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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노심설계코드[1,2]는 UNIX 시스템에 구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입력 생성, 코드 실행, 
결과 처리/분석 등의 모든 업무를 텍스트 형태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방법은 문법 오류  실행 

오류와 같은 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웹 환

경에서 노심설계코드를 자동 실행하기 한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한 아키텍처는 노심설계코드를 

직  처리하는 CGI 로그램과 WAS를 연동하여 웹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즉, CGI 로그램은 실

시간으로 WAS의 명령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고, WAS는 CGI 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웹에서 모니터

링 한다. 용사례로써 제안한 방법으로 원자력발 소의 노심설계코드 로그램을  수행시켜 실효성을 

확인한다.

1. 서론

과학 계산용 로그램들은 부분 UNIX에서 운 되고 

있고, UNIX는 명령어(Command)로 실행하는 불편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UNIX 시스템의 명령어 사용법을 

배워야하는 문제 이 있다. 

노심설계코드는 원자력발 소 노심설계를 하는 소 트

웨어이고, 노심설계는 원자력발 소가 한 주기(통상 18개

월) 동안 경제 이고 안 하게 운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설계  운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이다[1,2]. 이 노심

설계코드는 UNIX에서 실행되며 설계자가 수작업으로 입

력 생성, 코드 실행, 결과 처리/분석 등의 모든 업무를 하

기 때문에 문법 오류  실행 오류와 같은 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 설계자는 코드가 실행된 후 텍스트 형

태로 산출된 결과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노심 주요

변수에 해 도표화하고 그래 를 그려 그 결과를 분석하

는 과정을 매번 반복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자동

화한다면 설계자는 보다 많은 시간을 공학  단에 할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UNIX 시스템에 있는 노심설계코드를 수행하기 한 CGI 

기반의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용사례로 UNIX 환경에서 운 되는 원자력발 소 노

심설계코드에 제안한 CGI기반 아키텍처를 용하여 웹 기

반 노심설계코드운  시스템을 개발하 다. 그 결과 사용

자들의 문법 오류  실행 오류가 감소했고, 앞에서 언

한 모든 반복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 있어 사용

자는 보다 많은 시간을 공학  단에 할애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로 

노심설계코드와 CGI에 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기존

의 노심설계코드를 웹기반에서 수행하기 한 방법을 제

안한다. 4장에서는 용사례로 웹상에서 노심설계코드를 

수행하는 과정에 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언 한다.  

2. 련연구

2.1 노심설계코드

노심설계코드는 원자력발 소 노심설계를 하는 소 트

웨어이고, 노심설계는 원자력발 소가 한 주기(통상 18개

월) 동안 경제 이고 안 하게 운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설계  운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이다[1]. 원자력발

소는 경수로형과 수로형이 있고, 각각 노심설계코드도 

경수로형 노심설계코드와 수로형 노심설계코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수로 표 형 원 에서 사용하는 노심설

계코드를 실행하여 원자로에 최 의 연료를 장 하는 장

모형을 찾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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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GI(Common Gateway Interface)

CGI는 웹 서버에 있어 사용자의 요구를 응용 로그램

에 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되돌려주기 한 표

인 방법이다.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거나 웹 사

이트의 주소를 입력하여 요청하면 웹 서버는 요청된 페이

지를 보내 다. 하지만 사용자가 웹 페이지의 양식에 내용

을 작성하여 송했을 때는 응용 로그램에 의해 처리될 

필요가 있다. 서버와 응용 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

기 한 방법이나 규약들을 CGI라고 한다[3].

(그림 1) CGI와 상호작용하는 흐름[3]

3. 노심설계코드 수행을 한 CGI 기반 아키텍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우 는 클라이언트가 

되며 일반 사용자들은 GUI를 통해 화를 한다. Apache 

Server를 UNIX 시스템에 설치하여 기본 인 CGI 실행 

환경을 구성하고 CGI 로그래 을 하기 해 실행할 수 

있는 바이 리 일을 생성하는 CGI 어 리 이션을 컴

일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는 C 언어를 사용하여 CGI

를 구 한다. 

(그림 2) UNIX 로그램을 웹에서 사용하기 한 CGI 

활용 아키텍처

UNIX 시스템의 자원을 활용하기 해 WAS에서 

HTTPRequest를 하고 Apache를 통해 CGI를 호출하여 

CGI 로그램이 UNIX에 있는 로그램을 실행한다. C 

언어로 로그래  한 CGI 로그램은 UNIX에서 운 되

는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 CGI 로그램이 코

드실행이 완료되면 출력된 텍스트 형식의 결과 일을 분

석하여 UNIX에 있는 Apache를 통해 WAS의 함수를 호

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결과를 입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축 된 데이터를 기 로 결과를 라우 를 통해 그리드, 

차트 등의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다.

4. 용사례

   CGI를 활용하여 웹 기반 UNIX 로그램 사용을 하기

한 용사례는 UNIX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노심설계코드

에 용하여 웹에서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서 

UNIX 서버에 송하여 노심설계코드를 실행하여 결과를 

얻는 과정을 설명한다. 직  연료에 한 분석부터 입력 

생성까지 수행하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웹 라

우 에서 클릭을 통해 입력을 생성할 수 있다. 

첫째, 사용할 연료를 선정하기 해 텍스트 형태의 일에

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분석하던 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 CGI기반 아키텍처를 통해 웹에서 테이블 형태로 

모든 연료에 한 정보를 정리하여 확인할 수 있어서 연

료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둘째, 선정한 연료를 가지고 어느 치에 어떤 연료를 노

심에 장 할 것인지를 웹을 통해 간편하게 

Drag-and-Drop 방식으로 처리한다. 

셋째, 사용자는 웹 라우 를 통해 WAS에서 자동으로 

작성된 노심설계코드의 입력을 확인한다.

다섯째,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를 통해 모든 코드 

실행을 마친 후, 사용자는 텍스트 형식의 결과를 분석할 

필요 없이 그래픽 결과화면을 통해 설계한 내용에 해 

공학  분석을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UNIX 시스템에서 운 되는 로그램을 

UNIX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웹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

기 해 CGI를 용하 다. WAS에서 UNIX 로그램에

서 사용할 입력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입력을 

UNIX로 송을 완료한 후, CGI를 호출하여 로그램을 

실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UNIX 로그램을 웹에서 

사용하기 한 CGI 활용 아키텍처 노심설계코드 로그램

에 용하여 웹에서 CGI 로그램을 호출하여 UNIX에 

있는 로그램을 실행하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연구로는 UNIX에서 실행되는 다른 로그램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용하여 각 로그램에 맞는 

CGI를 개발하고 UNIX 뿐만 아니라 다른 운 체제에서 

실행되는 로그램도 웹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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