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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IAEA 안전조치 이행을 통한 국가 신뢰도 증진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과거 핵물질

실험사건으로 인하여 실추된 국제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원의 기반 환

경 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방사능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기술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제

적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IAEA가 2008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는 통합안전조

치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원의 안전조치 정보처리시스템

을 보완개발하고 원자력시설의 방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

하는 방사선 비상 대응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 사업은 연구원 이행 기반조성 확립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조치 및 원자력방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연구원 안전조치

이행 및 원자력방호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2009년도 사업은 한국원자력(연)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통제 관리

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을 보완․개발하기 위하여, IAEA 안전조치 및 시설 계량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원내 시설의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서를 통합 처리하

고 관리하는 기능과 재고변동형태에 따른 오류 검색과 처리 루틴 기능과 계량관

리자료 처리기능을 구현하였다.

2010년 사업은 KAERI 안전조치 정보처리 시스템(KASIS)을 개발하고 핵물질

계량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KASIS와 RFID 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산체계와 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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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산체제를 개발하였다. 또한 시설 차원의 안전조치

이행지침서 개발방안을 분석하였다.

2011년 사업은 기 개발된 KASIS의 기능과 RFID 연계 전산체제와 가공시설

전산시스템 연계 전산체제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였다. 또한 우라늄잔류물질

저장시설전산시스템과 KASIS간 연계체제 구축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추가의정서

의 확대신고서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품목계수시설의 모델 계량관리 전산

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시설 및 환경으로부터 방사선(능) 등 실시간 관측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에 제

공 및 활용하는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의 최적화와 원자력시설 방사선(능) 비정상

시 조기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며 비상대응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 구축한 방사능재난대응기반에 대한 유효성을 유지하

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연구원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원자력통제관리를 위한 KAERI 안전조치정

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KAERI 안전조치정보처리시스템은 원자력시

설에 대한 계량관리 정보를 준 실시간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어 2008년 7월부터

원자력연구원에 본격 시행중인 통합안전조치 체제의 2시간 통보 사찰시 사찰 수

검자료를 IAEA 사찰관 및 국가 검사관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원자력(연)의 계량관리 및 정보관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비정상조기 인지를 통한 신속 대응을 통해 평상시 원자력시설 안전운영에 활

용하고, 실시간 관측정보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송신을 통해 국가재난대응시

스템 운영에 활용하고, 비상대응정보 공유시스템을 사고 및 훈련에 적용하여 재

난대응활동 수행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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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he Enhancement National Transparency with the Implementation of IAEA

Safeguards

II. Objectives of the Project

To implement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laws and to enhance the nuclear transparency suffered from a

careless past experiments with nuclear material, KAERI needs to establish an

infrastructure of the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are required for the

preparedness and the effective response of a nuclear emergency.

To restore the international confidence sufficient for KAERI to sustain the

R&D programs for peaceful use of nuclear technologies, the purposes of the

project are to complete the safeguards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for

nuclear control and management under the IAEA's IS safeguards system

applied from 2008 at KAERI, and to establish complementary measures to

treat the cases of nuclear emergencie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Since the project is proposed to restore the international confidence by

establishing fundamental measures to enhance the nuclear transparency, it

developed the task in establishing fundamental measures to reinforce the

safeguards implementation and emergency preparedness at KAERI

In the year of 2009, the project focused on the development and the

complement of the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management information



- iv -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for

IAEA safeguards and nuclear control developed the integrated processes and

fuctions of combined the facility accountancy reports., the error detection

programmes on inventory changes of nuclear material and the reporting

process.

In the year of 2010, it developed the KAERI safeguards information

treatment system(KASIS), the linked system between RFID system and KASIS,

and the linked system among HFFP system, RFID system and KASIS. The

suggestions to develop the safeguards implementation guidelines was also

considered.

In the year of 2011, it conducted to update and complement the KASIS,

the linked system between RFID system and KASIS, and the linked system

among HFFP system, RFID system and KASIS. The linked system between

the computerized system of Uranium Residue Storage Facility and KASIS was

also developed.

For the emergency preparedness, it developed the optimization of the

radiati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hich is used to monitor and apply

of a realtime data such as dose rate, the maintenance of the early recognition

system of abnormal radiation condition of nuclear facilities, the update of a

emergency response information exchange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The KAERI safeguards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KASIS) for the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control has been developed. The KASIS was contributed

to enhance the KAERI's transparency to the IA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because this system has a capability to supply effectively and the timely manner

the requested information from IAEA inspector and national inspector under

the IAEA's IS safeguards system which has 2-hour advanced notice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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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pplied to the KAERI from 2008.

The result of development of emerency preparedness from this project will

be used for the nuclear facilities safe operation under normal condition

through the early recognition of abnormal radiation condition, the operation of

national radiation response system through real time data supply to KINS,

and the response of real and exercise accident condition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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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는 1968년 핵비확산 조약에 서명하고 1975년 4월 핵비확산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동년 11월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1990

년대 이라크 핵문제로 인하여 IAEA 안전조치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1993년부터 시작된 IAEA 안전조치 강화 프로그램은 1995년 NPT의 무기한

연장을 거치면서 1997년 IAEA 이사회에서 모델 IAEA 추가의정서를 최종 승인

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00년 12월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원자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2004

년 2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되었으며 2004년 8월 추가의정서에 따라 최

초 확대신고서를 IAEA로 제출하였다. 추가의정서는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

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활동, 핵물질 사용시설의 안전조치 관련 운영에 관한 정

보, 연구원 부지내의 건물에 관한 정보, 안전조치가 면제된 핵물질의 양, 용도 및

위치에 관한 정보,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장기계획(10년)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에 대한 추가접근 사찰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IAEA가 보다 폭넓은 정보

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AEA의 안전조치

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개발에 대

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국내 검사제도 도입하고 국

가 원자력통제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조치 강화에 대비하여 왔다. 기존의 전면안전

조치체제와 새로운 추가의정서에 의한 안전조치체제가 결합된 통합안전조치체제

는 2008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행됨으로써 IAEA 사찰활동의 변화

에 따라 새롭게 대응해야한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미국 TMI와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등으로 방

사능방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재대책을 강화하여 오고 있다.

원자력시설의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체르노빌 원전 사

고 경험에 의거, IAEA는 1986년 10월 “핵사고시 조기통보협약”과 “핵사고시 비

상지원에 관한 협약”을 발효하였다. IAEA는 각 회원국의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와 비상대응 시스템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2000년 12월 “원전사고 조기통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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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협약”의 운영매뉴얼을 개정하여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

였다. 또한 IAEA는 원자력비상뿐만 아니라 테러나 기타 범죄행위까지 망라한 방

사선비상사태에 대한 안전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자연·인위적 재난과 911사태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위기 및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2004년 6월 소방

방재청을 개청하였다. 정부는 인접국가인 일본의 핵임계 사고와 미국 911테러 발

생 등을 교훈으로 삼아 방사능재난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을 제정하고 2004년

에 시행하였다. 특히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기존 방재대책의

고려범위를 넘어서는 자연재해와 연계된 다수시설 동시사고 였다. 재난요인의 다

변화 및 인지 한계 초월은 지속적인 방사능재난대응 시스템의 개선 개발을 요구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원자력 연구개발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내외적으로 강화

되고 있는 원자력통제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여 자칫

원자력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제협약 및 국내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국제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원의 기반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방사능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재난대응

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기술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제

적 여건을 2015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원자력(연)의 안전조치 이행 기술과

방재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 통제 및 방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

히 핵물질 사건 재발 방지 통제시스템과 원자력시설 사고 조기인지 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스템과 방사선 비상 대응시설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투명성 제고

를 위하여 연구원 기반조성 확립하기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IAEA

의 통합안전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정보처리시스템의 기

능을 보완개발하고 각 원자력시설은 준 실시간 계량관리자료를 입력, 관리하여

신속, 정확한 계량관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원 부지내 원자력

시설 관련 실시간관측정보를 방사선비상대응 목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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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최적화 구축하고 방사선비상대응정보를 준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며, 기 구축한 방사능재난대응기반의 유효성을 유지한다.

연구원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IAEA의 통합 안전조치 체제하에서

IAEA가 원자력(연)의 시설에 대하여 2시간 통보사찰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시설이

제공하여야 하는 핵물질의 계량관리 정보를 IAEA 사찰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하

게 제공하여야한다. 본 연구를 통한 원자력(연) 안전조치정보처리시스템은 완벽

한 핵물질 계량관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시설 계량관리체제에 대한 대

외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철저하고 완벽한 안전조치

이행에 따라 국제 신뢰도 향상과 원자력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2014년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에 조사후 핵연료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소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시설 방사능재난대응

체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진화함에 따라 사고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외부적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투명성 요구에 대한 대외적 압박 해소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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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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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안전조치 정보관리시스템은 원자력이 활성화된 모든 국가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80년대 초반에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IAEA 보고 의

무사항 이행의 기본이 되는 핵물질 계량관리는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안전조치

의무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에 원자력(연)이 개발한 이

후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원자력국가들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

난 1971년 계량관리 자료를 처리하기위한 준전산화(semi-computerized) 계량관리

시스템을 최초 도입하였다.1)2) 당시 계량관리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핵비확산조약

(NPT)이외의 기타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안전조치협정 즉, 핵보유국이나 NPT 비

가입국이며 장비를 도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IAEA는 계량관리 시

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1975년에는 핵비확산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계량관리 자료를 처리하기위한 전산화기반 안전조치정보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크게 확대함에 따라서, IAEA의 정보처

리 양이 과거 월간 3,000레코드를 갖는 150-200건의 보고에서 15만 레코드를 갖

는 6,000건의 보고서로 급증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IAEA는 안전조치 자

료의 입력, 분석, 저장 및 출력을 처리하기위한 안전조치정보처리부(division of

safeguards information treatment)를 설립하였다. 안전조치정보처리부는 기존에

적응형데이터베이스시스템(Adaptable 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

로 하여 현재 IAEA 계량관리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IAEA 안전조치정보시스템

(ISIS: IAEA Safeguards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1) “Computer-based safeguards information accounting system", IAEA Bulletin,

Vol 19, No. 5, pp. 14-17, 1978
2) "The development and function of the IAEA's safeguards information

system", IAEA Bulletin, Vol 23, No. 4, pp. 21-25,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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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원자력시설 안전변수 및 방사선(능) 감시정보를 실시간 취득하여 방

사선원항을 산출(ERSS)하고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보호조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SPEEDI)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벨기에 등 원자력

시설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유사한 설비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

NRC는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해 TFT를 구성하여 분석

한 결과, 방사능 재난시 현장 및 환경에 대한 실시간 방사선(능) 감시정보를 취

득하여 일반주민에게 까지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실제 사고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하였으며, 자연재해 동반사고 또는

다수호기 동시 사고시에도 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보강이 필요함을 권

고하였다.

제 2 절 국내 현황

안전조치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경우 핵물질계량

관리 전산시스템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시설 계량관리

로 활용 중에 있으며, 경수로발전소의 경우 KAERI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자로안전변수, 시설방사선(능)정보, 환경방사선정보,

기상관측정보 등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설사고해석, 방사선원항 산출,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 등과 비상대응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축 활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가방사능재난대응시스

템인 AtomCARE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에게도 하나로시설의 안전변수

및 방사선(능) 감시정보와 환경, 기상관측정보를 AtomCARE에 송신할 것을 법적

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수신정보를 활용하여 방사

선원항을 산출하며, 기상자료에 근거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주민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AtomCARE 내에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장 방사선

(능) 측정정보를 GPS 등과 연계하여 GIS 기반으로 표기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

활용하고 있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재난시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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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비상대응정보공유시스템인 ERIX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시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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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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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연) 핵물질 계량관리 및 안전조치 정보 시스템

1. 핵물질 계량관리 전산시스템

핵물질계량관리 시스템은 시설 계량관리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핵물질 이동 및

재고변동사항들을 직접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IAEA 계량관리 보고

서를 생성, 관리한다. 기존 전면안전조치협정체제 하에서는 핵물질을 품목으로

셀 수 없는 중량취급시설의 경우 시설내 핵물질 배치를 계속 관리하지 않는 계

량관리 방식 즉, 배치명완전추적(full batch follow-up)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안전조치체제 하에서 IAEA 사찰수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량취급시

설에 전면배치추적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요구되고, 2007년 4/4분기부터 IAEA 사

찰과 별도로 국가사찰이 실시됨에 따라 IAEA 보고서 처리 뿐만아니라 국가 검

사보고서의 생산 및 관리 기능이 요구되었다. 한편, 하나로핵연료가공시설의 계

량관리 특성은 중량취급과 품목계수를 혼합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량

취급과 품목계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에서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계량관리전산시스템과 직접 연결하여 핵물질 이동 및 재고변동에 관한

IAEA 계량관리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의 통합이 요구되었

다. 연구개발시설 및 시설외 지점의 경우 동일 MBA/KMP의 핵물질이 다른 건

물 및 실험실로 이동되는 핵물질 정보 및 재고현황을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2009년 1월부터 연구원에 적용 중인 통합안전조치체제 하에서 IAEA로 보고되는

월별/분기별/연간 사전정보를 관리하는 기능과 핵물질통제팀에서 수행하는 업무

를 효과적으로 정보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중량취급시설

에 대한 새로운 계량관리 보고방법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IAEA 사찰과 독

립적인 국가사찰 수검준비에 대한 자료처리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IAEA 통합안

전조치체제 하의 2시간 통보사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개발하

였다.

(1) 동일 안전조치시설 및 IKMP에서 다른 건물 및 실험실(room) 간에 이동

되는 핵물질도 정보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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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EA로 사전 보고되는 정보 관리 기능

(3) 하나로 핵연료 가공시설의 계량관리 특성을 고려한 계량관리 전산체제

(4) 핵물질통제 업무에 대한 정보관리 등

연구원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 업무를 효율적/효

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처리시스템을 2차에 걸쳐 보완하였다.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완된 기능 중에 하나인 계량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형태의 안전조치 대상시설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핵물질 계량관리보고서는 한-IAEA 안전조치협정

의 보조약정인 CODE 10과 안전조치 대상시설별로 IAEA와 합의한 시설부록

(Facility Attachment : FA)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들

은 CODE 10에 명시된 문법적 형식에 따라 계량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시설

형태 및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계량관리 절차 및 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

형태 및 특성별로 적절한 계량관리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는 기능을 두어 모든

형태의 안전조치 대상시설에 사용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둘째, 하

나로핵연료가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계량관리전산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여 핵물질 이동관리 및 재고변동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동

일 MBA 및 KMP에서 다른 건물 및 실험실간의 핵물질 이동을 관리하는 기능,

통합안전조치하에서 IAEA로 사전에 보고되는 월별/분기별/연간 정보를 관리하

고 수출입통제관련 정보와 핵물질 통제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관리하는 기능

을 추가 개발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능을 보완개발한 정보처리시스템은 IAEA 2시간 통보사찰 및

국가 검사 수검에 적극 활용됨에 따라 원내 시설의 자체 계량관리 업무 효율화

와 나아가서는 대외적으로 핵물질 계량관리 이행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

였다.

– 원내 원자력시설의 핵물질 계량관리보고서에 대한 통합처리 및관리기능

– 핵물질 재고변동형태에 따른 오류검색 및 처리루틴 기능

– 핵물질 계량관리자료 처리기능

Ÿ 주요측정지점간 핵물질 이동 및 재고관리 기능

Ÿ 시설 재고목록을 이용한 장부상 재고목록 수정 및 입출력 기능

Ÿ 핵물질 재배치(Rebatch) 기록에 대한 정보처리 및 재고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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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ERI 안전조치정보처리시스템(KASIS) 및 연계 전산체제

개발

가. KAERI 안전조치정보처리시스템(KASIS) 개발

본 연구는 IAEA의 통합안전조치하의 사찰과 국가검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위해 준실시간 핵물질 계량과리 체제를 확립하고 연구원내 12개 시설 종료와

특성별 계량관리를 적용하기위하여 KAERI 안전조치 정보처리시스템(KASIS:

KAERI Safeguards Information treatment System)을 개발하였고 KASIS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정보관리

Ÿ 시설 종류 및 형태, 주요 설계정보, 주요측정지점, 계량관리 적용방법

등

– KASIS 운영자료 및 핵물질 취급량 등 정보관리

– 주요측정지점/물질수지구역/국내외 시설간 핵물질 이동 관리

– 시설별 자체 재고변동기록 작성 및 관리

– 한-IAEA 안전조치협정의 보조약정 (Code 10)에 따른 재고변동관리

– 사찰 수검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 관리

– 원내 핵물질 정보파악 및 장부재고목록 관리

– IAEA 안전조치 정보관리 (설계정보서, 핵물질 계량관리보고서, 시설부

록, 운영정보, 사전보고 등)

– 양국간 원자력협정에 따른 정보관리

– 전략물자 수출입 정보관리

그림 1. KASIS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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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ASIS 개발 체제

준실시간 계량관리체제인 KASI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시설 종류 및 특성에 따른 계량관리 자료처리 기능

– 한-IAEA 안전조치협정의 보조약정에 따른 계량관리보고서의 문법적

유효성, 자료 일치성 및 transit matching 검사 기능

– 핵물질 재고변동(이동 및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 강화 기능

– IAEA 핵물질 계량관리보고서 생성 기능(재고변동보고서, 물자재고목록,

물질수지보고서 등)

– IAEA 사찰 및 국가검사 수검자료 자동생성 기능

– 미계량물질 산출 및 평가 기능

– 핵물질 재고변동 자료의 입력 및 관리 루틴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

– 안전조치 정보 분석 기능

그림 3. KASIS 주요 기능 및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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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핵물질 재고변동(RM/RP) 자료의 자동 복사 기능

그림 4. KASIS 개발 기능

그림 5. KASIS 주요 흐름도

KASIS에서 새롭게 개발된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들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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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핵물질 재고변동(RM/RP) 자료의 중량 자동 확인 기능



- 15 -

그림 8. 일자 및 원소별 물자재고장부(General Ledger)

그림 9. 하부 물자재고장부(Sub General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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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원내반출시 MIS 연동 화면

준실시간 핵물질 계량관리체제 운영으로 원자력(연)의 계량관리체제에 대한

국제 신뢰성 향상을 위한 KASIS의 개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IAEA로 보고되는 계량관리보고서의 정확성 향상

– IAEA 2시간 통보사찰에 효과적으로 대처

– 계량관리 업무처리 단순화 및 사용 편리성으로 인한 업무 효율화 증진

나. KASIS와 연계 전산체제 개발

핵물질을 다른 건물로 이동할 경우, 핵물질 반출자는 핵물질 통제목적인

KASIS와 방사선안전관리목적인 RFID tag을 이용한 방사성물질 감시시스템(RFID

시스템)에 핵물질 이동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나로핵연료가공시

설은 핵물질 계량관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자체 전산시스템(가공시설 전산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KASIS와 연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공시설은 계량관리

자료를 KASIS와 가공시설 전산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핵물질 이동이

다른 건물로 수행되는 경우 RFID 시스템까지 별도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

존체제는 ① 동일한 핵물질 이동정보 및 계량관리 자료의 불필요한 입력으로 업

무 효율 저하하고, ② 시설 측면에서 핵물질 이동 및 계량관리 자료의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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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초래하고, ③ 잘못된 자료 입력으로 인한 동일 사안에 대한 정보 불일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본 연구는 KASIS와 RFID 시

스템과 가공시설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산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림 11 KASIS와 연계 전산체제의 구성

1) KASIS와 RFID 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산체제 개발

KASIS와 RFID 시스템을 연계하기위하여 핵물질 이동자료를 KASIS에 입력

하면 RFID 시스템과 동시에 일괄처리하도록 구축하였다. 연계체제는 핵물질 이

동전에 핵물질통제 및 방사선안전관리 부서에서 독립적인 승인을 획득하고, 승인

된 핵물질 이동정보는 IAEA 계량관리보고서로 자동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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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KASIS와 RFID 시스템 연계도

그림 13. KASIS와 RFID 시스템간의 업무처리 절차도

연계시 해결해야할 사항은 RFID 시스템은 건물간 핵물질 이동일 경우에만

기록을 유지함에 반하여, KASIS는 IAEA와 합의한 물지수지구역(MBA: Material

Balance Area) 간의 핵물질 이동을 관리함에 따라서 핵물질의 이동 상황에 따라

보고해야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연계

체제가 다음 세가지 사안별로 핵물질 이동을 보고하도록 개발하였다. 즉, 연계체

제는 핵물질이 ① 건물간 이동되는 경우, ② 건물내 이동, ③ 건물간 이동시 미

적용되는 경우 등에 따라 RFID 건물정보와 MBA 정보를 서로 연계하고 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핵물질이 없는 빈용기 이송시에도 RFID 시스템에 기록 관리 기

능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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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원내반출시 이동구역 선택 화면

그림 15. 원내 반출시 결제선 처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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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빈용기 이동 화면

2) KASIS와 가공시설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산체제 개발

하나로 핵연료가공시설은 핵물질 계량관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자체 전

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KASIS와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시설 관계자

는 계량관리 자료를 KASIS와 가공시설 전산시스템에 별도 입력하여야 하며,

RFID 시스템까지 동일 자료를 3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하였다.

하나로핵연료가공시설 전산시스템과 연계 전산체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

다.

– IAEA 2시간통보사찰시 가공시설의 준실시간 재고목록을 수검자료로 활

용

– KASIS는 가공시설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계량관리 자료 중에서 IAEA

보고에 필요한 자료만 가져와서 IAEA 보고 양식으로 자동 변환

– KASIS는 가공시설의 핵물질 재고변동형태를 분석하여 적절한 IAEA

계량관리 보고서를 자동 생성

– 핵물질 이동인 경우 RFID 시스템과 연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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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KASIS와 가공시설 전산시스템 연계도

그림 18. 가공시설 자료 자동연계 실행 화면

그림 19. 가공시설 자료 자동 연계 최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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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라늄잔류물질 저장시설재고관리시스템과 연계체제 구축

우라늄잔류물질저장시설의 재고관리시스템(UReMon)은 시설내 핵물질의 재

고관리와 핵물질의 위치추적관리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KASIS와 연계

를 통하여 상호 계량관리자료 고유성과 자료 일치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연계체제

개발을 지원하였다. 연계체제는 ① KASIS와 UReMon과의 계량관리 자료를 공유

하고, ② 핵물질 재고변동에 대한 입력 단일화를 통한 핵물질정보의 고유성을 확

보하기위하여 개발하였다. 연계체제의 기대 효과는 계량관리자료의 일괄 처리로

업무 간소화와 단일 입력체제로 자료의 정확성 향상 등이다.

그림 20. KASIS와 우라늄잔류물질저장시설의 전산체제 연계도

3. 확대신고서 정보관리 시스템 및 품목계수시설 모델

계량관리 전산화 개발

가. 확대신고서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원은 매년 추가의정서에 따른 확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원자력(연)

의 확대신고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IAEA가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과

연계의 불편성이 제기되어왔다. 본 연구는 확대신고서의 정보관리 대상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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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대신고 대상 연구과제에 대한 상세 정보관리를 위하여 확대신고서 정보관

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확대신고서 정보 관리의 대상은 ① 원자력(연)이 수행하

는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활동 내역, ② 연구원 부지내 건물, 구조물 및 컨테이너

등에 대한 상세 정보, ③ 국제규제물자로 분류된 장비의 제작 또는 생산 활동,

④ 중장기 핵연료주기에 대한 계획 등이다. 확대신고서 정보관리시스템의 주요기

능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연)의 경영정보시스템과 연계한 R&D 정보 수집 및 관리 기능

– 확대신고 대상 연구과제 연락, 보고서 작성 및 취합 기능

– 기 신고내용과 수정 내용의 비교 검토 기능

– 확대신고 보고서 항목 간의 연계체제 자동분석 기능

– 확대신고서 관련 정보파악 기능 향상

개발된 확대신고서 정보관리시스템은 ① 확대신고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업

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② 확대신고서 분석 및 IAEA 추가접근시 수검 용이 등

효과를 기대한다.

그림 21. 확대신고 보고대상 및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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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확대신고 전산시스템 흐름도

그림 23. 확대신고 작성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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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확대신고 제출일자별 현황 화면

그림 25. 확대신고 제출일자별 현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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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확대신고 건물별 현황 화면

그림 27. 확대신고 조항별 현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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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확대신고 키워드 검색 화면

나. 품목계수시설 모델 계량관리 전산화 개발

연구원내 시설은 품목계수시설와 중량취급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는 연구원 전체 총괄차원의 계량관리를 수행하기위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였으

나 연구원 총괄의 원천자료를 생산하는 개별 시설차원의 계량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품목계수시설을 1차적 대상시설로 선택하고

원내 대표적인 품목계수시설인 연구로용 원자로시설을 선정하였다. 연구로용 원

자로의 모델 계량관리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시설 계량관리목록을 작성하기위한

재고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 다음단계에 연구원 계량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계

량관리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하나로 시설에 적용하고, 건설 예정인 신형 연구용원자

로시설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로용 원자로의 모델 계량관리 시스템이 갖

추어야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형태의 연구용 원자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핵연료저장고, 원

자로, 서비스풀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구조를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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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이동 및 정보관리를 drag & drop 형식 채택

– 독립적인 IAEA 계량관리보고서 작성, 생성 및 관리 기능

– IAEA 사찰 수검 자료 생산 기능

– KASIS와 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전산체제 고려

– 시설 안전조치 정보관리 기능

그림 29.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계량관리 전산화 모델

4. 시설차원의 안전조치 이행지침서 개발

IAEA는 원자력시설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사찰 종류에 따른 검증방법 및 절

차 등 검증 목적을 위한 상세 기준 및 지침서가 있다. 시설차원의 안전조치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하여 IAEA 자료 및 원자력법 등 안전조치관련 모든 자료의 철저

한 분석⋅숙지하고, 특별한 안전조치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대한 상세 처리방법

을 기술한 자료가 없으므로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이행 경험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시설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계량관리 보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술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조치 사안별 세부

이행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 지침서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조

치 의무사항 종류/내용/범위, ② 시설차원의 계량관리 준수사항, ③ IAEA 보고

의무사항 (보고 종류/내용/작성방법/시기 등), ④ 사찰수검 절차/자료/양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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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다. 지침서가 개발되면 IAEA 보고 의무사항 이행 및 IAEA 사찰수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신규 원자력시설에 모델 지침서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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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

설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방사

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을 것

방사선 방호장비
방재요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 방호

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

방사능오염제거시설 및 장비
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방사능오염의 측정 및 제거를 할 수 있

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방사선물질의 방출량감시 및

평가시설

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량을 산정하고,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출 것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

1. 주제어실은 부지 내․외에 초기 비상통보, 방사선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것

2. 비상기술지원실은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3. 비상운영지원실은 응급보수요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대책실요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

4. 비상대책실은 방사능재난 발생시 비상대응활동을 종합․조정

할 수 있을 것

5.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

은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6. 비상대응시설은 각각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공간 등을 확보하

고, 운영에 필요한 기기를 갖출 것

표 1.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

제 2 절 원자력시설 재난대응기반 최적화

1.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능재난대응설비 요건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능방재대책은 2004년부터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한다. 동 법

시행규칙은 다음 표와 같이 기본적인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기

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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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7. 비상대응시설은 방사능오염에 대비하여 소개방안을 마련하고

예비시설을 지정할 것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1. 과학기술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

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

정기관과 비상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원자력시설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방사

능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할 것

3.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2㎞ 이내(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

하는 주민에게 방사선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 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0호

라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1-31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는

방호방재법 제35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밖에 방사능

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로서 원자

력시설의 사고 진행과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보표시계통(SPDS) 또는 이

에 상응하는 계통의 감시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까지 연결함으로써 방사선비상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설비 또

는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원자력선진국은

이러한 설비요건을 기준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이들 법적 요건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설비를 개발함에 있어

국제원자력투명성 제고의 관점에서 원자력시설 방사선(능) 실시간 정보 및 비상

대응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 및 개선차원에서 수행하였다.

2. 본부상황실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 DB 이중화 개발

2008년까지 국제핵투명성제고사업을 통해 방사능재난대응설비 분야에 대해 새

빛연료과학동 방사선(능), 동위원소생산시설 방사선(능),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선

(능),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선(능)에 대한 원격감시기능을 구축하고 원격감시

자료를 자동 분석하여 방재요원에게 문자 통보하는 비정상조기인지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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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였으며, 하나로 안전변수 및 방사선(능) 원격감시 기능은 보완 개발하였다.

반면, 본 사업 추진 이전에도 하나로 방사선(능), 기상관측, 환경방사선(능) 정보

원격감시 및 KINS 전송기능은 기 구축 운영되고 있었다. 이중 기상관측 및 환경

방사선(능) 원격감시의 경우는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본

부상황실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에 탑재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DB

정보를 인출하여 KINS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은 본 사업을 통해 보완 개발하였다.

기상관측 및 환경방사선(능) 원격감시 프로그램은 연구원 부지내 제3연구동에 위

치한 기상관측실과 환경방사선(능) 감시실과 본부상황실에서 동시에 구동되며,

현장으로부터 무선으로 Data를 수집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30. 본부상황실 감시서버내 기상관측 프로그램 구동화면

그림 31. 본부상황실 감시서버내 환경방사선(능)

감시 프로그램 구동화면

하나로안전변수의 경우는 하나로제어실 운전컴퓨터에서 필수안전변수를 인출

하여 하나로동에 위치한 본부상황실 감시정보 송신용 방재서버로 안전변수를 송

신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로 제어실내 컴퓨터에 구동되고 있었으나, 제어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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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로운영부서가 안

전변수를 하나로동내 방재서버의 DB에 직접 입력관리토록 조치하였다. 하나로

방사선(능) 자료의 경우도 방사선(능) 감시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 직접 하나로동

방재서버의 DB에 실시간 감시정보를 입력토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모든 시설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대부분 시설내 방사선(능) 감시컴

퓨터로부터 감시정보를 인출하고 본부상황실로 송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본

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되었다.

상기의 절차를 통해 본부상황실로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는 방사선비상관리시

스템은 시설 등으로부터 Data를 원격으로 수집하고 KINS로 전송하는 DAQ 서

버, 본부상황실내 수집정보를 DB에 저장하고 시스템간 유통하는 Socket 서버, 수

집정보를 감시하여 이상 징후를 판정하는 알람시스템, 모든 이상 징후를 감지하

여 문자로 통보할 수 있는 페이징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든 소프트웨

어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구동되고 있었다. 또한 이 컴퓨터와 RS-232통신으로 연

결되면서 KAERI-NET과 연계된 별도의 PC가 있어서 페이징시스템으로부터 수

신한 정보를 관계자에게 문자 통보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32.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 Socket 서버에 의한 Data 통신체계(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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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 페이징시스템 운영체계(기존)

그러나, 상기시스템에 시설로부터 수신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서버의 부

하가 증가하였으며, KINS로 전송하는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였다. KINS 전송기능은 안전위 고시(당시 교과부 고시)에 따른 원자력시설 운

영자의 의무사항이며, KINS는 연구원을 포함하여 원전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화면에 표기하고, 분석하여 국가 재난대응에 활용하는 국가방사능재난관리스템

(AtomCARE)을 구축,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으로부터 실시간 감시정보

가 수집되지 않으면 즉시 통보하여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본 시스

템은 원격감시 정보를 단지 본부상황실의 전용 서버에서만 관측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활용차원에서 효용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원격 감시정보에 대한 DB 이중화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DB 이중화 개발의 기본적인 개발범위는 DAQ 서버의 기능을 분리시켜 독립

적인 PC (DAQ 서버가 가동되는 PC를 “DAQ서버”라고도 명명한다)에서 구동하

게 하고 DAQ 서버내에 수집정보에 대한 DB 크기는 최소화여 안정성을 기하도

록 하여 수집정보를 KINS로 전송하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DAQ 서버의 DB를 별도 PC의 DB와 동기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동기화

DB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PC를 “DB서버”라고도 명명한다)하는 것 이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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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KINS로 감시정보를 전송하는 DAQ 서버는 또한 시설로부터 직접 감시정보

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 서버가 외부망과 연계될 경우 해커, 바이러스 등에 의한

원자력시설 운영시스템으로의 접속 가능성을 우려하여, 원자력시설운영부서에서

는 이 서버가 외부망와 연계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건 때문

에 KINS로 전송하는 기능도 전용회선을 통한 단방향 통신 방식으로만 작동하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DB 이중화 개발시 DAQ 서버와

DB서버 사이의 통신도 RS-232 통신케이블을 통한 일방통신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림 34. DB 동기화 개념도

상기와 같이 설계하여 구축한 DAQ 서버내 프로그램 구동화면은 다음과 같

다.

그림 35. DAQ서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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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AQ 서버 프로그램은 시설 및 KINS와의 모뎀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onnected 버튼과 Data 전송을 확인하는 Tx 버튼, Data 수신을 확인하는

Rx버튼이 있는데, 이들 버튼에 색상의 변화를 통해 정상작동 유무를 육안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하단에는 수집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 창이 있

어서 관측정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시설과 연계된 상태를

모니터링함에 있어 Data 수집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설내 방재서버에서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Reboot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하였다.

DAQ서버내에 위치한 DAQ 서버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정보를 DB서버에 전

송하여 이중화하는 DB 이중화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다음 그림과 같이 개발, 구

동토록 하였다.

그림 36. DB 이중화 자료전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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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이중화 자료전송 프로그램은 DAQ서버내 수집정보의 최종 전송시간을 시

설별로 우측에 표기되도록 구성하였다. 만일 DB 동기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면 우측에 적색으로 표기되도록 하여 DB 이중화가 원활히 진행되

고 있는지 육안 확인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Start, Stop 버튼으로

본 프로그램의 가동, 중지토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DAQ 서버내에는 환경 방사선

(능) 원격수신 프로그램, 기상관측정보 수신 프로그램, DAQ서버 프로그램, DB

이중화자료 전송프로그램이 24시간 구동된다. DAQ 서버와 DB 동기화를 통해

DB서버에 감시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그림과 같이 DB 서버 내에 개

발, 구축하였다.

그림 37. DB 이중화자료 수신 프로그램

DB 이중화자료 수신프로그램은 수신정보에 대해 현재값의 시간 및 최종전송

기록값의 시간을 표기하도록 구성하였다. DB서버의 오류, 시설의 감시정보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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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DB 이중화가 실패하여 DB 수집값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한 최종 감시값의 시간을 하단에 표기하고, 현재

DAQ 서버가 가지고 있는 최종값의 시간을 상단에 표기되도록 하였다. 이들 값

에 이상이 있으면 글자 색상을 적색으로 표기되도록 하여 즉시, 육안 확인되도록

구성하였다. DB 이중화자료 수신프로그램에도 Start 및 Stop 버튼을 두어 프로그

램을 임으로 시작 및 정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DB 이중화 자료 전송 및 수

신 프로그램 모두 현재의 자료 송수신 상황을 하단에 수치로 표기되도록 하여

전송상황을 육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DAQ서버와 DB 동기화를 통해 DB 서버에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알람시스템

(알람매니져 프로그램), 패이징시스템이 작동하도록 DB서버를 설계하였다.

그림 38. ERPD Manager 운영 개념도

알람매니저 프로그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개발하여 DB 서버내에서 구동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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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알람매니저 프로그램

알람 매니저 프로그램은 DB서버내 수집정보를 감시하고 알람설정치 및 비정

상 조기인지 설정치와 상호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상황 발생시 이

상치가 화면표기 시스템에 표기되고, 패이징시스템을 통해 관계자에게 통보되도

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수집정보에 대해서는 임의의 시점에 사용자가

수집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알람매니저 프로

그램은 DB서버내에 구동되며, DB서버에서만 구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각

포인트별 알람설정값, 비정상조기인지 값 등은 KAERI-NET을 경유하여 부지내

임의의 PC에서 DB서버를 원격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ERPD 관리자 프로그램

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ERPD 관리자 프로그램은 사용자 PC에 설치후 접속시 로

그인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사용자별로 로그인 아이디 및 암호를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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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ERPD 관리자

프로그램 로그인

ERPD 관리자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관리 기능이 표기된

다.

그림 41. ERPD 관리자

기본기능

이후부터는 경보치를 관리하는 포인트관리 기능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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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포인트 관리기능

포인트 관리기능은 시설별 또는 전체시설에 대해 수행할 수 있으며, 각 감시

포인트에 대해 현재측정값 및 단위가 표기된다. 경보치는 3가지를 설정할 수 있

도록 하였는데, 이는 방사선비상이 백색, 청색, 적색비상으로 3가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3가지로 구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설정

치에 있어 경보치 1에 설정한 값에 도달하면 표기시스템에서는 그 값이 백색으

로 깜빡이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경보치 2는 청색으로, 경보치 3은 적색으

로 깜빡이도록 구성하였다. 즉, 표기시스템을 통해 어느 시설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비상 등급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모한 것이다.

ERPD 관리자의 기능과 병행하여 일반방재요원이 KAERI-NET을 경유하여

DB서버를 접속하여 실시간 관측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ERPD 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RPD 관리자 프로그램은 단지 설정치를 관리할 때만 DB서버에 접

속하게 되고 소수의 사람만 사용하므로 DB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는 다. 반면

ERPD 뷰어 프로그램은 다수의 방재요원이 DB 서버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때문에 DB

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ERPD 뷰어프로그램을 통한 각 포인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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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istory Trend 검색기간을 제한하여 DB서버에 대한 부하가 줄어들도록 하였

다. 아울러 ERPD 뷰어프로그램은 감시값을 주기적으로 자동업데이트 하도록 하

여 최신정보가 표기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3. ERPD 뷰어 프로그램 접속 및 원격감시

상기 ERPD 매니져 프로그램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포인트에 대한 알람값에

도달하면 ERPD 뷰어프로그램에 색상으로 알람값이 해당지점에 표기되도록 구성

되어 있다. ERPD 뷰어프로그램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화면은 다음과 같이 본부상

황실 내 DB서버가 취득한 모든 실시간 감시정보 이다. 하나로안전변수는 DB동

기화 개발시 하나로 방사선(능) 감시화면에서 분리하여 독립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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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환경방사선(능) 및 기상관측 정보 감시화면

그림 45. 하나로 안전변수 감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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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하나로 방사선(능) 감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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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동위원소생산시설 방사선(능) 감시화면

그림 48.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선(능) 감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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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새빛연료과학동 방사선(능) 감시화면

그림 50.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선(능) 감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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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안전정보 공유 및 전송설비 활용

비정상 조기인지설비의 운영 보완방안

1. 원자력시설 안전정보 공유 및 전송설비 개요 (조기인지기능 포함)

1.1 설비운영 근거법령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5조 제1항 제7호

– 교과부 고시 제2008-71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8호

1.2 설비구성 법적요건

–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의 사고 진행과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

보표시계통(SP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의 감시정보를 KINS/MEST에

전송하고 자체 상황실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 운영해야 함.

1.3 시스템 구성도

– 1.2절의 법적요건을 만족하도록 아래와 같이 시스템 구축 운영중

– (좌측 설비는 원자력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시설운영 안전성을 위해 DB

3. 비정상조기인지시스템 최적화 개발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 DB이중화 개발시 DB서버는 KAERI-NET에 연계되어

있었으며, 당시 KAERI-NET은 인터넷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2009년에 KAERI-NET망에에 위치하는 연구원의 주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망과 인터넷망을 하드웨어적으로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12월 14

일부터는 망분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KAERI-NET 망이 인터넷망과 물

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다. 인터넷망에 위치한 PC는 편집기능을 제거하

고 단순 뷰어기능만 제공함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업무 프로그램은 내부망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DB 서버는 시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며, ERPD 매니저 및 뷰

어 프로그램을 통해 원내에서 접속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용도 면에서 내

부망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기 구축 운영중이던 페이징시스템(비정상조기인지시스템)이 DB 서버에 갇

혀서 기능을 구현할 수 없었다. 이의 해소를 위해 2010년 2월 4일에 정보통신팀

에 비정상 조기인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DB서버와 연계한 비

정상 조기인지시스템 운영방안의 가능성을 검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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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와 분리)

그림 51. 원자력시설 안전정보 감시 및 전송시스템 구성도

＊ Alarm Manager: 실시간 감시정보의 이상치 유무 주기 감시, Trend 생성

＊ ERPD Manager : KAERI-Net 기반 방재요원 PC의 데이터/History

Viewer 접근관리, 비정상정보 SMS 문자송신 기능 관리

2 원자력시설 비정상조기인지 설비(SMS 서버) 운영개요 및 현안사항

2.1 조기인지설비 추진개요

– 원자력시설 안전사고(‘06 IMEF 화재, ’07 RIPF 옥소누출, '07 하나로 중수

누출) 후속조치 차원에서 원자력시설 사고 예방목적으로 추진

– 2008년도 원자력안전관리부 주관 경영목표 실천과제 Ⅲ-3 (종합안전경영

시스템 도입 및 안전문화 정착)에 반영

– 2008년 조기인지 기준값 검토 및 설정, 2008년 말부터 조기인지설비 운영

개시

2.2 조기인지설비 및 관련 현안사항

– 조기인지기능 활용 DB 서버가 연구원 망분리(‘09.12.14) 이후 내부망 내

위치

– ※ DB 서버는 하나로 안전변수, 하나로/RIPF/IMEF/PIEF/새빛 방사선감

시정보, 환경방사선감시정보, 기상관측정보를 취득, 방재요원 PC(내부망 위

치), KAERI-AnSIM(내부망 위치)에 Data 제공

– 기존 KAERI-Net 상의 인터넷 활용하여 조기인지값 SMS 송신기능을 구

현하였으나 망분리로 기능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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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방재센터(‘09.12.22 준공)에서 특정시간대의 기상관측값 및 환경방사

선감시값 요청

3.3 조기인지설비 재가동 구축방안

– 그림에서 DB서버 내부에 위치한 SMS 서버를 인터넷 PC로 독립적으로

구성

– 그림의 DB서버와 인터넷 PC(SMS 서버)를 Serial Cable로 직접 연결하여

보안 회선을 구축(전송 프로그램 가동 중에는 다른 프로세스가 포트 제어

불가)

※ 통신 라인은 RS-232를 이용하며 단 방향 통신으로 구축(내부망 PC에서

전송은 가능하나 반대 방향으로 전송 불가, 통신 상태 확인 불가능)

– DB 서버의 ERPD Manager 기능을 개선하여 조기인지 값, 대전방재센터

전송 값을 인터넷 PC(SMS 서버)로 송신

– 인터넷 PC는 수신값을 인터넷 활용 관계자 SMS 송신 및 대전방재센터

이메일 송신

그림52. 조기인지값 SMS 전송 및 특정 감시값 대전방재센터 이메일 전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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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팀에서 상기 기술한 방안이 내외망분리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지

하여 비정상조기인지 시스템의 최적화 개발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ERPD 매니저

를 활용하여 조기인지 설정값을 관리하고 알람매니저의 기능을 보강하여 조기인

지값 감지시 인터넷 PC로 통보하고 관계자에게 비정상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알람매니저를 통하 DB서버에 수집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할 때 자료가 일정시간 갱신되지 않으면 DB 이중화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항을 방재관계자에게 매일 아침 문자 통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구

현하여, DB이중화의 지속성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당초 방재센터에

TCP/IP 보고하는 기능구현을 고려하였으나, 오류 등 발생시도 방재센터에 자동

통보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및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본 기능

구현은 제외시켰다.

ERPD 매니져를 통해 비정상조기인지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면 다음 그림과 같

다.

그림 53. 비정상조기인지 프로그램



- 51 -

비정상조기인지시스템 구현시 계측기 오류등에 따른 피크값을 배제하고 실제

적인 비정상상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연시간 개념을 도입하였다. 지

정된 지연시간만큼 설정값이 유지되면 비정상상황으로 인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한 비정상값 이하로 환원하면 정상 환원되었음을 관계자에게 문자통보하여 문자

수신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보강하였다. 비정상조기인지시스템은 정상운영중

약간의 비정상상황 뿐 아니라 비상발령조건에 해당할 때도 관계자에게 비상발령

조건에 도달하였음을 통보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비정상 조기인지시스템의

가동에 있어서는 각 포인트에 대해 가동 및 정지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버

튼을 두었다. 비정상조기인지 설정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54. 비정상조기인지값 입력

비정상조기인지에 대한 설정시 해당 시설을 선택하고 그 시설내 감시 포인트

를 선택한후 최초 및 반복지연시간을 입력하고 이상상황에 대한 전송횟수를 입

력토록 구성하였다. 전송내용은 임의 입력토록하여 가변성을 두었다. 수신자 선

택은 일차적으로 다음의 방재요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한 사람 중에서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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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방재요원관리 프로그램

조기인지설정 포인트와 통보대상자가 많아지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그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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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그룹관리 프로그램

그룹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임의로 그룹을 설정하고 방재요원을 선별하여 포함시

켜서 조기인지 대상자 선택시 그룹별로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이들 비정상조기인지와 관계된 관리프로그램은 모두 ERPD 매니저에 개선 개발함

에 따라 관리자가 임의의 PC에서 DB서버를 원격 접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한편 인터넷 PC에는 DB서버의 알람매니저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시되어 내려오

는 메시지를 KT 크로샷 서비스를 경유하여 관계자에게 문자통보할 수 있는 iNet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구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항상 SMS 송신대기상태를 유

지하며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매우 단순하고 피동적인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송신한 정보를 프로그램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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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인터넷 PC SMS 송신프로그램

4. Tag 기반 방사선(능) 감시정보 KINS AtomCARE 연계

개발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은 기존에는 각 시설로부터 일정 시간 주기로 감시정보

를 시설로부터 본부상황실 DB로 수집하고, 본부상황실 DB에 수집된 정보를 20

초 간격으로 KINS에 송신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KINS는 AtomCARE시스템

에 수신시간을 기준으로 KINS가 선별한 각 감시 포인트의 값을 화면에 표기하

며, 이들 정보는 Web 기반으로 정부, 지자체, 방재센터 등에 공개되도록 운영하

고 있었다. 시설 및 현장으로부터 감시값을 취득함에 있어 문제점은 현장 측정

기기별로 측정주기가 수 초에서 2분까지 다양하여 본부상황실 DB에 수집되는

정보자체도 KINS로 감시값을 송신하는 주기인 20초 내에 업데이트되지 않는 정

보가 많아,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를 반복 송신하고 있었다. 새빛연료과학동에

대한 KINS 정기검사시 KINS 검사원은 AtomCARE 상에 표기되는 값과 연구원

관측시설에 표기되는 값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감시값이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과 별개로 원자력환경

안전연구부의 기상관측 및 환경방사선(능) 감시프로그램 개발자는 환경방사선(능)

및 기상관측정보의 각 감시 포인트별로 고유의 Tag와 TimeStamp를 부착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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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값이 송수신되도록 본부상황실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개발하였으며, 본 사업에

서는 나머지 KINS로 전송되는 감시값인 하나로 안전변수와 하나로 방사선(능)

감시값에 대해 동일한 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58. Tag 기반 시설 감시치 본부상황실 전송개념

Tag 기반으로 본부상황실 DB로 수집된 정보를 유효하게 관리하기 위해

DAQ 서버의 감시값 수신모듈, DB전송화에 따른 DB서버의 감시값 관리모듈도

연계하여 업그레이드 하였다. 따라서, KINS 송신이전에 내부적으로도 기상관측,

환경방사선(능), 하나로안전변수, 하나로 방사선(능) 정보에 대해 각 감시값을

Tag기반으로 활용토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한편 KINS는 비슷한 시점에 AtomCARE의 Data 관리체계를 개량하고 있었

는데, 모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수신하는 정보를 Tag기반으로 변경하고 있었으

며, 통신망도 기존 전용회선망 대신에 UDP 망으로 대체하였으며, VPN라우터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KINS의 이러한 개선

작업과 연계되어야만 했으며, KINS 전송프로그램도 기존에 전용회선을 통한 모

뎀통신방식에 더하여 VPN 라우터를 경유한 UDP 통신방식을 사용하도록 개발하

였다. 또한, UDP 통신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기존 모뎀을 경유한

통신도 병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Tag 기반으로 감시값을 수집하여 KINS를 전송함에 있어, 각 감시 포인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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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현장 기기의 특성에 따라 수집시간이 모두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실시간 감

시값과 10분간 이동평균값을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KINS에 전송할 때도 동일 포

인트에 대해 실시간 값과 10분간 이동평균값을 모두 보내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하였다. 이것은 AtomCARE가 10분간 이동평균값을 대체로 사용하나, 10분간 평

균값 자체가 즉시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값도 필요함에 따

른 것이다.

Tab 기반 VPN 라우터 경유 UDP 통신에 의한 KINS AtomCARE 전송개념

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9. Tag 기반 KINS 감시값 전송개념

본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프로그램은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하였지만, VPN

라우터 및 UDP 통신을 위해서는 관련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장

비는 매우 고가이어서 본 사업을 통해 구매할 여력이 없었으며, KINS가 국가적

인 차원에서 발전소 데이터 수집방식을 Tag기반 VPN라우터 경유 UDP 통신으

로 변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KINS에 장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KINS도 이

를 수용하여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장비구매 및 설치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Tag 기반 AtomCARE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다소간 지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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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본부상황실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

5. 하나로 안전변수 원격감시시스템 추가 구축방안 도출

원자력시설 및 환경으로부터 안전변수, 방사선(능), 기상관측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이유는 재난상황 발생시 사고상태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들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으로 방출되는 시간별 핵종별 방사성물질의 양인 방사

선원항을 산출하고, 기상관측정보를 근거로 모델링에 의해 환경방사능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환경방사능영향평가 결과는 각종 비상시 보호

조치 기준과 비교하여 직원 및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사결정 유무를 판단하며,

의사결정 이행을 위한 사회, 지리, 교통 정보를 기초로 적절한 의사결정 이행방

법까지 지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그 다음단계의 활용이다.

그러나, 현재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시설의 실시간 방

사선(능) 정보를 확인하고, 하나로가 정지하였는지?, 이상은 없는지? 정도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방사선원항을 산출하기에는 정보가 부족

하다. 한편 하나로시설은 핵연료가 용융되는 설계기준사고가 실제 발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원자로실 주변 선량이 즉시, 상승하여 거주성을 바로 상실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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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하나로설계기준사고(H+00:40분 시점) 이후 주변 공간선량율 변화 추정

결국, 제어실은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하면 철수해야만 하며, 그 결과 방사선원

항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제어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럼, 방사선원항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사고발생 지점을 파악에 필요한 정보 : 하나로/FTL의 FFDS 측정 정보

→ 방사선원항의 출발점 확인 목적

- Stack 방출량 파악 정보 : Stack 가동정보

→ 굴뚝 경유 환경방출량 산출 목적

- 건물누설율 파악 정보 : 차압계 지시치

→ 건물 누설경유 환경방출량 산출 목적

- 기타 원자로 안전성 확인 정보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하나로 제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디스플레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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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2. 하나로 제어실 주요 안전변수 감시화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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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하나로 제어실 주요안전변수 감시화면(2)

상기 화면을 분석해 보면 굴뚝방출과 관련된 팬의 가동정보가 있으며, 지표

면방출과 관계된 원자로건물 부압 정보가 있다. 팬의 가동유무와 가동시간정보를

알면 풍량등을 고려하여 환경방출 공기의 량을 산출할 수 있고, 원자로건물 부압

정보를 알면 건물누설특성 공식에 따라 환경누설율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비상

대응관점에서 비상보충수 공급계통 작동정보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실의 안전변수 인출은 하나로운영부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2011년 말에

하나로 운영부서와 추가인출정보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다음의 정보를 제어실에

서 하나로동에 위치한 방재서버의 DB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

하였다.

- 하나로 FFDS 측정 정보

- 원자로 수조 및 Sump 수위

- EWS On/Off 및 수위 정보

- HVAC (정상 및 비상환기계통) 가동 정보

- 원자로실 부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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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대응정보 공유시스템 개발 및 개선

방사선비상시 유통이 필요한 정보에는 실시간 관측 장비로부터 얻어지는 정

보가 있고 방재요원이 직접 인지하는 정보가 있다. 또한 방재요원은 사고상황을

인지하면, 법적요건, 방사선비상계획, 비상계획수행절차, 시설운영절차, 시설비상

운전절차, 방사선안전관리절차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대응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방재요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고 인지정보와 대응활동 정보가 공유되

어야 만 의사결정권자는 적절하고 정확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청색비상 이상의 방사선비상이 발령되면 국가적으로 재난대응조직이 발족

되기 때문에 정확하면서도 빠른 비상정보 유통은 더욱 중요해 진다. 반면, 비상

시 유통되는 정보는 간단한 전화로 유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서면으

로 유통해야만 하는 정보가 있다. 또한, 각 정보의 발생시간을 기록관리하는 것

도 사고를 추적하고 조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정보유통을 통한

공유방식에는 전화, 팩스가 있었다. 이후 화상통신이 발전하여, 화상회의시스템이

주요 정보공유시스템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메일도 주요통신수단이 되었다. 하지

만 팩스는 비상시 많은 자료를 송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에러 및 고장 등으로 문

제가 많으며, 수신 후에도 복사 등으로 배포해야만 방재요원 간 공유가 되는 문

제점이 있다. 이메일 등은 연구원의 경우 망분리로 인하여 외부와 이메일을 주고

받아야 하는 인터넷 PC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망 내 PC간에 정보교류가

불편하며, 특히 비상시 근무지인 상황실에는 사무실의 개인 PC와는 달리 인터넷

PC가 몇 대밖에 없어서 이메일 유통도 매우 불편하다. 또한 이메일은 당사자 간

정보를 주고받을 뿐이며 모든 방재요원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유 차원에서는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

을 시도하게 되었다. 처음 시도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

하였다.

○ 상황판

- 종 합 상황판 : 사고번호, 사고명, 사고발생일시, 사고진행상태, 사고종료일시, 등록

자, 등록부서, 등록일자로 구분된 종합상황판을 구성한다.

- 조직별 상황판 : 사고번호, 사고명, 사고발생일시, 사고진행상태, 사고종료일시, 등록

자, 등록부서, 등록일자로 구분된 조직별상황판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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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정보

- 사고(명) 등록 : 신규 사고 발생시에 등록한다.

사고명, 사고발생일시, 사고시설, 사고내용, 등록자 정보 등을 포함

하도록 한다.

- 사고종료 등록 : 등록된 사고가 종료되었을 때 사고종료를 등록한다.

필요시, 사고종료 등록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고상황 등록 : 등록된 사고에 대한 상황등록을 하며, 필요시 전자결재 양식(기안,

비상문서양식)을 선택하고, 사고번호를 선택한다.

- 사고상황 대응조치 : 해당 사고를 선택하여 대응조치를 등록하고, 전자결재 양식(기

안, 비상문서양식)을 선택한다.

- 사고상황 공개관리 : 사고상황 및 대응조치에 대해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 관리

한다.

- 사고상황 관리/수정 : 사고상황 및 대응조치에 대해 내용을 수정 관리한다.

○ 전자결재 연계

- 각종 자료 입력 시 전자결재문을 선택 연계하여 처리한다.

- 전자결재 기안문 승인 처리 후 웹 시스템에 승인내용을 반영한다.

최초 개발시는 비상시 정보를 공유하기에 앞서 비상시 조직라인에 따른 전자결

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자결재 기능을 탑재토록 하였다. 이 때의 전자결재

는 기존의 연구원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고상황을 입

력하고, 각 해당 사고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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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비상대응정보공유시스템(최초)

본 시스템을 방사능방재훈련에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 및 문제

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고상황과 대응조치를 구분 입력해야 상황판에 적절히 표기되나 방재

요원들이 사고상황과 대응조치의 구분을 혼동하여 사고상황의 위치에 대응조치

를, 대응조치 위치에 사고상황을 입력하는 등의 실수로 상황관리가 원활하지 않

았다.

둘째, 비상시 긴급하게 사고상황을 공유해야 함에 따라 전자결재 기능을 경

유할 경우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전자결재기능에 의미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상황판의 경우 제목만 표기되어 전체 상황판을 볼 때 사고상황 파악에

불편함이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각 입력 제목을 일일이 클릭해야만 확인 가능함

에 따라 입력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졌다.

넷째, 조직별 상황판 기능을 구현하였으나, 비상대응 조직이 너무 많아 조직

별 상황판을 구동할 경우 화면이 매우 조잡해지며, 실제 비상시는 현장상황,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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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항목 세부 구성내용 비 고

상황판

○사용자 로그인시 상황판으로 이동

○사고발생일시 표기

○사고상황과 대응조치 통합 또는 분리표기

○대응조치는 상황실별로 표기토록 기능구현

-상황실은 조직변경 매뉴로 편집기능 부여

○첨부파일 추가 기능

○버튼선택으로 세부내용도 표기가능토록 구현

○사고상황 및 대응조치 등록창 일원화

FLEX로 구현

비상조직관리

○상황실 및 상황실근무 비상조직명 임의 생성, 수정 및

삭제기능 구현

○비상조직의 상하 순서 이동기능

FLEX로 구현

사고이력관리

○기존 사고이력표기 기능

○연도별 또는 진행중/완료포함으로 검색가능

○완료사고를 진행중으로 변경가능

○과거사고이력 및 자료를 삭제할 수도 있도록 구성

○사고선택 후 해당 상황판으로 이동가능

○상황판 입력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FLEX로 구현

예문관리
○비상조직별 예문입력 및 수정기능

○예문관리에 표기되는 비상조직은 비상조직관리와 연동
FLEX로 구현

표 2. 비상대응정보 공유시스템 개선개발 요건

부상황 등 상황실별 상황이 필요하지, 조직별 상황이 큰 의미가 없음을 확인하였

다.

다섯째, 방사능환경탐사 결과를 지도상의 각 위치에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아 무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기한 문제 및 애로사항 외에도 훈련에 적용함에 따라 방재요원들이

기존의 대응방식을 선호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크게 활용하지 않아 활용도가 매

우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1년 하나로 백색비상이 발생하고 실

제 비상상황에 사람들이 대처하면서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이 매우 필요함을 인

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기존 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새

롭게 시스템을 개선 개발하게 되었다.

개선개발의 내용은 상기한 문제점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KINS에서 국가방

사선비상대응정보 공유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표와 같이 개발 요건을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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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항목 세부 구성내용 비 고

비상대응자료
○방재자료 Upload 및 Download

-사용자가 임의 데이터 폴더 생성

Home

○주요시설 및 위치 표기

○현재 진행중인 사고(훈련) 표시기능 구현

○최근 사고목록 표기, 선택시 해당상황판으로 이동기능

-공지사항 및 공개정보에 자료 등재 기능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완이 있었으며, 현재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겠다.

첫째, 시스템에 접속하면 로그인 화면은 과거의 개인별 로그인에서 조직별

로그인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65. 비상대응정보공유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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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로그인 기능을 채택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본 시스템이 정보공유시스템

으로서 개인별 로그인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개인별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방재요원을 매년 업데이트 해주는 등 사용자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런 불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더욱이

KAERI-NET이 외부망과 분리되어 있어서 외부인이 접속하는 등의 위해요소도

없기 때문이며, 또한 프로그램 구성시 입력자가 상황판상 표기되는 조직명칭, 상

황실 위치 등과 연계되도록 하였는데 이를 용이하게 구원하려면 조직별 로그인

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방재요원의 로그인을 지원하기 위해 방재요원이 로그

인할 때 로그인 암호 등 필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을 로그인

화면 화단에 배치하였다. 공지사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화면이 발생하여

공지의 상세내용을 보여주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66. 로그인 비밀번호 공지기능

–

둘째,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등록해야 하며, 이미 사고가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상황판으로 바로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로그인화

면 다음 단계에 상황판 선택 또는 신규사고 등록화면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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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상황판 선택 및 신규사고 등록 화면

이미 사고가 등록되어 상황판이 오픈되어 있다면, 하단의 관련상황판을 선택

하고 확인하면 상황판으로 바로 이동하며, 만일 해당사고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면, 신규 사고 등록버트는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팝업되도록 하였다.

그림 68. 신규사고 등록화면

신규사고 등록의 편의성를 제공하기 위해 화면화 같이 버튼식으로 선택기능

을 많이 부여하였으며, 필수기능은 반드시 선택이 되도록 별표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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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상황판 구성을 단순화하였으며, 실제 사고상황 및 대응조치 내용을 보

여주는 범위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구성하여 본래 목적대로 상황판 기

능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상황판 이외의 기능선택 버튼을 최상단에 배치하

여 쉽게 다른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가 선택한 상황판 이름을

최상단 좌측에 배치하여 내가 입력하고 있는 상황판을 인지하도록 하였고, 현재

내가 선택한 기능을 음영으로 표기하여, 자신이 위치한 기능을 인지하도록 하였

다. 상황판의 내용을 표기함에 있어서는 좌측에 일시를 배치하고, 일시 옆에 세

로막대를 두어서 세로막대에 현재 사고상황이 백색비상인지, 청색비상인지, 적색

비상인지를 색상으로 표기하여 비상등급을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황판 내용보기는 제목만 보기, 입력한 내용도 함께 보기로 구성하였으며, 과거

에 사고상황과 대응조치 입력 실수에 따른 표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사고

상황과 대응조치가 동시표기되도록 하였다. 단지 사고상황은 좀더 내어쓰기를 하

여 대응조치와 구분되도록 하였다. 상황판은 전체 상황을 한 화면으로 보는 것과

상황실별 보기 두가지 기능을 구현하였는데, 전체상황을 한 화면으로 볼 때 어느

상황실의 상황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상황실별 글씨 색상을 다르게 표기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다른 조직에서 내가 소속된 조직으로 보낸 문서는 화면

하단에 표기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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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상황판위주의 화면구성

넷째, 정보등록은 사고상황과 대응조치를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70. 정보등록 화면

필수 입력사항은 입력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완성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등

록일자는 현재날짜가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하여 일자를 선택하는 시간을 줄이도

록 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것들은 선택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

입력은 선택할 수도, 직접입력할 수도 있도록 구성하여 입력편의성을 도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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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부서가 꼭 인지하도록 할 사안은 수신부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임의로 비상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우선 비상조

직명칭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방사선비상대응기구 이외의 조직에서

도 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조직구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비상조직 상단의 상황실별로 색상을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

체 구성한 조직명칭은 좌측에 배치되는데 조직의 순서는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상하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관리에 있어 중요정보는 하단

에 글로 표기하여 참조하도록 하였다.

그림 71. 기본 비상조직관리 기능

한편 각 상황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조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조직

을 모든 상황판으로 연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이 고려될 수 있도록 상황판

별로 별도의 조직구성 기능을 부여하였다. 이 기능은 최초로 사고를 등록할 때

사고등록화면에 후속하여 바로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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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상황판 부속 조직관리 기능

여섯째, 편의기능 차원에서 사전에 각 조직별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등록해

놓고 상황작성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곳에서 등록시 등록부서는 임

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상황판 내용작성시는 소속부서의 사전등록내용

만 표기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3. 사전자료 작성기능



- 72 -

7. 방사능재난대응기반 유지관리

방사능재난대응기반은 개발,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개선

으로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활동이 수행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유지관리 사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하나로 및 부대시설 현장상황실, 새빛연료과학동 현장상황실 방재용 PC 설치

- 새빛연료과학동 방사선실시간 정보 전송서버 운영체계 변경

․ 운영체제 변경 : Windows 2000 → Windows XP

․ Data 관리체계 변경 : DB 서버를 제거하고, 임시 DB 활용 등 프로그램 간

소화

- 비정상조기인지용 인터넷 PC 확보

또한, 기구축 운영중인 비상통신설비와 관련하여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난예경보시스템 백/청/적 싸이렌 음 제작 및 시스템 삽입, 운영시험 및 보완

- 현상상황실 화상회의시스템 확보

기타사항으로 방재요원 개인용 알람선량계 구입이 있었다.

본 사업을 통해 2009부터 2010년 6월까지 재난대응설비 유지관리인력을 운영

하였으나, 이후는 예산부족으로 용역을 통한 유지관리 업무를 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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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KAERI 안전조치 정보처리시스템(KASIS)은 국제 협약 및 국내법에 따른 원

자력통제관련 보고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원자

력 안전조치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연구원은 KASIS

를 통하여 IAEA측이 원자력(연)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합안전조치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통합 안전조치 하에서 무작위중간사찰은 IAEA가 시설

출입 2시간 전에 통보한 후 사찰이 실시되므로 평상시에 IAEA 사찰에 신속히

대비하고 정확한 수검자료를 작성하고 KASIS의 원자력시설별 핵물질 계량관리

자료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KAERI 안전조치 정보처리시스템(KASIS)에서 다루는 정보는 한․IAEA 안전

조치 협정에 따른 보고 의무사항인 핵물질 계량관리보고서(ICR, PIL, MBR), 시

설별 핵물질 재고관리, IAEA 및 국가 계량관리검사 수검에 필요한 수검자료 관

리, 원내 원자력통제관련 정보, 연구원 종합 안전조치관련 정보관리 및 핵물질통

제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이며, 원내 모든 안전조치 대상 시설에서 KASIS를 이

용한 핵물질 계량관리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은 시설 및 환경으로부터 실시간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에 전송하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분석하여 방사선원

항을 산출하며, 방사선원항 및 기상관측정보를 활용하여 선량평가를 수행하고 선

령평가결과와 지리정보 및 지역과 관련된 사회적 DB와 연계하여 최적의 보호조

치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만 기본적 기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

산투자와 전문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본 사업

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수행하였다. 시설 및 환

경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에 송신하며, 방재요원이 확인할 수 있

는 기능은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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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기술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제

적 여건을 2015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원자력(연)의 안전조치 이행 기술과

방재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 통제 및 방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KAERI 안전조치 정보처리시스템(KASIS)을 통하여 연구원의 핵

물질 통제관리의 이행에 실제로 활용될 것이다. 즉, KASIS는 IAEA의 통합안전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출할 IAEA 계량관리 보고서 작성 및 사

찰 수검에 활용하고, 시설 계량관리 업무에 활용하며, 확대신고 등 국내외 보고

자료 작성 및 관리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품목계수시설의 모델 계량관리 시스

템 구축방안을 통하여 향후 연구로용 원자로의 모델 계량관리 시스템과 핵연료

시험시설의 모델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향후 연구원내 시설차

원의 계량관리 체제를 구축하기위하여 연구원내 품목계수 시설과 중량취급 시설

로 전면 확대하여 개발하는데 활용할예정이다.

연구원 부지내 원자력시설 관련 실시간관측정보를 방사선비상대응 목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적화 구축하고 방사선비상대응정보를 준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 구축한 방사능재난대응기반의 유효성을

유지한다.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방사선비상관리시스템 DB 이중화를 통하여,

평상시 및 비상시 방재요원, 시설운영자가 부지내 모든 내부망 PC를 통해 환경

방사선, 기상, 하나로시설․동위원소생산시설․조사재시험시설․새빛연료과학

동․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 방사선(능) 정보 등 실시간 정보를 관측하고, 방재상

황실 및 일부 방재책임자가 이미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비정상조기인지시

스템 최적화를 통하여, 부지내 모든 내부망 PC를 통해 5개 원자력시설 및 환경

방사선에 대한 비정상상황 경보치를 설정관리 가능하며, 설정치 도달시 임의의

사람에게 문자 통보도 가능함. 방재부서 및 시설운영부서가 이미 활용중이다.

개발된 Tag 기반 방사선(능) 감시정보 KINS AtomCARE 연계 체제를 통하여,

KINS AtomCARE 전송 실시간 감시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여 AtomCARE를 경유

한 인터넷 정보제공을 통해 정부, 지자체, 기타 전문기관 관계자가 보다 정확한

하나로 관련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사용중이다. 향후 하나로 안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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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격감시시스템 추가 구축방안을 도출하여 후속 방사선비상관리 보완시스템

개발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대응정보 공유시스템 개발 및 개선으르 통하

여 방사능방재훈련에 실제 활용하였으며, 개선된 시스템은 2012년 이후 수행될

방재훈련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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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U 

뼈
 째
 때
 뼈 뻐
 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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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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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1 

.2‘3 

E 

E 

T 

E 

E 

P 

O 

E 

p 

” 
E 

E 

E 

VOO' 

VOO' 

VOAB 

VOAB 

VOÆ 

T20E 

J07G 

J07G 

JOOC 

GU," 

GU‘8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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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애
 1 

n 
I 

l 

-

-

07GA- 19 

D7G A-20 

I OWLH- 21 

’OWLH-22 

A“LY녁PU 

'"이n잊8 

9"'''' 
8밍'''' 
CNFι，.， 

CRM 서UOI 

CRM 서U"， 

CRM --U l0 

g 
g 
g 

8 

g 
g 
e 
e 
g 

e 
B 

e 
g 

c 

c 

우선 MBA선택 어 1 서 

• 개요 

해당시설 에서 RM! RP가 발생할 경우 재고변동입력 메뉴를 통하여 RM /RP를 입력해 야 한다 

발생한 시설을 먼저 선택을 하고 RM/RP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한다 

시용벙벙 

재고변동 입력 므로그램에서 RM/RP 버튼을 클릭하면 1 

해당시설의 현재 재고정보의 배치정보들이 조회가 되고 1 

사용자는 RM대상 배치 를 제크한 후 RW 배치선택 버 튼을 글럭 

• 
1 
2 

3 

~> 디음 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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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월재고변동관2.1 >재고변동입력 ~~~I'j"'~lI 

연용일자 2()I(}-’ 2-æ 난프즈」 

KO-L RM SCAAP-E 

KO-L RP 1(}INLH- 22 

KO-L RP B SCRAP-E 

EU 

U2'" 

U233 

U233‘ U2'" 

542. ' 1 

UQOE E 

VOAB E 

UQOE E 

일쳐여투 g소 

톨일치 OU 

g힐져 NU 

TH 

PU 

2995. 294 54 1.748 

6. 188 1. 222 

2995. 254 54 \.148 

G 

G 
-
G 

U 1&087% 

U 19. 7'‘8% 

U 18. 001‘ 
원소 RM 흥iS" ti RP 증~ tt RM-AP 강 RM ~16' it RP 흥링힐 AM -RP 강 잃쳐여부 

300’ ‘82 

542. 97 

300’ ‘82 

la R W RP 밍력 

MBA kO-L 연률임자 201 0-12-00 I갱 난프인 
Help RM!RP내용를 잉역 * '쩌m어를훌 를."，쭈세요1 ’ 

KO-L RM 8 SCRAP• ; 541 . 1이8 G 

KQ-L RP lOWLH-22 r 
2995. 294 54 1. 748 G 

'-
K。→ RP SCAAP-E 

I혈뭘르 541.791 

얄
 마
 뻐
 뼈
 

RM ~~ tt RP ~~ tt RM -RP 강 밑쳐여부 원소 RM 흥랑힐 RP 홍~ tt RM-RP 갇 밑치여부 

300’ ‘82 300 1.267 

5‘2.91 542. 927 

~2’5 

~O‘3 

톨일치 

톨일.， 

띠
 뻐
 깨
 

• 사용 빙빙 

RM 배 치가 선택이 되면 다음으로 RM 배치복사 버튼이나 RF 배치추가 tJ1튼을 를럭하여 

2. RF 배 치 의 내용을 입력 또는 수정하여 내용을 저장하여 RM/RP를 완료한다 

• 츠가기 능 설명 

KC士 시설일 경우 Net 중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소중랑 및 ISOTOPE 중량을 계산하여 처리해 준다 
2. RM/RP 중량을 수정 히여 중량 차이가 발생하면 발생한 차이를 더블 클럭한 라인에 중랑의 합진하여 처리하여 

RM/RP 중량을 일치 시 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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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변동입력 양)도울일 

뿔빼
 
} 얀얀二二고 

MBA목록 

RM CUTS 0 JQ1G E 25, 747 G 0, 271 G A 수정 

KO-L 연률월지 2() 11따j끼댐 

‘l
lCR 잉역 

M" 
“ ιR 잉! 

U2 3 3 

U2 33+U 2 35 

터 ICR 잉역 

MBA KO -L 

IC_TYPE 맥二」 얘치영 

, ~， BVAE ~ c , U잉~ ~， ~， 

A A-17 m αO>C 양33351.64 G 3246 ， 6~ æ~ 

A A-17 o α::)lG 2663 .85 

A A-39 m αO>C 영)83()4， 73 G 1976.86 æ~ 

• 개요 

NMCR(핵물질이동기록부)와 RM/RP롤 제외한 다른 용류의 핵물질이동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는 화면으로 COOE 10 

에 있는27가지 IC TYPE 전부 발생가능하며， 주로 NMCT( 핵물질통제팀)에서 사용한다 

• 사용방법 

1 재고변동입력 프로그램에서 ICR입력 버튼을 클린 

2, ICR입력 팝업이 뜨면 우선 입력할 IC TYPE을 먼저 선택한다 

3 선택된 IC TYPE가 증가형태이면 배치추가 버튼이 활성화 되며 배치추가 버튼을 눌러 내용을 입력하여 준다 

4 선택된 IC TYPE가 감소형태이면 배치선택 버튼이 활성화 되며， 배치를 선택하여 내 용을 저장하여 준다 이 

때 선택된 배치는 수정할 수 없다 

=> 수정보고서 관련 처리 다음 떼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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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짙재고변동관리〉재고변동입력~수정 | 
!’도융얼 

@ 

니프」 
@ 

난쁜쁜쁜〕니빨으j니묘혈」 

맥-L낀 

Gl재고변동입력 

검픽조건 

MBA션익 

C~ 언톨잊지 [Iìl중 l1liι [11영 1"'_[ 원소 I소중링 1워 l 중랑 ~뿜-빨 l 땀| 수엉 |쟁지| 작성잃셔 
1010니 2-æ 

2010--12-00 

2010사 2-æ 

201 0-12-00 

2010사 2-æ 

201 0- 1깐æ 

1010사 2-æ 

MBA욕록 

@@ 

g@ 

@@ 

B 

B 

B 

g 
B 

B 

B 

G 

G 

G 

G 

G 

G 

G 

1. 222 

541.748 

1. 179 

54 1.191 

o 
1. 159 

1. 1133 

G 

G 

G 

G 

G 

G 

G 

., .. 
2995. 294 

"" 
2995. 509 

11 

5.871 

'" 

E 

E 

E 

E 

E 

E 

E 

뼈
 빠
 뼈
 빠
 뼈
 뼈
 뼈
 

RM IOWLH-22 

RM SCRAP-E 

RP \()\에-"-22 

AP SCRAP-E 

RO FSl ll-ClE 

RD 1 (1\빠.H -Il 

RO HMU"H 2 

201 0- 12.-03 KO-L 
201G-12-00 KO-L 
201 0- 12-æ KO• L 

201 0-12-00 KO土

201 0- 12-00 KOIA KO土

201 0- 12-00 KO-W KO土

201 0- 12-00 KO-W KO土

~흐프J~츠프J~즈

”펠옆마rn퍼’ 

g‘，-~ s“‘ 

---• 

때
 매
 

” 
m 
” 

... 
@ 

‘". 

”’* 
1‘ 11-1 1 

111'01-11 

… 
@ 

@ 

m 
8 

R 

. ‘ 
@ 

i 
나흐.u. ~1II ! 

”‘ flf' ~ IIll이g 

‘ ’“”‘a’ .. 
np IW U AM Il2U 

k 

w 
m 
… 
” 

‘ ••• . " …~ • 
• 

flP IlW tJ 

• 
I\M aw u 

• 
K 

미
 

@ 

m 
m 

민} 

• 개요 

입 력된 RM!RP 및 기 타 ICli, 수정보고는 재고변동입 력 목록에 바로 반영이 내용을 바로 조회 할 수 있다 

약 내용 수정 및 식저|가 필요 할 경우 작성자기 해당 데이터를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 

삭제됨) 

• 시용벙벙 

1 재고변동입력 목록에서 수정할 배치정보의 수정 버 튼을 글럭을 한다 

2 클럭을 히면 해당 배치정보와 입 력 당시 같이 작업한 내용을 같이 불러 들민다 

3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 우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 버 튼을 눌러 내용을 저장한다 

4 내용 삭제가 필요할 경우 삭제 버 튼을 눌러 데이터 를 삭제 한다 (주의사항 울러온 내용은 같이 

5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내용은 조회는 가능하u 수정은 불가능 

6 핵물질 통저J 팀은 내용 수정 및 삭제가 가능 (특수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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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룰짙재고변동판리〉원내반훌/반밑〉반훌신청작성 | 
!’도n 

:명 킹~ "'"매HlI 

&;I !!내빈용/빈잉 

김옥죠건 

미§얻지 

MOAliUf 

난낀 
냐잉 

년낀 
냄낀 

난낀 
날낀 
년즈」 

난낀 

이를구역걷찍 

소a一 1. 
숫요」 

순힐〕 

1 • ~~ 

언즈二〕 
인연석 

낸걷잎르옆판프프 
i내잉연g괴싸’를 

년얻흔폰트-.:J 

• 't!t:MBA 

o 't!얘j져 

· 인얻J !j~ 

· 브야i건톨 

• 얀H~:RFID 

~ 

멜
 
쐐
 
號摩

. ‘MP • 인훌M8A 

· 안g지 

· 안g톨효 

· 인g건훌 

. 인BRRD 

· 용인용기 

순를」 

→표〕 

201 H13-22 -.L L요를」 201H I3-21 2011 -03-21 KC''-K。애 2D1l ..Q3.21 

· 인잉시잉 

· 인깅 •• 수져구악 

• 인잉""。 

· 인잉져 

' :J.iI져 

2011 • O‘ " 
즉시*시얻셔‘(이에.잉을) 

'0'- 인. ‘"' 
:사*여‘t시엉시i 

ξ셰‘ . ‘엉이루 -
ι.. “ 
2011-G1-I 8 ':'d 

&:1 '천내안훌 

싣영." 

• 잉，.서를 

· 인 •• 힐수찌구덕 

. 인raRFI。 

· 잉，.지 -
· 인.‘잉지 

• " 를잉지 

c‘ 
c、

~용g 

싱용익 

· 투서정I~에!잉자 

• 잉시성인정걷 .... gg지 

q 
q 

슨에i 

""~ 

얀g자피를‘ ~ 

인를기이용 

. ~인자 

. ~~용기 

. ~~~객 

슨씨l , .. 성 
고".여 

앤자억띠'"연구루 

연구g혀연g깨‘투 

i‘.iiI.~'õ!I 

. "(Tolal) 

"고‘Re .. a. ~s ) 

인.져서영 (Shlppe,'s S lgn 잉 ur~) 

얀엄지서~ (Aecelw’ s Sl9nalure) 

잉여지 서엉 '00‘.~’ ‘ Sisnaι. ) 

• 개요 

원내에서 핵물질 이동이 있을 시 원내반출/반입 프로그럼을 통해서 이동내역을 작성/보고 한디 

후 선택 버튼을 를럭하면 ， 

핵물질통제팀 앙석 ， 

사용벙법 

조회 겁잭조건 ( MBA ) 을 활용하여 상딘의 조회버 튼을 마우스로 선택한다 

이동전묘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구역 선택 핑엉이 문디 

반출구역 ( MBA . 동호 ， 건물. RF 1 0)과 반입구역 (MBA . 반임자 ， 동호 . RF I D ) 을 지정한 

4. 선택한 구역 정보이| 따른 이동전묘 앙식이 뜨거| 된 다 (양식은 3기지로 RF I D앙식 ， 

두기지 모두 잉 력하는 앙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5 . 선택된 앙식에서 입력해야 할 사항을 모두 입력 한 후 서명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한다 

• 
2. 
s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서명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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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물질재고변동판리〉원내반훌爛확민 l 
희 원내반흥 

징영g지 2011 -0‘ 18 

· 인용시g 갖’'*시"'영 (lftt.성를) 

• 안g를영수지구역 KO -C 인g ‘MP 

• 인BRFID 조서1회P잉시엉시i 

• 인g지 슨에엉 

· 안g 쩍잉자 

· 미를잉지 

· 용안지 

· 웅인용기 

. 훈안욕쩍 

. JI (Total) 

비고‘Remalks) 

익용§ 

얀8져서'= (Shippef's SI9na삐.) 

안입자서영 (Recel lX!r's Slgnature) 

• 사용벙벙 

U빨핍쁨표 
· 인:시잉 씨잉연효피인등 ""호 

• 얀잉을g수지구억 KO-W 

- 인잉RFID 씨잉얻효고때§ 써명 

핵뭉징이동끼학우 

‘ ......, ... 
“’ 

연-<l ) • -1 

1 이동관련 내용을 모두 입럭한 후 서명 버튼을 클릭하면 1 

2. PDF 기얀 앙식이 뜨고 입력된 LH 용을 확인 후 결재 버튼을 클럭하면 골 재가 처리된다 

~ 

‘’도a얻 
圖

나츠펀」 

3 결 재처리가 되면 원 내 반출/반입 목록에 입력된 내용과 획일한 일자를 확인 할수 있으며 다음 골재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4 결 재자는 해당 페이를 통해사 내용을 확인하여 골재를 처리한다 

‘ :. 잎괜，!t빨구원 90 i갯 V/S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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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KO-W 시설의 경우는 불러오기 기능을 통하여 핵물질이동 작업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사용방법 

1. KO-W 시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속을 하면 불러오기 버튼이 활성화 되며， 

2 불러오기 버튼을 클린하면 KO개 시설에서 자신이 작성한 이동내역을 조회하여 불러올수 있다 

3 작성된 내용중 반영처리할 사향을 선택하면 원내반출 입력 팝업에 내용을 불러 들어서 별도의 입력 작업없 

이 이동전표를 작성 처리할 수 있다 

인국일자릭언구원 
‘ .. - ‘ 91 i겔 VJSion 



!’도융일 

@회 

난츠프」 얀뜨느-.:J MBA션틱 

· 안잉MBA 

· 인입지 

• 인잉져소 .. 

201’ 03-31 

잉국내 Q 국외 

;;:. 영쩍번훌 이동구역 션헥 

α§구역선먹 

극내/국외 

201 1애l매l 

• !!-&h48A 

· 인톨찌 

- 인S지쇼흑 

권으g 

t입지스* 

잉대영 

잉~.잉g 

띤변프二」 . "영어추 영，，~ 

E얘;자쇼* 

· 인잉톨을수지구억 

- 인잉자 

· 쇼4 

· 입m자 

난뜨---=-l 
• 얀융 KMP 

· 혹영여추 

애T1~03-3’ 

KO-L 

잉다영 

장보.잉g 

g 원외번용 

션영 111" 

· 안".을수져구억 

- 인윷자 

· 투서 

· 안g 찍잉지 

’ 이률링자 

q 
:영 

산대영 

권오오 

정보.신링 

E야잉져소씩 

"1고(Re Jlarks ) 

안g자서영 (Shippe,"s SJgnatlJre) 

E빙자셔잉 (Recelver's Signattlfe) 

잉엄자서잉 (Observe(s SI9n혀ψ.1 

} 

흥1‘Total) 

~프현프」 
j m일영 1 디운--여~ 앓 ， 

• 개요 

입극 또는 극내 연구원 

한 

밖 타 MBA간 핵물질 반입/반출을 처 리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용방영 

시 설사용자는 이 동할 MBA를 선택히고 반출신칭서 혹은 반입신청 서 버튼을 를럭한다 

반출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반출 MBA어 | 자 신의 시설을 선택하고 반입 MBA와 반입자 반입 자 소속을 입력 

후 선택 버튼을 눌러주연 원외반출 신청잉력 양식 이 나온다 

신칭자는 원오| 반출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입력 히고 서명처 리 하여 결재처리 한다 

이후 핵물질통저| 팀 입회자가 내용을 확민히여 완료 처리 한다 

완료된 문건은 재고변동입력 프로그램어1 반영 되어진다 

• 
1 
2 

nd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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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관리 

‘l· 랜얻.，윈얻객 

1.시절수검자료작성 

2. 시절수검자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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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검자료작성 

시쉴수경자료묵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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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시설에서 사칠수검용 자료를 작성하여 핵울질통재팀이1 전달하기 위 히여 내부 결재하는 업무처리 화면이 다 

• 
e 
3 

4 

5 

6 

7 

시용빙염 

시 설수검자료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하면 최초로 시설수검자료 작성 목록이 보여진다 

기안을 올린 문서 나 삭제한 문서는 보이지 않으며 로그인한 사람이 작성한 문서 만 보여진다 

신규 시설수검자료를 작성 할시 목록 상단의 작성 버 튼을 를럭한다 

시설수김 자료 내용을 입 력 후 임시 저징 버 튼을 클럭 하면 신규 시설수김자료가 듬록된다 

。 디음 사항은 필수로 입력해 O~ 히는 항목이다 

1) 사칠예정일자 해당기간의 사칠예정일을 선택 입 력한다 

2) 사칠종류 해당MBA에 대한 시설팩임자를 선택 잉력한다 

시설수검 자료 내용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경우 시 설수검 자료 목록에 서 해당 수검 자료를 를럭하면 ， 

해당 수검자료의 수정 칭이 묘시되며 수정 0 1 필 요한 부분을 수징 후 저장 버 튼을 를럭하여 저장하거 나 

석저| 버튼을 클럭 하여 해당 시칠일정을 삭제 할 수 있다 

등록 1 수정화면의 서명 버튼 또는 목록의 PDF이0 1 콘을 를럭하면 . 

PDF문서 상단의 결 재 tJ1튼을 를럭하여 필재를 진행한다 

해당 수검자료의 PDF문서가 보여지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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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시잉수경지료작성 

- 시즐수겁지" .. 을 

‘ιw 

양 수깅지료수정 

11 .. JI짖영 

MBA 1 KO-W . 1 사g예정g지 언표흔二프씌폰---'.1 

• 사!t~w ~)냉근시‘ γ겁지효 사영에 " 

잦성자 오인근 작성잊자 ~↑ •- [14-13 

， ~，정기검사수강용 시‘지효 

내용 

성루R잉 닌f뀐얀니 
깅윈g영 잉니 다 잉투띠밀 비써 혜g 

경호연건 

강효성루 

• 개요 

".수경자료수정 

!lI도응원 

@ 

닌흐효〕 

1 • 잉사1iI~ -11- " “영 11- .. 딩기 1 

"" 난얀 사S예정g지 댄프폰二띄쁘폰---'.1 I 
' Al-K~fi ~)냉근시‘ γ깅자효 사딩정. " 

"성자 오인근 "성일자 ~↑↑~ • 3 

， ~，정기경시수깅용 시‘지효 

이용 

나걷원士J · ""L-_______ .~._uJ， L-...-.....I! 깅· 

시잉〈깅자을 δ진씨 M 
'" ,.. 

n9\β· 

핵통제팀에서 검토 후， 보완요정이 들어온 시설수검자료 문서를 작성자가 재작성후， 서멍하는 업무처리화면이 

다 

• 사용방법 

1. Ansim Por lal 의 결재업무에 보완요청이 있는 사찰수검자료를 클릭하면 시설수검자료작성 화면이 보여진다 

2 시설수검자료목록에서 징수대상을 클릭하면 수검자료수정 팝업창이 보여진다 

3 해당 팝업창에서， 검토의견 및 검토침부파일을 확인한 흐름 화면상단의 재작성 버튼을 클럭한다 

4 수검자료를 수정 후， 화면상단의 결재버튼 혹은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 결재를 진행하거나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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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검자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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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시설에서 작성한 수검자료 현황을 조회히는 화면이다‘ 

• 사용방법 

1 조회 겁잭조건 (맏뀔L프t혈21ξl)을 활용히여 상단의 조회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한다 -

2 수검자료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시 목록에서 해당 수검자료를 클럭한다 -

3 수검자료 확인칭에서는 검토이력의 확인 및 묘지출력이 기능히다 

4 운서의 결재진행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목록에서 해당문서의 항목 중 진행상태를 클릭히면 ， 골재선과 진행 

상항을 알 수 있디 

5. POF문서로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PDF아이콘을 를릭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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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정보 

1. 연간안전조치계획 작성 

2. 연간안전조치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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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열정보〉앤간안전조치계획 작성 | 

찍성지 

연간안전조쳐계획욕록 

연간안전조치계획 작성 

c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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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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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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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시설에서 연간인전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히고 핵물질통져| 팀에거| 검 토의뢰하기 워하여 결재하는 업무처리 

회면이다 

• 시용빙법 

1 연간안전조치계획작성 메뉴를 클럭하여 이 동하면 최초로 연간인전조치계획자료 작성 목록이 보여진다 

기안을 올린 문서나 ， 삭제한 문서는 보이지 않으며 ‘ 로그인한 사림이 작성한 문서만 보여진다 

2 신규 연간안전조치계획을 작성할시 목록 상단의 작성 버 튼을 클럭한다 

3 연간안전조치계획 내용을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 하면 신규 연간안전조치계획이 등록된다 

。 디음 사항은 필수로 입력해야 히는 항목이디 

1) MBA 대상MBA를 선택 입력한디 

2) 시설팩임자 해당MBA에 대한 시설팩임자를 선택 입벽한다 

4 연간안전조치계획 내용 수정이나 삭저J 가 필요할 경우 연간만전조치계획 목록에서 해당 자료를 를럭하면， 

5 해당 연간안전조치계획의 수정 창이 표시되며 1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 후 저장 버튼을 를럭히여 저장히 

거나 삭재 버 튼을 클릭하여 해당 연간안전조치계획 을 삭저1 할 수 있다 

6 등록， 수정화면의 서명버튼 또는 목록의 PDF이0 1 콘을 를럭하면 . 해당 수검자료의 PDF문서가 보여지며， 

7. PDF문 서 상딘의 결재버튼을 를럭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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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근 R성잉자 2η↑↑갱 • S 용 

~↑↑연도 KO-W 연간E씬흐지 " 

앙 연간안전조치찌획 수정 

"" 
R성지 시설쩍잉자 

내용 

다옹관뭔"J 
닐윈g영tμ다 

영루.，잉 

내용 

다핀쁜한」 

경호의건 

넌쁜편민〕 강호성투 

• 개요 

핵통제팀에서 검토 후， 보완요정이 들어온 연간만전조치계획을 작성자가 재작성후 서멍하는 업무처리화면이다 

• 사용방법 

1. Ansim Porlal 의 결재업무에 보완요정이 있는 연간만전조치계획을 클릭하면， 

여진다 

2 연간만전조치계획목록에서 접수대상을 클릭하면 연간만전조치계획 수정 팝업창이 보여진다 

3 해당 팝업창에서， 검토의견 및 검토침부파일을 확인한 후 화면상단의 재작성 버튼을 클럭한다 

연간만전조치계획을 수정 후， 화면상단의 결재버튼 혹은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 결재를 진행하거나 저장한 

다 

연간만전조치계획작성 화면이 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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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안전조치계획 현황 

검색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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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시설에서 작성한 연간안전조치계획서를 통제팀장 확인서명 후 KINACC게 제출하고 그 내역 관리하는 업무처리 화 

면이다 

• 사용방법 

1 조회 검잭조건(맡씬←흐t휠뀔도)을 활용하여 상단의 조회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한다 

z 연간안전조치계획 내 용의 확인이 필요할 시 목록에서 해당 조치계획을 클린한다 
3 연간안전조치계획 확인창에서는 검토이력의 확인 및 표지출력이 가능하다 

4 문서의 결재진행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목록에서 해당문서의 항목 중 진행상태를 클린하면， 결재선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5. PDF문서로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PDFOf이콘을 클린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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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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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사전보고 작성 

2.IS사전보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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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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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Syte 

쩍물질룡제업무 문서표지 

@Ai~류 kQ.W 101104 IS 

내 용 ’긴 .. 

시설에서 IS사전보고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핵물질통제팀에게 검토의뢰하기 위하여 결재하는 업무처리 화면이다 

• 사용방법 

IS사전보고작성 메뉴를 클린하여 이동하면 최초로 IS사전보고 작성 목록이 보여진다 

- 기안을 올린 문서나， 삭제한 문서는 보이지 않으며， 로그인한 사람이 작성한 문서만 보여진다 

2 신규 IS사전보고를 작성할 시 목록 상단의 작성 버튼을 클린한다 

3. IS사전보고 내용을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린하면 신규 IS사전보고가 등록된다 

O 다음 사항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다 

1) ’뼈A IS사전보고 대상 MBA를 선택 입력한다 

2) 사전보고종류 IS사전보고의 종류(월간，분기，연간)를 선택 입력한다 

3) 작성일자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defau I t 는 현재일자) 

4) 시설팩임자 해당MBA의 시설잭임자를 선택 입력한다 

4. IS사전보고 내용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경우 IS사전보고 목록에서 해당 사전보고를 클린하면， 

5 해당 IS사전보고의 수정 창이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징 후 저장 버튼을 클린하여 저장하거나 

삭제 버튼을 클린하여 해당 사전보고를 삭제 할 수 있다 

6 등록，수정화면의 서명버튼 또는 목록의 PDFOI이콘을 클린하면， 해당 IS사전보고의 PDF문서가 보여지며， 

7. PDF문서 상단의 결재버튼을 클린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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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IS사전보J직성 ’도." 

작성일>1 2011 -어→15 작성자 
~ " 

'!'.. IS시전보고수정 

"'BA 

시견호고종류 낸런뜨 .J 

DeclaralÎon 
Period 

2011-0ι15 - 20 \ 1 에~-22 시셜특잉>1 

g완요성잉니다 

' '''BA I KO-W .J 
• 시진입흥류 낸쁜표---二〕 

• 딩기 
영추파윌 니란팬띤〕 

검토엌걷 
· 작성일지 

Declaration 
Perlod 

쟁
 쨌
 

qg 

!빼
 qa 뼈

 뼈
 

오인공 

L프잎르--二j 
겁토정우 

• 개요 

핵통져| 팀에서 검토 후. 보완요청 이 들어 온 I S사전보고를 작성자가 재작성후 ‘ 서멍하는 업무처리화면이다 

• 사용벙벙 

1. Ans im Po r ta l 의 결 재업 무에 보완요칭이 있는 I S사전보고를 클럭하면 I S사전보고작성 화면이 보여진다 

2. I S사전보고목록에서 접수대상을 글럭히면 I S사전보고 수정 핍잉칭0 1 보 여진다 

3 해당 핍잉창에 서， 검 토의견 및 검 토힘부피일을 확인한 후 화면상단의 재작성 버 튼을 를럭 한다 

4. I S사전보고를 수정 후 ‘ 화면상단의 골 재버 튼 록은 임시저장버튼을 클럭히여 결재를 진행하거 나 저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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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프폼〕 

Nuclear Mate띠 I Inv 201 !-O KO-W 오민E 

"Ionthly Advanced : 201 1-0 KO-W 오민E 
.잉지 

] 잉수자 

미영투 

김언“ 

오인으 

오인근 

”“ 
”“ 
”“ 

개
 

e 2 시 ./뼈잇잉자 

l 작성자 

• 딩기 
MBA KO-W 

시진닐:>훌류 ‘간보고 

작잉일" 2011--û4- 15 작성지 g인깅 

Declarallon 
Period 2011애ι15- 2û l 1-여-22 시영쩍잉자 오~2 

엉우러일 닌폰편만j 

검토의견 
n톨임톨재엉우 흩Afl[;ll 

.‘ •• I ‘’ .. 

보"R엉잉니다 121 

• 개요 

시설에서 작성한 IS사전보고서의 현재진행상태 및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처리 화면이다 

• 사용방법 

1 조호| 검색조건(!I% 작성년도. 사전보고총휴)을 활용하여 상단의 조회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한다 

z 등록된 IS사전보고의 내 용확인이 필요할 시 목록에서 해당 IS사전보고를 클린한다 

3. IS사전보고의 확인창에서는 검토이력의 확인 및 표지출력이 가능하다 

4 문서의 결재진행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목록에서 해당문서의 항목 중 진행상태를 클린하면， 결재선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5. PDF문서로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록으I PDF아이콘을 클린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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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Q관리 

‘l· 랜얻.，윈얻객 

l. DIQ작성 

2. DIQ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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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기 
。 x 잉 0'수정 

찍성지 

언-w 二J 

G균 j • 시영a잉지 〔온뭔븐 j 

’ 딩기 11 g인g a성g지 ''' '→μ-1 8 '~갱 

• M BA 얀뜨~ 켠힌‘MP 

~rtl수엉 L브흐--二J • 시잉역잉져 댐츠~ 내용 

R잉지 오인긍 쩍성일잉 g끼 어 " 캘 

DIQ;:r.상입니다 

내용 

DI앤깅 엉!’"얻 hwp lliIJ. eo 

쩍률짙통제업무 문서표지 

흩서§류 æ, κ。-W 2011 허Q 

내 용 '"작성잉니q 

• 개요 

시설에서 DIO (D∞umenl Informal ion Ouesl ionary) 작성 및 수징하여 핵물질동제팀에게 검토의뢰하기 위하여 결 

재하는 업무처리 화면이다 

• 사용방법 

010작성 메뉴를 클린하여 이동하면 최초로 010 작성 목록이 보여진다 

- 기안을 올린 문서나， 삭제한 문서는 보이지 않으며， 로그인한 사람이 작성한 문서만 보여진다 

2 신규 010를 작성할 시 목록 상단의 작성 버튼을 클린한다 

3. 010 내용을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린하면 신규 010가 등록된다 

O 다음 사항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다 

1) ’뼈A 010 대상 MBA를 선택 입력한다 

2) 시설잭임자 해당MBA의 시설잭임자를 선택 입력한다 

4. 010 내용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경우 010 목록에서 해당 010를 클린하면， 

5 해당 010의 수정 창이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징 후 저장 버튼을 클린하여 저장하거나 

삭제 버튼을 클린하여 해당 010를 삭제 할 수 있다-

6 등록，수정화면의 서명버튼 또는 목록의 PDFOI이콘을 클린하면， 해당 010의 PDF문서가 보여지며， 

7. PDF문서 상단의 결재버튼을 클린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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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a~~ 육륙 

~Dla수정 

e 
’ MBA 혼런.MP 

싱ill수엉 잉R • 씨셜협엄" 

찍성져 g인E ".엉g지 

DlQ짝섭일니다 

내용 

성우파일 

보왼211'" 

검효엌견 

겁톨엉루 l- 정해얻‘0' -1 

겹토에혁 

I용1 •. 11-111 •••• •. 0 _____ μ·빼 

20114HIS ’1111 보." 야암 

o<o-w O띠작~e:UQ 

t언-w 二j 견영.MP 

~TU수정 넌즈--二j • 시영특잉자 t프잎르니 

작성져 오인E R성일져 2011 -1)4-18 

o 。작성밑니μ 

내용 

깅토이혁 

’도_l!i. 

(jj 

니흐효」 

g 

。.

’ 딩기 

@ 

t .1;1'.:. ) ' fl ' .... 1.""11‘￥W "'~"JI .. L 

2011 -04애5 11111 보인~ I ti i-!;' a 

• 개요 

핵통져|팀에서 검토 후. 보완요청 이 들어온 010를 작성자가 재작성후 ‘ 서영하는 잉무처 리화면이다 

• 사용벙벙 

1. Ans im Portal 의 결재업 무에 보완요칭이 있는 0 1 0를 클릭 하면 ， 0 1 0작성 회연 이 보여진다 

2. 01 0목록에서 접수대상을 를럭하면， 010 수정 핍업칭이 보여진다 
3 해당 핍잉창에서， 검토의견 및 검 토힘부피일을 확인한 후 화면상단의 재작성 버 튼을 를럭 한다 

4. 01 0를 수정 후 ‘ 화면상딘의 골 재버 튼 혹은 임시저장버튼을 클럭하여 올 재를 진행하거나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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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
 

i 
미영투 

김언“ 

오인근 

오인근 

.잉지 

잉수자 

시 ./꾀이 .잉자 

작성자 

g 

• 딩기 
K 

g인E 

2011 --Q4-1 13 

KO- W (하니호찍g흐가공시영) 걷얻KMP 

잉뮤 시잉찍잉자 

오인E 작잉일자 

DlQ작성잉니다 

MBA 

잉규/수헝 

작성자 

나쪽편믿〕 
보원"내g 

내용 

정투파일 

셔’ •• 
‘ .. -
l “.-

。，•• “∞ 

씨 ’ 
~ ... 
~. 

"111딛톰에엉우 룰시]['1 

6 ’ .,. 
'h 

"‘ .,‘ 

• ••• 11 • 

• • 
' .'t!1 

.w . tllf 

‘’‘”’ 
"‘·‘. 

‘ ”‘“-

g 

a .... 1II I"I!‘· 

!시 •• 

• • 
• • 
••• 
떠7ii -.• ‘ 
.잉‘ 

• • 

~ .. 의건 

• 개요 

시설에서 010의 현재진행상태 및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처리 화면이다 

사용방법 

조호| 검색조건(맡씬←효휠윌표)을 활용하여 상단의 조호|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한다 

등록된 010의 내 용확인이 필요할 시 목록에서 해당 010를 클린한다 

010의 확인창에서는 검토이력의 확인 및 표지출력이 가능하다 

문서의 결재진행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목록에서 해당문서의 항목 중 진행상태를 클린하면， 결재선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PDF문서로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록으I PDF아이콘을 클린하여 출력한다 

• 
3 

4 

z 

5 

‘:. 암몇Xt턴얻댄 i겐 VJSíon 108 



FA관리 

1. FA둥흩응 

2. FA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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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O -W I AEA작성일자 댄1 1-01 -01 밟도---」 

I 진체 . 1 

맴룰1-- -.1잉잎잉를 ... ‘L훌뿔‘ 

22 20 11핀3-24 

FA섭수/검토 전잉 。 x

~컨 」

〔흐뜨--二j 

• 당기 

감/깅호구톨 년슨를L二」 

IAEA1!t성I지 π"에-18 .íI 

... ‘지 
~F.λg수/검토 수정 

'''''써 18 ;U "'"갱" 그 
。 x

L þ. Jil 3 11 þo ~. 11 þo ~JI t 
• MÐA 1 KO-W i! 4/깅를구릉 년트온~ 

선.，수정 1 *정 ’AEA'!성 g지 æ"애>-，. 갱 

정수월" æ"웹-，. 캘 " .잉지 2011-æ-24 그 

잉i믿자 æ"권3샤" 캘 

협부톨 힘고 

내용 

비고사힐 

' 1" 

.::，영티 파잉 다운로드 

흩￡ [드환J[드흰딘 
ot Ti-!!얻 m 며 & 231 11'κe “‘ ,“iT? wi앓 

a 이;한~.txt 당 lJ l l1yte 

• 개요 

I AEA에 서 접수한 FA( 시 설부록)를 접수 일자 별로 등록히고 ， 검토한 검토내역을 등록/관리 및 시설 담당자 ，팩 임 

자에게 통변하는 화면이디 

• 사용빙범 

1 조회 검잭조건(11M 작껴밑자 빙듭며부)을 활용히여 성딘의 조회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한다 

2 신규 FA점수/검토 내용을 작성할 시 옥록 성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힌다 

3. FA접 수/검 토 내용을 입력 후 저 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 FA점 수/검토 내용이 등록된다 

O 디응 시항은 필수로 입력해 O r δ}는 항목이디 

1) MBA : MBA를 선택입력한다 
4 작성된 FA접수/검토의 내용 수정이나 식제가 필요할 경우 FA접 수/검토옥록에서 해당 FA를 클럭 하면， 

5 . FA접 수/검토 수정 침이 묘시되며 수정 이 필요한 부문을 수정 후 저잠 비튼을 클럭하여 저 장히거 나 삭제 버튼 

을 클릭히여 해당 FA점수/검토 내용을 식저 l 할 수 잉다 

6 등록된 FA내역을 통보히고자 히는 경우에는 수정망업 싱딘의 통보 버튼을 클릭 하면， 선택 시설 담당자 및 팩 

임자에게 메일통보 된다 

7 힘부한 점부피일의 확인은 FA징수/검 토 목록어J 서 다운로드 이0 1콘을 클릭 히여 확인 및 디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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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O -W • J 야A작성일자 2011매1매1 

c x 

난프즈〕 
MBA 

L '"'''' 
징수/강토구용 •" • 

) 

징규/수정 IAEA갖영일자 2011 -떠 -2‘ 

정수일자 2011-03-24 H훌일;q. 2011 -æ-2‘ 
일i일자 "'''경3-25 

첨부톨창고 

내용 

비고샤할 

.，고 

설추피일 
￡엉티피일디운로드 

- 11.", 1' 나므옆~나르즈」 
떼뉴린걷 αt 

--… ... ________ I t;;C .... "'"' "",.lC-: _ 

l!1 FA강런성를따‘ HWP 
E’ "'y" 

• 개요 

I AEA에서 접수한 FA중 검토 후 I AEA 어| 져 | 출하고 발효된 내역을 등록/관리하는 화면으로 연구원 시설의 발효된 

FA현황을 확민할 수 있다 매1 일통보 받은 시설의 담당자，팩임자는 FA현황에서 발호된 FA를 확인할 수 있다 

• 시용빙법 

1 조회 검잭조건 (1뻐 IAFA작성밍자)을 활용하여 성단의 조회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한다 

2 상세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FA를 FA현황목록에서 마우스로 를릭히면 성세내용 확민할 수 있는 핍업칭이 표 

시된다 

3 현부피일의 확인은 FA현황 핍엄창의 히딘이나 FA목록의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럭 하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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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제/전략물자 

1. 사전판정신청서작성 

2. 사전판정신청 결과둥록 

3. 수출허가신청서작생 

4. 수출허가신청 결과둥록 

5. 판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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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엉루서 정보톨신팀 a성지 오"깅 q때 흩I'ii H 틀 mõ1i 
2IJl H )4-IB 1짧 ‘ ”‘ ... ., 

쩍"일자 • 쩍제쩍입자 g인깅 .. ‘ "‘ 
@ 

셔젓판정선철서 작설일니다， 
내용 에I’.“" '" @ 

‘ a ‘ .• , ... 
구비서류 h현만반] 

내용 

"'" π ， . .. ~ fii"õ' 닝 ι ~ 

구에셔R 

쩍를짙륭제업무 문서표지 

를서§튜 헌획톨자 샤잔판장짙썽서 뭘 

내 용 사전환정"쟁셔 작엉입니다 

• 개요 

특정 전략물자가 수출허가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부에 판단의뢰를 하기위한 사전판정신칭 

작성 및 결재 업무처리 화면이다 

• 사용방법 

사전판정신칭서작성 메뉴를 클린하여 이동하면 최초로 사전판정신칭서작성 목록이 보여진다 

- 목록에는 접수하기 전까지의 문서목록이 나타난다 

2 신규 사전판정신칭서를 작성할 시 목록 상단의 작성 버튼을 클린한다 

3 사전판정신칭서 내용을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린하면 신규 사전판정신칭서가 등록된다 

O 다음 사항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다 

1) 작성일자 사전판정신칭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2) 고}저|잭임Af 과제잭임자를 입럭한다 

4 사전보고신칭서 내용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경우 사전보고 목록에서 해당 사전보고신칭서를 클린하면， 

5 해당 사전보고신칭서의 수정 창이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징 후 저장 버튼을 클린하여 저장하거나 

삭제 버튼을 클린하여 해당 사전보고신칭서를 삭제 할 수 있다 

6 등록， 수정화면의 서명버튼 또는 목록의 PDFOfOI 콘을 클린하면， 해당 사전판정신칭서의 PDF문서가 보여지며， 

7. PDF문서 상단의 결재버튼을 클린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8 현재 사전판정신청서의 결재 진행상태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진 행상태를 클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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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시정핀정신칭셔 수정 

성부서 잉보.싱g 

a엉일지 2û ll -D4- 1B 

'"전당g잉상셔 작성잉니다 

내용 

구비서류 난흐쁜윈~ 
씨'"당엉잉정셔 보원g정입니다 

검토엌걷 

깅토잉우 r .. ii!!.!j! iit ~‘" 1 

• 개요 

Ii) 견럭툴지 시전원정씬잉서직영 

R양지 

죄에륙잉" 

사~!!엉징킹서 륙1 

,r 시전판정신영서 수정 -
찍엉추셔 

· 혹성잊져 

에용 

엉g톨싱힘 

201l-D4-1B 패 

t현월;캉τ쭉힐니다 
찌직2 

구HI ..I:I"- 나3쁜힌~ 

’도." 

t<, 

h켠한」 

c x 

h쁘쁘J닌보εl나프~ 
찍성자 오인근 

• 킥쩌특잉져 호인근 Q. g 

핵통 져| 팀에서 검토 후. 보완요청 이 들어온 사전판정신청서 를 작성자가 재작성후 ‘ 서멍 하는 업무치리화면이다 

• 사용벙벙 

1. Ansi m Por ta l 의 결재업무에 보완요칭이 있는 시전판정신칭서를 를럭히연 사전판정신청서작성 화면이 보여진 

다 

e 사전판정신청서목록에 서 보완요칭 대상을 클럭하면， 사전판정신청서 수정 핍엽칭0 1 보여진다 

3 해당 망업칭에 서 검토의견 및 검토현부피일을 확인한 후 화면상단의 재작성 버 튼을 클럭 한다 

4 시전판정 신청서를 수정 후， 회면상단의 서영버튼 록은 임시 저장버튼을 클릭 하여 골 재를 진행하거 나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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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판정신칭 결과통보 

l 진체 ’ 1 작성일자 펀피 0' I~명 

c x 
。 00 。 비해당 2011 "() 3+25 

. .. 기 

정보톨영횡 

쩍엉자 잉대영 찍영일자 2011 -D4얘. 

화제짝임;q 김효등 "인g지 2잉11에M" 

배톨윌나다 

때용 

구.，，，， 륨 ~ 흩멸훌월(1) 1 

잉연 

검료억견 

i영잉3 드 h은간」 

，블 7 1'톨 w 

• 개요 

사전판정 신 청서의 초| 종 결재가 끝난 문서는 시전판정신청 결과목록 이| 보여지며 해당 사전핀정신청 서의 등록된 

골고}를 확인히는 회면 이다 

• 시용벙벙 

1 주호| 겁잭주건 ( 작성부서 작성일자)을 활용하며 상딘의 주회버튼을 마우入우 선택한다 

2 시전판정신청 결과 목록에서 등록된 결과를 확인히고자 하는 신청서 를 를럭하면， 시전판정신청 길 고}등록 핍업 

칭이 보여지며 1 

3 결과가 등록된 사전판정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등록된 현부피일을 확인하고자 히는 경우어| 는 핍엉 칭의 현부피일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5 길고}등록 망업 칭에서는 검토이력의 확민 및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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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l":1.1"" ’“-__ 1"1 ‘ ’‘-정보.전협 R영찌 오인견 

‘ ” ‘ ... ., 
직영일지 "'''랭-" 빽 • 화제쩍입" 오인근 .. ‘ "‘ 

@ 

수훌혀가앙철서 일나당‘ 
내용 에I’.“" '" @ 

‘ a ‘ .• , ... 
구비서류 

내용 

구"셔휴 
액를일통제업무 문서표지 

용서§튜 헌.를자 •• 혀가섣영셔 홈 

내 용 .‘i허가신청씨 g니다 

• 개요 

수출허가 대상인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첨부하여 핵물질동제팀에 접수시키기 위하여 수 

출허가신칭서 작성 및 결재 업무처리 화면이다 

• 사용방법 

수출허가신칭서작성 메뉴를 클린하여 이동하면 최초로 수출허가신칭서작성 목록이 보여진다 

- 목록에는 접수하기 전까지의 문서목록이 나타난다 

2 신규 수출허가신칭서를 작성할 시 목록 상단의 작성 버튼을 클린한다 

3 수출허가신칭서 내용을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린하면 신규 수출허가신칭서가 등록된다 

O 다음 사항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다 

1) 작성일자 

2) 고}저|잭임Af 
수출허가신칭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과제잭임자를 입럭한다 

4 수출허가신칭서 내용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경우 수출허가신칭서목록에서 해당 수출허가신칭서를 클린하면， 

5 해당 수출허가신칭서의 수정 창이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징 후 저장 버튼을 클린하여 저장하거나 

삭제 버튼을 클린하여 해당 수출허가신칭서를 삭제 할 수 있다 

6 등록， 수정화면의 서명버튼 또는 목록의 PDFOfOI 콘을 클린하면， 해당 수출허가신칭서의 PDF문서가 보여지며， 

7. PDF문서 상단의 결재버튼을 클린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8 현재 수출허가신청서의 결재 진행상태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진행상태를 클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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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수훌허기신정셔 수영 

영투셔 

· 잭영일져 

엉닐.성팀 

20" ‘)4-18 

수g허가잉잉셔입니다 

딩견학율져 수흩허가잉칭셔직영 

R성자 

• ，，>1찍잉져 

수-히기5영씨 륙톨 

p" 수흥허기신청서 수영 -

스.~，씬엉서 ~UO 

‘’도 •• 
a 

닌븐흔j 

간핸쁘J~진혼]난은낀 
내융 

구비서훌 

깅효의견 

난섣쁜잉니 
보얻요잉잉U디 

깅토엄루 닌븐문얻띤」 

• 개요 

R성추셔 

· 격성일지 

내용 

정g톨잉팀 

20"세)4-18 명 

수R허가3잉서 잉니다 
뻐g엉 

구비서’ ~쁜현믿」 

!’성지 오인E 

• :i!tl’찍잉지 요인E @ 

핵통 져| 팀에서 검토 후. 보완요청 이 들어온 수출허가신청서 를 작성자가 재작성후 ‘ 서멍 하는 업무치리화면이다 

• 사용벙벙 

1. Ansi m Po r ta l 의 결재업무에 보완요칭이 있는 수출허가신칭서를 를럭히연 수출허기신청서작성 화면이 보여진 

다 

e 수출허가신청서목록에 서 보완요칭 대상을 클럭하면， 수출허가신청서 수정 핍엽칭0 1 보여진다 

3 해당 망업칭에 서 검토의견 및 검토현부피일을 확인한 후 화면상단의 재작성 버 튼을 클럭 한다 

4 수출허가신청서를 수정 후， 회면상단의 서영버튼 록은 임시 저장버튼을 클릭 하여 골 재를 진행하거 나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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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신정결 

작성일자 2011-01-0 1 써M _ g명 

~ . 
• 딩기 

정보톨전힐 

R영자 호인근 R잉알지 2011-D4- 18 

화쩌쩍입자 오인E g인강지 2011 -D4-18 

수훌혀가선청서 입니다. 

내용 

구삐''''휴 4 • 흩부펴월(0) l 

겉'"역건 

강호칭루 I • 홉후윌얼(0) 1 
잉투.，일 

iI~~오 난은간] 
-1’‘i일-

• 개요 

수출허가신 청서의 초| 종 결재가 끝난 문서는 수출허가신청 결과목록 이| 보여지며 해당 수출허가신청 서의 등록된 

골 고}를 확인히는 회면이다 

• 시용벙벙 

1 주호| 겁잭주건 ( 작성부서 작성일자)을 활용하며 상딘의 주회버튼을 마우入우 선택한다 

2 수출허가신청 결과 목록에서 등록된 결과를 확인히고자 하는 신청서 를 를럭하면， 수출허가신청 길 고}등록 핍업 

칭이 보여지며 1 

3 결과가 등록된 수출허가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등록된 현부피일을 확인하고자 히는 경우어| 는 핍엉 칭의 현부피일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5 길 고}등록 망업칭에서는 검토이력의 확민 및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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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제/핵물질 

‘l· 랜얻.，윈얻객 

1.사전보고작성 

2. 사전보고현황 

3. 수출업승인신청작생 

4. 수출업승인신청컬과둥록 

5. 판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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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폐 | l":1.1"" ’“-__ 1"1 ‘’‘-장보톨씬팀 찍성지 g인깅 

‘ ”‘ ... ., 
R영일지 ''' '생-’8 짧 ’ 화제쩍입" 오인근 .. ‘ "‘ 

@ 

시정보고작설윌니다. 
내용 에I’.“" '" @ 

‘ a ‘ .., ... 
사앨고서류 h걷편땐U 

내용 

B ‘ iìI . ['1 .. “ ~ 꾀 쇠 ~ 

서전보고서유 
쩍률짙룡지|업무 문서표지 

g서흥류 액톨" .전.0 

내 용 사걷잊2 악성입니다 

• 개요 

핵물질의 수출입허가를 받기전에 2주전 또는 4주전에 교과부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하여， 시설에서 사전보고 작 

성 및 결재 업무처리 화면이다 

• 사용방법 

사전보고작성 메뉴를 클린하여 이동하면 최초로 사전보고작성 목록이 보여진다 

- 목록에는 접수하기 전까지의 문서목록이 나타난다 

2 신규 사전보고를 작성할 시 목록 상단의 작성 버튼을 클린한다 

3 사전보고 내용을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린하면 신규 사전보고가 등록된다 

O 다음 사항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다 

1) 작성일자 

2) 고}저|잭임Af 
수출허가신칭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과제잭임자를 입럭한다 

4 사전보고 내용 수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경우 사전보고목록에서 해당 사전보고를 클린하면 

5 해당 사전보고의 수정 창이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징 후 저장 버튼을 클린하여 저장하거나 

삭제 버튼을 클린하여 해당 사전보고를 삭제 할 수 있다 

6 등록， 수정화면의 서명버튼 또는 목록의 PDFOfOI 콘을 클린하면， 해당 사전보고의 PDF문서가 보여지며， 

7. PDF문서 상단의 결재버튼을 클린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8 현재 사전보고 문서의 결재 진행상태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진행상태를 클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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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얻를설 시전보고직성 ’도_l!i. 

시건보교육를 (jj 

얻사정보고수정 

격영일져 ""애4-18 

사정잉고작성잉니다 ~ x 

내융 

• 딩거 11 

’ 찍성앙지 3l1'-{)4-1a 영 

시전보고작잉입니다 

.. 써 .. 잉져 요인2 Q. .. 

뿔
 

없
 

샤
 

깅효의견 

내용 

깅토엄루 

셔진갚고셔류 

• 개요 

핵통 져| 팀에서 검토 후. 보완요청 이 들어온 사전보고를 작성자가 재작성후 ， 서멍하는 업무처리화면이 다 

• 사용벙벙 

1. Ans im Porta l 의 결재업 무에 보완요칭이 있는 시전보고를 글럭히면 1 사전보고작성 화면이 보여진다 

2 시전보고목록에서 보완요청 대상을 를럭하면 사전보고 수정 망엽칭이 보여진다 

3 해당 핍잉창에서， 검토의견 및 검 토힘부피일을 확인한 후 화면상단의 재작성 버 튼을 를럭 한다 

4 사전보고를 수징 후. 회면상단의 서멍버튼 혹은 임 시저 장버 튼을 클릭하여 결재를 진행하거나 저정한다 

‘l· 랜얻.，윈얻객 121 i잊ιsion 



사전보고현황 

작성일자 

o x 

쪽성추셔 정얼톨신힘 

나캄4 

혹성지 오인g !’성일지 2011-{\H8 

.. "찍임" 오인R 확인일지 201 ‘-(14-18 

왜사전작성힐고 잦셜월니다 

내용 

샤전보"'At휴 i • 월부를얼(0) l 

겉릎연견 

2011 ..()4...18 씨떤잉고 작성잉니다 R펀요성VLl다 g 

• 개요 

사전보고의 최종 결 재가 끝난 문서는 사전보고현황 목록에| 보여지며 해당 사전보고의 등록된 길괴를 확인하는 

회연 이 다 

• 시용벙벙 

1 주호| 겁잭주건 ( 작성부서 작성일자)을 활용하며 상딘의 주회버튼을 마우入우 선택한다 

2 시전보고 목록에서 등록된 결과를 확민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클릭하면 1 시전보고현황 망업칭이 보여지며， 

3 결과가 등록된 사전보고의 내용을 확민할 수 있다 

4 현황 밍엄창에서는 검토이 력의 확민 및 출력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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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l":1.1"" ’“-__ 1"1 ‘ ’‘-장보톨씬팀 찍성지 g인깅 

‘ ”‘ ... ., 
R영일지 ''' '생-’8 짧 ’ 화제쩍입" 오인근 .. ‘ "‘ 

@ 

수훌윌"인선헐셔 잦섭입나다‘ 
내용 에I’.“" '" @ 

‘ a ‘ .• , ... 
구비서음 h현맨깐] 

내용 

구에서* 

쩍률짙롱제업무 문서표지 

@서§류 헥톨 • •• 보， 

내 용 서찌g의a영i 객g잉니이 

• 개요 

핵물질의 수출입승인 신칭을 받기위하여 시설에서 수출입승인 신칭서 작성 및 결재하는 업무처리 화면이다 

• 사용방법 

수출입승인신칭작성 메뉴를 클린하여 이동하면 최초로 수출입승인신칭서 목록이 보여진다 

- 목록에는 접수하기 전까지의 문서목록이 나타난다 

2 신규 수출입승인신칭서를 작성할 시 목록 상단의 작성 버튼을 클린한다 

3 수출입승인신칭 내용을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린하면 신규 수출입승인신칭서가 등록된다 

O 다음 사항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다 
1) 작성일자 

2) 고}저|잭임Af 
수출입승인신칭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과제잭임자를 입력한다 

4 수출입승인신칭 내용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경우 수출입승인신칭서 목록에서 해당 승인신칭서를 클린하면， 

5 해당 수출입승인신칭서의 수정 창이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징 후 저장 버튼을 클린하여 저장하거 

나 삭제 버튼을 클린하여 해당 수출입승인신칭서를 삭제 할 수 있다 

6 등록，수정화면의 서명버튼 또는 목록의 POFOf이콘을 클린하면， 해당 수출입승인신칭서의 PDF문서가 보여지며， 

7. POF문서 상단의 결재버튼을 클린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8 현재 수출입승인신칭서의 결재 진행상태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진행상태를 클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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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수흥잉승인씬징서 수영 

영투셔 

· 직엉일지 

잉보.잉딩 

2011-04-1 8 

수g잉8인건상서 획성잉니다 

il헥툴짙 수흩잉승인신칭서직성 

수-잉용언징영씨 육a 

홉i 
i잉공 수S입e잉잉엉서 작~~U다 

g성자 

. "에잊잉져 

P ’ 수흥잉승인신정서 수정 

.. 도 •• 

@ 

닌현」 

h핸쁘J~진반J l-'-흰니 
내융 

구비셔휴 

엉토엌견 

난판얻낀〕 
닐앙요잉잉니디 

검톨성루 나효런윈~ 

• 개요 

R성추셔 

. "성일지 

내용 

정보톨잉임 

2011 -(14-18 랩 

수g잉g인상잉셔 작성잉니다 
때작히 

구비셔류 나흐쁜힌만」 

".엉자 오인E 

· 리에륙잉지 요인깅 

‘ 

핵통 져| 팀에서 검토 후. 보완요청 이 들어 온 수출입승인신청서 를 작성자가 재작성후. 서 영하는 업무처 리 회면 이다 

• 사용벙벙 

1. Ans im Portal 의 결 재업 무에 보완요칭이 있는 수출입승민 신청 서를 글럭히면 수출입승인신청서작성 화면이 보 

여진다 

e 수출입승민신청서목록에서 보완요청 대상을 클럭하면 ‘ 수출입승인신청서 수정 밍업 칭이 보여진다 

3 해당 망업칭에서 검토의견 및 검토현부피일을 확인한 후 화면상단의 재작성 버 튼을 클럭 한다 

4 수출입승민신 청서를 수정 후 1 화면상딘의 서명버튼 혹은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 결 재를 진행하거나 저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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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흩입통懶〉수훌밑승민싣청 걸과등특 | 

작성일자 

정보’선팀 

쩍엉져 g인P 

리쩌흑잉자 g인P 

내용 

구에서휴 

검토의견 

수@elS인잉성서 작성입니다 
왜g엉 

딘조판줄만」 

쩍성잊지 

"인월지 

2011-01-01 團 s g명 

디 X 

1 ' "거 

"'"애4-18 

2011-{l.H8 

.!lt:"~ 닌판」 

‘------ ，εm iIImL........r:;r:‘--' 

• 개요 

수출잉승인신청서의 최종 결 재가 끝난 문서는 수출입승인신청 결과목록에 보여지며 해당 수출입승민신청서 의 

등록된 결과를 확인하는 회연이다 

• 시용벙벙 

1 주호| 겁잭주건(작성부서 작성일자)을 활용하며 상딘의 주회버튼을 마우入우 선택한다 

2 수출입승민신청결과 목록에서 등록된 결과를 확민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클럭하면 ‘ 수출입승인신청 결과등록 

핍엉칭이 보여지며， 

3 결과가 등록된 수출입승인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등록된 현부피일을 확인하고자 히는 경우어| 는 핍엉칭의 현부피일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5 길 고}등록 망업칭에서는 검토이력의 확민 및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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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암석 

제욕 

수률입캉련앙석 옥록 

'.::'.. 수훌입관얻앙삭 수정 

· 앙언 · 서석언효 

." .. 수i입린!런앙여 1얻U 

수를입린런앙석 HWI' 

수올입한련앙식 1번때 

~ x 

R & l ‘야" 

“ ’ , .... a cl __ 

• “ ι .. ""'~ ’‘~I[ • ., •.•• 
‘ f_ "_ ., - _ _ ，~ .!! . ~ 7:':‘ , " 
‘ " If a JI -;- a _ • Ji- .. ‘ r ‘ jj'>> ". …‘ 「::.:t. ~ "， flt OO- .... , .. ., 고-‘ 4 

-• • 
$>a=!'f'''1'l:8 

• 개요 

전략물자 또는 핵물질 수출입업무 시 필요한 양식을 등록 관리히는 업무처리 화면이다 

• 시용방법 

1 조호| 검잭조건 (최와보효L폐몰)을 활용하여 성단의 조회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한다 

2 신규 수출입관련앙식 등록시 목록상딘의 등록tJ1튼을 를럭힌다 

3 

4 

5 

6 

수출입관련양식 내용입력후 핍엽상단의 저 장버튼을 글럭하면 1 신규 수출입관련앙식 이 등록된 다 

。 수출입관련앙식 작성시 다음항목은 필수입역 사항이다 

1) 순번 수촌입관련앙식 순번르 입력 한다 ( 초| 대 순번으로 자동입력되 어 있다 ) 

2) 서식번호 수출입관련앙식 서식번호를 입벽한다 

3) 제목 앙식제목을 입벽한다 

등록된 수출입관련앙식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경우 수출잉관련앙식 목록에서 해당 앙식 을 클릭 하면 1 

수출입관련양식 수정 칭이 묘시되 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 후 ‘ 저장 버 튼을 클릭하여 저장히거 나 삭저l 

tJ1튼을 클릭히여 해당 앙식 을 삭제 할 수 있다 

등록되어있는 등록앙식 리스트를 엑셀피일로 다운받을경우 목록상단의 디운로드버튼을 를릭하여 등록앙식 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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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교육 

1.통제교육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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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연 시를 hjparkl@kaeri. re .kr 받는 사를 ansim@kaeri.re.kr 
혹: [아lsiml 흥찌 교욕 대상자 통보 

11 상반기 통제교육의 교육 대상자 입니다 

Ansim의 개인업무에서 교육신청 해 주시기 비링니다 

’11 심~기 톨제교욕 

• .，를구운 

.;::，릉에i륙칭부피잉 

""" 

m‘’~!.: 니운건] 
-~ .............. ~ε-

2011연도 g인기 •• 피욕“잉"W> R 12 Bvte 

• 개요 

。 증찌잉우 

신잉서 영호 

매1 일로 통보를 받은 통제교육 대상자는 Ans im 바me화면의 개인업무를 통해서 교육참여 등록처리하는 화면이다 

• 사용망법 

1 메일로 동제교육 통보를 받은 경우 ， Ans im의 Home화면으로 이동힌다 

2 Ans im Home회연의 개인 업무에서 동저|교육 획민 후 해당 교육을 클럭 하면 

3 통제교육 신청 핍엄칭이 보여지 며 ， 교육문 O~ ( 특정핵물질계량관리 ‘ 핵연료주기연구잭임 자)외 교육구운(신규 ‘ 

보수 )을 선택후 핍업상딘의 신청버튼을 를릭하여 교육신청을 완료한다 

4 관련 검부파일을 확인하고자 히는 경우에는 교육신청 핍업창에서 점부피일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확인한다 

‘;· 벨얻지띈구인 128 i원앙slon 



약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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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맥목록 

D 

E 

F 

G 

K 

L 

M 

D IQ(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Element 

FA(Facility Attachment) 

GL(General Ledger) 

I CR(I nventory Change Report) 

IC type 

I sotope Code 

KMP(Key Measurement Point) 

LN(Nuclear Loss) 

LOF(Location Outside Facility) 

MBA(Material Balance Area) 

MBR(Material Balance Report) 

MD code(Material Description code) 

Measurement basis 

MUF(Material Unaccoun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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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채정보서 

: 물질의 윈소명 

:시설부특 

:핸물질종할원장 

:재고변동보고서 

: 재고변동혈태 

: 분열성 동위원소의 종류 

:주요측정지정 

: 핵반응 결과로 다른 원소 또는 동위원 

소로 변환얘 따른 혁룰짙의 소모 

: AI 설외지점 

:물질수지구역 

:물힐수지보고서 

: 빽룰질 묘사코드 

: 배쳐 자료의 측정 코드 

: 미채량톨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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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맥목록 

N 

P 

R 

s 

NMCR(Nuclear Material Control Record) 

NMCT(Nuclear Material Control Team) 

NP(Nuclear Production) 

PI L(Physical 1 nventory Listing) 

P 1 T(Physical 1 nventory Taking) 

PIV(Physical 1 nventory Verification) 

RD(Receipt Domestic) 

RF(Receipt Foreign) 

RF 1 0 (Radio Frequency 1 dentification) 

R 11 (Random 1 nterim Inspection) 

RM(Decrease in batch content) 

RP(lncrease in bath content) 

SD(Shipment Domestic) 

• SF(Shipment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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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룰짙이동전표 

: 핸톨흩롱져|팀 

: 원자로내에서 특수핵분열성물훌 생성 

:물자재고목특 

:물자재고조사 

:물자재고검증 

: 국내 다른 MBA로부터 빽물질 믿수 

: 핸룰짙의 국내 반입 

: RFID 

:무작위중간검사 

: 배처량의 감소 

: 배처량의 증가 

: 국내 다른 MBA로 핵물짙 01 전 

: 핵물질의 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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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양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표U;RR-:m7，ιÐll 

제목/부제 I IAEA 안전조치 이행올 통한 국가 신뢰도 증진 

연구책임자및 부서명 이병두(핵물질통제팀) 

연구자및 부서명 
박호준， 이성호， 고한석， 검현조， 검현숙(핵물질통제팀)， 이관엽， 검총수(원자력방 

재팀) 

발행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일 aJ끄 m 
패이지 퍼lP I 도표 l 유( 0), 뭔 ) 크기 3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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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의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안전조치와 방사션 방호 측면에서 국제 

투명성에 기반한 원자력의 평화적 기술올 개발하기위한 국제 환정올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X뼈년 7월부터 이행된 IAEA의 통합 안전조치 체제의 전제적 수단으로 판단되는 KA많I 

안전조치갱보처리시스댐올 구축， 운영 및 개션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법적 요건올 충족하기위하여 안 

천 갱보 감시 시스댐올 포함종}는 방사션 비상대용체제를 포함한다 

KAERl 안전조치갱보처리시스댐은 실시칸으로 원자력 시설의 계량 갱보를 관리하고통제할 수 있 

기 때문에 이 시스댐은 한국원자력(연)의 계량 관리의 투명성올 강화할 것이고 이는 IAEA 사찰관과 

국가 사찰관들이 통협안전조치체제에 따른 무작위중칸사찰올 이행하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방사능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정우， 효율적으로 대용 

하기 위한 방사능재난대용설비의 개발이 펼요하다. 시설 및 환정으로부터 방사션(능) 둥 설 

시칸 관측갱보를 수집하여 갱부에 제공 및 활용하는 방사션비상관리시스댐의 최적화， 원자 

력시설 방사션(능) 비갱상시 조기인지하여 대용할 수 있는 기능유지， 비상대용갱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탬 개발， 기 구축한 방사능재난대용기반에 대한 유효성 유지를 내용으로 한다. 

비갱상조기인지를 통한 신속 대용올 통해 평상시 원자력시설 안전운영에 활용하고， 실시칸 

관측갱보의 KINS 송신올 통해 국가재난대용시스댐 운영에 활용하고， 비상대용갱보 공유시 

스탬올 사고 및 훈련에 적용하여 재난대용활동 수행에 활용한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이내) 

원자력 투명성， 원자력통제， 안전조치， 원자력방재， 정보관리， 방사션 비상， 안전정보표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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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깐le 0퍼ective of 암lÎS 양U여 is to foster ir뼈TIational envirOntrEld for pææful 
nucl않r technolα!y 배sed on 암le intemation려 transαrrency v여th re와JeCt to 암le control, 
mana!'.'"ltld and surv잉11ance system. In 암lÎS r야헝벼s， 암lÎS study estab1ishes, 0]야갚따:es 
암le 잃&짱Jards information treatment system of 암le KAERI 암lat assurred 암le 

m앙-eq띠site treaI1S for Irm￥l1ated safe짱퍼펴s systems of 암le IAEA which is 
mψ.lerrented from 암le July of :!m. It is 머soir닙uded 암le radio1뺑않1 ernetgerty 
system that cor뼈ns 암leS뾰ty 뼈mnation surv밍11ance system in KA많1 to trEet 암le 

nationalle밍sl뼈ve r택띠rements. 

깐lesaf야ψards infonnation treatrnent system of 암leKA많I ∞uld be controled and 
mana뿜d 암leaα:our버ng infom빼αlof 암le nuc1않r fa머ity with on-lir1e manner. πlÎS 

system enhances tr.때Sαrrency of aα:our버ng mana짱~of 암le KAERI in terrns of 

effective ways for 암le Agen:긴í' inspectors and national inspectors to implement 암le 

Randαnir뼈뼈 ins야ction under 암le IDte압하ed safeguards of IAEA 

πle devel액lIrellt of errer뿜xy respon똥 옮메ities are r헥uired for tIle pre뼈redness and 
상le effætive response of a rn퍼않r g1￡lgeocy. πle ∞nrer예s are tIle φtirnization of 상E 

radiation errer뿜xy mana뿜rent systern which is used to IrollÍtI:π and 뼈찌y of a realtiIre 
data such as dose rate, 상le mair뼈lanCe of 상E 않rly ræ따뼈on systern of abnonnal radiation 
cαldition of rn피않r 옮cilities， 뾰 dev려oprrent of a gIe-geocy response infonnation exchange 
system, 상le mair뼈lanCe of 상le errer뿜xy respon똥 원stern developed It 째11 be used f(π tIle 
n떠않rfa퍼ities 앓fe operation normally throu양1 tIle early recognition of abnonnal radiation 
cα펴ition， 상le operation of nati.αlal radiation respon똥 원stern throu업1 r영1 tiIre data supply 

to KIN3, and 상le response of real and exercise acád‘m rondition throu빼 infonnation 
exchan뿜 

5ti비따Keywords nuclear transparency, nuclear ∞뼈o.~ nuclear sa빼mds， nuclear 
(about 10 wαds) errer맑lC)'， sa옮ty paræreter 버splay sys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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