conclusions of this report are described in Secti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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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원자력기술 기록 사업이란 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제반 원자력기술을 각 분야
별로 그 배경에서 성과까지의 전과정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기록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 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록물들을 수집·정리·보존하고 이를 지식자
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즉 기록물종합관리시
스템(DDMS: Data &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수록되는 정보는 과거, 현재는 물론 계속적인 기술개발에 의해 생산되는 새
로운 원자력관련 지식과 기술에 관한 기록물까지도 포함된다.
1959년 원자력연구소가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수준에 진
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소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전력생산과 핵연료
국산화, 한국형원자로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
원소의 의학적, 농학적, 산업적 이용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원자력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50여년 동안에 축적되었던 연구기록
물에 대한 관리 체계는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기록물로
서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발표된 연구논문만이 있을 뿐이며 여타의 기술개발관
련 기록물들은 시간이 지나고 연구개발 수행주체의 조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여
기저기 산재되어 소재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실되어 없어지게 된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더욱이 반세기가 지나면서 원자력기술 자립 세대들의 퇴
직으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의 전수는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
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수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면에
의한 직접전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들의 경험과 지식
의 전수는 물론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연구기록물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원자력기술 기록화 사업은 그 필요성
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자력기술 기록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각 과제(사
업)별로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 활용까지의 전 주기적 관리 및 기록물 유지의 효
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과거, 현재 및 미래에 과제(사업)별로 연구개발 단계부
터 운영, 폐쇄까지의 전 단계의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참여 인
력의 은퇴시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한 암묵적 지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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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 내 부서이동, 이직, 구조 조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식의 손실이 발
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조직 내의 구성원간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교류가 원
활하지 못해 유사한 업무를 중복 작업하는 경우, 구성원의 이직이나 퇴직 후, 후
임 직원이 기존의 개발된 전문지식과 업무절차를 전수받지 못해서 똑같은 업무
를 새로 시작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원자력기술 기록화 사업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공유, 활용함으로써 연구원 세대 간의 경험과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게 됨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 생
산성 향상과 연구성과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원에서 원자력기술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
은 장기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유지, 활용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과제(사업)의
필수조건이다. 효율적인 원자력기술 기록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을 선행하여 본
사업에서 더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력기술 기록 사업의 첫해인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술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S/W와

H/W를

대표할

수

있는

분야로

SFR(소듐냉각고속로)과

ATLAS(열수력종합효과실험)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분야별로 TOC(Table
of Contents)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콘텐츠를 기술하였다. 기록화틀(모델) 개발은
시범사업 분야인 S/W분야와 H/W분야를 기본으로 분야별 템플릿을 작성하였다.
또한 원내 시스템 현황조사 및 기록화 체계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연계방안 및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표준문서번호 부여체계는 품질보증 문서 및 실용화
사업문서번호 체계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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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원자력기술 기록 시범사업 개요
제1절 시범사업 개요
1. 이론적 배경
가. 연구기록의 정의
연구기록은, 연구의 계획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전 과정 중에 생산된
기록으로, 실험실 기록, 연구개발 기록, R&D 기록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여상
아(2007)는 연구기록을 연구부서에서 생산된 기록이며, 연구소 소관 분야의 연구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김정아(2008)
는 좁은 의미로는 순수한 연구 계획에 따른 진행과정 상에 생산되는 기록을 말
하며, 넓은 의미로는 프로젝트 연구개발 활동 단계에서 생산되는 연구계획서, 결
과보고서, 연구노트, 지적재산권 등 각종 기록과 연구지원, 연구기획, 기술사업화,
창업보육 등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나. 연구기록의 종류
연구기록은 연구의 종류와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된다. 연구기관의 기
록은 연구기록과 행정기록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일부 기록은 성격이 애매하거나
복합적이어서 연구지원 기록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아래 표는 기획단계, 협
약단계, 수행단계, 종료단계의 연구 프로세스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단계별 연구기록 종류
연구단계

연구기록

기획단계

기획보고서, 기술현황분석보고서, 과제제안요구서

협약단계

연구과제계획서, 협약서, 협약 부속서류

수행단계

종료단계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절차서, 기술문서(실험/시험보고서, 계산
서, 도면, 기술사양서 등), 기술현황분석보고서, 기술보고서, 중간보
고서(진도보고서), 기술메모(과제책임자 메모), TN, TDP, OP, SP,
실험 프로토콜, 연계업무통신문, 동의용 서류 배부전, 회의록, 연구
일지, 연구실 기록부, 연구논문(학술지 논문, 발표 자료), 연구성과
물 전문정보(사실 DB), 연구결과물
최종보고서, 연구논문, 기술문서(실험/시험보고서, 계산서, 도면, 기
술사양서 등), 특허, 기술요약정보,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육관련
기록, 연구원발행․출판물(연보, 색인집, 초록집, 연구개발 성공사
례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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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기록관리의 필요성
연구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노하우와 지식의 전수를 통해 차후 연구에 도움이 된다.
○ 중복실험 방지 및 실험 재현에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연구기록을 통한 연구주제 선점 및 연구 독창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
다.
○ 연구윤리 보장, 연구진실성 확보, 연구부정행위 의혹 해결 등 공공기관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 품질보증을 통해 연구결과의 공신력이 향상된다.
○ 감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연구 후원자의 요구에 따른 제시가 가능하다.
○ 문제(사고)발생시 역추적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며, 사후 보상이나 회복시 리
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 지식재산권 및 특허에 대한 법적분쟁 발생시 증거로서 활용 가능하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연구기록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원내에서는 KAERI 보고서, 연구논문,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성과물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행정문서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외에 하나로 및 원자력시설 건설
및 운영 관련 품질보증 기록은 품질보증팀, SMART 사업, JCNR 사업 등의 기
록은 ANSIM 시스템, 각종 사진 및 홍보자료는 홍보협력부 자체관리, 각종 연구
개발 기초자료(보고서, 논문 제외)는 각 연구부서나 개인적으로 개별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개발 기록물에 관해서는 사업 및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만 관리되고 있
으며 원자력 기술자립 기술의 종합적인 기록화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이
관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화가 미비한 실정이다. 품질보증 적용 사업과 관련
한 주요기록만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연구기록
관리 대상물이 관리주체별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개별관리 주요기술 기록
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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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향
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립 이래 50여년이 지난 지금, 원자력기술자립 1세대들
의 퇴직으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전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식 누수 방지를 위
해 그동안 이룩한 기술발전에 대하여 원자력 50년의 기술기록화와 퇴직예정자의
지식전수 및 연구기록물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원자력기
술 기록 사업을 통해 지식경영시스템을 완성하여 지식전수체계 확립 및 연구개
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록관리는 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제반 원자
력기술을 각 분야별로 그 배경에서 성과까지의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기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연구개발 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록물들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지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종합관리
시스템(DDMS)을 구축하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하는 원자력기술 기록물까
지 포함해야 한다. KAERI의 기록관리 추진방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KAERI 기록관리 추진방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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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사업 개요
가. 시범사업 분야 선정
기록대상 기술분야를 사업별로 크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핵연료개발
-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 연구용원자로 설계, 건설, 운영 및 폐로사업
- TRIGA-MARK Ⅱ(폐로포함)
- TRIGA-MARK Ⅲ(폐로포함)
- 하나로
○ 발전용원자로 계통설계사업
- 한국표준원전사업(울진 3,4/영광 5,6)
- 차세대원자로 APR-1400 개발
- 기타(영광 3,4/울진 5,6/월성 2,3,4 호기 등)
○ 미래형원자로 연구개발사업
- SMART
- 소듐냉각고속로
- 수소생산원자로
- 핵융합연구
○ 핵연료주기기술개발
- Pyroprocessing
- DUPIC
- 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연구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방사선이용기술개발
○ 원자력기초연구

기록화 대상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 원내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연구분
야를 주요 분야로부터 세부 분야로 정리를 한 후, 기술 및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
였다. 또한 기술기록 대상 자료가 풍부한 분야로서, 기록화 후 활용성도 고려하
여 선정하였다. 이는 사업 이관한 기술이나 현재 수행하지 않는 기술에 대한 기
록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W분야와 H/W 분야로 나누어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술분야를 선정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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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S/W는 SFR, H/W는 ATLAS를 최종 시범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기술기록을
진행하였다.

나. 시범사업 기간 및 참여자
○ 기간: 2011. 7. 1 - 12. 31 (6개월)
○ 참여자: 대상 기술분야 참여연구원 및 원자력정보기술지원부, 품질보증팀 직원

다. 시범사업 내용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기술 기록 시범사업 분야(SFR, ATLAS)
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분야별로 TOC(Table of Contents)를 작성하고 TOC에
따라 콘텐츠를 기술하는 것이다. 기록화틀(모델) 개발은 시범사업 분야인 S/W분
야와 H/W분야를 기본으로 분야별 템플릿을 작성하는 것이며, 기술기록화 세부
계획 작성은 원내 시스템 현황조사 및 기록화 체계분석을 통해서 시스템 연계방
안 및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준문서번호 부여체계에서는 품질보증
문서 및 실용화 사업문서번호 체계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그림 2> 원자력 기술 기록 시범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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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범사업 주요실적
○ 업무보고 및 회의
- 내부회의(5.27): 벤치마킹 결과 설명, TOC 자체초안 마련 결의
- 기술기록화 참여자 1차 회의(6.3) : TOC 초안 검토 등
- 기술기록화 참여자 2차 회의(6.15) : TOC 초안 Update결과 협의
- 시범사업 착수회의(7.13)
- 시범사업 컨설팅 협의(7.18/8.3): 링크소프트(이상헌 컨설턴트)
- 시범사업 진도점검 1차 회의(8.24)
- 시범사업 진도점검 2차 회의(9.7): 추진실적 점검 및 현안사항 협의
- ATLAS 부분점검(9.19)
- SFR 부분점검(9.21)
- 시범사업 진도점검 3차 회의(9.27): 각 담당 진행 실적 및 중간보고
- 시범사업 중간보고(10.18): 원장 및 경영간부 대상
- 시범사업 진도점검 4차 회의(11.1): 원장 중간보고 결과보고
- 시범사업 진도점검 5차 회의(11.29-30/충남 태안)
- 2012년 원자력기술 기록화 예산 추정회의(11.9)
- 기술기록 서비스모델 관련회의(11.17)
- 시범사업 최종결과보고(12.5): 확대간부회의
- 기술기록 시범사업 최종점검 세미나(12.23)
○ 타기관 벤치마킹
- 국방과학연구소(1.25)
- 한국항공우주연구원(1.27)
- KEPCO-ENC(5.26)
- 현대중공업(7.6-7)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7.26)
- 한국지질자원연구원(8.10)
- JAEA(8.31-9.3)
○ 전문가 세미나
- 전문가활용 세미나(6.9) : KEPCO-ENC사례(정기애 부장)
- (주)딤스(기록관리) 설명회(6.14)
- 국내전문가 활용세미나(9.7): 윤정호 팀장(환경정책평가연구원)
- SFR분야 기술개발 역사 좌담회(10.12): 조만 박사 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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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초청세미나 개최(11.24): 최영주 과장(포스텍)

마.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분야 기술기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
○ 국가 원자력 기술 기록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립
- 원자력 기술 기록물의 보존
- 원자력 기술 진보 및 발전에 토대 마련
○ 원자력 지식경영의 중요한 지식자원으로 활용
- 원자력 연구원 세대 간의 경험과 지식의 효과적인 전수
- 원자력 홍보 및 성과확산의 주요 성과물로 활용

바. 시범사업 결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
○ 기록물 자료파악 및 수집 문제
- 비공개 자료 접근성 문제
- 개인 또는 타부서, 사업이관 문서 수집 문제
○ 연구개발 실패 및 교훈적 부분의 원고 작성 문제
- SFR 1960년대부터 시작, 너무 오래되어 원고작성 어려움
○ 기술기록 본사업 추진 체계 및 대상 과제 선정
-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기술기록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 필요
- 기술기록 대상과제 선정시 우선순위 부여 문제
○ 기술기록을 위한 대상기록물 범위 및 기준의 명확화
- 기술기록 관련 자료의 선별 및 등록 방법 고려
○ 시스템에 미등록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한 기록체계 미비
- ANSIM, S-RIMS 등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을 기록하는 시스템 마련
○ 과제계획서에 QA 책임자 및 기록관리자 지정
- 사업 시작 시 QA와 기록관리자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 기술기록을 잘할 수 있도록 보상체제 마련
- 기술기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제2절 국내·외 현황
1. 국내 현황

- 9 -

한국의 기록관리는 1990년대부터 새롭게 개혁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관리를 위한 법규의 제정이 가장 주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법
률은 기록관리 일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뿐이므로, 다양한 기관
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관리를 위한 개별적인 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공공기
관들 중 한 부류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해서 설립·관리되며 상당부분 정부 예산 및 출연금
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동시에, 연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연구 활동에 있어
서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일반
적인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은 행정기록도 생산되지만, 각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연구기록의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구축한 지식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국가적 차원
에서의 보호와 관리,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허청(2010)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는 관리 및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기
록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
이공계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록물관리규정과 담당부서는 1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3개 기관만 별도의 기록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록물관리
를 실시하고 있어 연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
점으로는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황 파악도 되지 않으며 전담요원 확
보와 기록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를 위한 전문요
원·보존시설·예산 등 인프라의 부족, 각 기록물별 관리체계의 미정립, 기록물관리
를 위한 각 시스템간 연동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통합검색이 어려워 활용기반의
취약 등도 보고되었다.2)
한편, 연구기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처럼 자료관시스템과
함께 연구결과물시스템과 시청각시스템을 통합하여 정형·비정형 지식을 아우르
는 지식관리 및 지식경영을 뒷받침하거나 국방과학연구소처럼 자체 연구기관 내
비밀기록물을 포함한 이미지 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은 물론 인쇄기록물 중심의 디
지털화 추진이 보고되었다.
몇몇 연구기관의 기록물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기관의 기록물관리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원자력기술 기록 사업 추진시에도 고려되어야
1) 임진희, "연구 품질 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2) 박재학,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록물관리 실태와 운용 방안", 충남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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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들이다. 연구기관의 기록물관리 개선 방안으로는 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
를 통한 업무체계 정립, 단위조직 신설, 규정 정비와 전담부서의 설치, 전문요원
의 확보, 기록보존규정 마련, 기록물분류기준표 수립, 기록물관리협의체 구성, 기
록물 검색시스템의 구축, 정보관련 부서와 자료관 및 기록물생산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인된 기록관리 체계 안에서 획득된 기록은 일정 기간
지난 후 이관 및 정리되어 이용, 연구과제가 기록관리의 기본 단위로 사회·역사
적 가치를 지닌 연구기록은 장기보존과 연구개발기록물 이관 제도,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기록물 DB구축 표준 및 관련 인프라, 전문인력과 보존시설 확보, 기록
물별 체계적 관리 프로세스와 DB구축, 통합검색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가.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
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설립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을 주도하
고 있는 기관으로서 첨단 항공기 개발, 인공위성 개발, 우주 발사체 개발, 항공기
및 우주기기의 품질인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 구축 배경은 다음과 같다.
y

지식경영 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 자원의 관리 및 재활용을 통
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인식

y

연구개발업무 결과 생산된 각종 기술문서, 도면, 사진, 동영상자료, 필름자
료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

y

결재 및 업무처리 후 보관된 행정문서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활
용

y

연구원 사료로서 관리해야 할 각종 계획자료, 평가자료, 홍보자료(보도자료,
기사, 사진, 동영상 등)의 보존 및 관리

y

각 조직에서 생산한 제반 자료의 공유 및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
기반 마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식경영은 명시적 지식을 보존, 관리, 축적, 유통시키는
주요한 단위 정보시스템으로서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록관리
의 대상이 종래의 형식지, 결과지(evidence)에서 장래요구가 예측되는 모든 지식
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지식경영은 암묵지를 형식지화 하고 IT기술의 지
원으로 암묵지와 형식지의 원활한 소통을 목표로 하는 지식경영과 기록관리의
통합이 요구된다.

- 11 -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유의 업무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간 100여 개의 진행 프로젝트와
1500여 개의 기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연구문
서, 기술문서, 행정문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산출 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독자적인 분류기준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성과물에 대한 일괄 등록과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과 문서 정보 외에 시청
각기록물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국가기록물 관리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준수와 전자문서시스템과의 표준 연동 등 향후 정부
차원의 대민공개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관의 특성과 국가기록물 표준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
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y

단위업무-기록물 철/건 중심의 기록물 관리 체제 상위의 “프로젝트” 단위
관리기능 도입

y

다양한 기록물 형태의 속성을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는 메타 색인 정보 구
성 기능

y

인증 자료관 구축 :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생산현황보고, 인수, 분류기준표
연동, 자료관 제품 시장 점유율 고려

y

연구원 자체 분류기준표 체계 도입

y

연구성과물 일괄 등록 도구 구축

y

시청각기록물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y

전문검색 서비스와 이미지의 텍스트 추출을 통한 검색 서비스 제공

목표 시스템의 구성은 아래의 <그림 3>과 같으며, 시스템 구축시 고려할 사항
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에서는 연구결과물등록, 목록
확인분류, 서고관리, 매체수록, 폐기, 열람처리, 검색, 통계, 연구성과물등록관리,
조직관리 등과 같은 대기능과 그에 따른 중기능을 명세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
는 Tree형태의 프로젝트(연구과제)리스트로 편철되어 등록, 검색 및 관리되고 있
으며 연구결과물의 제목, 작성자, 부서명, 계정번호, 분류번호, 기타 분류표, 서가
번호, 보존기간(폐기번호 입력), 보관, 부서, 내용요약(초록), 페이지(스캐닝 시 자
동입력 기능), 생산 연월일, 생산기관, 보안구분의 기술요소를 입력하여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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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등록하고 있다.
자료관시스템의 주요기능 중 분류기준표와 관련하여 신청/통보된 사항 중에 단
위업무신설, 단위업무수정 접수된 사항들은 기능분류기준에 따라 변경심사를 통
해 분류기준표 시스템에 적용시킨다. 자료관시스템을 위한 이지맵에서는 자료관
의 주요기능(인수, 보존, 이관/폐기, 분류기준표 관리, 검색/열람, 통계, 검색)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자료관 업무포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 문자인식/
변환 S/W로 원문이미지에서 텍스트파일을 추출한 다음, 내용 요약 필드에 삽입
함으로써 전문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동영상자료(BETA, VHS)를 Encoding
(디지털화) 후 Cataloging(디지털화된 동영상의 대표이미지 추출 및 저장)하여 검
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통합검색을 지원한다.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 통합검색 홈페이지에서는 기록물 정보와 비디오, 오디
오, 이미지, 전문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료관시
스템에서는 기록물철/기록물 건 검색 및 통계,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에서는 연구
결과물 철, 연구결과물 건 검색 및 통계,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는 시청각
기록물 건 검색(동영상, 오디오, 사진), 사진첩 검색을 지원한다.

<그림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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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스템 구축 고려사항
구분

자료관시스템

고려사항



행정기관 자료관시스템 규격준용여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 및 향후 시스템 확장 여부



타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성 여부



커스터마이징 능력 및 지원보장



조직변경시 데이터의 이관처리 방안



부서별/사용자별/업무별 보완관리



보존기록물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와 보존/이관/매체
수록 기능 및 지원



KMS의 도입, 정보포털화 등 확장에 대한 연동 및
통합지원과 기술력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



자료관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성 여부



EDMS의 주요기능 보유 여부



입력필드의 유연한 설계



구 연구결과물 등록기능



커스터마이징 능력 및 지원 보장



부서별/사용자별/업무별 보안관리



자료관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성 여부



동영상자료의 음성-문자 변환, 장르별 분리기능, 인
코딩 기능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서지데이터의 계층적 구조여부



사진자료의 디지털화 방안



커스터마이징 능력 및 지원 보장



부서별/사용자별/업무별 보안관리

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기록물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연구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업무 총괄, 사진/동영상 촬영 및 자료관리업무로 나누어
기록물관리를 하고 있다. 기록물 현황관리(수립, 등록, 활용, 보존, 폐기 관리)와
기록정보관 및 전자도서관 운영, 기록물 DB구축을 통한 기록물 전산화, 모든 문
서에 대한 평가 심의회 및 외부 민원인에 대한 정보공개, 기록사진, 기록영화 촬
영·제작·편집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영상/음향 장비를 운용하고 보유하여 영
상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DB구축을 함으로써 연구소내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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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은 크게 기록물 관리와 사진/동영상 촬영업무로 나누
어진다. 기록물관리는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 전자기록물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
진/동영상 촬영업무는 특히 연구개발시험을 촬영하여 영상기록물로 남기고, 보유
영상기록물 디지털화 및 DB구축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시
험/행사를 촬영하고 사진기록물로 현상 및 인화, 화보를 지원하고 보유 사진기록
물에 대해서는 디지털화 및 DB 구축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기록물의 전자적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안정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시스템, 영상기록관리시스템 등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규격에 의하여 최초 문서생산
단계부터 활용 및 이관까지의 전자문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04년 7월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에 의하여 기록물에 대한 시스
템적인 처리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을 도모하며, 그와 함께 보유 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기 도입 운영중인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전자문서)을 생산단계
부터 이관 및 폐기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인프라(H/W, S/W)를 구축하였다.
영상기록관리시스템은 아날로그 형태로 보유하던 영상기록물을 스캐닝, 인코딩
과정을 통해 Digital Archives(DB)를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함으로써 디지털화
된 영상기록의 안정적인 영구보존 및 적극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
하였다. 전자결재시스템, 기록관시스템 및 영상기록관리시스템은 서로 유기적으
로 연동 운영되어 기록물의 전자적 유통 및 통합검색을 통하여 연구개발의 생산
성을 높이고 있다.

다.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에서는 문서파일 가독 요건의 다양성, 시스템의 존적, 기록의 내
용과 매체의 분리, 매체와 포맷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식분류체계를 구분하였
다. 기존에는 문서관리 영역과 기록관리영역이 분리되어 관리되었지만, 기록관리
체계구축 후에는 Life-cycle 기반의 문서 및 기록의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
전력기술의 업무 영역별 기록의 생산과 기록관리 개념도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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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전력기술 기록관리 개념도

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통합DB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구축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
며, 과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원문, 추출, 공간 정보 및 협의진행현황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현행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원시자료를 입력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현행화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기관의 전문상담관을 통해 환경평가
제도 관련 문의 사항을 상담하는 ‘환경평가사이버상담방’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영향 평가서 내용 중 재활용 가치가 높고 정보화가 용이한 항목에 대해 DB
미디어에 저장된 전자문서로 접수받아 이를 DB로 구축하여 정보제공에 활용한
다. 각 영향평가서별 전자문서화를 위한 표준 구성항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대행
자들이 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DB구축 물량은 전문기관에 의
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 높은 DB구축 대상 및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전 조사 완료로 조사대상 선정 기간을 절약함에 따라 고품질의 DB
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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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자료관리(ECM) 흐름도

환경영향평가 통합 DB를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접근 및 활용 가
능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채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 구
축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개선 또는 신규 구축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환
경에서 정보조회 및 정보입력을 할 수 있도록 목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을 강화하여 스마
트 기기에 최적화 된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업무를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시스템 연계는 자료의 중복성 및
불일치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각 시스템마다 분리 구현된 검색환경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경로가 모호하다. 또한 자료 저장소의 분리로 중복 컨텐츠와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하고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지식관리 환경에서 연구원의
프로젝트 관리 및 지식 정보화를 위한 각 단위 시스템별로 인프라의 구축은 사
용자를 위한 측면이나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통합적
인 하나의 자료 관리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워(KEI)의 지식관리시스템은 주요 기능을 대분류와 중분
류, 세부기능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관리 될 문서유형을 도출
한 후 이를 토대로 지식별/주제별/문서유형별/업무별 등으로 다양한 표준문서분
류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문서의 보안등급에 따라서
등록, 조회, 검색, 수정, 삭제, 접근제어 등과 관련된 다단계 보안전략을 사용한
다. 물리적 저장 장소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저장장소의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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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및 파일의 암호화로 비권한자에 의한 자료 수정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을 관리한다.
또한 지식카페(CoP)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 자
료실, 폴더 구성기능을 제공하며, 여기서 생성된 자료는 문서/지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지식관리시스템과 기간계(검토 업무 지원/환경
영향 평가 등)시스템에 저장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하여 색인 및 통합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마. STX Pan Ocean
STX Pan Ocean의 문서관리의 필요성으로 첫째, 인수합병 과정에서 문서분실
발생이다. 범양상선에서 STX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문서가 소실되고, 문
서가 존재해도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여러 개의 사본을 생산하는 업무 진행으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
여 전자문서 중심의 시스템으로 프로세스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Paperless 추진
의 일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셋째, 자료를 찾지 못하여 재생성 하는 경우나 중복 저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료를 찾는데 일하는 시간의 상당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내부의 효율적
업무개선을 위해 문서관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소송 및 감사에 대비하는 위
험관리를 위해서도 문서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문서관리 현황조사를 위해 현장실사, 인터뷰/면담, 규정 및 시스템 분석,
업무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실사에서는 문서수발 및 현업팀 방문, 문서고 실사
를 통해 문서관리 조직, 시설, 관리 상태를 파악하였다. 인터뷰/면담에서는 각 팀
문서관리 담당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현황 분석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규정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였고 업무조사
는 업무 팀을 대상으로 업무조사서 작성 요구 및 취합하였다.
다음으로 생산, 접수한 문서를 정해진 문서관리체계 안에서 기록으로서의 증거
및 정보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작성하였다.
분류체계의 구성은 분류체계, 기록명칭, 보존매체 및 처분방법, 보존연한, 보안
등급, 종이원본 보존여부로 되어있다. 분류체계는 전사의 업무기능을 대·중·소로
규정하고 있고, 파일분류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록을 규정하고 있다. 기록을 보
존하기 위한 형태(H/C, Server, DVD)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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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을 1년, 3년, 5년, 10년, 영구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등급은 기밀, 대외비(부서
한), 대외비(사내한),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 관리해야 할 기록 중 반드
시 종이원본을 보존할지 여부를 규정해두고 있다.
조직의 변동에 무관하게 조직비전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
무별 분류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조직별분류, 선박/항차별 분류, 문서종류
별 분류로 나누어 검색이 가능하다.
문서관리체계 수립 과정 중 문서분류체계를 하는 작업에 가장 어려움이 따른
다. 기능 분류를 위해 업무조사가 필요하나 회사 내에 업무프로세스 정립 자료가
없어서 조사와 면담에 시간 및 협조 부족, 중복되는 기능에 대한 중재 때문이다.
2007년에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현재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으며 1년에 2회
정도 분류체계를 정기적으로 수정하고 보존기간에 따라 액티브단계와 인액티브
단계로 활용도를 나누어 보존기간이 지나면 스토리지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으로
전자문서 파일폐기를 실행하고 있다.
STX Pan Ocean은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문서관리를 함으로써 내부 업무
의 편리성 증대 효과가 있었다. 특히 회사의 업무 중 유가증권하는 부분에 있어
철저한 문서관리 및 보존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
시키는 큰 의의가 있다.

<그림 6> STX 문서유통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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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현황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전략과 정책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과학
기술분야의 발전이 학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
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과학기술분야에서 활동하는 기
관에서 생산되는 많은 정보와 형식적 지식들은 기관의 기능 수행에 대한 증거이
며 정보적 가치가 풍부하다. 또한 기관의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한 암묵적 지식도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보존하고 유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이들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은 거의 최종보고서만으로 연구 활동을 증명
해왔으나, 이제는 점차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도출된 과정에 대해 증
명하도록 요구 받는 사회가 되고 있다. 연구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연구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없고, 연구가 마무리된
후에도 연구의 품질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기술 기록화 사업을 통해 연구 활
동 계획에서부터 성과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 체계
를 수립하고,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함께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원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기록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
한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적용에는 한계
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가 최
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연구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적용할 요소
들이 많지 않다.
기록관리시스템과는 다르지만 조직 내 지식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식
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조사
하여 향후 연구원에서 구축할 기록물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요소들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해외에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 분야의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 사례3)를 조사하여 원자력기술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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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적용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도 연구개발 분
야 중의 하나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식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여 연
구기록물 관리체제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관
리에 필요한 많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y

원자력 지식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 및 지식관리 이행을 위한 안내 제공

y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 지식의 기여 강화

y

지식 생산 및 활용 촉진

y

효율적인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

y

원자력 지식의 보존 및 유지

y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력 개발 및 확보

y

원자력 관련 교육 및 훈련 과정의 확대

이러한 지식관리를 위해 IAEA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기본 전략을 채택하
여 활용하고 있다.
y

절차(Processes): 보존, 전달, 공유를 위한 원자력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인
식하기 위한 절차

y

인력(Human Resources): 원자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된 인력을 확
보하고 훈련

y

도구(Tools): 원자력 관련 지식을 확보, 보존, 검색, 개발하기 위한 도구

y

보존 및 관리(Retention and Management): 원자력 시설을 지원하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원자력 관련 지식의 보존 및 관리

이러한 기본 전략을 포함하여 IAEA에서는 지식관리를 위한 구성요소를 정의
하고 지식관리 기본 구조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아래의 <그림 7>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기본 전략과 지식관리 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IAEA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 기반(Knowledge Base)의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3) 정종태,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현황 분석 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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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식관리 구성요소 및 일반 구조

<그림 8> IAEA의 지식 기반 (Knowledge Base) 구조

IAEA는 제1세대 전문가의 퇴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축적된 원자
력

지식의

온전한

전수를

위해

“원자력

지식관리(Nuclear

Knowledge

Management)”라는 주제의 고위급 관료 회의를 2002년 6월 17일부터 3일간 개최
하였다. 33개국 60여명의 관련국의 고위직 관료와 IAEA와 OECD등 국제원자력
기구의 고위직 관료들도 참가하였다. 본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일반 권고 사항
과 후속 조치가 제시되었으며, 일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후속 세대를 위한 기존 원자력 과학기술지식의 보존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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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자력 지식 보존을 위한 정부, 산업체, 대학, 연구계, 국제기구의 유기적
인 활동이 요구되며 특히 국제협력을 권고
③ 젊은 과학자와 전문가를 원자력으로의 유인하기 위한 원자력기술 발전
비전 제시 필요
④ IAEA는 온전한 원자력 지식계승을 위한 회원국들의 훈련 및 교육에 대
한 지속적 지원 필요
⑤ 회원국들의 관심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이 회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하여 회원국들의 관심 고조시킬 필요 강조

본 회의에서 의결한 후속 활동은 6개의 우선 조치 활동과 12개의 추가 활동으
로 정리되었으며, 우선 조치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IAEA 및 기존 원자력 지식기반을 “Nuclear Knowledge Portal" 로 통합
② 회원국 간의 원자력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성 촉진
③ 원자력 지식보존 지침서 개발
④ 지식 보존 사업 수행 (고속 증식로)
⑤ 대중에 대한 원자력 과학기술 홍보 전략 및 대책 추진
⑥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적으로 인증 될 수 있는 “고등 원자력
학위과정”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촉진

12개의 추가활동 (Additional Activity) 권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국제원자력 대학 설립 지원
② 회원국들의 기존 지식 보존 활동 Map 제작
③ 은퇴 전문가와 젊은 과학자간의 네트워크 구성 지원
④ 연구 및 고등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
⑤ 젊은 학생들이 원자력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⑥ 회원국 첨단 기술 및 원격 학습을 포함한 연구, 교육 훈련 능력과 수요
파악
⑦ INIS(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와 같은 활용 가능한 IAEA 자원과 지식관리
프로그램의 통합
⑧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⑨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새로운 지역 훈련센터 지정
⑩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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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여름학교(Summer School) 지원
⑫ 기타 UN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또한, IAEA에서는 지식관리에 관한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들간의 지
식관리에 관한 상호 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였는데 주요 회의 및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
y

2004: Workshop on Managing Nuclear Knowledge, 8-12 November 2004.

y

2005: Technical Meeting/Workshop on Managing Nuclear Knowledge,
22-26 August 2005.

y

2006: School of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18-22 September 2006.

y

2007: School of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24-28 September 2007.

y

2008: School of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1-5 September 2008.

y

2009: School of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28 September –2
October 2009.

y

2010: School of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August 2010

이러한 일련의 회의 및 훈련 과정을 통한 IAEA의 지식관리 프로그램의 변화
과정은 <그림9>와 같다.

<그림 9> IAEA 원자력 지식관리 프로그램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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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ECD/NEA
OECD/NEA에서는 RWMC(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를 중
심으로 지식의 통합과 전달을 RWMC의 운영과 회원기관들을 지원하는 핵심 기
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종합적인 지
식의 축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보는 다양한 단체나 기관들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기관은

또한 회수성(reversibility 또는

retrievability), 단계적인 의사결정, 유연성 및 적합성, 기관들간의 책임감 공유,
체계적인 관리, 인간 침입의 방지, 감시, 신뢰성 구축 등의 폐기물 처분 및 관리
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의 정보의 전달
을 주요 성공 요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수십년에 걸친 단기간에 필요한 지식 전달의 중요 분야로는 적절한 처분장 운
영 안내와 사고시 적절한 기록을 선정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요 분야로
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
식을 전달하는 것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지식전달을 위한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선정하였다.
y

어떠한 정보나 지식들을 보존할 것인가?

y

왜 정보나 지식들은 보존되어야 하는가?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 또는 과
학적 사회적 관심사들의 적합성을 용이하게 하는 지식이나 정보)

y

지식 사용자들은 누구인가?

y

어떠한 시계(time horizon)를 고려해야 하는가?

y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나 지식들을 보존할 것인가?

y

어느 장소에 정보나 지식들을 보존할 것인가?

이러한 정보와 지식 전달을 위한 해결책으로써 단기적 해결책과 장기적 해결
책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y

국제적인 경험의 교류

y

의사소통 최적화 도구와 보고서 등과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관한 적절한
통일된 형태(format) 채택

y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전문가 지식의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
기위한 지식 창고의 유지

y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식에 대한 종합, 분석, 습득 도
구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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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해결책으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y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이나 정보의 유용성의 확보. 즉,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및 유지 또는 미래 의사결정자의 필요성 예측 등

y

규격화된 지식을 습득하고 보관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즉, 의사결
정을 가능하게 한 자료와 관련 근거를 보존하고 인력과 기술훈련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암묵적 지식의 관리

y

사업 진행을 통해 습득한 교훈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이득을 취
하기 위한 절차의 평가

OECD/NEA에서는 지식 관리를 Safety Case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식관리를 절대로 지엽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 정보에 대한 접
근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 관리기술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다. 일본
일본에서는 일본원자력개발기구(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가 주도
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지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지식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처분사업과 관련된 각 단계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및 연구,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개념 정립, 지하처분연구시설 관련 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하는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와 관련 보고서들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관리시
스템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분류하기 위한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고
지식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는 지식들을 통일된 시스템 내에서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식 사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지식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을 최첨단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지식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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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식기반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하도록 하며 지식 생산자나 사
용자 모두에게 유연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이
를 위하여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신경망 네트웍, 웹기반 에이전트나 웹로봇
(Web Robot)과 같은 유사한 영역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전자정보
관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지식관리시스템의 기
본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는 아래의 <그림 10>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식관
리시스템은

지식

기반

(Knowledge

Base),

논증

네트웍

(Argumentation

Network), 필요요건 관리 시스템 (RMS: Requirement Management System), 파
트너 지식 인트라넷(Partner Knowledge Intranet), 세계 지식 인터넷 (World
Knowledge Internet)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y

모든 지식을 저장, 관리하는 지식 기반(Knowledge Base)을 개발하여 관련
지식을 유지, 갱신, 또는 검색을 통한 활용

y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효율적인 접속
수단 개발 및 구축

y

의사결정 등과 같은 정형화된 형태로 유지, 관리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지
식(tacit knowledge)들을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 개발

<그림 10> 일본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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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지식을 기록, 보관,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지식기반과 지식 생
산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접속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11> 지식기반을 활용한 지식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일본의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지식 기반 요소는
아래 표에 요약된 바와 같다.
y

지식 기반과 지식들을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는 도구

y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술

y

자율적인 처리, 품질 보증, 경향 분석 등을 위한 지식 처리 기술

y

유연하고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y

암묵적 지식의 교육 및 전달

y

사업 진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사용자 피드백, 품질관리 및 전략 개발
등을 포함하는 실무적인 정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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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 지식관리시스템 주요 구성요소
지식형태

관리 기능

데이터

데이터
관리

문서

문서 관리

소프트
웨어

소프트웨어
관리

내용

y
y
y
y
y

원 데이터 (internal)
solicited data (external)
처리된 데이터
내부 문서
주요 외부 문서

y
y
y
y
y

y

유사한 코드 및 소프트
웨어의 아카이빙
매뉴얼 및 핸드북의
아카이빙
관련 출력의 아카이빙
절차 매뉴얼 및 가이드 북
전문가 시스템
교육 자료
경험 많은 자료 합성 팀
전문가 시스템
경험 많은 체계화 팀

y
y
y

y

경험 및
방법론

자원 관리

자료
합성
체계화

지식 결합
지식체계화

필요 개발 내용

y
y
y
y
y
y
y

y
y
y
y
y
y

표현

사용자
인터페이스

y

사용자에게 친밀한 인터
페이스(대화형 입력 가능)

y

자율적인 품질 보증
내, 외부 데이터 검색
자율적인 데이터 처리
효율적인 기록 기능
자율적인 품질 보증 / 목
록 작성 / 상호 참조 작
성 기능
효율적인 기록 기능
자율적인 변화 관리
품질 보증

경험을 보존하기 위한 전
문가 시스템 사용
차세대 교육 방법
주요 결합 과정 서술
품질 보증에 대한 접근법
지식집단에 의한 요구
사항 예측 (Think Tank)
지식의 주요 차이점을
메우는 과정
복잡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수준 높은 그래픽
인터페이스 사용

일본의 지식관리시스템은 정보 기술 지원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도구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y

형식적 지식 컴파일러 (지식 마이닝 도구)

y

암묵적 지식 컴파일러 (전문가 시스템 도구)

y

기록, 품질 테스트, 동화, 통합 및 문서화 도구를 포함하는 자율적인 지식
처리 도구

y

시각화 도구를 포함하는 지식 표현 도구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인허가 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도구인 CoolRep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나 보고서들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안전성평가보고서
의 내용 확인뿐만 아니라 관련 보조 자료들을 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CoolRep은 다양한 처분사업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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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 있으며 이의 초기 화면은 <그림 12>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CoolRep
과 지식관리시스템과의 연계도는 <그림 13>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림 12> CoolRep 초기 화면

<그림 13> CoolRep과 지식관리시스템과의 연계도

라. 미국
미국은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식관리시
스템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개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모두 지식관리시스템이라
기보다는 형식적 지식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내에
서 가장 큰 정보관리 시스템은 미국 규제위원회(USNRC)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
허가 지원 네트워크(Licensing Support Network)이다. 비록 통합되어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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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보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y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

y

책과 잡지와 같은 기술정보 시스템

y

계산 및 분석, 현장 보고서 등과 같은 기록 정보관리 시스템

y

모델 입력 및 결과를 관리하는 기술 자료관리 시스템

y

품질보증인 완료된 소프트웨어관리 시스템

y

품질관련 환경관리 시스템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핵연료주기 연구 개발 프로그램 하에서 지식관리프로그램
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y

고령 인력으로부터의 역사적인 정보 및 암묵적 지식 확보

y

미국의 원자력 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노력

y

진행되고 있는 인터뷰와 수집되고 있는 정보

y

프로토타입 개발 중

향후 핵연료 주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고준위 폐기물 관리용 지식관리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 여러 가지 정책변화를 고려한
지식관리를 위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가고 있다.
y

처분보다 광범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중간저장, 저준위 폐기물 및 중·
준위 폐기물 고려

y

다양한 폐기물 형태 및 방사성폐기물 재고량

y

부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y

개념 및 상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러한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동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
황이다. 현재 미국의 에너지부(DOE)가 고려하고 있는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분
야는 다음과 같다.
y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형태, 재고량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y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y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폐기물의 저장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y

사용후핵연료 및 폐기물 저장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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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TOC 작성 및 기술기록
원자력기술 기록은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개발배경 및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기록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배경에서 성과까지 전체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만들어진 TOC(Table of Contents)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된 TOC의 각 부분별로 해당 내용을 잘 요약해서 기록해
야 한다. 또한 기록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기록들을
뒷받침해야 한다.
시범사업 분야(SFR, ATLAS)별로 그 분야 핵심 연구원들의 협의를 거쳐 TOC
초안을 만들었고 몇 번의 조정을 거쳐 마침내 TOC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TOC
를 가지고 각 아이템별 개요 및 기술요약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고
원고의뢰를 하였으며, 작성된 원고는 그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원고감수를
의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1970대 후반에 시작된 SFR(소듐냉각고속로, Sodium-cooled Fast Reactor) 사
업의 경우는 2011년 현재 퇴직한 원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과거 초창기 기술개발
배경 및 기술개발 경과에 대한 의견을 대담형식으로 청취하고 촬영하여 동영상
으로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 연구보고서, 사진, 도면, 서류(Documents)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그 목록과 원문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분야 중 SFR 분야는 시범사업 기간에 모든 TOC 아이템을 기록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세부분야만 기록하였고, ATLAS 분야는 거의 전 TOC 아이템
을 기록하였다. 차후 년도에는 SFR 분야는 전 분야에 걸쳐서, ATLAS 분야는
그 기록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한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그림 14>는 TOC 작성 및 기술기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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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TOC 작성 및 기술기록 과정

제1절 SFR 기술기록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기
초적이나마 기술연구를 수행한 것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1970년대 후반 소
규모로 SFR(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97년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전에 비해 연구개발 자금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술추적 수준에 머물렀던 고속로개발 연구도 본격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소듐냉각고속로 개념설계 연구에 착수하
여 2001년에는 국내 최초의 소형 소듐냉각고속로인 KALIMER-150(150 MWe)
설계개념을 완성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중형 소듐냉각고속로인 KALIMER-600(600
MWe)의 개념설계를 수행･완성했다. 이는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한 독창
적 개념의 원자로로서 이 KALIMER-600은 2006년 미국과 일본의 소듐냉각고속
로 개념과 함께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국제공동연구의 참조개념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고속로 설계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 받았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제4
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국제공동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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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배경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을 기간산업의 주요 에
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산업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외국의 농축핵
연료 공급보장에 대한 의존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소듐냉각고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된다. 또한 우리사회의 현안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
량 뿐만 아니라 방사성 독성까지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어 소듐냉각고속
로 기술개발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의 도입이 필연적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국내기술 확보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국내의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은 원자
력 선진국에 비하여 그 출발은 상당히 뒤쳐져 있으나,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의
개발 활동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꾸준히 노력하여 선진국의 과거
개발경험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함으로써 현재는 설계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
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미 이룩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과거 개발 경험을 참고하고 제4
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국제공동연구 등에 참여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 노력을 집중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인 기술자립을 도모하여
국내 소듐냉각고속로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SFR은 역사적 및 기술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록화 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S/W분야의 시범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SFR은 범위 자체가 넓고, 사업수행 기간이 오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SFR 전체에 관하여 기술기록화는 어렵다고 판
단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 연구원의 검토 결과, SFR S/W 분야 중에서도 ‘노심설
계기술’을 기록화 대상 기술로 선정하였다. 본 기술 분야는 SFR 기술 기초기술
개발단계인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요 기술개발 대상 항목으로 취
급되어진 기술 분야이다. 상대적으로 기록화 대상이 풍부하고 자료 확보가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참여·작성 관련 인력이 풍부하여 시범 작성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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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C 작성 및 기술기록화
먼저 SFR 기술기록화 TOC 초안이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FR 역사 및 배경

5.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설계 기술

1.1 고속로 기술개발 배경과 의의

5.1 실증로 열수송계통 개념설계

1.2 단계별 변천사

5.2 실증로 공학적 안전설비 개념설계

1.3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5.3 실증로 동력변환계통 개념설정

1.4 기술적 성과

5.4 실증로 계측제어계통 개념설정

1.5 Lessons Learned

5.5 실증로 보조계통 설계기준 설정
5.6 초임계 Cycle 특성평가

2. SFR 기술종합
2.1 실증로 설계종합

6. 기계설계 기술

2.2 공정 및 프로젝트 관리

6.1 실증로 원자로 구조계통 개념설계

2.3 품질 관리 및 보증

6.2 실증로 기기 구조 개념설계

2.4 경제성 평가

6.3 소듐중 원자로 내부손상검사 시스
템 개발

3. 노심설계

6.4 60년 설계수명 고온설계 및 평가기

3.1 실증로 노심 개념설계

술 개발

3.2 단면적 라이브러리 보정기술 개발
3.3 노물리 실험

7. 안전해석

3.4 노심 열유체 불확실도 평가 방법론

7.1 실증로 안전개념 정립

개발

7.2 설계기준사고 해석 방법론 적용성
평가

4. 핵연료 기술

7.3 개념설계 안전성 평가

4.1 실증로 금속연료 개념설계

7.4 실증로 개념설계 PSA

4.2 금속연료심 제조 기본기술 확보

7.5 안전해석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

4.3 피복관 제조 기본기술 개발
4.4 금속연료 성능평가

8. 소듐기술
8.1 STELLA-1 구축 및 개별효과실험
8.2 STELLA-2 구축 및 종합효과시험
8.3 소듐기술 개발

초안에 대한 참여연구원의 의견으로서 실제로 SFR은 범위 자체가 넓고, 사업
시작 기간이 오래되어 참여 인력 및 부서의 이동이 잦았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SFR 전체에 관하여 기술기록화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 이후 참여연구원의 검토 결과 SFR 분야 중에서도 기록화 대상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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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고 기술에 대한 기록화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노심설계기술’을 선정하
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그 기술에 대해서만 기록화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TOC는 참여연구원의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TOC가 완성되었고, 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의 TOC에서 제 1장 중에서 종합적 측면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제 1장 3절- 5절, 제 2장에서 노심기술 분야를 제외한 기술분야 실적 및 제
3장은 향후 보완할 예정이다.

제 1장 SFR 역사 및 배경
1.1 기술개발 배경 및 의의
1.1.1 기술개발 배경
1.1.2 의의
1.2 기술개발 정책 및 환경 변천사
1.2.1 기초기술 개발단계 (1992년 이전)
1.2.2 태동단계 (1992~2001) [1992년 중장기개발계획 개시]
1.2.3 정착단계 (2001~2006)
1.2.4 성장단계 (2007~현재)
1.3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업전체 차원)
1.3.1 발생한 기술적 문제점
1.3.2 해결방안
1.3.3 미해결과제 및 향후 연구개발 방안
1.4 기술적 성과
1.4.1 개발된 주요기술
1.4.2 향후 개발기술
1.5 Lessons Learned
1.5.1 도입 및 개발 시의 장애물
1.5.2 장애 극복방안의 활용
제 2장 기술개발 실적(노심설계기술 개발)
2.1 기초기술 개발단계 (1992년 이전)
2.1.1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기술 개발
2.1.1.1 노심 설계기술 개발
2.1.2 소듐냉각고속로 기반기술 개발
2.1.2.1 노심 기반기술 개발
2.2 태동단계(1992~2001)
2.2.1 액체금속로 요소기술 개발
2.2.1.1 노심 설계기술 개발
2.2.2 액체금속로 기반기술 개발
2.2.2.1 노심 기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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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착단계(2001~2006)
2.3.1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기술 개발
2.3.1.1 노심 설계기술 개발
2.3.2 소듐냉각고속로 기반기술 개발
2.3.2.1 노심 기반기술 개발
2.4 성장단계(2007~현재)
2.4.1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기술 개발
2.4.1.1 노심 설계기술 개발
2.4.2 소듐냉각고속로 기반기술 개발
2.4.2.1 노심 기반기술 개발
제 3장 SFR 대내외 협력/홍보
3.1 국내 협력
3.2 국제 협력
3.2.1 양자간 협력
3.2.2 IAEA 프로젝트 참여
3.2.3 GIF 참여
3.2.4 OECD/NEA 프로그램 참여
3.3 홍보 프로그램
부록: 연구결과물 목록 (노심기술 분야)

작성이 완료된 TOC를 바탕으로 참여연구원들이 아이템별로 해당분야의 원내·
외의 전문가에게 원고작성을 의뢰하고, 원고 작성이 완료되면 내부지침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내부직원에게는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
거하여 지급하게 되나, 외부 전문가의 경우 특별원고료 지급기준에 의거 내부결
재 후 원고료를 지급하게 된다.
원고 작성이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바로 감수로 넘겨지게 된다. 전체적인 초
안이 완성되고 나서 전체감수를 들어가게 되면 시간상의 문제로 감수하는데 어
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SFR 대상분야 참여연구원들이 대상기술분야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수위원을 선정한 후, 작성한 원고에 대해 감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서도 원고료와 마찬가지로 감수료를 지급한다.
SFR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기간이 길어 인력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SFR의 배
경 및 역사’ 항목의 원고작성을 위해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는 초기 SFR
연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
하여 기록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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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작성과 감수, 그리고 참여원들의 계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원고
를 작성하였다. 향후 시범사업기간에 작성한 원고에 제1장에는 주요 업무 연표와
종합적 측면에서의 사항을, 제2장에서는 분야/세부기술 분야를 확장하여 각각 작
성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제 2절 ATLAS 기술기록화
ATLAS(Advanced Thermal 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여부를 모의실험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 우리나라의 주력
원자로형인 신형경수로(APR1400)와 한국표준형원전(KSNP, OPR1000)의 원자로
계통과 안전계통을 포함한 주요 계통을 축소 모의한 실험시설로서, 발전소의 고
장이나 사고시 나타날 수 있는 열수력 가동을 종합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실험
시설이다. ATLAS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고장을
실제 압력과 온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
치’이며,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모의 원자로’를 사용
하는 것이 특징이다. ATLAS는 모든 면에서 원자로와 유사하며 높이는 1/2, 부
피는 1/288 정도의 소규모로 제작되었지만 실제 원자로와 똑같은 최대 185기압,
370℃의 압력과 온도 조건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선정배경
1991년부터 추진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은 원자력 핵심 기반기술
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 일환으로 열수력 안전 기
술의 자립을 위한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 5년간(1997.07-2002.03) ‘원자력열수력 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과제(세부과제: 원자력 열수력 실증실험)를 수행하였다.
▪ 1,2차년도: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열수력종합실험장치 기본설계
▪ 3,4차년도: 상용 가압경수로에 대한 열수력종합실험장치 기본설계
▪ 5차년도: 열수력종합실험장치 기본설계 최적화 및 공감대 구축
이후, 2005년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열수력종합효과실험장치를 활용하여 원
전 설계, 안전 운영 및 안전 규제를 위해 요구되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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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은 열수력 코드 및 해석체계 개발, 가동중 원전의
운전 최적화, 사고관리 및 안전현안 해결, 원자로 설계 개선 및 신형원자로 개발
등에 필요한 실험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증진과 경제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자립의 이정표로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원자력 기술의 해외수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
다.
이미 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현재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기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H/W 대표 분야로서 ATLAS를 선정하였고, 이번 시범사업
을 통하여 ATLAS 기술 기록화를 진행하였다.

2. TOC 작성 및 기술기록화
참여자들에 의해 작성된 TOC 초안은 다음과 같다.
1.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IET) 개념 구축 단계
1.1 열수력 실증실험 기반기술 개발
1.2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IET 기본설계(1997,1998)
1.3 상용 가압경수로에 대한 IET 기본설계(1999,2000)
1.4 IET 기본설계 최적화 완료(2001)
2 ATLAS 실험장치 구축
2.1 실험장치 기본설계 최적화
2.2 실험장치 상세설계, 제작 및 설치
3. ATLAS 본 실험 수행
3.1 장치 특성 규명 실험
3.2 APR1400 LBLOCA Reflood 실험
3.2 APR1400 DVI Line Break SBLOCA 실험
3.4 APR1400 CLLine Break SBLOCA 실험
3.5 APR1400 SGTR 실험
3.6 APR1400 FLB 실험
3.7 APR1400 SLB 실험
3.8 수탁과제 실험(FLB)
4. ATLAS 대내외 협력/홍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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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아틀라스 이용자 그룹 및 자문회의 결성 운영
4.2 ISO 인증취득 및 관리
4.3 국내 협력 프로그램
4.4 국제 협력 프로그램
4.5 시설 방문 현황
5. 장치 유지관리
5.1 장치변경
5.2 장치손상 수정
5.3 장치유지보수 계약

TOC 초안 작성 후 내부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ATLAS 역사 및 배경부분이 추가되었다. 이후 몇 번의 수정 및 보완작업
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된 TOC는 다음과 같다.

1 ATLAS 사업 개요
1.1 사업 배경
1.2 사업추진 경위
1.3 Lessons Learned
2.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개념 정립 경위
2.1 축소모의 설계 개념
2.2 중요 핵심 기기 설계 개념
2.3 고온고압 2상유동 측정기술 개발
2.4 가압경수로 열수력 PIRT 개발 연구
2.5 종합효과 실험 매트릭스 도출 연구
3. ATLAS 실험장치 설계 및 구축
3.1 실험장치 기본설계
3.2 실험장치 상세설계, 제작 및 설치
4. ATLAS 본 실험 수행
4.1 장치 특성 규명 실험
4.2 APR1400 LBLOCA Reflood 실험
4.3 APR1400 DVI Line Break SBLOCA 실험
4.4 APR1400 CL Line Break SBLOCA 실험
4.5 APR1400 SGTR 실험
4.6 APR1400 FLB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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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APR1400 SLB 실험
4.8 수탁과제 실험(FLB)
5. ATLAS 대내외 협력/홍보 프로그램
5.1 아틀라스 이용자 그룹 및 자문회의 결성 운영
5.2 ISO 인증취득 및 관리
5.3 국내 협력 프로그램
5.4 국제 협력 프로그램
5.5 시설 방문 현황
6. 장치 유지관리
6.1 장치변경
6.2 장치손상 수정
6.3 장치유지보수 계약

TOC 작성 완료 후 참여원이 대상기술분야 연구자들 중 해당 아이템 기술에
적합한 원내·외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문가에게 원고작성을 의뢰하여
원고작성을 진행하고, 이때에 작성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내 「원고료지급기준」
에 근거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원내 직원에게는 원고료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
급하게 되나, 외부 전문가의 경우 특별원고료 지급기준에 의거 내부결재 후 원고
료를 지급하게 된다.
원고 작성이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바로 감수로 넘겨지게 된다. 전체적인 초
안이 완성되고 나서 전체감수를 들어가게 되면 시간상의 문제로 감수하는데 어
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ATLAS 대상분야 참여연구원들이 대상기술분야 참여
자를 대상으로 감수위원을 선정한 후, 작성한 원고에 대해 감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도 원고료와 마찬가지로 감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원고 작성과 감수가 끝난 후, 항목별로 작성된 원고와 감수까지 완료된 원고에
한해서 사업 참여연구원들이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된다.
SFR과 ATLAS를 대상으로 기술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몇 문제
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관련 자료의 연결 범위 설정이다. 기록대상 세부기술
항목 관련 연결 자료가 매우 광범위하고 대량이라 연구보고서(RR), 기술보고서
(TR), 설계문서 등에 대한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향후 디지털화 등을
위해서는 이들 자료들의 연결 및 관련 자료들의 목록 처리에 대한 방안이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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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 기록의 범위 및 수준 설정이다. 기술 기록 과정에서 기술 부분에서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록물종합관리시스템
(DDMS)으로 이전시 불충분한 이전으로 향후 활용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를 감안하여 기술기록 범위 및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자료관리체계의 보완이다. 사업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이외에도 개
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함께 기록해야하므로 향후 개인 소장자료의 관리체
계 수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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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야별 템플릿 제시
시범사업 분야인 SFR과 ATLAS의 TOC 작성 과정 및 완료된 결과를 토대로
S/W와 H/W 분야별로 템플릿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시범분야 전체 TOC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분야별 템플릿은 아래와 같다.
<표 4> S/W분야 템플릿(안)
1. S/W 역사 및 배경

3. S/W 관련 개별 기술

1.1. S/W 기술개발의 배경과 의의

3.1 ... 개념설계

1.1.1 기술개발의 의의

3.2 개별기술에 해당되는 기술개발사항

1.1.2 앞으로의 역할

3.3 ...실험내용

1.2. 단계별변천사

3.4 ...(성능)평가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3.5 관련 목록 및 매뉴얼

1.3.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1.3.1 발생한 기술적 문제

(각 기술별로 반복)

1.3.2 해결방안
1.3.3 미해결과제 및 향후 연구방안

4. 개발 S/W 유지보수

1.4. 기술적 성과

4.n 기술개발의 종류별로 유지보수 현황

1.4.1 개발된 주요기술
1.4.2 향후 개발기술

5. 대내외 협력/홍보 프로그램

1.5. Lessons Learned

5.n 국내외 협력프로그램

1.5.1 도입 및 개발시의 장애물

5.n.n 국내 프로그램 종류별 TOC 첨가

1.5.2 장애 극복방안의 활용
2. S/W 관련 기술 종합
2.1. S/W 설계종합
2.1.1 S/W 관련 개발계획
2.1.2 S/W 관련 기술현황 검토
2.2. 공정 및 프로젝트관리
2.1.1 공정관리
2.2.2 국내외 협력관리 총괄
2.3. 품질 관리 및 보증
2.3.1 품질관리
2.3.2 품질보증
2.4. 경제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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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H/W 분야 템플릿(안)
1. 관련시설 사업 개요(사업 초기단계)

3. 관련시설 설계 및 구축

1.1 사업 배경

3.1 시설 기본설계

1.1.1 국내외 현황

3.2 시설 상세설계

1.1.2 관련시설 필요성, 역할 및 목표

3.3 시설 제작 및 설치

1.1.3 기타

3.4 시설 검증(QA, 절차서)

1.2 사업추진 경위

3.5 기타

1.2.1 사업 추진 연혁
1.2.2 사업 추진 계획 및 절차

4. 관련시설 운영

1.2.3 참조모델 선정

(시설 가동 및 관련 실험 수행 등)

1.2.4 기술적 제약 조건

4.1 시설 운영

1.2.5 기타

(실험계획서, 절차서, 결과분석 등)

1.3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2 시설 유지관리

1.3.1 추진과정 문제점

(장치변경, 수정, 유지보수 계약 등)

1.3.2 해결방안

4.3 기타

1.4 기타
5. 기타사항
2. 관련시설 개념 정립

5.1 국내외 협력

2.1 관련시설 설계 개념

5.2 홍보 프로그램

2.2 중요시설 설계 개념

5.3 국내외 성과

2.3 기타시설 설계 개념

5.4 기타

2.4 기타

그리고 각 TOC별 개요 및 기술요약 작성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시해줌으로서 작성자들이 기술요약시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 요소들을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되, 이외에 필요한 부
분의 기술은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된다.
S/W 분야와 H/W 분야에 기술요약 작성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기술개발 배경
- 연구방법, 기간, 참여자
- 연구진행경과
- 기술요약
- 성과 및 활용
- 기술자료 목록, 보관(저장)위치, 자료의 형태(인쇄, 파일 등), 수량
- 집필자 등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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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level(공개여부)
- 관련 행정 절차 및 공문 등
- 타기술 또는 과제와의 연관성
- 기록화사업 표준분류번호, 키워드

SFR과 ATLAS 각각 한 항목에 대하여 위 요소를 포함하여 원고작성시 참고
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6> SFR 템플릿 작성 예

□ SFR 항목 : 미국 GE사와의 소듐냉각고속로 공동설계연구
집필자(작성자) : 김영인, 김영균
검토자 : 조만, 석수동, 김영철, 한도희
기술개발 배경
-

미국

GE(General

Electric)사에서의

OJT(1994-1005)

및

공동설계개념연구

(1995-1997)를 통하여 국내의 노심설계기술 능력을 제고하였다. 이전까지 금속연
료․전해정련법의 액티나이드 재순환 핵연료주기를 기본으로 하는 국내개발 액체
금속로(소듐냉각고속로)

분야에서의

국제기술협력은

민감기술(AT:

Applied

Technology) 제한으로 말미암마 극히 제한적 분야에 대한 기술정보 교환 수준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당시 미국 GE사는 국내개발 소듐냉각고속로의 참조개념인
PRISM(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설계를 개발한 최선진 종합설계
기관이었다. 비록 PRISM 설계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
및 참여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민감기술 관련 분야도 일부 기술협력을 제의하
여 양자간 기술협력계약이 이루어졌다.
- 관련자: 조만, 석수동, 김영철, 한도희
연구방법 및 진행 경과
- 국내개발 금속연료 사용 액체금속로(소듐냉각고속로) 노심 및 계통 설계에서 민감
기술(AT) 제한으로 말미암아 설계기술 및 물성 자료 등의 부족 분야로 제기되었
던 금속핵연료, 안전성 분석, 증기발생기 설계 등의 3개 분야에서 연구원 3인이 1
년간의 OJT를 통하여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기본기술을 습득하였다.
- 주도적 참여자 : 황완, 한도희, 민병태
- 이후 계속적으로 분야별 연구원들이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현지 참여로 수행한 국
내개발 KALIMER 공동설계개념연구를 통하여 PRISM을 비롯한 액체금속로 설계
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개념 개발, 설계부터 인허가에 이르는 과정 및 필요한 설계
문서 생산 및 프로젝트 관리 등 전반적으로 설계기술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이 기간 중에 얻어진 제반 연구 결과 및 경험은 향후 국내 소듐냉각고속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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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을 개발·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 주도적 참여자 : 황완, 한도희, 민병태, 심윤섭, 김영인, 김영균, 석수동 등
기술 요약
- 노심 핵설계기술 분야에서는 GE사가 우리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핵계산 전산체제
DIF3D/2DB를 적용하여 금속연료노심모형 개발을 위한 금속연료 상세입력 물성자
료 및 입력자료 작성기법, 계산기법, 분석자료 작성 방법등을 습득하였을 뿐만 아
니라, 노심모형을 수립할 수 있는 설계사양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노심 열
유체설계기술 분야에서는 덕트형 집합체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 노심에서 열효율
증대를 위한 최적의 유량 활용 방법으로서 유량분배 방법, 그에 따른 집합체 내부
및 노심 전체에서의 연료봉과 냉각재의 온도분포 계산 방법의 기초기술을 습득하
였다. 이와 같은 참여 연구를 통하여 당시 개발하던 국내 고유 소듐냉각고속로의
노심 구성 및 설계 계산에 적용하였으며, 국내개발 소듐냉각고속로인 KALIMER
설계기술 개발의 토대가 되었다.
- 이외에도 현지공동설계연구를 수행하면서 접하였던 종합전산체제는 우리가 자체
구축한 종합전산체제 K-CORE System의 모델이 되었다.
- 주도적 참여자 : 김영인, 김영균, 송훈
성과 및 활용
- 비록 설계기술 자료 및 전수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고 기술모방 수준에 머물기는
하였지만 GE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습득한 노심설계기술 및 PRISM 노심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20%농축 우라늄(U-Zr) 금속연료노심 개념설계를 완
성하였다.

이

경험을

기초로

하여

U-Pu-Zr

삼원합금핵연료를

사용하는

KALIMER-150 노심개념설계를 개발함으로써, 소듐냉각고속로 노심설계 및 종합적
분석 능력을 포함하는 노심설계기술을 확보하였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기술자료 목록
- KAERI/GE 기술협력관계철 : MOU 원본 및 기타 협의 및 보고 분서 등 총 20여
문서(복사본)
- Hardy R. W. et al., PRISM Preliminary Safety Information Document(PSID),
GEFR-00793, GE, 1987. (총 6권, PDF 파일)
- Hahn D. et al., A Study on Design Concepts for KPLMR, P2W61-1, GE, 1994
- PRISM Preliminary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 이외 다수의 비공개 자료
보관 위치
대과제 기술자료 보관함(제1연구동 216호), 대부분 paper(복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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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ATLAS 템플릿 작성 예

□ ATLAS 항목 : 2.2.2 원자로 냉각재 펌프
1. 기술개발배경
열수력종합실증실험장치 설계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유체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하고, 기동운전시 일차계통 냉각수를 강제순환시킴으로서 일차계통 내
온도분포를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소형냉각재사고시

초기

Blowdown Phase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거동은 노심유량 및 파단유량에 크게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고 시나리오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
고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거동이 기준원전펌프와 동일하도록 적절한 척도해석이 수
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바른 이해와 정확한 상사화를 위하
여 종합실증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기간, 주도적 참여자
1)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 열수
력실증실험장치에서 사용된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행하여, 경수로
를 모사하는 기존 종합실증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척도법, 설계 데이
터 등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사화 방법을
이용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2) 연구기간
1999년 4월 1일 ~ 2000년 3월 31일
3) 주도적 참여자
정문기, 송철화, 문상기

3. 연구진행 경과
열수력종합실증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설계를 위해 기존 원자력발전
소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고찰, 기존 펌프에 대한 상사화 방법과 1차 개념설
계, 그리고 척도왜곡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4. 기술요약
① 기준원전펌프의 기하학적 수치를 같은 척도비로 줄여서 완전한 상사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임펠러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운동학적 그리고 동역학적 상사를 펌프제작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 기준원전
펌프의 정상상태와 사고해석에 따른 유동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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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증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요구하는 수두와 유량에 맞추어 상사화가
이루어질 경우, 기준원전펌프와 같은 비속도를 얻으려면 기존 제작 가능한 펌프보
다 훨씬 높은 펌프회전속도를 요구하며 펌프제작이 불가능하므로 펌프회전속도를
기존 제작 가능한 3,600rpm에 맞추어 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작한다. 이
럴 경우, 펌프의 비속도값은 1/4.67 값으로 줄어들게 되고 비속도값이 달라지게 되
면서 생기는 척도왜곡은 기존원전펌프의 정상운전과 사고해석을 통해 나타난 데이
터를 바탕으로 제작자와 상의하여 최대한 기준원전펌프의 유동특성에 근접하도록
제작한다.
③ 펌프의 비속도값에 따른 해석에 의해 기준원전펌프의 Mixed Flow Type Pump
대신 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Radial Type Pump를 사용하였고, 냉각재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Canned Motor Type Pump를 제시하였다.
④ 펌프의 운전조건 범위는 사고해석을 통해 구한 다음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터의
속도제어장치를 두어 회전속도를 0에서 정격운전조건까지 운전 가능하도록 하여 과
도기의 Coastdown 현상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펌프의 임펠러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역방향 방지기구
를 설치한다.
⑥ 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이상유동에서 운전 가능하도록 한다.

5. 성과 및 활용
종합실증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선정 및 제작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
된다. 또한 본고에서 실시한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추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단계
에서 종합 실증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적절한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선정할 수 있는 자
료가 되도록 하고, 코드해석을 통해 선정된 펌프의 타당성과 정상상태 및 사고가
발생할 시의 원전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6 기술자료 목록, 보관(저장)위치, 자료의 형태(Paper, 파일), 수량
「가압경수로 모사를 위한 열수력 종합 실증실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개념
설계」,
정문기, 한국원자력연구원, 1999.(KAERI/TR-1412/99)
7. 집필자(작성자)등
최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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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기술기록화 세부계획
기술기록화 세부계획 작성은 원내 시스템 현황조사 및 기록화 체계분석을 통
해서 시스템 연계방안 및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원의 정보화 현황 분석
은 기술기록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영역
의 S-RIMS, ANSIM 시스템과, 연구성과물 관리 영역의 전자도서관, 그리고
MIS/전자결재/그룹웨어 영역은 현재 진행 중인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 고도
화 사업 추진 상황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수행 예정인 기록물종합관
리시스템(DDMS)의 요구분석 및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1절 환경 및 현황 분석
1. 업무프로세스 분석
연구개발과정과 지원업무과정에 개입되는 업무와 프로세스를 조사하여 기술
기록관리 대상 정보 전반의 생성, 유통, 소비 과정의 개선 기회와 방향을 도출하
는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연구정보자원의 일반적인 데이터가치 사슬을 적용하여
핵심업무와 지원업무를 구조화함으로써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 구조의 개선방향
을 도출하였다. 업무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림 15> 업무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 자료
분석대상 자료는 연구원 내외부의 관련 법, 제도, 정관, 규정, 지침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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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및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산출된 산출물, 또는 연구성
과물을 토대로 하였다. 문서분류체계, 업무프로세스, 업무/정보시스템관계, 사업
유형별 생산기록물, 문서처리과정과 관련 표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분석,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나. 분석지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프로세스의 지표로서 IEC 82045-1 문서관리에서
제시하는 영역을 사용하였다. 연구개발 정보가 기록/문서의 형태로 기획, 생산,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과 여기에 개입하는 연구원의 타 정보화 시스템들, 그리
고 전자문서관리의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활동들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데이
터의 전 생명주기를 시스템 관점과 타 시스템과의 연동 관점에서 식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다. 주요 업무
연구원에서 제공한 직제규정을 분석하여 각 단계의 가치활동을 분석하여 핵심
활동을 조직화하였다. 연구정보자원의 일반적인 데이터 가치 사슬을 적용하여 핵
심 업무와 지원 업무를 구조화하였다. 업무 프로세스 구조 개선, 혹은 아카이빙
업무가 개입되어야 할 업무 영역의 도출에 활용하였다.

<그림 16> 연구원 주요업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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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류기준표 검토
분류기준표는 문서를 맥락의 관점에서 클러스터링 하는데도 사용되지만, 문서
마이닝에 기반한 지식분류의 근간이 되며, 포털에서의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
한 사이트맵과 스토리보드의 개발에도 활용된다. 조직/업무/기능에 따른 분류, 전
자도서관의 주제분류, 시소러스나 전문용어사전의 taxonomy, 기타 사업관리에서
사용하는 WBS 등 다양한 분류가 사용될 수 있다.
분류기준표 재검토시 각 분류체계의 특성과 호환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향후
KAERI 기록관리를 지식관리로 진화시키기 위한 지식분류체계 관점에서 목표 모
델접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류기준표는 기록물관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 통제하기
위해 업무부서와 기록물관리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연구원의
문서관리규정상 분류기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분류기준표 개선에 활용할 것
이다.

마. 업무와 정보시스템 관계
업무와 기록물간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원자력 연
구원 업무 프로세스 215개 파일 중 대표적인 46개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1차
분석대상으로 외부연구 과제수행, 연구성과 관리, 보고서 발간 등을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고, 이와 연관된 세부 프로세스들에 대한 프로세스 흐름도를 제시 후
프로세스 설명, 관련 시스템, 관련 법제도, 관련 서류, 주요 활동 등을 제시하였다.
1차 분석대상인 외부연구 과제수행, 연구성과 관리, 보고서 발간 업무와 정보
비스템과의 관계도를 제시하였다. 이 관계도는 업무절차를 모델링하고 각 과정에
서 연관이 있는 시스템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시 참
고해야 하는 자료이다. 2차 분석대상으로 기술사업관리, 프로그램등록, 연구시설
개발관리, 실험 등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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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업무와 정보시스템 관계도

바. 사업 유형별 생산기록물
업무프로세스 분석과정에서 조사된 연구원의 업무유형을 정리하면 크게 연구
사업관리분야, 기술사업관리분야, 연구시설 개발관리분야로 나뉠 수 있다. 제시된
그림은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며, 각 분야에서 생
산되는 기록물들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모든 유형에 대한 상세
한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구조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18> 사업 유형별 생산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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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현황
정보화현황 분석은 기술기록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PMS 영역의 S-RIMS,
ANSIM 시스템과 연구성과물 관리 영역의 전자도서관, 그리고 MIS/전자결재/그
룹웨어 영역은 현재 진행 중인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고도화 사업 추진 상황
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분석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PMS 영역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시스템 명칭, 시스템
용도/역할, 서비스 대상, 서버 및 OS, 시스템 환경, 구축시기/장소/관리, 데이터
구조, 데이터 특성, 연계 시스템, 연계 정보/데이터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경영정
보시스템(MIS)은 관련된 RFP, 착수보고회 자료 및 개발업체의 ISP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가. S-RIMS
S-RIMS는 고속로기술개발부에서 운영하는 EPM 기반의 과제관리 시스템으로
서 사업구성, 진도관리, 성과물 저장 및 팀 내부에서의 공유 대시보드로 구성되
어 있다.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핵심기반기술과제 프로젝트 내부 연구원 그룹
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이용은 허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WBS 기반의 사업/문서유형 분류 및 코드 체계를 관리자가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문서 포맷은 PDF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있다. 문서 메타데이터 포맷은 별
도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메타데이터 속성은 관리자 화면의 어트리뷰트에
있다.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유형은 논문, 특허, 기술보고서, 설계문서, 프로그램 등이
등록되어 있고 과제의 대표적인 성과물이 등록되어 있다. 이외에 게시물, 자료실
등의 문서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자료가 존재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자료에
관한 관리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연계되어있는 시스템은 없으나 향
후 KAERI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S-RIMS는 MS Project 기반의 커스토마이즈 시스템으로 KAERI 전체 PMS로
사용할 수 있는 시범모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KAERI 전자결재, 그룹웨어 등
과의 연계를 통하여 OSMU 및 프로세스 일원화/중복방지 등의 키워드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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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NSIM(Advanced Nuclear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SIM은 정보통신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운영 정보
통합관리, JCNR, SMART 사업의 서류/문서/설계서류 등을 DB 구축하여 실시간
공유, 통합관리 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정보생성 관점에서 보면 SMART, JCNR, 설계서류 및 문서생성
/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 핵물질통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정보 데이터베스 구
축 및 관리로 볼 수 있고 정보 이용자관점에서 보면 원자력 시설 이용자 및 관
련 협력업체 직원이다. 원자력 시설 관리 업무 전산화로 안전성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고, SMART, JCNR 사업 설계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 운영 중인 원자력시설 관리 시스템의 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ANSIM에서는 품질보증 개념을 도입한 문서관리로 업무수행용 품질보증문서,
신청서기능 문서관리, 설계서류, 설계도면, 회의록, 시험원 자격인증서, 설계요원
직무기술서 등의 데이터가 있다.
핵물질 이동관리, 출입관리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하고 하
나로 운영업무 전산화 사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MIS-DB로부터 개인,
조직, 과제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ADR 출입관리 시스템에서 방사선 작
업 종사자, 방사선 작업 허가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향후 KAERI 전자결재,
그룹웨어 등과 연계가 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ANSIM은 설계서류 관리업무시스템의 시범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형 실용화 사업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
다. 종료된 사업의 설계문서 이관, 보존, 재활용은 규정 및 절차 보완을 걸쳐 기
술정보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S-RIMS와 같은 진도
/사업관리 기능은 없으며 정보관리 시스템으로서 적절하다.

다.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One-stop service 구현 및 Paperless office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 각 업무 단위 시스템들과의 데이터 코드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관시스템과의 모든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관리시스템은 회계업무 위주로 개발되며, 본 사업의 연계 대상이 되는
PMS 개념과는 차이가 많다. 지적재산권 업무에 있어서는 특허 중심으로 별개의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허/기술이전/기술사업화 등의 성과물 콘텐츠의 연
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연구노트 도입은 완전히 독립적인 DOTNET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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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스템임을 생각해야 한다. 문서/업무/기능 분류 체계 및 표준문서번호 식별
체계는 본 사업과 협의를 통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한 테이블과 적용 지침을 도출
해야 한다.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고유식별 체계를 확인하여 본 사업의 데이터
구조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
MIS-ISP는 본 사업의 상위 수준의 정보화 추진 전략의 수립이며, 따라서
MIS-ISP에서 연구원 전체의 거시적인 ISP를 수행하고, 본 사업에서는 DDMS
관점의 미시적인 ISP 수행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호환성/실용
성 있는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정보화 현황 분석 결과
PMS 관점에서 진도관리 성향이 강한 S-RIMS와 정보통합 관리 성격이 강한
ANSIM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두 시스템의 통합 또는 연계 및 프로토콜 표
준화를 통하여 연구개발 영역에서 발생 정보의 핵심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이 가능하다. 단계별로 MIS와 실시간 연계/연동으로 KAERI 기관 전체 아카이브
자원의 통합 및 일원화 된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PMS 관점에서의 생성/운영 정보는 연구성과물의 성격이며, ANSIM의 생성/운
영 정보는 허가/신청/검토/승인 등의 성격 및 설계도면을 포함한 PM-MEMO가
특성화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MIS는 전형적인 행정기획문서의 활동 영역이
다. 요구 발의된 이후, 이행 및 완료까지 수십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형상관리
의 필요성을 갖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한 기록물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추가 생성 정보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서기록관리 및 보존업무는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타 계획에서도 반영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실물 자원들과 연구분야에서의 설계 도면 등,
비전자/종이매체의 정보가 상당량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데이터
소급변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계획 수립 시 소급 대상의 물량 및 시점,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 품질관리 대상 정보가 아닌 정보들이 혼재함으로 이들의 처
리에 필요한 기술계층/클러스터 구성/임시식별체계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
다.
현재 특정 사업에 대한 기록이 행정과 기술로 이원화 된 환경이며, 이 두 영역
간의 사업 및 문서간의 연결고리가 없다. 전자결재 문서의 경우 해당 부서 외에
외부에서의 접근 및 활용이 불가능하며 장기적인 사업에서는 조직의 변경 등 업
무구조에서의 변경으로 인한 추적 탐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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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계획에서 이들을 구조화, 집단화 하고 접근 권한을
아카이브 관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현행 기록관리 상태에서 보존 상태로의 이관, 형상관리 등에 필요한 법 제도적
인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업무 규정과 절차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는 시스템
과 시스템 간, 부서와 부서 간, 업무와 업무 간의 이관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
인 형상관리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 부서와 부서 간, 업무와 업
무 간의 OSMU 관점에서의 정보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 KAERI 기관 전체에서
운영하는 정보운영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정보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법제도 분석
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
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를 명시하여 연구원의 기록물관
리 규정과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분류표의 경우는 연구원의 실정에 맞게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
한 기록물은 활용의 관점에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과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저작권법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기록물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되어야 하고 공
정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우리나라는 정부나 공공기
관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 보
호를 해주고 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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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유형에는 어문(논문, 간행물, 구술사 원고 등), 음악(녹음
기록), 미술(행정박물류), 건축(설계도, 임야도, 지적도 등), 영상(기록영화, 필름
등), 도형(지도, 도표, 약도 등), 사진(사진, 청사진, 자외선사진, 기념촬영사진), 컴
퓨터프로그램(RMS 기록관리시스템)이 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인용된 외부자료의 저작
권 관리가 가능한 메타데이터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 전자서명법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
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
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서명의 효력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다고
본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
였다고 추정한다.

라. 전자연구노트
전자연구노의의 법적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인증(Time-stamp) 소프트
웨어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은 시점인증 및 진본확인의 절차가 없으며 사용이 불편하여 새로운 전자연구노
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한 2013년 2월 20일까지 구축하기로 되
어있는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고도화 사업에 전자연구노트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원에서는 2007년 연구노트작성 시범부서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 연구노
트 시범사업 확대로 12개 대과제 50개 분야 과제로 운영하였으며 2009년부터 국
가연구개발사업 전체과제에 대해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다. 연구노트는 서면
노트와 전자연구노트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연구노트 신청은 2008년
54건, 2009년 56건, 2010년 48건, 2011년 6건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자연구노
트 시스템이 사용하기 불편하여 이용자가 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의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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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인증 및 진본확인의 절차가 없어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노트 작성시 입력기록을 수정하면
수정표시가 영구적으로 남게 됨과 동시에 증인검증 및 서명인증도 필요하다. 특
허 출원시 시점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 가능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기록물과 연관된 일반적인 법률 이외에도 법적 증빙이나 소송
대비 목적으로 연구원이 반드시 보존 관리해야하는 문서의 법주를 파악하기 위
해 다양한 법률 분석이 필요하다.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 전자서명법
○ 원자력손해배상법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진흥법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원자력기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교부 규정
○ 특허법: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권 유지를 위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
○ 민법: 소송사건, 계약 등에 따른 사항 검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최신기술동향 분석
가. 메타데이터
디지털 정보자원의 탐색, 식별, 선택, 보존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표준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 기록 사업의 콘텐츠의 표현과 보존, 모델링에 따른 사업 단위 접
근 등이 가능한 메타데이터 포맷 구조를 제시하여, RMS, MIS, PMS, 전자도서
관을 위한 데이터 통합 환경의 기초를 제시한다.
다음은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국제표준 리스트이다.
○ ISO 15489, ISO 23081, ISO/TR 18492: 기록관리 프로세스 관점
○ ISO 14721, OAIS-PDI, PREMIS, 기록물 장기보존 포맷: 디지털 공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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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관점
○ ISAD(G), ISAAR(CPF), EAD: 디지털 아카이브의 표현
○ SCORM, METS: 다수의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의 통합 수용 컨테이
너 및 개체를 구성하는 복잡한 단위요소들의 정렬 및 구조화
메타데이터 표준이 지원해야 하는 경영목표와 업무, 자원의 특성과 서비스 모
델에 대한 결정이 우선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영역별
메타데이터 표준을 선택하여 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자원의 활용 측면을 최대
한 고려하여 선택해야하며 이는 메타데이터로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데
이터 모델링, 지식베이스 등과 조화가 가능한 메타데이터 표준이어야 한다.
자원의 관리는 공공기록물의 기록관리라는 관점과 차별화 되는 연구원의 목표
를 전제로 해야 하며 자원의 보존은 업무 수준을 고려한 적당한 수준에서 반영
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자원의 속성과 접근에 효
율적이어야 하며 기관 전체의 자원을 메타데이터/실물 관리 관점에서 가급적 공
통적으로 지원가능한 표준의 선택이 필요하다.
공공기록물 관리 관점에서의 보존과 활용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관련 메
타데이터 구축에 따른 부담과 획일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
야한다. 특히 매뉴얼/프로세스/양식 등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전산화 환경을 고
려하여야 하며 정보화 이후의 관점에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
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 전체에서 공유되고 연계되는 데이터 구조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발되는 응용 시스템들이 소
비하고 생산하는 데이터/활동의 중심에서 움직여야 하는 연구자원관리시스템의
역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정보기술
시멘틱 웹(Semantic Web)은 웹상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
터 프로그램과 같은 기계들이 이해하고 작업하기 용이하도록 표현한 차세대 웹
이다. 이러한 시멘틱 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톨로지를 기술할 수 있는 언어인
RDF/S, OIL, OWL(DAML+OIL)등으로 온톨로지를 표현하고, 온톨로지가 가지고
있는 사실과 규칙들의 의미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들에 규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유도할 수 있는 온톨로지와
연계한 추론 기술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점에서 Linked Open Data Cloud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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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로 다른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융합에 의한 자원공유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구조 진화 방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시멘틱 웹의 웹 등장 이후 또 한 번의 인터넷 혁명을 가져올 차세대 신기술로
서 미국(국가과학재단, 국방연구소, 다른 정부 기관들)과 유럽(제6차 체제 프로젝
트)에서는 이미 시멘틱 웹 기술 개발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멘틱 웹은 현재 기술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품 개
발보다는 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2절 목표모델수립 가이드라인
1. 데이터구조 목표모델

기술기록화 사업 수행에 최적의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
이 기술 기록물의 전생명주기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기록물이 생성되어 폐
기되기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9> 목표모델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원들이 다수의 정보시스템에서 중복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들은
맥락에 충실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간의 연계/연동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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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분담의 효과적 구현이 필요하다. DDMS는 최대한 자동화되어 사용자에게 나
타나지 않는 투명한 시스템일수록 좋다.
공공기록물관리 관점에서 시작한 메타데이터 개발 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운영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적절하게 반영
하여 운영의 효율성/경제성과 서비스의 품질 및 정보자원 활용도의 극대화를 기
할 수 있도록 개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체의 내용 기술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DC, MODS, MARC 등의 다
양한 표준들이 복합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OAI-PMH 기반의
CDWA 포맷의 경우는 다수의 아카이브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이 수준에서의 메
타데이터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본다. 이 경우 메타데이터
Crosswalk scheme과 Metadata registry의 채택이 필요하다. 기타 전거통제, 시
소러스 등의 메타데이터 표준은 RDF 기반 SKOS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메타데이터는 공공기록물, 아카이브, 전자도서관의 세 영역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중 메타데이터 표준을 적용하고 이들이 단일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한며,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 포맷들 간의 Crosswalk
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화 환경 전체에서의 데이터 구조는 ①데이터 구조 전체를 구조적, 의미적
으로 통제할 수 있는 레이어, ② 기술기록화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콘텐츠와
데이터 레이어, ③ 지원 업무에서 운영되는 관리/상호작용 데이터 레이어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②레이어에서는 기록/문서/정보의 유형적 특징에 따른 개념적
상세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메타데이터의 개발과 상호간의 의미적 연관
성의 직관적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그림 20> 데이터구조 목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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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서비스 구조 목표모델

RMS, MIS, PMS, DDMS, 전자도서관시스템들은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간의 연결고리는 각 시스
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서/기록 식별 체계로서 시스템이 자동 부여하는 제어
번호 및 계정번호, 계약번호, 관리번호, 기술보고서 번호 등을 포함하여 품질관리
절차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중 코드/번호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1> 응용서비스 구조 목표 모델

3. DDMS/시스템 구조 목표 모델
기록물종합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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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DMS/시스템 구조 목표 모델

사업 단위 컬렉션의 구조적, 의미적 Finding Aid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백서 형태 평면적 구조의 TOC 방식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 모델의 달성
이 필요한 문서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TOC 시범 사업 목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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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관리 실태조사 및 소급변환 모델

RMS는 정부에서 승인한 시스템 패키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기록관
리 소급변환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록관리시스템 개발 이전에 생산되어
보존되어온 다양한 종이 문서에 대한 정리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소급변환을 위
한 방안은 상태파악에서 매체변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모델
을 제시해야한다. 기존의 종이문서의 상태를 파악하고, 소급대상 문서 선정 및
평가 기준 책정을 위한 조사 그리고 전산화 이후의 종이문서의 처리 방안에 대
하여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KAERI의 기존 종이문서의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목록, 관리주체, 보
관장소, 보존상태에 대한 조사 및 보존 현장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 소급대상
문서의 선정과 평가 기준 책정을 위해서는 연구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문서 관리
규정/지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문서관리 담당자와의 면담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문서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종이문서의 전산화
이후 원본의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영구문서 및 계약서 등과 같은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원본
은 폐기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야 한다.
기록관리 실태조사 후 변환대상 문서를 선정하고 스캐닝을 통한 직접 입력으
로 종이문서를 전자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문서관리공간의 확보와 문
서관리 조직, 전산시스템, 문서분류체계에 대하여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급
변화 이후 계속 발생하게 되는 종이문서에 대한 처리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진행
해야 한다.

제3절 실행계획수립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원 전체 관점에서의 DDMS 운영 전략에 대한 방
향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
⦁ 먼저 DDMS와 KAERI 업무 시스템들과의 연관관계를 개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 혹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한 일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 여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KAERI의 PMS 추진 정책의 방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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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S-RIMS와 ANSIM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PMS를 통합 재개발하여
연구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PMS를 개발할 것인지, 혹은 현재와 같은 환경에
서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특정 사업에 적합한 PMS를 개발 운영해 나갈 것인
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인 것이다. 이 문제는 KAERI 정보화 전략의 거시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현재 진행 중인 MIS ISP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영역으로 이행과제를 정의
하였다.

<그림 24> 두 개 영역의 이행과제 정의

1. DDMS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및 설계
가. 과제정의
KAERI 기술기록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기능과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
를 토대로 DDMS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설계/지침을 개발하였다.

나. 배경 및 필요성
KAERI 기술기록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KAERI의 전체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기록화 사업 추진의 착수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술기록화 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침과 표준의 개발이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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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DDMS시스템은 기록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주
요한 정보화 도구로서 앞에서 개발된 지침과 표준을 적용하고 KAERI 전체 정보
화 환경과 일치/호환성을 확보한 시스테믕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기록
화 사업의 지침과 표준의 개발과,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DDMS시스템 목표모델
구현에 필요한 기능/프로세스/데이터/서비스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

다. 목표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기록화 사업 지침과 표준
의 개발 및 이를 적용한 DDMS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설계 및 설계 지침을 개발
하는 것이다.

라. 내용 및 범위
컨설팅 용역 사업에서 제시된 기술, 데이터, 프로세스, 서비스 가이드 라인을
업무 및 시스템개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본 사업
의 내용과 범위로 설정하였다.
y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기술기록화 영역의 업무 매뉴얼(DDMS시스템 프로
세스)

y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KAERI MIS 등의 개발 중 포함)과의 연계/연동 구
조(OSMU 관점의 데이터 구조/MIS를 비롯한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DL, PMS, RMS 연계/ KAERI 포털 통합 검색을 비롯함 기술표준과의
호환성 기반 설계)

y

기존 기록/문서 관리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한 데이터 소급변화 및 디지털화
추진 계획

y

기술기록 데이터 구조화를 위한 기존 문서 및 지식의 다중 분류 체계

y

기존 기록/문서 데이터 구조 및 메타데이터 표준 포맷 개발

y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대상 클래스/속성 정의,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조

y

분야별 문서구조화를 위한 TOC 공통 구조

y

기술기록화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 인프라 용량 산정 및 Legacy 데이터
변환 계획

y

외부 이해당사자/연계 대상 정의 및 연계 프로토콜

- 66 -

마. 산출물
y

기술기록화 업무 매뉴얼 및 DDMS시스템 프로세스/기능 상세 설계서

y

연계 대상 정보 시스템 별 연계 구조 및 구현을 위한 상세 기술 내역서

y

RMS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계획서(대상 선정 지침 및 소요 예산 포함)

y

다중 분류 체계 코드 시스템 및 Crosswalk map(Legacy 체계 포함) 설계서

y

DDMS시스템 운영 메타데이터 표준 포맷/관련 Scheme의 개발 및 MDR
등록

y

지식베이스 구조, DB구축 방안 및 운영/서비스 기능/프로세스 상세 설계서

y

TOC 분야 별 XML 기반 문서 구조화 및 입력 워크벤치 설계서

y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요 예측 및 도입 계획서

y

DDMS시스템의 외부 연계 모형 설계 및 연계 프로토콜 설계서

y

MDR 시스템 설계서

y

단계 별 이행 계획 및 소요 예산

바. 추진 전략
y

DDMS시스템 개발의 기능적/기술적 요구사항의 상세화를 위한 Tailoring
된 ISMP(Information Strategy Master Plan) 방법론을 적용

y

앞에서 제시된 내용 및 범위의 영역에 대하여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
석(AS-IS)과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TO-BE) 과정에 집중, 개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산출물 개발

y

DDMS개발팀과의 긴밀한 협조로 기술 이전 및 구현 과정 관리 및 지원

2. DDMS시스템 1단계 개발
가. 과제 정의
KAERI DDMS시스템의 OSMU 데이터 저장소 및 관리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기록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나. 배경 및 필요성
기술기록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DDMS)의 구축이 필요
하다. 단계별 구축을 위하여, Legacy 연구개발 기록 데이터의 소급변환 및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와 TOC 모델 운영에 필요한 입력/관리 시스템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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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검증을 위한 시각화 된 이용자 서비스 시스
템의 개발과 PMS 연동 시험을 위한 연계 모듈의 개발이 1단계에서 필요하다.

다. 목표
본 사업의 최종 목표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1단계에서 구현되어야 할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시한 구성요소들이다.
y

데이터 시각화: SFR, ATLAS에서 발견된 모델링 요소를 데이터 시각화에
반영함

y

ECMS: PMS, 전자도서관, DDMS자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기술기록
화 대상 콘텐츠 및 그 연결고리 관리

y

시스템 인터페이스: S-RIMS, ANSIM, 전자도서관 시스템과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그림 25> DDMS 1단계 목표모델 개념도

3. DDMS 시스템 2단계 개발

가. 과제정의
KAERI DDMS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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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경 및 필요성
DDMS 시스템의 완전한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y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인화 및 지식베이스 기반의 의미적 서비스를 이용
한 통합 검색 제공

y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 기반의 메타데이터/콘텐츠 입력 및 TOC 문서구
조화 기반 Finding Aid 입력 시스템의 제공으로 연구원들이 중복 입력없
이 연구사업의 맥락 구조가 반영된 데이터 입력 환경 운영

y

지식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완전한 구현으로 KAERI 정보화 환경 전체에서
의 통합 지식관리 구현

y

KAERI 업무 포털 온라인 연동으로 단일 접점을 이용한 기술기록화 사업
업무 수행

y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온라인 연동으로 업무
간소화 및 생산 데이터의 OSMU 실현

다. 목표
지식베이스 관리를 통하여 DDMS의 지능형 서비스를 완성하고 이들 중에서
1단계에서 부분적으로 구현된 것들을 완성하여야 한다.
라. 내용 및 범위
y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개인화
- 시각화

y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 개발
- 메타데이터 입력기
- Finding Aid 입력기(문서구조화 모델러 포함)

y

지식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발
- 개체 DB 구축기
- 전거통제
- 시소러스 관리기
- URI 관리기

y

KAERI 업무 포털 온라인 연동
- 데이터 시각화

y

온라인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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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그룹웨어, 전자결재 시스템 및 OSMU 실현

<그림 26> DDMS 2단계 목표모델 개념도

제4절 TOC 기술 지원
원자력기술 기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SFR, ATLAS 분야의 TOC 파일들을
HTML로 변환하여 로컬테스트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TOC의 AS-IS를 평가하고, 미래 모형을 도출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인 방안이 제
공되었다. 현재의 모델로도 목차로부터 TOC 문서의 해당 위치로, 연계된 각종
참고자료 파일들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연계가 가능함으로써 각 분야 사업 단위
의 큰 맥락 속에서 해당하는 다양한 기록자원들의 구조적인 모델에 대한 Insight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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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FR/ATLAS Tes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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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표준문서번호 부여체계
제1절 분류체계 검토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은 조직의 이익과 발전에 중요한 정
보자원으로 재실험 방지 및 실현재현에 도움을 주고 연구 진실성 확보 및 연구
윤리 확립, 법적 분쟁시의 증거적 권리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종합적 지식
자원 및 새로운 정보가치 창출의 디딤돌로 기술 및 지식의 관리 및 전수가 가능
하다.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전 주기에 걸쳐 생산, 입수된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조직 및 관리는 곧 지식자원의 관리와 같다. 체계적인 조직과 관리 및 활용을 위
해서는 기록물의 분류 및 번호부여체계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1. 분류체계 기본요건 및 구성요소
분류체계는 분류기호 및 이에 대응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헌 또는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정보축적과 검색을 용이하
게 하고 조직 내의 정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며 산재된 다양한 형태
의 자료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구비할 수 있다. 분류체계의 기본요건 및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다.
<표 8> 분류체계 기본요건 및 구성요소

구분

기본요건

주요
구성요소

내용
⦁유일성:
⦁일관성:
⦁포괄성:
⦁연속성:
⦁수용성:

분류항목의 명칭과 의미 유일
계층과 항목에 대한 정의 및 방법에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 모두를 분류 가능
기존의 분류체계의 무리 없는 계승 가능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환경 변화에 적응 및 확장가능

⦁사업명/과제명 코드
⦁업무분류체계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 설비분류체계 (PBS: Physical Breakdown Structure)
- 기능분류체계 (FPS: Functional Breakdown Structure)
- 조직분류체계 (OBS: Organizational Breakdown Structure)
⦁문서유형코드 (DTC: Document Type Code)
⦁주제분류번호 (SCN: Subject Classification Number)
⦁문서일련번호 (SN : Serial Number)
⦁연도(YR: 문서작성 또는 발간 년도)
⦁개정번호 (Rev.#): 개정본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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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관련 분류체계
과학기술 분야 분류체계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한
국특허분류 등이 있으며, 정리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과학기술 분야 분류체계의 종류
종 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008년도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용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41조)에 근거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담기관 지정 (KISTEP)
⦁매 3년마다 수정, 보완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
⦁통계자료의 분류를 위함 (산업부문별)

한국특허분류(KPC)

⦁국제특허분류(IPC)를 사용 (1981. 6월 이후)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대한전기협회 (Korea Electric Association)
⦁기술기준목록의 분류표(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KAERI 지식분류체계
(KAERI-KMCS)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기본자료로 활용 (2003. 9-)
⦁조직도 및 업무분장, 인원 현황 등 참고하여 작성

3. 번호부여체계 관련 기준
다음에서는

번호부여체계와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았다.

국제표준화기구

ISO/TC46은 ISO 전문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으며, 도서관, 도큐메이션
및 정보센터, 색인 및 초록서비스, 문서기록, 정보학 및 출판 등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산하에는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그중 SC9는 정보식
별을 위한 표준화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표준번호나 코드 즉, 정보식별자와 기술
방법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서나 연속간행물과 같은 전통적인 종이
매체의 정보원뿐만 아니라 전자자료, 음악작품, 언어에 의한 작품, 시청각작품과
같은 물리적 매체를 수반하지 않는 것도 다루고 있다. 아래의 표는 국제표준번호
부여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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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번호부여체계 국제표준
구분

내용

⦁ISO 2108: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O 3297: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O 3901: ISRN(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Number)
⦁ISO 10957: ISMN(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
⦁ISO 15706: ISAN(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ISO 15707: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기록물 자료별

⦁ISO 21047: ISTC(International Standard Text Code)
⦁ISO 26324: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System) [Draft]
⦁ISO 27729: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Draft]
<기타 문헌 관련 국제표준>

⦁ISO/TR 15489, ISO/TR 23081, ISO/TR 18492,
ISO 25964 (외 다수)
사업/R&D
QA에서의
문서식별 요건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4.2
⦁ASME

NQA-1:

QA

Requirement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

⦁KEPIC QAP-1: 원자력품질보증 (외 다수)

4. 기록물 번호부여체계 사례조사
원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번호부여 체계는 도서관 소장자료 청구기호체계, 간행
물 번호부여 지침, 행정문서 번호부여체계 그리고 QA절차서에 따른 사업(문서)
번호 부여체계 등이 있다.
도서관 외에 SMART, 하나로운영, JRTRP,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과제와
같은 주요 사업별 번호부여 체계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각각 사업(과제)별로
다양하게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KEPCO-ENC, S복합도시 건설사업 기록관리 번호부여체계를 검토
하였으며, 각 기관의 특수성에 맞게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문서번호부여체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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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업별 문서번호부여체계 비교
번호체계
구성 요소

기관(사업)명
고유명칭약어

기관/ 사업별/자료별

SMART

KAERI
하나로
운영

PBS

OBS

FBS

X

XXX

XXX

XXX

XXX

X

XXX

XX

XXX

XXX

X

XXX

X

XXX

XXX

WBS

사업번호
NSSS
도면자료
플랜트
설계도면
기타서류

SMT

통신문

SMT

운영절차서

HANTAP

(XX)

XX

기타서류

HAN

(XXX)

XX

원자력수소핵심기술
요르단사업

도면 및
문서
서신문서

AE

NSSS

KEPC
SD
O(원자력설
ENC
계개발단)

설계도면

S 복합도시 건설

기록문서

NHDD

문서유형
(DTC)

사업코드
(계약
/과제)

XY

XX

XXX

X

XXX

X

XXX

XXXXX.X

X

XX

XXX

XXXXX

JR

설계문서

지역분류(X)

XX

X

IOC

XXX

XX

X

XXX

AB/CD

XX

(XXX) XX

XXX

XX (XX)

YY

XXX

XX

X

X

기타: Detail
code
OT:기타서류
AB: 발송부/과제
CD: 수신부/과제
QA계획서의
장 번호
과제코드+문서코드

XXX
X

XXX

X

XXX

(XX)
(XXX)

XXX

비 고

형태

OT

XX

JR

NSSS

종류

Serial
Rev. 발신/ 기
Year
No.
No. 수신자 타

XXXX XX

XX/YY

XXX
XX
XXX
X

XX

XX

기타: 부품등

X

기타: size

X

기타: 비목분류

(1) 사업코드, KEPCO의 경우 Unit 번호 (2) PBS: 설비분류, 부품, 계통분류 (3) OBS:조직분류, 부서명 코드 (4) FBS: 기능분류체계, 업무분류 등
(5) 문서유형(DTC) 종류구분: 도면,절차서,보고서,구매문서,설계문서 등 / 형태구분: 인쇄물, 파일, CD, 지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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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표준문서번호 부여체계 제시
표준문서번호 부여체계(SDNS: Standard Document Numbering System)는 품질
보증 문서 및 실용화 사업문서번호 체계를 검토하여 기록관리 영역에서의 문서관리
및 검색, 활용에 있어서 단순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번호부여체계를
제시하였다. 우선 문서번호 부여를 위하여 사업관리영역(사업(과제)수행기간의 문서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영역)과 기록관리영역(사업종료 후 보존, 검색, 활용 및
백업 등을 위한 아카이빙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문서번호체계를 이원화
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사업관리영역의 QA요건에 의한 문서식별 번호체계와 기록관리 영역에서의 문서
번호 체계로 이원화 운영을 하며 이원화된 서로 다른 문서번호체계의 상호 연계에
의한 검색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상호보완토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사업관리영역(QA영역)

기록관리영역(AC영역)

- QA요건에 의한 현행의 문서식별번호체계 - 과제(사업)코드별 일련번호 부여체계
계속 유지

- 번호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

- 사업별로 상이한 번호체계를 표준번호체계

는 Metadata에 포함

를 개발하여 향후 신규사업부터 이를 적 - QA영역에서의 문서번호부여 대상이
용토록 유도 (QA팀)

아닌 비품질관련 문서도 AC영역에서
는 문서번호를 부여

기록관리영역에서의 표준문서번호 운영(안)은 최소한의 필수 구성요소만 지정하
여 단순성 및 간결성을 유지하며,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별에 의한 일련
번호 부여하는 것을 번호구성 기본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번호구성요소
- 사업(과제)명의 약어코드(Project Acronym Code)
- 사업별 문서 일련번호(Serial Number)
- 해당문서의 개정번호(Revision Number) (필요시만 사용)
< 번호구성의 제시> (안)
XXXXXX - 0000000 / 00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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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C(Project Acronym Code: 사업(과제)명 약어 코드)
o 조기성을 위한 영문 약어코드
o 최소 3자 ~ 최대 6자까지 사용
(2) SN(Serial Number: 문서일련번호)
o 아라비아숫자 일곱 자리 (0000000-9999999)
(3) RV(Revision Number: 개정번호)
o 아라비아숫자 3자리 (000-999)
o 선택사항 (필요시)

<그림 28> 문서번호체계의 이원화운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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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연구개발 기록물은 연구원의 이익과 발전에 중
요한 정보자원이며 중복연구방지 및 실현재현에 도움이 됨은 물론 연구진실성 확보
와 연구 윤리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증거적 권리 확보가 가능
한 종합적 지식자원이며 새로운 정보가치 창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전 주기에 걸쳐 생산·수집된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조
직관리는 곧 지식자원의 관리인 것이며 지속가능한 기술전수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기록 사업의 중요성과 그 시급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금년부터 기
관장의 절대적인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2011년도에
는 원자력기술 기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기술 기록화 시범사업의 대상분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S/W와 H/W를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분야로 SFR과 ATLAS를 선
정하였다. 이에 선정된 사업분야별로 TOC(Tables of Contents)를 작성하고 TOC에
따라 콘텐츠를 기술하였다. 시범사업분야별 참여원들을 중심으로 원내·외의 전문가
를 선정하여 TOC별로 원고 작성 및 감수를 진행하였다. 원고작성과 감수에 대하여
원내 원고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원고료와 감수료를 지급하였다.
다음으로 S/W와 H/W로 나누어 분야별템플릿을 작성하였다. TOC의 작성 과정
및 완료된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템플릿을 작성하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원자력기
술 기록 사업을 진행할 때, 각 분야별로 원고 작성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술기록화 세부계획 작성 부분에서는 원내 시스템 현황조사 및 기록화 체계분석
을 통해서 시스템 연계방안 및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원의 정보화 현황분
석은 기록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시스템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수행 예정인
기록물종합관리시스템(DDMS)의 요구분석 및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 또한 표준문서번호 부여체계를 위하여 사업관리영역과 기록관리영역으로 구분
하여 검토한 결과 문서번호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대두된 문제점과 선결요건 등은
2012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다른 사업분야에서 적용되고 개선되어 보다 효율적인
원자력기술 기록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 분야 전반에 걸쳐 그동
안 연구원에서 개발한 전 분야로 기록화가 확대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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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자력기술 기록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원자력기술 기록물의 종합적
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나갈 것이며 원자력기술 기록물의 보존과 원자력 기술의
진보 및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자력기술 기록 사업에 의해 축
적된 기록물은 원자력 지식경영의 중요한 지식정보자원으로서 연구노트 및 지식경
영과 더불어 원자력 연구원 세대 간의 경험과 지식의 효과적인 전수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지식정보자원은 원자력 홍보 및 성과확산의 주요 정
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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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원자력 기술 기록 시범사업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 개발

2011년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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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SFR 역사 및 배경
1.1 기술개발 배경 및 의의
1.1.1 기술개발 배경
소듐냉각고속로(SFR)4)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
터 연구개발이 착수되었으나 상용화는 경수형로가 먼저 이룩하였다. 경수로가 상용
화된 후에도 원자력 선진국들은 한정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우라늄 자원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960～1970년대부터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개발이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 우라늄 자원의 추가 개발로 우라늄 가격이 안정화되고 원자력
수요가 둔화되면서 애초 제기되었던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축소되어 고속로 개발 활
동이 다소 주춤하였으며,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TMI) 원전사고와 1986년 러시
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기존 원자로의 고유안전성을 강조하는 연구개발에 치
중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은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Phenix에

이어

Super-Phenix를 건설･운영하여 발전기술을 실증함으로써 상용화 수준 직전까지 기
술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과 관리에 대한 관심사가 증대하고 첨예한 사회
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하여 처분 폐기물량을 획기
적으로 감소하고 장수명 핵종을 연소하여 방사성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증식로가 아닌 초우라늄원소 연소로로서의 소듐냉각고속로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기초
적이나마 기술연구를 수행한 것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1970년대 후반 소규모
로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97년 원자력연구개
발 중장기계획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전에 비해 연구개발 자금이 비약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 기술추적 수준에 머물렀던 고속로개발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4)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는 냉각재로서 고압의 물 대신 액체금속인 소듐(Na, 나트륨)
을 사용하는 고속로를 칭한다. 액체금속 Hg, NaK. Na 등의 액체 금속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를 액체금
속로(LMR; Liquid Metal-cooled Reactor)로 분류하여 칭하기도 하며, 현재 대부분의 액체금속로(LMR)가 소듐
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있어 소듐냉각고속로(SFR)를 대표적으로 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고속로를
개발하는 목적이 소모한 핵분열성 물질보다 더많은 핵분열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증식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속증식로(FBR; Fast Breeder Reactor)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는 1992년 원자력 중장기개발계획이 개시할 시점에는 핵확산 우려가 대두되었던 국내·외 원자력 환경을 고려
하여 고속증식로(FBR; Fast Breeder Reactor)에서 액체금속로(LMR)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1997
년부터는 국내 고속로 개발이 소듐냉각고속로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핵투명성을 제고하여서 소
듐냉각고속로(SFR)의 명칭을 사용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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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마련되어 소듐냉각고속로 개념설계 연구에 착수하여 2001년에는 국내 최초
의 소형 소듐냉각고속로인 ‘KALIMER-150(150MWe) 설계개념’을 완성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중형 소듐냉각고속로인 KALIMER- 600의 개념설
계를 수행･완성했다. 이는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한 독창적 개념의 원자로로
서 이 KALIMER-600은 2006년 미국과 일본의 소듐냉각고속로 개념과 함께 제4세
대 소듐냉각고속로 국제공동연구의 참조개념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고속로 설계능
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 받았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미
국, 일본, 프랑스,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국제
공동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1.1.2 의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을 기간산업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산업을 유지하
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의 경우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외국의 농축핵연료 공급보
장에 대한 의존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소듐냉각고속로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
된다. 또한 우리사회의 현안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량 뿐만 아니라 방
사성 독성까지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어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은 매우 의
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소듐냉각고속로의 핵변환 특성을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의 방사능 준위를 낮추거나 안정 핵종으로 변환함으로써 저장해야 할 폐
기물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우리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사용후핵연료 등
의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차원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이며, 특히 지구 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연소 시 배출되는
CO2가 주요 원인이다.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고려되고 있는 태양열, 풍력, 조
력 등 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 받아 기술개발이 빠
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제약요건으로 인해 대규
모 에너지원으로서의 상용화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에너지원
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며, 원자력 발전 중에서도 특히 우라늄
자원의 이용 효율성과 고유안전성, 핵확산저항성 등이 뛰어나 에너지의 안정적 공
급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소듐냉각고속로를 이용한 발전은 21세
기의 가장 유망한 에너지원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
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소듐냉각고속로의 도입이 필연적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국내
기술 확보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국내의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은 원자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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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에 비하여 그 출발은 상당히 뒤쳐져 있으나,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의 개발 활
동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꾸준히 노력하여 선진국의 과거 개발경험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함으로써 현재는 설계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
하였다.
경수로의 경우 선진 외국이 이미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기술 중간진입 정책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원전을 도입할 때 기술을 전수
받아 기술자립을 도모하였으나 소듐냉각고속로의 경우 이미 이룩한 기술 수준을 바
탕으로 선진국의 과거 개발 경험을 참고하고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국제공동연구
등에 참여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 노력을 집중하여 원천기술을 확보
함으로써 독자적인 기술자립을 도모하여 국내 소듐냉각고속로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기술개발 정책 및 환경 변천사
1.2.1 기초기술 개발단계 (1992년 이전)
고속증식로분야 연구 활동은 1961년 한국원자력원(KAERI) 물리학연구실에서 제
작, 실험하고 있던 14.4 MeV 고속중성자 발생장치에서 얻은 실험기술을 대일 청구
권 자금으로 도입된 맥동 고속중성자 발생기와 인도 Bhaba연구소에서 고안된 분광
계(spectrometer)를 결합시켜 고속증식로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장을 만들려고 시도
하였던 것이 그 시작이다.
실질적으로는 1968년에 실시된 한국원자력원의 연구개발방향 선정을 집중 논의하
고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고속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 분야가 세계 유수의 원자력연
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개발과제임을 인식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연구개
발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고속로분야 연구 활동이 태동하게 되었다.
1969년에는 IAEA fellowship으로 당시 서독의 Karlsruhe원자력연구소(KfK)가 개발
한 고출력 맥동 고속중성자 발생기에 파견된 연구원 1인이 서독의 고속증식로 원형
로 SNR-300 개발계획에 참여하여 각종 고속로관련 기술자료를 수집하였다. 당시 획
득한 대표적인 기술자료로는 고분해능 중성자분광기로 측정한 Pu-239의 중성자 흡
수 대 핵분열 단면적 비 등의 KEDAK 핵자료 파일과 고속중성자원 실험로
SNEAK, SUAK 등에 대한 자료를 들 수가 있다.
이후 1971년 물리학연구실의 핵자료 군정수 작성팀을 흡수한 핵공학실의 노물리
팀에서 고속임계로의 임계계산을 위하여 확산코드와 연소계산 코드로서 BNWL의
1DX, 2DB를 도입하여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설치되어 있던 전산기
CDC 3300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고, ABBN형 29군 군정수를 END-F/13와 ETOX를
이용･생산하여 계산체계를 구성하였다. 당시에는 외국에서 개발한 컴퓨터 코드들이
국내에 있는 CYBER 기종과 다른 기종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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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에 적합하도록 코드를 전환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72년 한국원자력연구소로 개편된 후 차관사업으로 AECL의 NRX와 프랑스
SGN의 재처리시설 도입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핵공학실은 NRX의 노물리 계산체제
도입, 정비 및 총괄 등의 업무를 부여받았다. 최초비행충돌확률(first flight collision
probability) 계산코드 등으로 이루어진 전 핵계산체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연계 및
입력 파일 사용서 등을 정독하여, 열유체설계 및 BOP 등의 엔지니어링과의 연계,
노물리 계산체제 관련 시스템을 파악하게 되었다. NRX사업 중단으로 NRX 계산체
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노물리계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
악하는 안목을 갖추게 되어 추후 월성 제1, 2호기 도입 시 원자로핵연료교체 계산
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또한 핵공학실에서는 소속 연구원을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의 고속임계실험시
설인 FCA(Fast Critical Assembly)에서 수행되는 실험과 해석에 파견･참여하면서
많은 고속로 관련 기술자료와 연구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연구원의 출장연구
로 직접 고속증식로 원형로 Monju의 노심 특성시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
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도입하게 된 원자로 계산체제, 실험기술 및 Joyo 개념
설계보고서 등의 기술자료는 그간 축적되었던 기술과 함께 이 분야의 연구에 밑거
름이 되었다.
NRX 사업이 중단된 후 자체적으로 연구로 설계･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장치개발실이 설치･운영되면서 핵공학실의 일부 연구원이 장치개발실로 이
동하고 핵공학실은 노물리연구실로 개편되었다.
노물리연구실에서는 기본 연구과제로 그동안 수집･축적해 온 자료와 습득한 기술
경험들을 활용하여 고속임계로의 임계계산(1, 2), 고속로 핵연료 성형가공, 고속로
핵연료주기분석, 고속로 열전달 연구, 소듐과 요오드 에어로졸(iodine aerosol)의 처
리, 고속중성자 에너지스펙트럼 및 중성자속 계산과 측정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기
본적인 자료와 계산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것은 경･중수로 핵계산 안전성 평가에
도 요긴하게 이용되었다. 또한 제어봉 낙하법(Rod drop method)에 의한 TRIGA
Mark-II 연구로의 미임계도와 측정기 공간 의존성을 살필 정도로 노물리실험기술
의 향상과 함께 공간적 동특성 해석(space kinetics)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3)
(관련 문헌)
1. 조만 외 3인, “신형원자로의 개념설계 및 기술자료 수집 평가”, KAERI/RR-76/87,
KAERI (1976). (PDF 저장파일)
2. 조만 외 3인, “신형원자로의 개념설계 및 기술자료 수집 평가”, KAERI/RR-77/10,
KAERI (1977). (PDF 저장파일)
3. 김성배 외 6인, “제어봉 낙하법에 의한 미임계도 측정,” KAERI/TR/15/77, 기술보
고서집 제4집 제2편, KAERI (1977). (출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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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특기할 사항은 고리 1호기 최초 핵연료 장전으로부터 전 출력
100시간 연속운전 확인까지의 각종 노물리시험에 참여하고,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
료 저장용량 확장 용역사업을 당시의 노물리연구실이 주관하여 수행하면서 축적된
현장에서의 엔지니어링 경험은 그 후의 연구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경험 등이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수행
된 고속로 분야에서의 과제가 아카데믹한 것보다는 경제성, 안전성 및 핵확산저항
성 등에 중점을 두는 엔지니어링적 접근법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니게 했다.
카터행정부의 핵확산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확장용역사업을 연구소의 지원 하에 노물리연구실이 주관하여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서, 핵·열 설계, 내진설
계를 위시한 기계설계, 제작설계로부터 비상시 열제거 능력 평가, 방사성 관리 등
모든 안전성 평가가 이에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미국을 위시한 엔지니어링 회사의 엔지니어링기법,
안전성 평가 취득기법 및 경영기법 등을 파악･활용하였으며, 이것이 국내 사용후핵
연료 저장용량 확장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전력은 국내에서 그러
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여 외국에 용역을 발주하려 하였으나 과학기
술처의 기술검토 과정에서 우리연구소가 수행하도록 조정되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냄으로써 국내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때 작성한 보고서와 방법론은 이
후의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확장사업을 산업체가 주도하여 추진할 때 요긴하
게 활용되었다.
그동안 노물리연구실에서는 원자로형 전반에 대한 노물리 연구를 담당하였으나
1980년말 경수로 노물리연구가 타부서 담당 연구로 조정되면서 실명도 고속로연구
실로 변경하고 고속로연구 전담부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고속로연구실은 카터행정부의 핵확산금지정책으로 시작된 국제핵연료주기평가회
(INFCE: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면서,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 러시아 및 미국의 고속로 추진팀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
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국이 발표하는 정책자료와 기술자료, 핵연료주기의 경
제성, 핵확산성 평가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각국이 개발하고 있는 고속로
와 핵연료주기 기술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NFCE 최종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처
음으로 고속로와 핵연료주기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를 개발할 의사
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INFCE사업 후 고속로 개발국들이 모두 참여한 Tokyo Conference에 참석하여 미
국 ANL과 일본 전력중앙연구소(CRIEPI)의 책임자를 만나면서 소듐 충전(Na
bonded) 금속연료 사용 고속로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결합한 개념(IFR 프로젝트)
과 비약적으로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중풀(double pool)형 원자로
개념의 가능성을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로서는 이중풀형 원자로 개념은 소듐-물 반응 대책과 내진설계의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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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어 기술적 타당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이들이 추구한 경제
성 향상 기초개념이 고속로 실용화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는 경제성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특히 소듐 충전 금속연료 고속로
심의 높은 증식성과 고유안전성, 핵확산저항성과 경제성 등은 향후 국내 고속로 개
발방향을 결정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포항제철(POSCO) 방문 시에 듣게 된 국산화와 수입대체산업이 갖추어
야 할 경제성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내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는 POSCO회장의 신념은 고속로 개발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원자력발
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플랜트로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핵연료와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경제성은 우리나라의 전력요금뿐만 아니라 산업의 국
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가 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속로와 관련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의 발전 방향은 이러한 개념에 기
초하여 형성하였다. 이때부터는 모든 역량을 이의 실현에 집중하였다.
O 프랑스 SFR기술(노심 핵·열수력설계, 열수력실험 분야 등) 연수 경험
고속로 분야 연구원 5인이 프랑스에서 노심 핵·열수력 설계 특성 및 소듐취급기
술 분야에서 1년여의 OJT(실무훈련)를 통한 기술연수를 받았다. 노심 및 소듐 분야
를 선정한 것은 그 당시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도입·운전 경험만을 쌓아가고 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속증식로 도입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핵심기술
분야로서

프랑스의

권유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OJT

협력은

프랑스가

Super-Phenix 개발을 계기로 이의 후속기를 우리나라가 도입할 수 있도록 장기적
으로 추진하여온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1983년도에 개시한 한·불공동 고속증식로 도
입타당성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기술연수를 통하여 얻은 기술 경험과
수집된 기술자료를 토대로 고속로 노심설계 계산체제를 정비·보완·개선하고, 고속로
의 노형평가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소듐루프시설을 건조하여 소듐실험연구 등을 시
작하였다.
……(중간생략)……

제2장 기술개발 실적 (노심설계기술 개발)
2.1 기초기술 개발단계 (1992년 이전)
소듐냉각고속로(그 당시 고속증식로로 칭함) 분야 연구는 1961년 물리학연구실에
서 제작, 실험하고 있던 14.4 MeV 고속중성자 발생장치에서 얻은 실험기술을 바탕
으로 맥동 고속중성자 발생기와 분광계(spectrometer)를 결합시켜 고속증식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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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영역의 중성자장 생산을 시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당시는 소듐냉각고속로 기술추적 수준의 단계로서 기술추적은 각국에서 발표
하고 있는 모든 공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와 병행하여 핵자료와 전산체계를 개
발하면서 설계자료를 자체적으로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후에도 고속증식로 기술 개발은 경·중수로의 후속기로서 21세기 초에 상용화가
예상되는 원자로로서 실용화 직전에 있고 기술수명이 긴 기술이므로 이를 소화 흡
수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력양성과 기술추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한·불공동 고속증식로 도입타당성연구 (1983-1986)]
기술개발 배경
1980년대 초에는 고속증식로 상용화 전망시기인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경·중
수로 산업이 원만하게 성숙되어 원자력 선진국들이 자주개발 노선으로 밟아왔던 과
정 즉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 등 모든 개발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형 상용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경·중수로의 기술과 고속증식로
의 상이점을 파악하여 고속로 도입에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고속로
도입에 따른 국산화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기술경험을 충
분히 갖추고 있는 프랑스를 공동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완전히 국산화하
여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 규모의 고속증식로 건설·운전 경험
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선진국이었다. 더구나 프랑스 안전규제당국은 250 MWe급
Phenix, 1,200MWe급 Super-Phenix, 당시 계획 중이던 1,500 MWe급 고속로 등의
안전성 평가 및 인허가 절차의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고속로에 대한 규범 및 기준
(Code and Standards)도 제정하여 RCC-MR로 출간한 상태였다.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기술개발 및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전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의 원자력개발
체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았다.
연구방법 및 진행결과
당시의 원자력발전은 경수로의 후속기로서 고속로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우리나
라에 도입될 고속증식로와 관련핵주기 기술능력을 확보하여 국내 참여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불 공동연구는 1982년 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
회에 공동연구계획을 상정하여 프랑스 측의 원칙적 동의를 얻은 후, 4차에 걸친 실
무자 조정작업으로 연구계획서 최종안을 작성하여 1983년 7월 제2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기관으로는
한국 측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당시 명칭]를 주축으로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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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공업(주) 등이 참여하고 프랑스 측에서는 프랑스 원자
력청(CEA)을 주축으로 프랑스 전력청(EdF), NOVATOME사, COGEMA사 등이 참
여하였다. 연구기간은 당초 1983년 7월부터 2년이었으나, 국내 원자력 분야의 여건
변동과 공동작업의 지연으로 1986년 9월까지 연장하여 수행하였다.
기술요약
제1차년도에는 당시 유럽공동설계로 개발 중인 Super-Phenix II를 실용화될 대형
고속증식로에 가장 가까운 참조발전소로 선정하고, 이의 각종 기술특성을 수집·분석
하였으며, 참조 발전소를 연구, 개발, 설계, 건조, 운영하는 시스템과 경수로 산업체
제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의 변환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참조발전소를 도
입하여 토착화시킬 경우의 연구개발 기능, 안전성 확보, 산업체제 등 원자력기술 개
발체제를 수집·분석하였다.(1)
일괄도입방식 및 점진적 국산화 시나리오의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구비하여
야 할 사항과 이를 구비하는 데 걸리는 기간, 투자규모, 사업개시시기 등을 분석하
였다. 그 당시 시점에서의 최적 대비책을 밝히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에
따른 상세대비책, 즉 연구개발 계획, 해외훈련 계획, 안전규제 제도와 산업개발 체
제, 핵연료주기 대책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다루었다. 모든 연구에는 고속증식로
4기와 핵연료 성형가공, 재처리,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한 부지에 건설하는 FBR
Island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제2차년도에는 FBR 센터의 도입년도는 정부·실수요자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하므로 이
에 근거하여 선정하기에는 시기상조여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에 포함된 플루토늄의 가용량을 근거로 고속증식로와 관련핵주기사업의 도입가능년
도로 분석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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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확보방안 수립에 대비하여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내용은 IAEA TR-20
Manpower Development for Nuclear Power, A Guidebook(1980, IAEA)을 참고하
고, 고속로 특유의 소듐 생산, 제어봉 설계·제작과 핵연료 재순환 등을 추가로 고려
하여 일괄도입방식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원자력 분야의 활동을 44개 주요 수행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한·불 양국의 대응
기관을 대비시키고 일괄도입방식 시점에 국내수행이 불가피한 항목들을 도출하였
다. 일괄도입방식 분석에서 제1호기의 가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 년차별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OJT, OJP 등 훈련에 의한 기술능력 확보가 주종을 이루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가동년도 기준으로 15년 전부터 사업이 개시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기자재 제조, 건설회사와 핵연료주기의 현지답사와 질의로
프랑스의 원자력 개발체제에 대한 주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1984년 5월 한·불
실무회의에서는 차기년도에 한국 측이 제출할 점진적 국산화 시나리오 수행을 위한
기술능력 확보방안 제1차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에는 원자로계통, 성형가공, 재처리
및 방사성 폐기물처리시설의 국산화 난이도, 국산화 시기, 기술능력 확보방법과 시
기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다.
최종년도에는 앞선 2년 동안 수행한 한국과 프랑스의 원자력 개발체제, 고속증식
로의 일괄 도입방식 및 점진적 국산화 방식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속증식로 개발
에 대한 국제적 전망,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전망, 산업·경제적 측면, 원자력발전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고속증식로 도입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의 기술능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3) 당시 세계경
제의 침체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수요증가 둔화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계획이 축
소 조정된 점도 국내 고속증식로의 도입율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였다.
주도적 참여자 : 조만, 이창건, 전풍일, 소동섭, 김영철, 오근배
성과 및 활용
본 연구에서는 고속증식로와 관련 핵연료주기 사업을 결합한 종합 complex 개념
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기술개발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추
출되는 플루토늄 가용량에 근거하여 고속증식로 도입년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고속
증식로 국내 도입 시나리오에서 봉착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문제점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여 연구개발, 시설확보,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다각
적인 기술확보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술확보방안 수립연구에서 접근한 방법과 결과는 계속해서 국내의 소듐
냉각고속로와 관련 핵연료주기의 기술개발계획과 기술확보방안 및 사용후핵연료 관
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관련 문헌)
1. 이창건 외, “고속증식로 도입에 필요한 기술능력확보방안수립(한·불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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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RR-418/83, KAERI (1984).
2. 이창건 외, “고속증식로 도입에 필요한 기술능력확보방안수립(한·불 공동연구)”,
KAERI/RR-431/84, KAERI (1985).
3. 이창건 외, “고속증식로 도입에 필요한 기술능력확보방안수립(한·불 공동연구)”,
KAERI/RR-519/85, KAERI (1986).
2.1.1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기술 개발

2.1.1.1 노심 설계기술 개발

[노심분석기술 개발]
1980년대 초기에는 프랑스의 고속증식로 실증로 Super-Phenix의 설계자료들이 공
개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그간 일본의 고속로 실험로 Joyo의 설계자료에 맞추어 정비
하였던 노심계산체계를 활용하여 대형 고속증식로의 초기노심과 평형노심에 대한 핵
및 열 특성을 살펴보았다.(1)
노심 열수력 분야에서는 THI3D와 COBRA-IV-I를 사용하여 정상상태 하에서의
집합체 냉각재 유량분포, 온도분포, 압력강하 및 연소도에 따른 열특성 변화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평형노심 주기말에서 핵연료영역의 냉각유량은 전체유량의
84.6%인 14.37 kg/s로서 발표치와 0.4 % 오차 내로 일치하였다.
부수로 해석모델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COBRA-IV-I로는 그 당시 전산용량
부족으로 취급할 수 없었던 271개 연료봉 장전 집합체의 초기노심 480 EFPD의 연
소도에서 최대출력을 갖는 집합체의 출구온도가 559℃, 최대 냉각재 온도는 576℃,
최소 냉각재온도는 522℃로 계산되어 THI3D에서 구한 결과와 2～3℃ 정도의 차이
만 보여 부수로 해석방법도 익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OBRA 코드에서 반실험
적 인자로 도입, 사용하고 있는 난류혼합인자(turbulent mixing parameter)는 온도
분포계산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알게 되었다.
안전성관련

특성계산

분야에서는

1978년에

미국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고속로 안전성 분석코드인 SACO를 도입, 정비하였다. 이
코드는 2010년 공개된 고속로 안전성 분석코드인 SAS4A의 간략본으로서 그 당시
로서는 안전성 분석을 위한 귀중한 전산코드 자료였다. 공식적인 도입이 아닌 문서
부록에 실린 source program을 펀칭하여 예제를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공
하지는 못하였다. SFR의 독자적인 국내개발 계획이 없던 시기에 단순한 연구 대상으
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ANL과의 협력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못하였다.
SACO코드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Super- Phenix 평형노심에서 노심 내 냉각재
의 비등개시 시간으로 발표된 540초의 값과 냉각유량 감쇠시간으로 발표된 50초를
활용해 유량이 정상치의 22.4%로 감쇠할 때 비등이 개시함을 알 수 있었다.(1)
이때 전반응도계수로는 2DB와 PERT-V로 구한 Doppler계수의 1.5배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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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제어봉 구동계통의 열팽창 삽입효과, flowering-pad
팽창 효과, diagrid 팽창효과 및 소듐(나트륨) 밀도효과 등을 정밀하게 취급하고, 또
한 이들이 전체 반응도에 미치는 감도해석을 하여야 함도 알게 되었다. 감도해석을 위
하여 Caccuci의 일반 섭동론(generalized perturbation theory)을 응용한 ORNL 방법
을 연구하기로 하고 이들의 계산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감도해석기법은 원
자력발전소 모드 계기판의 메모리 설정에 응용함으로써 문턱(threshold)값 표시나 운
전안전성 여유도 표시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2)
(관련 문헌)
1. 조만 외, “고속증식로의 노심특성연구 - 고속증식로 평형노심의 핵열특성연구
-”,KAERI/RR-374/82, KAERI (1983).
2. 유건중, “감도해석법의 핵계산에의 응용”, KAERI/AR-217/83, KAERI (1983). (출
력본)
Flowering-pad 팽창효과는 노심 내 기하학적 열팽창과 이에 따른 물질의 위치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당시 Super-Phenix에서
는 간단한 반실험적 계산식을 도입하여 평가하고 있는 정도로, 균일열팽창모델에 2
차원 코드 2DB 계산 결과를 결합하여 3차원적으로 해석하는 모델을 개발·평가한 결
과가 Super-Phenix 발표치와 2% 오차 내로 일치하여 그 방법론의 적합성을 확인하
였다.
(관련 문헌)
1. 김영인 외, “Diagrid와 Pad의 팽창에 의한 반응도 효과에 대한 연구,” 원자력학회
지 제16권 제2호, pp. 70-79 (1984). (출력본)
[노심설계 개념연구]
1990년대 초에 수행한 노심설계 개념연구에서는 설정된 설계기준 및 목표에 따라
150MWe 및 333MWe의 20% 농축우라늄 이원합금 핵연료 노심설계를 제안해 각각의
노심에 대한 핵·열수력 특성을 비교·분석했으며, 4개의 소형 혼합산화물 핵연료
(MOX: Mixed OXide fuel)/Pu금속/U금속 핵연료 및 균질·비균질 노심에 대한 1차 예
비노심설계 및 노심고유안전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노심설계 개발방향을 제시했다.(1)
노심설계개념연구는 그 당시의 세계적인 노심개념연구 및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동향을 반영하여, 확보하고 있던 전산코드체제를 사용하여 핵특성과 고유안전
성 분야에 국한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Pu 및 20% 농축 우라늄 금속연료 노심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군정수 생산 및 금속연료 물성 자료 생산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
도하여 향후 금속연료노심 설계기술 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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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
1. 소동섭 외, “고속증식로 기본기술개발연구(한·불공동연구)”, KAERI/RR-1132/92,
KAERI (1992).
2.1.2 소듐냉각고속로 기반기술 개발
2.1.2.1 노심 기반기술 개발
[전산체제 개발]
1980년대 초에는 수집된 기술자료를 토대로 고속증식로의 국내 도입에 대비한 기
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정성적 비교 수준에서 액체금속 고속증식로에 대한 노형평가
를 시도하였다.(1) 또한 기술추적 활동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고속증식로 실증로
Super-Phenix의 설계자료를 자체적으로 재생산하고, 고속로 건설에 대비한 고속로
설계 계산체제를 핵 및 열수력 부분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정비·보완·개선하였다. 구
성된 노심 핵계산체제에 대해서는 1차적인 벤치마크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실증로 Super-Phenix의 설계자료들이 공개됨에 따라 그간 Joyo 설
계자료에 맞추어 정비하였던 노심계산체계를 활용하여 초기노심과 평형노심의 핵적 및
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2)

이에

사용한

계산체제를

살펴보면

핵계산에는

KAERI-26G ABBN 26군 단면적 세트/1DX/2DB 체제, 노심 열수력 특성 계산의 경
우 정상상태 하에서의 열수력학적 특성 계산에는 THI3D 코드, 부수로 해석에는
COBR-IV-I 코드, 시스템 해석에는 COMMIX-1B 코드 등을 사용하였으며, 안전성
관련 특성계산에는 SACO 코드를 사용하였다. 구성된 노심 열수력 계산체제는 일본 원
자력학회의 열유동 수치해석자료를 활용하여 코드 사용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험
계산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생산에는 ENDF/B-IV 핵자료파일을 ETOX-K4/PUPX로
처리하여 1DX/2DB 계산용 26군/5군 축약군정수를 생산하는 전산체제를 사용하였다.
노심 핵계산 체제는 이후 사용 전산기종 교체에 따라 코드 간 연계처리모듈을 정
비하여 핵단면적 ENDF/B 및 JFS, 핵자료 처리코드 MINX 및 NJOY, 핵군정수
LIB-IV체계, 노심 셀계산코드 SPHINX. 노심구조 확산이론계산코드 VENTURE, 표
준화 단면적 처리코드 LINX, BINX 및 CINX로 구성된 전산체제를 수립하였다. 당
초에 경수형 원자로해석용으로 핵계산용 셀계산 코드로는 LEOPARD를, 2차원 노심
구조 확산이론계산 코드로는 CITATION을 도입·활용하고 있었으나 핵계산용 셀계
산 코드는 SPHINX코드로 교체하였고, ORNL의 CITATION코드 개발자들이 고속로
용으로 개발한 VENTURE 코드를 그 후에 도입하여 CITATION을 대체하여 사용하
게 되었다. 그러나 VENTURE 코드 공개 시에 VENTURE 코드 내의 연소모듈인
BURNER는 공개하지 않아 연소계산에는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노심 핵계산 체제의 표준화 작업으로 핵단면적 및 각각의 계산코드들이 표준화된
입·출력 데이터 체계로 연결되도록 정비하였다. 즉 각 계산코드들의 주 계산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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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력과 출력을 분리시켜 각 코드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입·
출력 형식을 구성하였으며, 각 계산코드에서 표준화된 입·출력 형식을 수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 패키지를 개발하여 각 계산코드에 추가하여 완성하였다. 표준화된 입·
출력 형식은 미국 고속로 핵계산체제의 표준 입·출력 형식인 CCCC(Committee on
Computer Code Coordination) 형식을 사용하였다.
수립된 핵계산 체제의 검증에는 고속로 노물리 연구를 위한 실험장치가 필요하나
이런 장치가 없어서 해외의 계산체제 비교자료를 사용하여 1차적인 벤치마크 검증
계산으로

대체하였다.(3)

벤치마크

검증계산은

OECD/NEACRP(Nuclear Energy

Agency Committee on Reactor Physics)-L-243의 자료를 대상으로 계산 결과를 비
교·분석하였다. 일부 미수록 항목은 한·불공동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프랑스
의 기술용역을 의뢰하여 프랑스 계산체제의 계산 결과를 국내 핵계산체제 계산 결과
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핵계산체제의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다.(4) 검증계산 결과
로서 제어봉 반응도가, Doppler 반응도가 등의 계산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향후 일련의 노심 핵계산체제의 검증 노력의 시초가 되었
다.
(관련 문헌)
1. 조만 외, “고속증식로의 노형평가(고속증식로 기술추적)”, KAERI/RR-264/80,
KAERI (1981).
2. 조만 외, “고속증식로 기본기술개발연구(한·불공동연구)”, KAERI/RR-821/89,
KAERI (1989).
3. 조만 외, “고속증식로 기술개발”, KAERI/RR-911/90, KAERI (1990).
4. 소동섭 외, “고속증식로 기본기술개발연구(한·불공동연구)”, KAERI/RR-1010/90,
KAERI (1991).
설계자료를 자체적으로 재생산하고 설계계산체제를 보완·개선하는 과정에서는 공
개설계자료 이외에 적용 전산코드에서 입력 작성에 필요한 많은 물성자료, 반실험적
인자 또는 계수들은 관련 자료들의 수집·분석 및 그 동안의 연구 경험에 기초하여
마련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공개 설계자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정비 과정의 적
합성을 확인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고속로 설계 계산체제를 완비해 나갔다.
노심 핵설계 분야에서는 프랑스 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속로심의 주요 설계계산수치
에 대한 오차를 검토하고, 설계계산방법의 계산과 검증을 통한 bias인자와 관련 오차
를 줄여나가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노심 열수력 분야에서는 당시 진행중인 상용로 RNR-1500 이후 경수로와의 경합
할 수 있는 열수송 계통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풀형 원자
로 설계에서 해결하여야할 열수력 과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당시 고속증식로의 핵·
열수력 설계, 안전성 평가,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전산코드 전반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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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열수력 해석코드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방향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소듐
루프의 운전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소듐과 물을 사용한 열수력 전산체제 검증실험계획을 수립하
고 소듐루프시설을 구축하는 데 주요 기초자료가 되었다(1 ,2). 고속로 안전특성과
밀접한 반응도 계산모델 및 반응도가, 물성자료, 반실험적 인자계수 등의 확보·수립
에서 어려웠던 점들도 현명하게 대처하여 극복하여 나갔다.
(관련 문헌)
1. 조만 외 5인, “고속증식로 기본기술개발연구(한·불공동연구)”, KAERI/RR-715/88,
KAERI (1988).
2. 조만 외 5인, “고속증식로 기본기술개발연구(한·불공동연구)”, KAERI/RR-821/89,
KAERI (1989).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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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ATLAS)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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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LAS 사업 개요
가. 사업 배경
1) 국내외 현황
가) 해외현황
원자력 선진국들은 가압경수로, 비등경수로, 가압중수로 등에 대해 다양한 열수력 종합효
과실험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해석코드를 개발․개선․검증하여 왔
다.

또한 새로운 설계 및 안전개념이 도입되는 신형원자로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서도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이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다. 표 1.1-2과 1.1-3는 주요 국가의 열수
력 종합효과 실험시설 및 실험 목표를 요약하여 보여주며, 국가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미국은 기존 경수로에 대하여 종합적인 열수력 실증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안
전해석 체계를 확립하였다. RELAP, TRAC 등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적 열
수력 계통분석코드들은 이런 실험 결과들을 시용하여 검증․평가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600 MWe급 피동형 원자로인 AP600 및 SBWR의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위
해 미국 내에 APEX(오레곤 주립대)와 PUMA(퍼듀대)를 건설하였으며, 일본의 LSTF와
이태리의 SPES를 이용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현재 APEX와 PUMA는 일부 설계 변경

을 거쳐 AP1000과 ESBWR의 검증에 각각 활용되고 있다.
일본원자력연구소는 ROSA(Rig of Safety Analysis) 프로그램을 통해 LSTF(Large
Scale Test Facility), CCTF(Cylindrical Core Test Facility), SCTF(Slab Core Test
Facility) 등의 대형 열수력 실증실험 시설을 구축하여 열수력 코드의 검증 및 신안전계
통 실증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LSTF는 웨스팅하우스 4-Loop 원전을 1/48 체적비
로 모의하는 세계 최대의 종합효과실험장치로서, TMI 사고 이후 핵심 관심사가 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및 다양한 과도 현상에 대한 180여회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차원 열수력 현상의 규명과 ABWR 및 APWR을 개량하기 위한 실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 기술을 도입하여 원전 설계 기술을 자립한 후, 미국 기술 의존에서 탈피
하기 위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특히 안전성 평가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막
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열수력 해석코드(CATHARE)를 개발하였으며, 이의 검증
을 위하여 대규모 실험시설(BETHSY, PHEBUS)을 건설하여 실증 실험을 수행함.
독일도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인 GRS의 주관하에
DRUFAN 코드 및 ATHLET 코드를 개발하여 각각 과도현상 및 냉각재상실사고의 분석
에 활용하였으며, 이들의 검증을 위하여 PKL과 UPTF 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성 실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EREC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압경수로

인 VVER 원자로를 모의하는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OECD/NEA에서는 종합효과실험장치를 활용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본 연구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OECD-SETH

프로그램에서는 독일의 PKL 장치를 이용하여 비상운전 절차 및 사고관리체계 실증을
위한 종합효과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종료 직전인 2004년부터는 OECD-PKL1 프로젝트가
착수되어 2007년에 완료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OECD-PKL2가 착수되어 2011년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2005년 5월부터는 OECD-ROSA 프로젝트가 착수되어 2008년까지 수행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OECD-ROSA2가 착수되어 2011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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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원자로 개발을 위한 열수력 실증실험 수행
․설계 안전성과 관련된 열수력 현상의 규명 및 설계 개선방안 도출
․최적 계통해석 전산코드의 개발 검증
․새로운 설계개념의 실험적 검증
- 원전의 안전성 확인 및 향상을 위한 실증실험 수행
․사고의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TMI-2 사고의 모의, Mihama 원전의 SGTR사
고 모의 등
․새로운 안전현안의 해결방안 도출: 저출력운전 중 사고현상 파악 등
․비상운전절차 및 사고관리전략의 개발
- 인허가 전략 수립 및 주요 인허가 현안 검증을 위한 실증적 평가
․AP600, AP1000, SBWR, ESBWR 등의 설계 인증을 위한 실험 등

표 1.1-18 국외 주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

국가

실험장치
명

체적비, 높이

기준원전

비

W 4L PWR

LOFT

Trojan 4L PWR

UMCP

B&W PWR

MIST

(MP

운전기간

a)
15.5

1976 - 1985

15.5

1976 - 1985

1/500, 1/4.4

2.1

1984 - 현재

B&W PWR

1/817, 1/1

15.0

1986 - ?

APEX

W AP600

1/192, 1/4

2.8

1994 - 현재

PUMA

GE-SBWR

1/400, 1/4

1.0

1996 - 현재

일본

LSTF

W 4L PWR

1/48, 1/1

16.0

1985 - 현재

프랑스

BETHSY

Framatome 3L PWR

1/100, 1/1

17.2

1987 - 1999

독일

PKL

KWU PWR

1/145, 1/1

4.5

1977 - 현재

VVER1000

1/300, 1/1

18.0

1998 - 현재

KMS

VVER640

1/27, 1/1

18.0

2004 - ?

LOBI

KWU 4L PWR

1/700, 1/1

15.0

1984 - ?

SPES

W AP600

1/395, 1/1

20.0

1985 - 현재

대만

IIST

W 3L PWR

1/400, 1/4

2.1

1992 - 현재

캐나다

RD-14M

CANDU

미국

Semiscale

압력

PSV-VV
러시아

ER

1/1706, 1/1
1 / 5 0 ,
1/1(1/2)

이태리

10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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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d

1988 - 현재

표 1.1-19 주요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시설의 실험 목적
실험장치명

실험 목적

Semiscale

- SBLOCA with upper head injection
- Non-condensable gas effect
-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High pressure & low pressure
injection, Accumulators)

LOFT

- Components & system response during LOCAs
- Performance of the ECCS
- Investigation of any unexpected events or thresholds

UMCP

- SBLOCA, natural circulation
- Phase separation boiler-condenser mode

MIST

- SBLOCA, natural circulation
- Phase separation boiler-condenser mode

APEX

- AP600 safety margin, design certificate and confirmatory test
- System behavior (ADS, IRWST, CMT)
- DBA/beyond DBA (SBLOCA)

PUMA

- Provide integral data to NRC for the assessment of the RELAP5 code
for SBWR applications
- Assess the integral performance of GDCS and PCCS
- Assess relevant SBWR phenomena important to LOCAs and other
transients

LSTF

- Simulate thermal hydraulic phenomena peculiar to SBLOCAs and
operational transients
- Long term cooling by natural circulation
- Plant recovery technique under accident conditions (EOP,AMP)
- Creation of code assessment data base

BETHSY

- SBLOCA, natural circulation, loop asymmetries
- LBLOCA reflood
- CATHARE code development

PKL III

- Refill & reflood of LOCA
- Beyond design basis accident (Total loss of feedwater flow)
- Accident management plan (AMP)

LOBI

- SBLOCA, special transients (station blackout, natural circulation, SG
performance test etc.)
- Recovery procedures
-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AMS)

SPES

- SBLOCA, SGTR, SLB, ADS, Transients, ATWS

IIST

- EOP, PCCS for APWR

나) 국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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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열수력/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안전현안 해결에 필요한 열수력 실증실험 자
료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열수력 종합
실험장치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고유한 설계 특성을 갖는 신형 원자로의
독자 개발에 따른 안전성의 실증적 평가 요구, 국내 코드 개발의 활성화에 따른 코드 평
가 및 검증용 실험결과의 확보 필요성, 가동 중 원전 수 증가에 따른 비상운전 기술 및
절차의 확립 필요성, 새로운 설계개념 도입에 따른 주요 안전현안의 해결체계 구축 필요
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열수력 종합실험장치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며, 1단계(1997.7-2002.3)에서는 실험장치 설계
기술 개발, 실험장치 설치 공간 확보, 종합효과실험장치 기본설계, 고온고압 계측기술 개
발 등 수행하였다. 본 연구과제의 1단계에서 수행한 핵심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열수력 종합실험 필요기술 개발
․축소모의 설계 방법론(Scaling Methodology) 개발
․2상유동 측정 방법론 개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설계 방법론 확인 및 상세설계를 위한 국부 열수력 현
상 실험
- PWR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 기본설계 개발
․한국 표준형 원전(KSNP)에 대한 열수력 PIRT 개발/보완
․종합효과실험 요건 및 실험장치 설계요건 확립
․한국 표준형원전(KSNP)을 1/200로 모의하고 차세대원전(APR1400)의 설계 특성
을 일부 반영하는 ITL 기본 설계
․APR1400을 1/300로 모의하고 KSNP 특성을 반영하는 ITL 기본설계
․예비 안전 해석: 주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ITL, KSNP, KNGR 거동 비교 해석
․종합실험장치 설계/활용 방향에 대한 전문가 검토
그 결과 2단계(2002.4-2005.2) 착수 시점에서는 신형경수로 APR1400을 약 1/300 체적비
로 모의하는 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단계 착수 직후 수행된 최적화 연구를
통해 APR1400을

1/2높이, 1/288 체적비로 모의하고 한국 표준형원전 KSNP의 설계 특

성도 적절하게 모의하는 ATLAS 기본설계가 최종 확정되었다.

본 과제를 통해 구축 중

인 ATLAS는 규모면에서 중형급이지만,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세계적인 종합효과 실험
장치들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2005년 준공 후 원전의 안전성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ART-P 원자로에 대한 소형 열수력종합효과실험시설
(VISTA-ITL)이 원자력연구소에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그리고 전력연구원에서 정지 안
전성 향상을 위한 소형의 저압 실험시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서울대에서도 APR1400에
대한 소규모의 저압 종합효과실험시설인 SNUF를 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말부터는 SMART-330 설계인증 최득사업과 관련하여 대비 1/49 체
적비 규모의 종합효과실험장치(SMART-ITL)가 구축되고 있다.
2)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의 필요성 및 역할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는 원자력발전소의 열수력학적 거동을 종합적으로 모의할 수 있
는 대형 실험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형 실험장치는 소형 개별효과실험에서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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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주요 기기들간의 열수력 상호 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거동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얻
는데 활용된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1979년 미
국에서 발생한 TMI-2 사고 이후 설계기준사고 및 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 가압경수로
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수력 안전해석코드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형 열수
력종합효과 실험장치를 경쟁적으로 건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대형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에서는 소형 개별효과실험장치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복잡
한 이상유동 다차원현상을 손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실험데이터는 각국
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수력 안전해석코드의 검증 및 개선에 활용된다. 열수력 안전해석
코드는 수많은 실험상관식 및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온·고압 조건에서 이러한 모델
의 예측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와 유사한 온도·압력 조건에서의 열수
력 종합효과실험데이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 데이터
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 및 실험수행에 고비용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원자력 선진
국들은 자국이 생산한 실험데이터를 제 3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자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에 배타적으로 사용해왔다.
한편, 아틀라스 실험장치가 구축되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열수력 안전해
석코드의 검증 및 원전의 안전성 평가에 외국의 종합효과실험장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 종
속화를 탈피하고, 독자적인 국내 브랜드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열수력 안전해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와 같은 안전해석체계의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
한 열수력 종합효과실험데이터가 필수적이다.
2000년대 초 원자력발전소 20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OPR1000 원전의 국내 자립화를 달
성하고, 차세대원전인 APR1400을 개발하고 있던 국내에서는 원전 수출 산업화의 달성을
위하여 선진국과 같은 대형 종합효과실험장치의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이와 관련한 안전규제에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기술 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1-1
참조)

z 열수력 안전해석 코드와 방법론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실험 데이터 생산: 원자력 안전
규제검증용 최적 열수력 계통분석코드 평가 및 검증, 원자력발전소 설계용 안전해석코
드 평가 및 검증, 최적 안전해석체계 개발 평가 및 검증

z 원자로 설계 개선 및 신형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실험 데이터 제공: 신형경수로
(APR1400) 및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의 설계 개량 및 출력 증대, 새로운 안전계통
의 종합성능 평가/검증, 개선된 설계개념 도출을 위한 실험 등

z 가동중 원전의 운전최적화, 사고관리 및 안전현안 해결을 위한 실험데이터 제공: 저출
력 운전, 가압열충격, 열피로, 수격 현상 등 안전 관련 열수력 현상 규명, 사고관리 전
략의 효과성 확인 및 평가, 신규 안전현안 도출시 신속한 대응 실험 수행 등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는 장치의 부분적인 보완 또는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원
자로 조건 과도 상태에서의 CHF 측정, 기기 검증 장치로서의 활용, 열수력-재료/구조
연계 실험 등 고온․고압 열수력 장치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가 구축됨으로써 원자력 수출산업화를 위한 선진 핵심
열수력 안전기술 기반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열수력 안전성 실증 실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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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한 경로로 제시되어 왔다.

z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는 열수력 실증 실험의 결정체로서, 국내 원자력 안전 기술의
선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함.

z 2001년 7월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1년 “원자력 안전성 증진 기획단”
에서 도출한 중점 추진과제, 2004년 수립된 원자력기술지도(NuTRM) 등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와 실험 데이터는 규제기관, 원전 운영기관 및 원전 설계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미래형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선진 핵심기술의 수입 대체와 상호 호혜적인 기술 교환을 통한 경
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z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열수력 실험결과를 선진국으로부터 직접 입수하기 위해서는 막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자체적인 실험 결과의 생산을 통한 실험 자료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계 각국의 실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z 즉 열수력 종합실험장치가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실험을 감당할 수는 없으나, 입수하
기 어려운 선진국의 실험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크게 기대됨.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의 구축과 실험의 수행은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중장기적 비전
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z 독자적인 안전검증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수출은 불가능
z 국제 원자력 산업계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지대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핵심기술의 자립으로 원자력산업이 안정화되어, 원활한 국가 에너
지 수급에 기여하고, 또한 국가의 중심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및 산업 발전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림 1.1-29 열수력종합효과실험의 의의
아틀라스 열수력 종합효과실험장치는 차세대 원전인 APR1400을 참조원전으로 하고, 표
준형원전인 OPR1000의 주요 안전계통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주요 설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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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z 높이비 1/2, 단면적비 1/244, 체적비 1/288
z 설계압력 18.7MPa, 설계온도 370oC
z 적용코드: ASME B&PV, Section-VIII, Div. 2
z 최대 노심 출력: 2.0MW
z 노심 모의 가열봉수: 396개
z 배관구조: APR1400과 동일한 고온관 2개, 저온관 4개
z 증기발생기 2대
z 원자로냉각재펌프: Non-seal canned moter pump 4대
z 계측기 수량: 약 1250개
z 장치 높이: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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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0 해외 주요 열수력실험장치와의 비교
그림 1.1-2는 아틀라스와 해외의 주요 열수력 실험장치와의 비교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실험장치들은 현재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독일
AREVA-NP의 PKL장치, 일본 JAEA의 LSTF가 최근까지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시설이다. 이태리의 SPES 장치는 1980년대 초에 가압경수로의 모의한 이후 장치를 변경
하여 AP600 모의를 위한 SPES2, 일체형원자로인 IRIS를 모의하기 위한 SPES3로 개조
하여 운영 중이다.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가 높이비 1/1을 가지는 데 반
하여 아틀라스는 높이비를 1/2를 갖는다. 이는 높이비를 줄임으로 인하여 종횡비(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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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가 감소하게 되며, 원자로용기직접주입방식(Direct Vessel Injection, DVI)의 적용에
따른 원자로용기 내부에서의 다차원 현상을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틀라스 실험장치는 최대 18.7MPa 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운영 중인 독일의 PKL 장치보다 우수한 모의 성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운영 중인 LSTF의 경우 4-loop의 발전소 배관 구조를 파단배관 1개와

건전배관 3개를

묶은 1개의 배관으로 모의하고 있으며, 규모차원에서는 세계 최대이지만, loop 상호간의
비대칭효과를 모의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아틀라스 실험장치는 고
온관 2개 저온관 4개의 배관구조를 실제 원전과 동일하게 모의하고 있으며, 다수의 배관
에서 발생하는 비대칭 현상을 현실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중간생략)……

2.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개념 정립 경위
가. 축소모의 설계 개념 (문상기)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준원전의 주요 계통이 종합효과 실험
장치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소모의 법인 척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준원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열수력 현상들이 종합효과 실험장치에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축소모의 설계를 위한 척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수행된 일은 기존 대형 종합효과 실험장치에 적용
되는 척도법, 척도 왜곡 및 설계 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교, 정리하고, 이를 바탕
으로 ATLAS 종합효과 실험장치의 기본 설계가 수행되었다.
먼저 종합효과 실험장치의 설계 기준을 설정하는 척도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기존 척
도법의 특징, 장단점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종합효과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발생
하는 척도 왜곡(Scaling distortion)을 규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사하였
다. 이와 아울러 일본의 LSTF, 프랑스의 BETHSY, 미국의 LOFT와 SEMISCALE, 독일
의 PKL 등 기존 종합효과 실험장치의 척도법, 설계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ATLAS 기
본설계가 수행되는 시점에서 구축 되었거나 구축 중인 이태리의 SPES와 미국의 PUMA,
APEX 등도 함께 분석되었다.

1) 개요
열수력 종합 실증실험장치를 건설하고자 하는 실험목적이 정의되면, 실험목적 및 모사하
고자 하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각 계통에서의 중요한 열수력현상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
는 PIRT(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생성된다.
PIRT에서 나타난 주요 물리적 현상들이 실험장치에서 보존되도록 척도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척도해석은 참조원전에서 발생하는 계통의 전반적인 거동 및 국부적인 주요 물리적
현상들이 실험장치에서 보존되도록 실험장치를 설계/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척도해석은
비교적 간단한 보존방정식 및 경험식들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실험장치의 전반적
인 거동의 보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RELAP이나 TRAC과 같은 계통분석코드들을 이
용하여 실험장치의 전반적인 거동이 참조원전과 동일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해석
(Scoping Analysis)이 수행되어야 한다. 예비해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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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전반적인 계통의 거동이 참조원전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평가
2) 국부적인 물리적 현상이 잘 보존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기 혹은 계통에
대한 민감도 해석
3) 열손실, 실험장치의 한계, 혹은 증기발생기 세관사고 등의 각종 사고를 모의하는 방법
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 실제적인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감도 해석
예비해석에 사용되는 계통분석코드들은 실험장치의 제작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
는 것으로서 계통분석코드의 Scale-Up Capability를 가정하여 수행된다. 즉 예비해석의 결
과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실험장치의 척도해석과 설계로 인한 실험장치
의 거동이 참조원전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2.1-1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열수력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효과 실험, 개별효과 실험과 해석코드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개별효과 실험은 국부적인 주요 열수력 현상을 상세하
게 모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효과 실험은 전반적인 계통의 거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열수력 현상이 왜곡 될 수 있다. 따라서 종합효과 실험과 개별효과 실험은 상호 보완
적으로 수행된다.
척도해석과 예비해석의 수행으로 최종 설계/제작된 실험장치는 각종 시운전 시험을 거쳐
실험을 수행한다. 열수력 종합 실증실험장치의 초기 척도해석에서부터 실험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아래에 나타난 과정은 APEX(Reyes, 1996) 실험장치
의 건설과정에 몇 가지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1) 실험목적, 실험장치의 규모 설정
2)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작성
- 관련 열수력 전문가
3) Project Quality Plan
- Safety Testing (ASME NQA-1)
- Software Validation (ASME NQA-2)
- Instrument Calibration (10 CFR 50 Appendix B)
4) Scaling Analysis
5) Scientific Design
6) Scoping Analysis Using System Analysis Codes Such as RELAP and TRAC
- Identify and Minimize Scaling Distortions
7) Engineering Drawings
- P&IDs (Pipe and Instrumentation Diagrams)
- Fabrication Drawings
- Isometric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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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strumentation Plan
- Input from Code Analysis Team, Thermal Hydraulic Experts
9) Contractor Selection
- Selection Criteria
- Construction Cost Estimates
- Construction Q/C (Quality Control) Plan
10) Construction Support Analyses
- Structural Analysis (Seismic)
- Mechanical Support Analysis (Pipe Support)
11) Construction Inspections
- Occupational Safety Codes
- Electrical Safety Codes
12) Facility Turnover Procedure
- "Punch" List Development / Resolution
- Hydrostatic Test
- "As-Built" Drawings
13) Data Acquisition System (DAS) Development
- DAS Specifications
- DAS Validation and Verification Procedure
- DAS Validation and Verification
14) Procedures
- Calibration Procedures : Loop Checks, Instrument Calibration
- Maintenance Procedures
- Cold Shakedown Procedures : Critical Attribute Measurements Such as Volumes,
Elevations, Pressure Drops
- Operating Procedures
- Data Handling / Storage Procedures
15) Event Sequence Monitor
- Softwar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16) Control Logic Development, and Validation and Verification
17) Database for Instrument and Inventory
18) Instrumentation Noise Ab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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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atrix Test Procedures
20) Operator and Test Engineer Training
21) Cold Shakedown Tests
22) Hot Shakedown Tests
- Steady State Heat Balance
- Natural Circulation Flow
- 개별 기기, 밸브 등의 운전 시험
23) Readiness Review / Q/A (Quality Assurance) Audit
24) Pre-Test Analysis
25) Matrix Testing
26) Test Reports
- Day-of-Test Report
- Quick Look Report
- Data Analysis Report
열수력 종합 실증실험장치를 설계/제작하기 위해서는 축소화된(Scaled-Down) 실험장치에
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이 원형과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사성(Similarity)을
맞추기 위해 개발된 척도법(Scaling Laws)은 크게 Nahavandi(1979) 등이 개발한 체적척도
법(Volume Scaling Laws)과 Ishii 등(Ishii, 1971; Ishii and Jones, 1976; Ishii and Kataoka,
1983; Kocamustafaogullari and Ishii, 1983)에 의해 개발된 단상 및 이상유동 자연순환에 대
한 척도법으로 나눌 수 있다(Kiang, 1985). 두 척도법의 주요 차이는 높이비가 원형과 같은
지의 여부이다. 체적척도법은 실험장치의 높이가 원형과 같은 경우만을 고려하지만, Ishii 등
의 척도법은 높이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여 축소높이에서도 원형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볼
수 있는 척도법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Ishii 등의 척도법은 체적척도법을 포함하는 보다 일
반화된 척도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운영중이거나 운영되었던 대부분의 실험장치들
은 체적척도법에 따라 설계/제작되었다. 그러나 체적척도법에 따른 실험장치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고, 비교적 크기가 작은 실증실험장치에서는 척도왜곡
(Scaling Distortion)이 커서 유용한 실험데이터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Ishii 등의 상
사화방법은 체적척도법에 의한 척도왜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교적
작은 크기의 실험장치로도 다차원적인 물리적 현상을 볼 수 있다.

……(중간생략)……

3. ATLAS 실험장치 설계 및 구축
가. 실험장치 기본설계 (최기용)
설계업무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로 나누어서 추진하였다. 아틀라스 실험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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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계에 관한 내용은 앞 장에서 기술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기본 설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1) 실험장치 기본설계 개요
기본설계는 개념설계를 기반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기들
의 사양을 설계하는 업무로 정의된다. 아틀라스 실험장치는 참조원전인 APR1400 및
OPR1000의 설계기준사고, 천이사고, 설계기준초과 등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본
설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z 원자로 용기
z 모의 노심
z 1차계통 배관
z 가압기
z 원자로냉각재펌프
z 증기발생기
z 2차계통
z 안전계통 및 파단 모의 계통
z 보조계통
z 계측계통
z 제어/보호계통
z 자료처리 계통
z 전원공급계통
z 부속설비계통
2) 원자로 용기 및 모의 노심
가) 원자로용기
ATLAS의 원자로용기는 기준원전의 원자로용기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화한 것이다. 그림
3.1-1에 나타난 것처럼 원자로용기는 크게 내부의 원통형 구조물, 반구형을 갖는 상부
헤드 및 원자로용기와 내부 원통형 구조물 사이의 환상형 강수부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원통형 구조물에는 원자로용기 하부에서부터 하부 플레넘, 모의노심, 출구 플레넘, 상부
플레넘 및 상부헤드가 위치한다. 모의노심을 구성하는 전기가열봉은 원자로용기 하부 플
랜지에 용접되어, 지지격자 및 계측기들이 설치된 상태로 원자로용기 하부로부터 원자로
용기에 체결된다.
기준원전의 원자로용기의 Base Metal 및 Clad의 재질은 각각 SA-508과 308 Stainless
Steel이며, 핵연료봉 및 제어봉을 제외한 모든 내부 구조물은 304 Stainless Steel이 사용
된다. ATLAS 실험장치에서는 가열봉을 제외한 원자로용기 및 모든 내부 구조물은 304
Stainless Steel을 사용한다. 기준원전과 다른 재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축적열에
대한 분석은 다음에 기술되는 척도해석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원자로용기에 대한 설계 데이터가 표 3-1-1에 나타나 있으며, 표 3.1-2는 원자로용기의
각종 부분에 대한 냉각수 체적비를 보여준다.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노심 Shroud의
냉각수 체적이 모의되지 않았으며, 고온관 노즐(원자로용기 내부 부분 제외) 및 저온관
노즐을 제외한 전체 냉각수 체적이 체적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대형냉각재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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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부헤드와 상부 플레넘의 냉각수 재고량은 UGSSP 및 CEA 안내관을 통해 노심
상부에 유입됨으로서 사고 초기 Blowdown Phase에서 발생하는 최대피복재 온도를 감소
시킨다. 상부헤드를 반구형으로 제작하면서 상부헤드에서의 냉각수 체적이 이상적인 값
보다 적어졌지만, 상부헤드와 상부 플레넘의 전체 냉각수 체적비는 보존 되도록 설계하
였다. 동일한 이유로 출구 플레넘과 노심 상부 비가열 영역의 냉각수 체적도 체적 척도
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하부 플레넘의 냉각수 체적은 이상적인 값보다 작게 설계
하였으며, 강수부의 체적은 이상적인 값보다 크게 설계하였다. 강수부 및 하부 플레넘에
서의 냉각수 체적 왜곡과 관련된 냉각수 수위 척도왜곡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하
였다.
표 3.1-3에는 원자로용기내 각 계통의 고도를 보여준다. 본 표에서 고도 기준 위치는 모
의 노심의 가열봉 가열부 상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원자로용기에 부착되는 저온관, 고온
관 및 DVI 노즐의 위치는 노즐 내부의 바닥면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는 파단시 이들
노즐의 바닥 위치에 따라 파단 유량 혹은 노즐로의 유동이 변화되기 때문에, 유량을 보
존하기 위해 바닥 위치를 보존하였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강수부 하부 고도, 하부 플레
넘 하부 고도 및 상부헤드의 상부 고도는 척도비에 따른 값과 다르다. 상부헤드의 원통
형 부분의 길이는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었지만, 상부헤드를 반구형으로 제작함으로서 상
부헤드의 상부 고도가 척도비에 따른 고도보다 작게 설계 되었다. 하부 플레넘은 원통형
부분의 길이를 보존하고, 반구형 부분의 체적 중심을 보존하고 하부 플레넘 전체를 원통
형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길이보다 작게 설계 되었다. 강수관의 하부 고도는
설계 및 제작 등의 편의상 실제보다 약간 낮은 고도에 위치한다. 그러나 추후 모의노심
에 장착되는 계측기의 수량이 많아지면, 계측기 연결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강수부 하부
고도는 표에 나타난 값보다 커질 수 있다.
기준원전에는 노심을 위회하는 각종 우회유로가 존재한다. ATLAS에는 노심 Shroud의
냉각수 체적이 모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심 Shroud를 통한 우회유로는 모의하지 않는
다. ATLAS에서는 이러한 우회유로를 통한 유동면적, 질량유량 및 압력강하가 척도비에
따라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TLAS에서 모의하는 노심우회 유로는 다음과 같
다.
- 출구 노즐 틈을 통한 강수관에서 출구 노즐(고온관)로의 우회유로
- 정렬 홈을 통한 강수부와 상부헤드 사이의 우회유로
- 노심내의 각종 안내관을 통한 노심 우회유로
정렬 홈을 통한 강수부 상부와 상부헤드사이의 노심 우회유로는 사고시 상부헤드에 축적
된 고온의 증기가 강수관을 통해 방출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며, 계통이 압력 거동,
노심 및 강수관 수위 변화, 노심 노출 및 최대피복재온도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렬 홈과 출구 노즐 틈을 통한 노심 우회유로는 원자로용기 외부에서 관으로 모의하며,
우회유량을 측정하고 우회유로의 형상손실계수 제어를 위한 유량계와 제어밸브가 설치된
다.
원자로용기의 강수부에는 4개의 저온관 노즐과 저온관 노즐 상부에 4개의 DVI 노즐이
위치해 있다. 원자로용기 출구 플레넘에는 고온관이 2개 설치되어 있어, 출구 플레넘에서
강수부를 관통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실험에 필요한 각종 노즐,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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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로를 위한 노즐 및 예비 노즐들이 설치되어 있다. 저온관 노즐을 통해 원자로용기
에 유입된 냉각수는 환상형 강수부, 하부 플레넘을 통과하여 노심에서 가열된다. 가열된
냉각수는 노심 상부의 비가열 영역 및 출구 플레넘을 통해 2개의 고온관 노즐을 통해 증
기발생기로 유입된다. 표 3.1-4는 원자로용기에 설치되는 각종 노즐들의 기술 사양을 나
타내며, 그림 3.1-2는 고온관, 저온관 및 DVI 노즐의 반경 방향 설치 위치를 보여준다.
ATLAS 실험장치의 강수부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환상형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강수관
의 간극 크기를 간극비 1/12에 따라 이상적인 값으로 축소하였을 경우 강수부의 간극 크
기는 약 20 mm가 된다. 강수부에서의 유동양식 및 표면장력의 영향을 기준원전과 동일
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큰 값을 갖는 강수부의 간극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실
험장치에서는 원자로용기의 상용 파이프로 사용하고 원자로용기 내부 원통의 외경을 조
절하여 강수부의 간극의 크기를 29.15 mm로 설계하였다. 강수부의 간극의 크기가 척도
비보다 커짐에 따라 강수부의 냉각수 체적이 이상적인 값보다 크게 설계되었다. 고온관
노즐 틈을 통한 강수관과 고온관 사이의 노심 우회유로는 두 개의 관으로 모의하며, 관
에는 제어밸브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시운전시 계통의 특성 실험을 통해 이러한
우회유로에서의 유량 및 압력강하가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제어밸브의 개도를 조절할 예
정이다.
원자로용기의 정렬 홈을 통한 강수부와 상부헤드 사이의 노심 우회 유량은 LOCA시 노
심 상부에 존재하는 증기의 방출 통로 역할을 수행하여, 노심 상부의 압력, 노심 냉각재
수위, 노심 노출, 피복재 온도 거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강수부와 상부헤드 사이
의 노심 우회 유량을 모의하기 위해 2개의 원형관이 설치되어 있다. 원형관에는 우회 유
량 및 압력강하를 모의하기 위해 제어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노심 우회 유량비
를 실험 변수로 하여 강수부-상부 헤드 노심 우회 유량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실험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원자로용기 하부 플레넘은 노심 하부의 비가열을 영역을 포함한다. 노심 하부에 위치한
하부 플레넘의 냉각수 체적은 체적비에 따른 이상적인 값의 약 51%로 설계하였다. 기준
원전의 하부 플레넘은 원통부와 반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ATLAS 실험장치의 하부 플
레넘은 기준원전의 원통부는 길이 척도비를 보존하고, 기준원전의 반구형 하부 플레넘은
전체체적의 중심 위치의 고도 척도비를 보존하도록 설계하였다. 기준원전의 하부 플레넘
에는 LSSBP(Lower Support Structure Bottom Plate)와 ICISP(In-Core Instrumentation
Support Plate)가 존재해 있지만, 노심 가열봉이 하부플레넘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험장치
에서는 하부 플레넘 내부 구조물은 모의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내부 구조물이 축적열
외에는 열수력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LSTF
등의 다른 종합실험장치에서도 하부 플레넘의 내부 구조물은 모의되지 않았다. 노심 가
열봉 외에 하부 플레넘에는 노심 안내관 및 노심 계측기들이 위치해 있고 이들은 원자로
용기 하부 플랜지를 통과한다.
하부 플레넘과 강수관 사이의 벽면에는 기준원전의 Flow Skirt(or Flow Baffle)을 모의
하기 위한 유동 채널이 설치되어 있다. Flow Baffle의 유동구멍은 6개의 사각채널로 이
루어져 있으며, 유동면적, 수력학적 직경 및 중심 고도가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하였다.
또한 Flow Baffle의 중심 고도가 길이비에 따라 보존되도록 설계하였다. Flow Baffle의
채널은 길이 120 mm, 너비 34.02 mm를 갖는다. 그림 3.1-3은 Flow Baffle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표 3.1-5은 Flow Baffle의 설계 데이터를 보여준다. 기준원전의 Flow Baffl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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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67.82, 85.85 mm의 세 가지 크기를 갖는 원형 유동구멍이 507개 설치되어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ATLAS 실험장치의 Flow Baffle에서의 유동면적, 수력학적 직경 등
이 잘 보존되고 있다.
그림 3.1-4는 노심과 강수부 사이에 위치한 노심 Shroud의 단면을 보여준다. 노심
Shroud는 노심의 유동면적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심 Shroud는 두 개의 서
로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에 위치한 내부 Shroud는 Stainless 316을 사용하였
다.
노심 상부 비가열 영역과 출구 플레넘 사이에는 FAP(Fuel Alignment Plate)가 존재해
있다. FAP에는 CEA 안내관이 통과하고, 일차계통 냉각수의 흐름을 유지하는 유동채널
이 설치되어 있다. 사고시 노심 상부의 냉각수는 FAP를 통하여 노심에 유입되거나, 노
심의 냉각수 혹은 증기가 FAP를 통하여 고온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FAP에서의 유동
저항, 유동면적 등이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표 3.1-6과 그림 3.1-5는 FAP의
설계 데이터 및 형상을 보여준다.
ATLAS 실험장치의 노심 상부에서부터 UGSSP(Upper Guide Structure Support Plate)
사이에는 4개의 CEA 안내관이 설치되어 있다. 노심 상부에서의 기하학적 형상은 노심
상부에서의 대향류, Entrainment 및 De-Entrainment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심 상
부에서의 CEA 안내관의 형상 등이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CEA 안내관의 유동면적,
길이, 피치, 내경 및 외경을 척도비에 따라 보존하였다. 그러나 수력학적 직경은 약 2배
정도 크게 설계되었다. 표 3.1-7에는 CEA 안내관의 설계 데이터를 보여준다. 기준원전의
CEA 안내관에는 제어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CEA 안내관과 제어봉 사이의 환상유로를
통한 냉각수의 유동이 형성된다. ATLAS 실험장치에서는 CEA 안내관의 시작 지점을
Orificing 하여 압력강하 및 유량을 척도비에 따라 보존하도록 추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ATLAS 실험장치에서는 제어봉 구조물은 모의하지 않는다.
출구 플레넘과 상부 플레넘 사이에는 UGSSP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동 채널 및 CEA 안
내관이 설치되어 있어 출구 플레넘과 상부 플레넘 사이의 유로를 형성한다. 표 3.1-8과
그림 3.1-6은 UGSSP의 설계 데이터 및 형상을 보여준다. CEA 안내관의 설계와 비슷하
게 UGSSP의 유동면적, 피치, 길이, L/D 등이 보존되도록 설계하였다. UGSSP에서의 형
상손실계수는 유동구멍의 유동면적 F0와 UGSSP 전단에서의 유동면적 F1의 비가 보존
될 경우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해진다. 이는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가 형상손실에
의한 압력강하보다 작을 경우로서, 실험장치에서는 이러한 F0/F1의 비가 보존되도록
UGSSP의 유동구멍을 설계하였다. CEA 안내관의 경우에는 위의 유동면적비가 약 1/1.2
로서, 실험장치에서 압력강하가 기준원전보다 약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CEA 안내관 하부와 노심 안내관 상부의 형상은 추후 압력강하 등을 계산하여 상부 플
레넘과 노심 상부로의 유동이 척도비를 만족하도록 오리피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준원전 원자로용기의 상부 플레넘과 상부헤드에는 제어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물
들이 존재하지만, ATLAS 실험장치에서는 모의하지 않는다. 단 상부헤드와 상부 플레넘
사이의 냉각수 유로의 유동면적과 하부 고도를 보존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3.1-7은 UGS
Barrel 측면의 유로를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TLAS 실험장치에서는 세 가지의 노심 우회유로를 모의한다. 표
3.1-9와 표 3.1-10은 강수부와 상부 헤드 및 출구 노즐 틈을 통한 우회유로의 설계 데이
터를 보여준다. 표 3.1-11은 ATLAS 실험장치에서 모의하는 노심 우회유로에 대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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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및 유량을 보여준다.
표 3.1-12는 원자로용기 각 부분에서의 압력강하 설계 데이터를 나타낸다. 상세설계 과
정에서 본 표에 나타난 압력강하가 만족될 수 있도록 설계의 보완/수정이 이루어질 예정
이다.
원자로용기 외부 벽에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열손실 보상 계통(Heat Tracing
System)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증기가 생성되는 부위인 상부헤드에서의 열손실의 척도
왜곡은 증기 응축에 영향을 주어 상부헤드에서의 기포율 및 압력에 영향을 준다.
ATLAS 실증실험은 냉각수 온도 범위가 상온에서 약 340 ℃까지의 매우 넓은 범위에서
수행되므로, 원자로용기 상세설계는 냉각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열응력과 변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용기의 수명은 최소 20년 이상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원
자로용기내의 내부 구조물들의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열팽창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도록 상세설계 되어야 한다. 필요시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을 교체하거나 유지/보수
가 필요한 경우에 원자로용기 및 내부 구조물의 분리 및 체결이 용이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4. ATLAS 본 실험 수행
가. 장치 특성 규명 실험
1) 냉각수 재고량 (조석)
장치의 정확한 냉각수 재고량 측정을 위해 별도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은 계통에 냉
각수를 완충한 상태에서 상부 대기 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을 대기압으로 하고 유체의 온
3

도를 측정하였다. 냉각수의 평균온도는 25 ℃ (냉각수 밀도: 997.05 kg/m )로 측정되었다.
시험방법은 관련 계통의 하부 배수밸브를 열어 배수된 냉각수의 질량을 전자저울로 측정
하고 동시에 관련 수위계측기의 지시값과 비교해가며 냉각수가 완전 배수될 때까지 냉각
수의 누적 질량을 평가하였다. 시험을 통하여 수위에 따른 계통 내 냉각수의 누적 질량
과 계통 내 냉각수 총질량을 산출하였고, 일․이차계통에 대하여 각각 위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냉각수 재고량을 평가하였다. 참고로 이차계통에 대한 냉각수 재고량 측정시험
결과를 표 4.1-1에 표시하였다.
일차계통의 경우 냉각재 배수시 가압기를 격리하였고 압력용기하부에서 배수할 수 없는
중간관의 냉각수는 중간관에서 별도로 배수하여 질량을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얻어진
일․이차계통의 냉각수 체적을 표 4.1-2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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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이차계통 냉각수 재고량 시험 결과
횟수
(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Drain mass
(kg)
20.052
20.112
20.038
20.051
20.111
20.182
20.108
20.209
20.083
20.067
20.344
20.000
20.056
20.030
20.086
20.089
20.058
20.040
20.079
20.045
20.012
20.948
20.044
20.094
20.007
20.000
20.082
20.094
20.050
20.018
20.100
20.747
20.070
20.030
20.091
20.050
20.018
20.043
20.050
20.075
20.096
20.054
20.031
20.014
20.052
20.028
20.010
20.058
20.043
20.116
20.109
20.090
20.095
20.055
20.101
20.054
20.054
20.019
20.049
20.036
20.036
20.163
19.925
6.030

Accum.
Mass
(kg)
20.052
40.164
60.202
80.253
100.364
120.546
140.654
160.863
180.946
201.013
221.357
241.357
261.413
281.443
301.529
321.618
341.676
361.716
381.795
401.840
421.852
442.800
462.844
482.938
502.945
522.945
543.027
563.121
583.171
603.189
623.289
644.036
664.106
684.136
704.227
724.277
744.295
764.338
784.388
804.463
824.559
844.613
864.644
884.658
904.710
924.738
944.748
964.806
984.849
1004.965
1025.074
1045.164
1065.259
1085.314
1105.415
1125.469
1145.523
1165.542
1185.591
1205.627
1225.663
1245.826
1265.751
1271.781

DAS time
(sec)
217
452
696
930
1154
1389
1609
1840
2066
2286
2514
2903
3264
3537
3788
4040
4278
4514
4760
4989
5217
5511
5845
6060
6350
6613
6893
7213
7522
7806
8187
8664
8820
8938
9060
9215
9361
9484
9628
9767
9919
10070
10219
10396
10563
10724
10901
11081
11265
11422
11558
11693
11837
11980
12137
12315
12500
12731
12910
13119
13308
13561
14023
14204

Value
(%)

Tag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SDDC1-01
LT-SGRS1-04
LT-SGRS1-04
LT-SGRS1-04
LT-SGRS1-03
LT-SGRS1-03
LT-SGRS1-03
LT-SGRS1-02
LT-SGRS1-02
LT-SGRS1-02
LT-SGRS1-02
LT-SGRS1-01b
LT-SGRS1-01b
LT-SGRS1-01b
LT-SGRS1-01b
LT-SGRS1-01b
LT-SGRS1-01b
LT-SGRS1-01b
LT-SGRS1-01b
LT-SGRS1-01b
LT-SGRS1-01b
LT-SGRS1-01b

98.74
96.48
94.47
92.54
90.51
88.43
86.31
84.16
82.00
79.96
77.82
75.72
73.49
71.38
69.27
67.18
65.05
63.06
60.69
58.44
56.24
53.98
51.81
49.21
47.46
45.25
43.03
40.82
38.59
36.33
34.10
31.81
29.02
26.60
24.29
21.77
19.25
16.83
14.23
11.59
8.89
6.10
3.34
0.64
94.17
80.35
63.64
47.54
31.52
16.26
2.09
0.00
0.00
1.1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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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m)
4.12
4.02
3.94
3.86
3.77
3.69
3.60
3.51
3.42
3.33
3.25
3.16
3.06
2.98
2.89
2.80
2.71
2.63
2.53
2.44
2.35
2.25
2.16
2.05
1.98
1.89
1.79
1.70
1.61
1.51
1.42
1.33
1.21
1.11
1.01
0.91
0.80
0.70
0.59
0.48
0.37
0.26
0.14
0.03
0.53
0.32
0.12
0.59
0.38
0.19
0.61
0.40
0.22
0.04
1.29
1.10
0.87
0.65
0.43
0.22
0.03
0.00
0.00
0.02
0.02

Tag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LT-SGSDRS1-01

Value
(%)
99.99
98.52
97.40
96.30
95.20
94.06
92.87
91.72
90.52
89.34
88.17
86.98
85.74
84.60
83.42
82.28
81.08
79.96
78.66
77.42
76.19
74.94
73.72
72.26
71.35
70.11
68.88
67.66
66.43
65.18
63.91
62.67
61.10
59.76
58.47
57.05
55.68
54.33
52.91
51.42
48.91
48.40
46.82
45.34
43.70
40.90
38.24
35.58
32.86
30.24
27.40
24.61
22.19
19.84
18.12
15.56
12.50
9.54
6.55
3.77
1.15
0.95
0.95
0.95
0.92

Value
(m)
7.50
7.39
7.30
7.22
7.14
7.05
6.96
6.88
6.79
6.70
6.61
6.52
6.43
6.34
6.25
6.17
6.08
6.00
5.90
5.80
5.71
5.62
5.53
5.42
5.35
5.26
5.17
5.07
4.98
4.89
4.79
4.70
4.58
4.48
4.38
4.28
4.17
4.07
3.97
3.86
3.74
3.63
3.51
3.40
3.28
3.07
2.87
2.67
2.46
2.27
2.06
1.85
1.66
1.49
1.36
1.17
0.94
0.72
0.49
0.28
0.09
0.07
0.07
0.07
0.07

표 4.1-2 ATLAS 일․이차계통 체적
Component

Volume/component

Total Inventory

m3

m3

Core

0.38090

0.3809

DC

0.15570

0.1557

HL

0.02178

0.0436

CL

0.01855

0.0742

IL

0.01802

0.0721

PZR

0.25700

0.2570

Surge

0.02387

0.0239

SG - Primary side

0.32745

0.6549

U-tube

0.21770

IP

0.05487

OP

0.05487

Sub-Total
SG - Secondary side

1.6622
1.27550

2.5510

Sub-Total

2.5510

Total Inventory

4.2132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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