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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TES(Site Information and Total 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systematically managing sit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data

produced during the pre-operational, operational, and post-closure phases of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SITES is an integration system, which consists of 4 modules, to be available for

maintenance of site characteristics data, for safety assessment, and for site/environment monitoring;

site 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module(SECURE),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odule(SAINT), site/environment monitoring module(SUDAL) and geological information module

for geological data management(SITES-GIS).  Each module has its database with the functions of

browsing, storing, and reporting data and information. Data from SECURE and SUDAL are

interconnected to be utilized as inputs to SAINT.  SAINT has the functions that multi-user can

access simultaneously via client-server system, and the safety assessment results can be managed

with its embedded Quality Assurance feature.  Comparison between assessment result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can be made and visualized in SUDAL and SITES-GIS.  Also,

SUDAL is designed that the periodic monitoring data and information could be opened to the

public via internet homepage.  SITES has applied to the Wolsong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enter in Korea, and is expected to enhance the function of

site/environment monitoring in other nuclear-related facilities and also in industrial facilities

handling hazardous materials.

Key words :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Environment Monitoring,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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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에서 운 하고있거나건설예정에있는원

자력관계시설들(원자력 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 RI폐기물 관리시설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

부 고시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해 부지특성조사, 방사선

/비방사선 환경 향평가 및 안전성 분석/평가를 수행

하도록되어있다. 이들평가에사용되는부지및환경

의 특성자료들은 원자력관계시설의 부지조사 단계 및

건설단계를 포함한 운 전단계 뿐 아니라 운 중 단

계에서도 유기적 일관성과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품질

보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경우는 기타 원자력관계시설과는 달리 운 전,

운 중단계뿐아니라폐쇄후제도적관리기간중에

도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환경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관계시설의 인허가를 위한 이러한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원자력 산업

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서도 부지 및 환경정보

의 공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에서는 이러

한시설인허가요건을충족함은물론, 시설에대한주

기적인 환경감시 및 향평가와 환경감시망의 장기운

을 통한 부지/환경자료의 지속적 수집 및 관리를 목

적으로 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전산분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

(SITES: Site Information and Total 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 다. 부지환경종

합관리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환경

및 시설물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부지

주변의 지진, 지질, 지질공학, 수리 지질, 대기 및 지하

수 유동 등 지속적인 환경 감시정보의 분석 및 예측모

델과의 연계기능을 갖추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시설의 부지/환경 자료관리, 안전성 평가 및

부지/환경감시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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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운 전, 운 중 및 폐쇄 후 단계에서의 부지환경자료의 지

속적 수집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전산분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SITES: Site Information and Total 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부지환경 자료관리 및 안전성 재평가에 활용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서 부지환경데이터관리시스템(SECURE), 통합안전성평가시스

템(SAINT), 부지환경감시시스템(SUDAL), 그리고 SITES지리정보시스템(SITES-GIS)의 4개의 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의 검색, 저장 및 보고서 작성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지환경자료를 통합안전성평가시스템에서 직접이용 가능토록 되어 있다.

통합안전성평가시스템은 다수의 평가자가 동시에 이용가능하며, 대상 부지별 안전성평가 결과

의 품질보증 체제가 확보되어 있다. 부지환경감시시스템은 평가 예측자료와 환경감시 자료와의

비교분석 및 시각화가 가능하며, 또한 일반인을 위한 주기적 환경감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와 연계하여 공개 가능토록 되어 있다.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은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을 위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적용되고 있으며, 원자력관계시설 및 기타 유해환경

산업시설에 대한 부지 및 환경 감시기능의 수준을 고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중심단어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환경감시, 안전성평가, SITES, SAINT, SUDAL



하 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SITES는 부지

의 특성, 일반환경, 방사선환경 정보 등을 저장, 관리

하는 부지환경데이터관리시스템(SECURE: Site

Environment Characterization database for Unified

and Reliable Evaluation), 부지의 환경 및 특성 정보

를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한 통합안전성평가시스템(SAINT: Safety

Assessment INTegration system), 처분장의 건설, 운

중, 폐쇄 후에 이르는 방대한 환경감시 자료를 저

장 관리하고 일반인에게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부지

환경감시시스템(SUDAL: Site Useful Data Analysis

and Alarm system), 그리고 환경감시자료와 평가예

측자료의 비교분석 및 지리정보서비스를 위한 SITES

지리정보시스템(SITES-GIS: SITES-Geographic

다. 또한 처분시설의 건설, 운 중 및 폐쇄 후에도 주

기적인 환경감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

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부

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은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을 위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이미 적

용되고 있으며,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

현황의 확인과 더불어 관리정보를 투명 공개한다는

국가 원자력정책에 입각하여 대 국민 수용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지환경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을 이용하여 기타 원자력 관계시설

및 유해환경 산업시설에 대한 부지 및 환경 감시기능

의 수준을 고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의 구성, 기

능등의개발내용과적용현황에대하여기술한다.

II.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SITES) 개발을 위한 방법

론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시스템을 방사

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환경통계 정보, 부지특성 정보

및 시설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부지/환경 정보의

분석시스템,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환경감시 및 예

측시스템으로 나누고, 이러한 각 세부 시스템들을 모

듈화하여 모듈별로 관리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통합된 종합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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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roach for development of SITES

Fig. 2. Configuration and concept of SITES



Information System)의 4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1]. 그림 2에는 SITES의 구성과 주요 개념

을 나타내었다.

SITES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닷넷

(.NET)플랫폼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따라서 닷넷(.NET)프레임워크가 설치된 환경이

라면 어디서나 운용이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은

닷넷플랫폼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사

의 SQLServer2000을 사용함으로서 각 시스템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DBMS하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다. 지리정보(GIS) 연계/연동 분석에는 ESRI

사의 ArcSDE8 등 ArcGis 제품군이 사용되었다. 또한

서브시스템마다 별도의 인증 절차를 밟지 않고 각 시

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 환경을 통한

SSO(Single Sign-on)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 다. 주

요 기능으로는 원자력시설 부지특성자료, 일반환경

및 방사선환경자료의 검색, 장기관리 및 보고서 작성

이 가능하며, 대상 부지별 부지환경데이터를 안전성

평가 모듈에서 직접이용 가능토록 되어 있다. 안전성

평가 모듈은 다수의 평가자가 동시에 이용가능하며,

대상 부지별 안전성평가 결과의 품질보증 체제가 확

보되어 있으며, 안전성평가결과와 환경감시결과의

비교분석 및 시각화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주기적 환경감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하

여 공개 가능토록 되어 있다[2]. 각 서브시스템에 대

한 구조,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부지환경데이터관리시스템
부지환경데이터관리시스템 (SECURE: Site

Environment Characterization database for Unified

and Reliable Evaluation)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에 대한 부지/환경감시 및 종합적인 평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그림 3). 이를 위해 해당 부지

에 대한 부지특성정보(지형/지질, 기상, 수문, 지진/

지구물리, 지질공학, 지구화학 등), 환경정보(자연,

생활, 사회경제, 방사선 등), 시설물 정보 등의 종합

정보들을 철저한 업무분석과 함께 모델링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적용하 다(그림 4). 적용된 데이터베이

스(SECURE Database)에 대한 신속·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GUI기반 시스템으로 개

발되었으며, 그 밖에 MS Excel문서를 데이터베이스

로 직접 입·출력할 수 있는 기능과 보고서 출력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3-8].  

나. 통합안전성평가시스템
통 합 안 전 성 평 가 시 스 템 (SAINT: Safety

Assessment INTegration system)은 처분시설 부지

의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다양한 평가코드를 다

수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

템이다(그림 5). 각 전산코드들의 운 환경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서버 모듈을 개발

하여 SAINT가 설치된 클라이언트에서 통신서버 모

듈에게 특정 평가코드에 대한 작업을 요청하도록

구현하 다. 요청을 받은 통신서버는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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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ystem structure of SECURE



장 부지자료를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성능평가모듈의 코드 중 일부의 평가결과는

시각화 전용 프로그램을 연동되게 함으로서 SAINT

시스템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

다. QA 보고서 모듈은 SAINT에서 평가 완료된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모듈로서 평가과정에서 생성되는 입출력 파일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

여 평가완료 파일의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밖에 평가결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표와 그래프

통해 해당 평가코드가 설치된 운 환경에 평가 작

업을 재요청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 최초

작업을 요청한 SAINT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전달

하게 된다(그림 6). SAINT에서 운용되는 평가코드

들은 표 1과 같이 기능적으로 분류된 세 가지 모듈

에 의해 각기 관리된다[9-11]. 먼저 처분장의 종합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코드로 구성된 안전성

평가모듈이 있으며 단위 항목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성능평가모듈과 각 코드의 입력파일을 생

성하는 부지환경 데이터분석모듈로 구분된다. 각

모듈은 필요에 따라 SECURE DB로부터 얻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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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atabase structure of SECURE

Fig. 5. System structure of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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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모듈은 크게 다섯 개의 모듈로 구분되며 각 모

듈별 기능은 표 2와 같다. SAINT와 마찬가지로 보고

서 작업, 효과적인 통계 및 그래프작성 등이 가능하

다[12-15].

라. SITES지리정보시스템
SITES지 리정보시스템 (SITES-GIS: SITE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처분장 부지의

지형 및 지질, 수치데이터 표현은 물론 해당 지형에

대한 확대 및 축소, 실측거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그림 9). 이 시스템은

SECURE DB의 안전성 평가결과와 SUDAL의 환경

감시 자료의 비교 및 평가 결과를 화면상에 보여줄

및 차트 작성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다. 부지환경감시시스템
부지환경감시시스템(SUDAL: Site Useful Data

Analysis and Alarm system)은 처분시설 운 전부

터 폐쇄 후 감시기간까지의 부지의 기상정보, 방사

선 안전정보, 지하수정보, 시설안전 정보 등의 데이

터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이다(그림 7). 환경

감시 데이터에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주

기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로 구분하여 설계하 으

며,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평가와 자동경보기능을

추가하 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통계 처리가 가

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그림 8). 부지환경감시시스

템 중에서 일부데이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홈페

이지를 제작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 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 다. 다른 서브

시스템들이 2층 구조의 Client-Server응용형태인 것

과는 달리 SUDAL은 3층 구조의 웹 기반 시스템으로

서 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환경감시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인트라넷용과 조직 외 일반인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개발된 공개용으로 구분된다. 인트라넷용 SUDAL의

Table 1. Computer programs linked in three sub-modules
of SAINT module

모듈구분

부지환경
데이터분석모듈

성능평가모듈

안전성평가모듈

플랫폼

Windows

DOS
Windows
UNIX(AIX)

DOS
Windows
UNIX(AIX)

연계코드
Aquifer Test Pro | MiniTAB | SUFFER |
GRAPHER |MODFLOW |
FRACMAN/MAFIC 
HELP | GENⅡ | HINDSITE
MODFLOW | DUST-MSD | NAM-DATA
NAMMU | NAPSAC
GWSCREEN
RESRAD | SAGE | AMBER
MASCOT

Fig. 6. System components and functions of SAINT



수 있으며, SAINT에서 평가한 지하수위 및 이동경

로의 평가결과를 수치 지도위에 표현할 수 있다(그

림 10). 이와 같은 지리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해

ESRI사의 GIS솔루션(ArcGIS)을 사용하 다.

SITES-GIS에 사용된 MapObjects는 ArcSDE를 통하

여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 저장된 공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응용에 표현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컴포넌트 형태의 개발도구로서 SITES-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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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ystem structure of SUDAL

Fig. 8. System components and functions of SUDAL



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16,17].

Ⅲ.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 적용

개발된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은 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서 이미 일부 서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18,19]. 시

설 인허가를 위한 부지특성조사 자료와 일반 환경

및 방사선 환경 자료는 부지환경데이터관리시스템

(SECURE)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되고 있으며,

월성 부지 주변의 공간 방사선량률, 기상데이터, 부

지내 지하수 수위자료, 환경방사선 감시자료 등은

현재 부지환경감시시스템(SUDAL)에서 분석, 관리

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장 감시자료가 실시

간으로 SUDAL로 연계되는 것으로서, 이미 천층처분

시설의 폐쇄덮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

연구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시설인 인공방벽 실

증시설의 수분계측시스템을 연계 적용하여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정보처리 및 분석 기능을 검증한 바

있다. 특히 SUDAL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부지환

경감시 요건 및 통계, 보고서 작성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처분시설에서의 적극적인 활용

을 통하여 처분시설 부지환경감시체계 구축의 시행

착오를 줄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 감

시체계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내외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비롯한 원자력관계시설과 비

원자력 유해산업분야에서의 부지자료 및 환경자료

의 분석과 감시망 운 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안전성평가시스템

(SAINT)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대하여 시설

운 기간 중과 폐쇄 후 수행될 제도적 관리기간 중

의 주기적 안전성 재평가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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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ystem structure of SITES-GIS

Table 2. Major functions of each sub-module in SUDAL module

구 분

데이터수집모듈

실시간
환경감시모듈

SECURE 연계
모듈

평가/자동경보
모듈

정보처리모듈

기 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및 원자력시설부지의 기상 측
정장치, 환경 방사선 측정 장치 및 지하수 측정장
치에서취득한정보를통신서버에서수집
부지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취득된 부지 기상정보,
부지 환경방사선 정보,  부지 지하수 정보 데이터
등을실시간으로감시
정보처리 모듈과 평가/자동경보모듈로부터 데이터
연계요구 시 SECURE DB 로부터 안전성 평가 자료
를추출하여전달하는역할을수행
실시간 환경감시 모듈과 SECURE 연계 모듈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평가,  분석 및 예측하여 이상이
발견되거나,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있을 경우 각
담당자에 실시간 통보 : E-mail과 SMS(Short
Message Service) 사용
내·외부및관련기관사용자에게브라우저를통하여
분석, 평가, 통계, 보고서 등의다양한정보를제공



Ⅳ. 결 론

부지조사 단계부터 시설의 운 및 폐쇄에 이르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부지와 환경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와 감시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이용한 다각도

의 전산분석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원자력 관계

시설에 대한 인허가 획득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지 및 환경감시체계를 완성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믈 처분시설뿐 아니라 신규원

전 건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등의 건설계획

을 감안한다면 원자력시설 부지에 대한 종합관리 시

스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원자력관계시설 부지와 환경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감

시의필요성은더욱증가될것으로판단된다.

원자력에 대한 대 국민 정보공개의 국가 원자력 정

책에 발맞추어 본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부지조사과정에서부터 부지 및 환경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의 폐쇄후의 감시정보제공은 원자력산업의 대

국민 수용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비원자력

유해산업분야에서 시설 및 부지에 대한 감시 및 분석

등에직간접적으로적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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