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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organize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designing ecological displays supporting responsive actions under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Background: One of the requisites for supporting human operators in handling
severe accident situations in complex systems such NPPs is to design information
displays that satisfy information needs of human operators. Ecological Interface Design
(EID) has been regarded as a viable approach for developing user-centered information
displays. This study follows the design process and principles of the EID framework.
Method: We firstly identified functional knowledge structure of a work domain related
to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PPs through work domain analysis (WDA) using
abstraction hierarchy (AH). After validating the WDA model through expert review, we
finally specified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ecological display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and organized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designing
information displays that can be effectively used for supporting human operators in
severe accident situations in NPPs.
Conclusion: A set of information requirements obtained from this study would be
useful in designing information displays supporting human operators in coping with
severe accident situations in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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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wards enhancing the safety of NPPs by
providing a set of meaningful information requirements that should be offered to
human operators in severe accident situations where their tasks could be very
cognitively challenging.
Keywords: Ecological interface design, Information displays, Work domain analysis,
Abstraction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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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복합 사회-기술적 시스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디스플레이를 설계하는 것인데, 이
는 시스템의 상황을 작업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작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디스플레이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asmussen, 1986). 사용자 중심의 정보디스플레이를 통한 정보지원의 중요성은 시스템이 안전성과 연관된 급박
한 상황적 특성(예: 시간압박, 방대한 정보처리, 높은 불확실성, 시스템의 빠른 변화 등)을 보일 때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Vicente,
2000).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상황이 이러한 시스템 상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
력산업계에서는 중대사고 방지 및 발생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중대사고 상황을 효과적으
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디스플레이의 개발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는 운전원에게 높은
심리적 압박감과 인지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중대사고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원의 여러 인지적 활동(의사결정, 문
제해결, 계획, 상황판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보디스플레이의 개발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Ham et al., 2019).
복잡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정보디스플레이란 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을 중심으로 동적으로 변하는 시스템의 상태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작업자가 시스템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제어 수단을 제공하는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HSI: HumanSystem Interfaces)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사용자 중심의 정보디스플레이는 작업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시각화
를 통해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작업자가 시스템을 감시, 제어 및 진단하는데 효과적인 정보지원을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일
반적으로 정보디스플레이의 설계는 크게 두 개의 문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작업자의 직무수행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에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정보내용 설계),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될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
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시각화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다(정보시각화 설계)(Ham, 2012; Pedersen and May,
1999; Vicente and Rasmussen, 1992).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설계 문제 중에서 첫 번째의 정보내용의 설계에 대한 것이다. 정보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
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보요건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도출 및 분석이다. 정보요건 도출 및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작
업영역, 작업 상황 및 작업자의 인지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정보디스
플레이에서는 작업영역 혹은 대상시스템의 특성이 정보요건으로 반영되어야 함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Rasmussen and
Vicente, 1989).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까지 개발되어온 복잡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정보디스플레이 설계 방법론 중에서 생태학적 인
터페이스 설계(EID: Ecological Interface Design)가 가장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론으로 간주되어 왔다(Vicente, 2002).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보디스플레이에 들어갈 정보요건을 EID 방법론에
기반해 도출하였다.

2. Research Backgrounds
2.1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Severe Accidents)는 발전소 설계 시 고려되는 설계 기준 사고를 벗어나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를 의미한
다(Kim, 2018). 한편 중대사고를 원자로 용기 안에 있는 핵연료가 대량 손상되는 사고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Song et al., 2018). 중대
사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대사고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
자력발전소는 많은 다중 안전설비들이 있으므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극단적인 자연재해나 운전원의 연속적인 실수 등에 의해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노심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핵분열 생성물이 격납건물 내부로 누출되고, 격납건물 밀폐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핵분열 생성물이 대기로 방출되어 인근 지
역을 오염시키고 인명 손상을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중대사고 연구의 목표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노
심을 적절히 냉각하여 원자로 용기 및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핵분열 생성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So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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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관리란 노심이 손상된 이후에 발전소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중대사고
가 발생하면 발전소의 상태는 격납건물이 파손될 때까지 동적으로 급속하게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운전원들은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적절한 완화 조치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선택된 완화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발전소 상태를 올바르게 인
식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Yoo and Kim, 2004).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중대사고관리지침서(SAMG: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s)에 일차적으로 의
존해 중대사고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제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주제어실(MCR: Main Control Room)에서 비상기술
지원실(TSC: Technical Support Center)로 옮겨진다(Yoo and Kim, 2004). 이 상황에서 TSC의 주된 업무는 중대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전
체적인 지휘통제이며, MCR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MCR은 TSC와 협력하면서 발전소 상태에 대한 감시와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상
황에서 MCR은 TSC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상태에 대한 정보를 TSC에 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TSC에
서 중대사고 상황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디스플레이가 개발된다면 이러한 TSC와 MCR 간의 협업이 더 원활
해지고 MCR의 상실과 같은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TSC에서 중대사고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디스플레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TSC 요원이 중대사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정보디스플레이의 정보요건을 EID 방법론에 기반해서 도출 및 조직화하는 것이다.

2.2 Ecological Interface Design (EID)
EID는 복잡한 사회-기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시, 제어 및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정보디스플레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
는데 필요한 설계 원칙 및 개념을 제공하는 인지시스템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정보디스플레이 설계 방법론이다(Rasmussen and Vicente,
1989; Vicente 2002).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에서 작업자의 인지적 정보요구가 특히 높아지고 중요해질 수 있는 상
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이다.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 및 작업복잡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우수성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Ham and Yoon, 2001). 정보디스플레이의 정보내용 설계와 관련해 EID는 작업자가 상
호작용해야 하는 작업영역의 다양한 추상화 수준의 기능적 지식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EID에서는 정보내용 설계를 위한 정보요건 도출 및 분석을 위해 추상화계층(AH: Abstraction Hierarchy)이라는 다단계 정보표현 프레임
워크의 사용을 제안한다. AH에 기반해 도출되고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는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시스템 상황(특히 예측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자가 올바른 작업영역의 심성모형(Mental Model)을 형성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여러 추상화 수준의 기능
적 정보 및 이들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제공해준다(Vicente and Rasmussen, 1992; Burns and Hajdukiewicz, 2004).
또한 정보의 시각화 문제와 관련해 EID는 작업자가 제공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식해 이를 바로 큰 인지적 부담 없이 작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작업영역의 복잡한 기능적 정보구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설계 원칙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EID는 인지적 행위의 분류체계인 SRK (Skill-Rule-Knowledge)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작업자가 익숙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인
지적 부담이 적은 기술기반 행동(SBB: Skill-Based Behavior)과 규칙기반 행동(RBB: Rule-Based Behavior)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보형
태를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복잡도가 높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올바른 심성모형을 갖고 지식기반 행동(KBB: KnowledgeBased Behavior)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정보형태를 제공한다(Rasmussen, 1983; Vicente and Rasmussen, 1992; Ham, 2012).
EID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SRK에 기반한 정보시각화 설계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정보내용 설계 및 정보시각화 설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도움을 준다(Vicente and Rasmussen, 1992; Upton and Doherty, 2008; Ham, 2012). 다음은 EID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시각적 설계 원칙이다.
(1) SBB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조작이 가능해야 하며 표현은 부분-전체 구조와 동일한 구조여야 한다.
(2) RBB를 지원하기 위해 제약조건과 인터페이스에 제공되는 신호나 단서는 1대1로 일관되게 대응되어야 한다.
(3) KBB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디스플레이는 작업영역의 외부적 심성모형의 역할을 해줘야 하므로 작업영역을 추상화계층의 형태로 표
현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EID의 유용성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는 작업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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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작업영역의 제약조건을 잘 표현해준다. 여기서 제약조건이란 작업영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작업영역 내의 작업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다. 이는 작업영역의 여러 추상화 수준의 기능적 지식과 이들 간의 관련성을 의미 있게 제공한
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작업자는 자신들이 작업하는 시스템의 제약조건을 항상 알고 있지 않고 또한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ID를 이용하여 제약조건을 시각화하여 인터페이스에 보여준다면, 작업자들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이다(Burns and Hajdukiewicz, 2004).
두 번째로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작업영역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복잡한 시스템은 구성요소들이 기능과 구조의 관점에서 복잡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런 정보를 제대로 표현한
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AH에 기반한 정보요건의 파악 및 이의 표현은 작업자로 하여금 시스템의 이론적 지식을 보다 효율적으
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Burns and Hajdukiewicz, 2004).
세 번째로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는 작업영역의 제약조건을 기반으로 설계함으로써 작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스템의 제약조건이 어긋났다는 것은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EID는 작업자로 하여금 제약조건 중심으로 시스템 상태를 인지하고 추론하고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계
획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작업수행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정보시각화 설계 원칙 중에서 세 번째의 설계
원칙이 이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urns and Hajdukiewicz, 2004).
네 번째로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는 SRK 프레임워크에서 명시한 세 가지 인지적 행동 수준(SBB, RBB, KBB)을 모두 지원해준다. 작
업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작업복잡도, 이용 가능한 자원 등 여러 작업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인지적 행동 수준을 보인
다. 정보디스플레이를 설계할 때 이러한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줄 필요가 있는데 EID는 이를 위한 설계 원칙을 제
공해줌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정보디스플레이 설계에 도움을 준다(Burns and Hajdukiewicz, 2004).
EID는 원자력, 자동차, 네트워크 관리,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 왔다. 아래의 Table 1은 EID가
활용된 작업영역 혹은 응용문제를 요약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존 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Work domains or application problems using the EID
Work domains or application problems

Examples of studies

Process control systems

(Vicente, 1996; Ham and Yoon, 2001; Jamieson and Vicente, 2001; Vernon et
al., 2002; Jamieson, 2007; Ham, 2012)

Aviation & Air traffic control systems

(Dinadis and Vicente, 1999; Ho and Burns, 2003; Amelink et al., 2005; Ko and
Myung, 2006; Van Dam et al., 2008; Kim and Myung, 2018)

Military systems

(Bennett et al., 2008)

Vehicle systems

(Hilliard and Jamieson, 2007; Seppelt and Lee, 2007)

Manufacturing systems

(Upton and Doherty, 2008)

Camera system

(Mazaeva and Bisantz, 2013)

Nuclear systems

(Dinadis and Vicente, 1996; Yamaguchi and Tanabe, 2000; Lau et al., 2008;
Burns et al., 2008)

Network management

(Burns et al., 2003)

Healthcare systems

(Sharp and Helmicki, 1998; Jungk et al., 2000)

Social systems

(Burns and Proulx, 2002)

오현우·함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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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H-based analysis of information requirements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ID는 정보내용의 설계를 위해 AH에 기반해 정보요건을 도출하고 조직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AH는 시스
템의 설계지식을 다계층으로 모델링하는 지식표현 기법이라 할 수 있다. AH는 시스템의 설계지식을 기능적 관점에서 여러 추상화 수
준으로 표현한다. 또한 각 추상화 수준의 기능들 간의 관련성을 목적-수단 관계(Goal-Means Relationship)의 관점에서 표현한다. AH에
기반해 도출되고 조직화된 정보가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될 때 이론적으로는 모든 작업 상황에 적합한 정보의 지원이 가능하다(Burns
and Hajdukiewicz, 2004).
AH를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적 정보를 표현할 때 여러 추상화 수준으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섯 개의 추상화 수준이 활용된다
(Vicente, 1999). 다섯 개의 추상화 수준은 가장 상위 수준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적 목표(FP: Functional Purpose), 추상적 기
능(AF: Abstract Function), 일반적 기능(GF: Generalized Function), 물리적 기능(PF: Physical Function), 물리적 형태(P: Physical Form). 추상
화 수준 간의 의미 있는 관련성은 목적-수단 관계에 의해 설명이 된다고 앞에서 기술하였다. 즉 어느 추상화 수준 내의 기능은 근접
한 상위 추상화 수준의 특정 기능의 수단의 역할을 하고 근접한 하위 추상화 수준의 특정 기능의 목적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수단 관계는 특히 복잡한 작업 상황을 대처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임이 알려져 있다(Ham and Yoon, 2001). 또한 필요한
경우 동일 추상화 수준 내의 기능들 간의 인과관계(Topological Links)도 함께 표현된다(Vicente, 1999).
정보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되는 정보내용의 관점에서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가 갖는 갖는 장점을 AH 기반의 정보표현으로부터 찾
아볼 수 있다. AH의 다섯 추상화 수준 중에서 AF 및 GF 수준에서 표현되는 기능적 정보 및 목적-수단 관계에 의한 각 수준 간 기능들
간의 관련 정보는 SSID (Single Sensor Single Indicator)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정보디스플레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Ham, 2012;
Ham, 2013).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작업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함에 있어 매우 필요한 정보로 이를 정보디스플레이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표현해준다면 작업자의 인지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작업수행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설명했듯
이 작업자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설계지식을 AH 기반으로 표현해서 정보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할 때 작업자가 시스템의 올바른 심
성모형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Vicente, 1999).
AH 기반으로 작업영역 혹은 시스템을 분석하는 과정을 작업영역분석(WDA: Work Domain Analysis)이라 한다. AH 기반으로 정보요건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점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파악에 AH 분석이 매우 유용하다(Burns and Hajdukiewicz,
2004; Oh and Ham, 2018).
(1) 추상화계층 각 수준의 single variable
(2) 추상화계층 각 수준의 single variable의 제약조건
(3) 추상화계층 각 수준의 multiple variables의 제약조건
(4) 추상화계층 각 수준의 goal-means relationship
(5) 여러 수준 간의 변수들이 형성하는 제약조건
(6) 각 수준 구성요소의 topology

3. Method
3.1 Scope of work domain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정보지원을 해줄 수 있는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
에서 제공될 정보요건을 AH에 기반해 도출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중대사고를 고려할 때 중대사고 완화조치를 위해 고
려해야 하는 작업영역의 분석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은 원자로의
노심이 용융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의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의 설계된 원리에 의해 논리적으
로 설명되지 않는 방향으로 거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의 궁극적 기
능적 목표는 생산성 및 안전성 확보이기에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에서의 EID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기능적 목표를 상정하고 AH 분
석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중대사고 상황에서의 궁극적 목표는 핵분열 생성물 방출 방지이다.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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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계통 및 기기가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관리지침서(SAMG: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s)에 나오는 기능들을 도출한 후 이 기능들만으로 구성된 가상적인 작업영역을 구상하였다. 이렇게 구상된 작업영역을 본 과
제에서 분석해야 하는 작업영역으로 선정한 후 AH에 기반해 작업영역을 분석하고 정보요건을 도출 및 조직화하였다.

3.2 Work domain analysis using AH
AH에 기반한 작업영역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Oh and Ham (2018)의 연구에서 제안된 핵심질의 및 핵심어를 활용하
였다. 작업영역분석을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정보는 주로 원자력발전소의 계통 관련 연구 문헌, 중대사고관리지침서를 포함한 원
자력발전소 운영 관련 문서, 원자력발전소의 기술 문서, 원자력발전소 계통 및 중대사고 연구 경험자들의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종합
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AH 분석을 할 때 기능적 추상화 수준(Functional Abstraction Levels)과 시스템 분해 수준(Part-Whole Decomposition)을 동시에 고
려하였고, 수준 간 목표-수단 관계와 수준 내 위상학적 관계(topological link)도 고려하였다. Table 2는 앞에서 말한 가상적인 작업영역
을 대상으로 한 AH 기반의 작업영역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AH 기반 작업영역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많이 표현
하지만 기능의 수가 많으면 그림이 복잡하여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 결과를 표의 형태로 나타냈다.
FP는 시스템이 설계된 궁극적인 목표로 본 연구의 작업영역의 목표는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와 노심 출구 온도 정상화로 정의하였다.
AF와 GF 수준에서의 기능들에 관한 정보가 정보내용 관점에서 EID 기반 정보디스플레이의 핵심적 요소라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중대
사고 완화조치를 위한 EID 기반 정보디스플레이의 정보요건을 도출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마찬가지로 AF와 GF 수준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AF는 작업영역의 FP인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및 노심 출구 온도 정상화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침자(Indicators)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적 정보 및 FP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이 어떻게 FP를 위해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기
능적 정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AF는 원자로 용기 건전성 유지,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핵연료건물 건전성 유지, 노심냉
각 기능 회복,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다.
GF는 SAMG의 세부 절차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는데 각 기능은 두 개의 FP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수준의 기능
이다. 이러한 기능은 발전소의 형태나 특성에 상관없이 FP를 위해 어떻게 구현이 되더라도 필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GF는 핵분열 생성물 방출 제어, 격납건물 상태 제어, 격납건물 수소 제어, 원자로 냉각재계통(RCS: Reactor Coolant System) 냉
각수 재고량 관리, RCS 감압, 증기발생기 상태 제어, 격납건물 냉각수 주입, 노심 열 제거, 사용 후 연료 저장조 상태 제어, 필수 전원
확보이다.
PF는 GF의 기능들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구현된 기능들이면서 관측 가능한 물리적 장비, 기기 및 부품 등의 작동 상태 및 방
식으로부터 추상화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Ham, 2013). 본 연구에서 파악된 PF는 격납건물 살수, 팬냉각기 작
동 등 45개이다.

Table 2. Work domain analysis for coping with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PPs using AH
Abstraction
level
FP
AF

오현우·함동한

Decomposition
level

Label

Functional element

System

FP-1

Preventing the radiation leak

System

FP-2

Normalizing temperature of the core outlet

Subsystem

AF-1

Maintaining structural safety of the reactor vessel

Related
functions-upper
level

F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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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ork domain analysis for coping with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PPs using AH (Continued)
Abstraction
level

AF

GF

PF

Decomposition
level

Label

Functional element

Related
functions-upper
level

Subsystem

AF-2

Maintaining structural safety of the containment

FP-1

Subsystem

AF-3

Maintaining structural safety of the fuel building

FP-1

Subsystem

AF-4

Recovering cooling function of the core

FP-1, 2

Subsystem

AF-5

Conservation of mass

FP-1, 2

Subsystem

AF-6

Conservation of energy

FP-1, 2

Subsystem

GF-1

Controlling the fission products leak

AF-1, 2, 3, 6

Subsystem

GF-2

The containment's condition control

AF-2, 5, 6

Subsystem

GF-3

The containment's hydrogen control

AF-2

Subsystem

GF-4

Managing the amount of coolant in the RCS

AF-1, 4, 5, 6

Subsystem

GF-5

Depressurizing the RCS

AF-1, 4

Subsystem

GF-6

Controlling condition of the steam generator

AF-2, 4, 5, 6

Subsystem

GF-7

Putting coolant in the containment

AF-1, 2, 5, 6

Subsystem

GF-8

Removing heat from the core

AF-1, 4, 5, 6

Subsystem

GF-9

Controlling condition of the spent fuel pool

AF-3, 5, 6

Subsystem

GF-10

Securing vital power

AF-1, 2, 3, 4

Component

PF-1

Containment spray

GF-1, 2, 4, 7

Component

PF-2

Operating the fan cooler

GF-1, 2

Subsystem

PF-3

Containment isolation

GF-1

Component

PF-4

Condenser steam dump

GF-1

Subsystem

PF-5

Steam generator isolation

GF-1

Component

PF-6

Blocking release path from containment to auxiliary
building

GF-1

Component

PF-7

The auxiliary building ventilation

GF-1

Component

PF-8

Blocking release path from containment to fuel building

GF-1

Component

PF-9

The containment ventilation

GF-2

Component

PF-10

Operating the hydrogen igniter

GF-3

Component

PF-11

Operating the hydrogen recombiner

GF-3

Component

PF-12

Artificial hydrogen burning

GF-3

Subsystem

PF-13

The containment deactivation

GF-3

Component

PF-14

Operating the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pump

GF-4, 7, 8

Component

PF-15

Operating the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pump

GF-4, 7, 8

Component

PF-16

Operating the reactor coolant pump

GF-4, 7, 8

Component

PF-17

Operating the charging pump

GF-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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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ork domain analysis for coping with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PPs using AH (Continued)
Abstraction
level

PF

Related
functions-upper
level

Decomposition
level

Label

Component

PF-18

Operating the mobile pump

GF-4, 6, 7, 8, 9

Component

PF-19

Depressurization using turbine bypass condenser valve

GF-5, 6

Component

PF-20

Depressurization using turbine bypass air valve

GF-5, 6

Component

PF-21

Depressurization using atmospheric steam dump valve

GF-5, 6

Component

PF-22

Depressurization using safety depressurization valve

GF-5

Component

PF-23

Pressurizer spray

GF-5

Component

PF-24

The reactor head ventilation

GF-5

Component

PF-25

Pressurizer ventilation

GF-5

Component

PF-26

Operating motor driven aux. feedwater pump

GF-6

Component

PF-27

Operating turbine-driven aux. feedwater pump

GF-6

Component

PF-28

Operating start-up feed water pump

GF-6

Component

PF-29

Operating turbine-driven feedwater pump

GF-6

Component

PF-30

Operating motor driven feedwater pump

GF-6

Component

PF-31

Operating booster feedwater pump

GF-6

Component

PF-32

Putting coolant using gravitational drainage of refueling
water tank

GF-4, 7, 9

Component

PF-33

Control rods drop

GF-8, 11

Component

PF-34

Putting boric acid

GF-8, 9, 11

Component

PF-35

Operating purification pump of the spent fuel pool

GF-9

Component

PF-36

Operating boric acid make-up pump

GF-9

Component

PF-37

Operating demineralized water transfer pump

GF-9

Component

PF-38

Operating component cooling water make-up pump

GF-9

Component

PF-39

Opening the spent fuel pool door

GF-9

Component

PF-40

Operating normal ventilation air cleaner

GF-1, 9

Component

PF-41

Operating normal supply air cleaner

GF-1, 9

Component

PF-42

Operating abnormal ventilation air cleaner

GF-1, 9

Component

PF-43

Supplying power using emergency diesel generator

GF-10

Component

PF-44

Supplying power using alternate alternating current

GF-10

Component

PF-45

Supplying power using mobile generator truck

GF-10

Functional element

3.3 Validation and revision of AH
4인의 원자력발전소 계통 및 중대사고 관리 전문가들의 설문 및 집단토론법 기반의 자문을 이용해 작업영역분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자문에 참석한 4인의 전문가는 모두 최소 5년 이상의 중대사고 연구 및 10년 이상의 원자력발전소 계통연구 경험을 갖고 있었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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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영역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작업영역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Table 3은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작업영역분석 결과이다. 또한 Figure 1은 Table 3의 작업영역분석 결과 중에서 상위 세 수준(FP, AF, GF)의 목적-수단
관계를 보여준다.
FP의 경우 FP-2인 '노심 출구 온도 정상화'가 기능적 목표로 부적합하고 중대사고 관리의 기능적 목표는 FP-1인 '방사능물질 누출 방
지' 하나로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FP-1만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AF의 경우 AF-4인 '노심냉각 기능 회복'보다 '노심/원자로공동 열 제거 기능 회복'이 더 포괄적인 표현이어서 기능 명을 변경했다. 또
한 AF-5(질량 보존)와 AF-6(에너지 보존)은 SAMG 기반의 중대사고 관리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삭제하였다. 이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시스템 상태가 설계원리로부터 설명될 수 없는 거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GF-1인 '핵분열 생성물 방출 제어'는 GF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이고 나머지 GF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다.
GF-4인 'RCS 냉각수 재고량 관리'는 SAMG의 용어를 반영하여 'RCS 냉각수 주입'으로 변경하였다. GF-8인 '노심 열 제거'는 다른 GF들
로 달성할 수 있고, AF-4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다. GF-10의 '필수 전원 확보'는 필수 전원이 안전 계통에 필요한 전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상 전원 확보'로 수정하였다.
PF 수준의 요소는 전체적으로 명사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다음의 11개 기능을 삭제하였다: PF-3(격납건물 격리), PF-4(복수기 증기 덤
프), PF-5(증기발생기 격리), PF-6(격납건물로부터 보조건물로 방출되는 경로 차단), PF-7(보조건물 배기), PF-8(격납건물로부터 핵연료건
물로 방출되는 경로 차단), PF-12(인위적 수소 연소), PF-13(격납건물 불활성화), PF-25(가압기 배기), PF-33(제어봉 삽입), PF-34(붕산수 주
입). PF-3, PF-4, PF-5, PF-7은 GF-1이 삭제되면서 목표-수단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삭제되었다. PF-6, PF-8은 PF-3의 기능이어서 삭제되
었다. PF-12의 경우 PF-10(수소점화기 작동)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PF-13은 개정된 SAMG에서는 의미가 없어 삭제하였다. PF-25는
PF-22(안전감압밸브)와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PF-33은 GF-8이 삭제되면서 목표-수단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삭제되었다. PF-34는 PF-36
(붕산수 보충펌프 작동)과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또한 PF 수준에서 '안전주입탱크'와 '이동형 송풍기'가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었다.

Table 3. Revised work domain analysis for coping with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PPs using AH
Abstraction
level
FP

AF

GF

Decomposition
level

Label

Functional element

Related
functions-upper level

System

FP-1

Preventing the radiation leak

Subsystem

AF-1

Maintaining structural safety of the reactor vessel

FP-1

Subsystem

AF-2

Maintaining structural safety of the containment

FP-1

Subsystem

AF-3

Maintaining structural safety of the fuel building

FP-1

Subsystem

AF-4

Recovering cooling function of the core/reactor
cavity

FP-1

Subsystem

GF-1

The containment's condition control

AF-2

Subsystem

GF-2

The containment's hydrogen control

AF-2

Subsystem

GF-3

Putting coolant in the RCS

AF-1, 4

Subsystem

GF-4

Depressurizing the RCS

AF-1, 4

Subsystem

GF-5

Controlling condition of the steam generator

AF-2, 4

Subsystem

GF-6

Putting coolant in the containment

AF-1, 2

Subsystem

GF-7

Controlling condition of the spent fuel pool

A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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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vised work domain analysis for coping with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PPs using AH (Continued)
Abstraction
level
GF

PF

오현우·함동한

Decomposition
level

Label

Functional element

Related
functions-upper level

Subsystem

GF-8

Securing emergency power

AF-1, 2, 3, 4

Component

PF-1

Containment spray system

GF-1, 2, 6

Component

PF-2

The fan cooler

GF-1

Component

PF-3

The containment filtered system

GF-1

Component

PF-4

The hydrogen igniter

GF-2

Component

PF-5

The hydrogen recombiner

GF-2

Component

PF-6

The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pump

GF-3, 6

Component

PF-7

The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pump

GF-3, 6

Component

PF-8

The reactor coolant pump

GF-3, 6

Component

PF-9

The charging pump

GF-3, 6

Component

PF-10

The mobile pump

GF-3, 5, 6, 7

Component

PF-11

The turbine bypass condenser valve

GF-4, 5

Component

PF-12

The turbine bypass air valve

GF-4, 5

Component

PF-13

The atmospheric steam dump valve

GF-4, 5

Component

PF-14

The safety depressurization valve

GF-4

Component

PF-15

The pressurizer

GF-4

Component

PF-16

The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

GF-4

Component

PF-17

The motor driven aux. feedwater pump

GF-5

Component

PF-18

The turbine-driven aux. feedwater pump

GF-5

Component

PF-19

The start-up feed water pump

GF-5

Component

PF-20

The turbine-driven feedwater pump

GF-5

Component

PF-21

The motor driven feedwater pump

GF-5

Component

PF-22

The booster feedwater pump

GF-5

Component

PF-23

The refueling water tank

GF-3, 6, 7

Component

PF-24

The purification pump of the spent fuel pool

GF-7

Component

PF-25

The boric acid make-up pump

GF-7

Component

PF-26

The demineralized water transfer pump

GF-7

Component

PF-27

The component cooling water make-up pump

GF-7

Component

PF-28

The spent fuel pool door

GF-7

Component

PF-29

The normal ventilation air cleaner

GF-7

Component

PF-30

The normal supply air cleaner

GF-7

Component

PF-31

The abnormal ventilation air cleaner

GF-7

Component

PF-32

The emergency diesel generator

GF-8

Component

PF-33

The alternate alternating current diesel generator

GF-8

대한인간공학회지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Managing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317

31 Aug, 2019; 38(4):

Table 3. Revised work domain analysis for coping with severe accident situations of NPPs using AH (Continued)
Abstraction
level

PF

Decomposition
level

Label

Related
functions-upper level

Component

PF-34

The mobile generator truck

GF-8

Component

PF-35

The safety injection tank

GF-3, 6

Component

PF-36

The mobile air blower

GF-7

Functional element

FP

Preventing the radiation leak

AF

Maintaining structural
safety of the reactor
vessel

Maintaining structural
safety of the
containment

Maintaining structural
safety of the fuel
building

Recovering cooling
function of the
core/reactor cavity

GF
The
containment’s
condition
control

The
containment’s
hydrogen
control

Putting coolant
in the RCS

Depressurizing
the RCS

Controlling
condition of the
steam
generator

Putting coolant
in the
containment

Controlling
condition of the
spent fuel pool

Securing
emergency
power

3.4 Specifying information requirements
AH를 활용한 작업영역분석 결과로부터 EID 기반 정보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요건을 도출 및 조직화하였다. 정보요건은
2.3절에서 기술한 여섯 가지 정보요건의 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조직화하였다. 또한 정보요건이 AH의 어떤 수준의 어떤 기능에서
도출되었는지를 나타냈고, 정보요건의 범위와 단위를 알 수 있는 경우 함께 분석함으로써 작업영역의 제약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
하였다. 정보요건은 기능적 목표를 제외한 추상적 기능, 일반적 기능, 물리적 기능 수준만 도출하였다. 그 이유는 기능적 목표의 정보요
건은 대부분 다른 하위 수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Burns and Hajdukiewicz, 2004). 추상적 기능의 정보요건은 18개, 일반적 기능의 정
보요건은 33개, 물리적 기능의 정보요건은 76개이다. 정보요건의 예로 아래의 Table 4는 AH의 추상적 기능(AF)으로부터 도출된 정보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4에서 Type은 2.3절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 정보요건의 형태를 의미한다.

Table 4. Identifying and organizing information requirements at the AF level
Label

Information requirements

Type

Source

Range

Unit

IR-AF-1

Structural safety of the reactor vessel

(1)

AF-1

IR-AF-2

Pressure of the reactor vessel

(2)

AF-1

<2,500

psia

IR-AF-3

Temperature of the reactor vessel

(2)

AF-1

<650

℉

IR-AF-4

Water level in the reactor vessel

(2)

A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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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dentifying and organizing information requirements at the AF level (Continued)
Label

Information requirements

Type

Source

Range

Unit

IR-AF-5

Structural safety of the containment

(1)

AF-2

IR-AF-6

Internal pressure of the containment

(2)

AF-2

<57.0

psig

IR-AF-7

External pressure of the containment

(2)

AF-2

-4.0

pgig

IR-AF-8

Temperature of the containment

(2)

AF-2

<285

℉

IR-AF-9

Hydrogen concentration in the containment

(2)

AF-2

<5%

IR-AF-10

Water level in the containment

(2)

AF-2

27.5%<level<87.5%

IR-AF-11

Structural safety of the nuclear fuel building

(1)

AF-3

IR-AF-12

Pressure of the nuclear fuel building

(2)

AF-3

IR-AF-13

Temperature of the nuclear fuel building

(2)

AF-3

IR-AF-14

Hydrogen concentration of the nuclear
fuel building

(2)

AF-3

IR-AF-15

Water level of the nuclear fuel building

(2)

AF-3

IR-AF-16

Temperature of the core outlet

(2)

AF-4

<371.1

℃

IR-AF-17

Warning level of whole-body dose in
plant site

(1)

AF-1, 2, 3

0.5 during less than
30 mins or 5 during
2 mins.

mSv/hr

IR-AF-18

Warning level of thyroid dose in plant site

(1)

AF-1, 2, 3

2.5 during less than
30 mins or 25 during
2 mins.

mSv/hr

물리적 기능 수준의 정보요건에는 기기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기기의 이용조건 및 이용 가능 여부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예
로 이동형 설비(예: 이동형 펌프, 이동형 발전차)의 이용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보디스플레이에서 이동형 설비의 이용 가능성(이
용 가능 여부) 및 이용조건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똑 같은 기기의 이용 가능성이라도 목적-수단 관계에 따라 이용조건이
약간씩 달라서 이 같은 경우는 목적-수단 관계를 적어 구분하였다. Table 5는 물리적 기능 수준의 정보요건 일부를 나타내는데 IR-PF-1
부터 3을 보면 격납건물 살수펌프 이용 가능성이 각각 숫자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살수펌프의 유로가 목적-수단 관계에 따
라 다르므로 따로 나타냈다.

Table 5. Part of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at the PF level
Label

Information requirements

Type

Source

IR-PF-1

Availability of containment spray pump (1)

(3)

GF-1-PF-1

IR-PF-2

Availability of containment spray pump (2)

(5)

GF-3-PF-7

IR-PF-3

Availability of containment spray pump (3)

(3)

GF-6-PF-1

IR-PF-4

Water level of recirculation sump

(2)

PF-1

≥46.5%

IR-PF-5

pH of recirculation sump

(2)

PF-1

≥7.0

IR-PF-6

Flow rate of containment spray

(1)

PF-1

오현우·함동한

Range

Unit

pH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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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 및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디스플레이의 개
발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대사고 상황이 되면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복
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자원은 결국 시스템 내의 작업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작업자가 올바른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인지적으로 유용성 높은 정보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인 중대사고 완화조치를 위한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요건은 기존의 연구들처럼 원자력
발전소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도출한 것이 아니라 SAMG에서 기술된 기능들을 중심으로 가상적으로 상정한 작업영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중대사고의 특성 및 중대사고 발생 후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작업영역의 범위에
서의 이러한 단점은 있지만 중대사고 완화조치를 위한 필요한 기능은 거의 모두 반영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조직화한 정보요건의 타당성에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정보요건은 SAMG에서 기술
된 기능들을 대상으로 도출되었기에 이러한 정보요건을 제공하는 정보디스플레이는 운전원이 SAMG를 활용해 중대사고를 대처할 때
SAMG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SAMG의 지침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완화조치를 위한 정보디스플레이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AF를 질량, 에너지, 정보, 가치 등의 흐름 관점에서의 인과관계 구조에만 집중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의 공정제어
시스템이나 제조 시스템 등의 인과관계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유용하였다. 하지만 물리적 인과관계 중심의 AF 수준의 모델링은 헬스
케어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 등의 인간 행위 기반의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AF
를 하위의 일반적 기능들의 우선순위 및 기능적 목적 기여도에 대한 가치지표 등으로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Ham,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AF 수준의 의미를 과거의 개념뿐만 아니라 GF가 FP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관점으로 확장
하여 AF 수준의 기능들을 도출하였다.

5. Conclusion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 설계는 크게 AH를 활용한 작업영역분석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보요건 도출과 SRK 프레임워크를 활용
한 정보시각화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완화조치를 위한 EID 기반 정보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
보요건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H에 기반해 작업영역을 분석하고 여섯 가지의 정보형태를 중심으로 정보요건
을 도출 및 조직화하였다. 일차적으로 분석된 작업영역의 기능적 지식 모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에 개선된 작업영역 모
형을 개발했고, 이에 기반해 AH의 추상화 수준별로 정보요건을 도출하고 조직화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발전
소의 제어 및 관리에 대한 책임권한이 MCR에서 TSC로 옮겨지는데 TSC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디스플레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EID 기반의 정보디스플레이 개발은 의미 있는 연구이고, 그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요건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ID는 정보요건 분석을 위해 AH를 활용해 작업영역을 분석해 작업영역 모형을 개발한 후 이에 기반해 정보요건을 도출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강조되는 직무분석 혹은 인지적 직무분석은 EID 기반 정보디스플레이의 정보요
건 분석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인지시스템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기술적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방법인 인지적 작업분석(CWA:
Cognitive Work Analysis)에서 강조하는 제약조건 중심의 설계(Constraint-Based Approach) 및 형성/예측적 접근법(Formative Approach)
과 관련되어 있다. EID는 CWA의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에서의 응용 방법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CWA는 시스템 내 작업자의 행
위는 작업영역, 직무, 전략, 조직구조 및 인지적 특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EID는 정보디스플레이의 정보내용과
관련해 작업영역의 제약조건(작업영역의 기능적 지식의 모형)에 기반해 정보요건이 도출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그러나 기존의 일부 연
구는 인지적 직무분석의 결과가 EID 기반 정보디스플레이에 포함될 때 작업자의 직무수행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적 직무분석 결과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AH 기반의 정보요건을 통합하는 연구가 추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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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ID 기반 정보디스플레이의 개발을 위해 도출되고 조직화된 정보요건에 대한 정보시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ID에서
명시하고 있는 SRK 프레임워크에 기초한 설계 원칙, 각종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정보시각화 및 시각적 분석학의 설계 원칙
및 가이드라인, 그래픽 라이브러리 등의 종합적 활용이 요구된다. 정보요건 분석과 비교해 정보시각화는 아직까지 객관성이나 논리성
이 결여되고 설계자의 창의성에 상당히 의존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EID 기반 정보디스플레이 개발에서 정보시각화 문제를 보
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추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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