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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02Approach01 Conclusion03Analysis02Approach01 Conclusion03

2 1 평가 결과2 1 평가 결과2 1 평가 결과2.1 평가 결과. 평가 결과

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

UX 평가 내용• UX 평가 내용UX 평가 내용
1 명세서조회/변경화면을방문할때 광고팝업창이로딩되어1. 명세서조회/변경화면을방문할때 광고팝업창이로딩되어

작업을방해함작업을방해함작업을방해함
2 팝업창에서‘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을체크하고2 팝업창에서‘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을체크하고2. 팝업창에서 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을체크하고

닫기를선택한후에명세서조회/변경화면을재방문하면닫기를선택한후에명세서조회/변경화면을재방문하면,,
동일한팝업창이로딩되어작업을방해하고불쾌감을제공함동일한팝업창이로딩되어작업을방해하고불쾌감을제공함동일한팝업창이 딩되어작업을방해하 불쾌감을제공함

3 팝업창에서‘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문구는3 팝업창에서‘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문구는3. 팝업창에서 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 문구는
띄워쓰기문법이틀렸음띄워쓰기문법이틀렸음렸

UX개선방향성• UX개선방향성UX 개선방향성
1 광고팝업창의메시지는명세서조회/변경화면과유관하므로1. 광고팝업창의메시지는명세서조회/변경화면과유관하므로

의미가충분하지만 팝업형식으로제공하여작업을방해하고의미가충분하지만, 팝업형식으로제공하여작업을방해하고, 의미가충분하지만,팝업형식 제공하여작업을방해하 ,
불쾌감을제공할필요는없음 그러므로팝업창형식이아닌불쾌감을제공할필요는없음 그러므로팝업창형식이아닌불쾌감을제공할필요는없음. 그러므로팝업창형식이아닌
배너형식으로제공할것을권고함배너형식으로제공할것을권고함

2 팝업창에서‘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을2. 팝업창에서 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을2. 팝업창에서 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을
체크하였지만동작이되지않고있음 만약동작되지않도록체크하였지만동작이되지않고있음 만약동작되지않도록체크하였지만동작이되지않고있음. 만약동작되지않도록
정책을수립하였다면사용자에게부정적인이미지를정책을수립하였다면사용자에게부정적인이미지를
제공하는것이므로정책개선이필요하고 의도가없다면제공하는것이므로정책개선이필요하고, 의도가없다면제공하는것이 정책개선이필 하 ,의 가없다면
정확한동작이이루어지도록기능개선이필요함정확한동작이이루어지도록기능개선이필요함정확한동작이이루어지도록기능개선이필요함

3 팝업창에서‘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문구를3. 팝업창에서 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 문구를
의도적으로문법을파괴하였다면효과가거의없기때문에의도적으로문법을파괴하였다면효과가거의없기때문에의 적 문법을파괴하였다면 과가거의없기때문에
올바른문법으로정정할것을권고드리고 실수였다면즉시올바른문법으로정정할것을권고드리고 실수였다면즉시올바른문법으로정정할것을권고드리고, 실수였다면즉시
정정할것을권고함(예)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정정할것을권고함(예) 오늘하루이창을더이상열지않음정정할 ( ) 창 상열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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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1 평가 결과(계속). 평가 결과(계속)

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

UX 평가 내용• UX 평가 내용UX 평가 내용
1 상품이1개일때 ‘조회’버튼을클릭하면화면에아무런변화가1. 상품이1개일때, 조회 버튼을클릭하면화면에아무런변화가,

없음없음없음
2 상품이2개이상일때 상품을선택하고‘조회’버튼을클릭해서2 상품이2개이상일때 상품을선택하고‘조회’버튼을클릭해서2. 상품이2개이상일때, 상품을선택하고 조회 버튼을클릭해서

내용을확인하는과정이번거로움내용을확인하는과정이번거로움

• UX개선방향성• UX개선방향성UX 개선방향성
회 버 을제거하 상 을선택하면 각적 관련1 ‘조회’버튼을제거하고 상품을선택하면즉각적으로관련1. 조회 버튼을제거하고, 상품을선택하면즉각적으로관련

정보를확인하고변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권장함정보를확인하고변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권장함정 를확인하 변경할수있 록지원하는것을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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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1 평가 결과(계속). 평가 결과(계속)

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

UX 평가 내용• UX 평가 내용UX 평가 내용
1 보유한제품은‘아이패드’이지만명세서에는1. 보유한제품은 아이패드이지만명세서에는

‘모바일(01032145016)’이라고기재되어있어서같은‘모바일(01032145016)’이라고기재되어있어서같은바일(01032145016)이라 기재되어있어서같은
내용인지확인하기어려움내용인지확인하기어려움내용인지확인하기어려움

2 여러개의모바일상품이있다면 각모바일상품간번호로만2. 여러개의모바일상품이있다면, 각모바일상품간번호로만,
구분하기어려움구분하기어려움구분하기어려움

UX개선방향성• UX개선방향성UX 개선방향성
1 고객이구매한제품명으로명세서에기재되어있는것이1. 고객이구매한제품명으로명세서에기재되어있는것이. 객이구매한제품명 명세서에기재되어있는것이

바람직함(예)아이패드 아이폰바람직함(예)아이패드 아이폰바람직함(예) 아이패드, 아이폰
2 셀룰러데이터넘버는고객에게생소하므로 별도의셀로2. 셀룰러데이터넘버는고객에게생소하므로, 별도의셀로

구성하여기술하는것이필요함 별도로구성할때식별이구성하여기술하는것이필요함. 별도로구성할때식별이구성하여기술하는것이필 함.별 구성할때식별이
용이하도록 그룹핑을하는것이필요함(예)010 3214 5016용이하도록 그룹핑을하는것이필요함(예)010-3214-5016용이하도록 그룹핑을하는것이필요함(예) 010 3214 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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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1 평가 결과(계속). 평가 결과(계속)

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

UX 평가 내용• UX 평가 내용UX 평가 내용
1 제품이1개만있지만 선택된라디오버튼이‘상품선택’영역과1. 제품이1개만있지만, 선택된라디오버튼이 상품선택 영역과,

‘명세서선택’영역의‘구분’항목에제공하고있어서화면만‘명세서선택’영역의‘구분’ 항목에제공하고있어서화면만명세서선택 영역의 구분 항목에제공하 있어서화면만
복잡해짐복잡해짐복잡해짐

개선방향성• UX개선방향성• UX 개선방향성개선방향성
1 제품이1개이하이면 선택된라디오버튼을제공할필요는1 제품이1개이하이면 선택된라디오버튼을제공할필요는1. 제품이1개이하이면, 선택된라디오버튼을제공할필요는

없음 불필 하게화면만복잡해지 객에게 별한가치없음 불필요하게화면만복잡해지고고객에게특별한가치도없음. 불필요하게화면만복잡해지고고객에게특별한가치도
제공하지않음제공하지않음제공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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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1 평가 결과(계속). 평가 결과(계속)

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

UX 평가 내용• UX 평가 내용UX 평가 내용
1 스마트명세서 모바일명세서(MMS형) 실버명세서는어떤1. 스마트명세서, 모바일명세서(MMS형), 실버명세서는어떤, ,

의미와차이가있는지알수없음의미와차이가있는지알수없음의미와차이가있는지알수없음
2 MMS는어떤의미인지파악하기어려울수있음2 MMS는어떤의미인지파악하기어려울수있음2. MMS는어떤의미인지파악하기어려울수있음
3 ‘우편명세서’선택상태에서‘이메일’항목과‘보안메일여부’3. 우편명세서 선택상태에서 이메일 항목과 보안메일여부 

항목은의미가없음항목은의미가없음항목은의미가없음
선택할수없는‘실버명세서’를제공하는것을고객은이해할수4 선택할수없는‘실버명세서’를제공하는것을고객은이해할수4. 선택할수없는 실버명세서를제공하는것을고객은이해할수
없을가능성이큼없을가능성이큼없 능성

UX개선방향성• UX개선방향성UX 개선방향성
1 스마트명세서 모바일명세서(MMS형) 실버명세서를1. 스마트명세서, 모바일명세서(MMS형), 실버명세서를

직관적인명칭으로변경할필요가있음 변경시각명세서간직관적인명칭으로변경할필요가있음. 변경시각명세서간직관적인명칭 변경할필 가있음.변경시각명세서간
명료한차이를인식할수있도록해야함 만일명료한명료한차이를인식할수있도록해야함 만일명료한명료한차이를인식할수있도록해야함. 만일명료한
명칭으로변경하기가어렵다면 명칭바로옆에도움말을명칭으로변경하기가어렵다면, 명칭바로옆에도움말을
제공할필요가있음 지금처럼하단에제공하여도굳이찾아서제공할필요가있음. 지금처럼하단에제공하여도굳이찾아서제공할필 가있음.지금처럼하단에제공하여 굳이찾아서
확인할가능성이적으며 태스크흐름상도움말이필요할때확인할가능성이적으며 태스크흐름상도움말이필요할때확인할가능성이적으며, 태스크흐름상도움말이필요할때
인지될확률이적음인지될확률이적음

2 MMS명칭은쉬운명칭으로변경해야함2. MMS 명칭은쉬운명칭으로변경해야함2. MMS명칭은쉬운명칭 변경해야함
3 ‘우편명세서’선택상태에서는‘이메일’항목과‘보안메일여부’3 ‘우편명세서’선택상태에서는‘이메일’항목과‘보안메일여부’3. 우편명세서 선택상태에서는 이메일 항목과 보안메일여부 

항목은의미가없으므로화면에노출시키지않을것을권장함항목은의미가없으므로화면에노출시키지않을것을권장함
4 선택할수없는명세서는제거하는것이바람직함4 선택할수없는명세서는제거하는것이바람직함4. 선택할수없는명세서는제거하는것이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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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1 평가 결과(계속). 평가 결과(계속)

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

UX 평가 내용• UX 평가 내용UX 평가 내용
1 화면을스크롤하지않은상태에서 ‘스마트명세서’항목을1. 화면을스크롤하지않은상태에서 스마트명세서 항목을

선택하면하단에제공하는설명문구를볼수없음선택하면하단에제공하는설명문구를볼수없음선택하면하단에제공하는설명문구를볼수없음
2 설명문구를읽었지만정확한의미파악이어려움2 설명문구를읽었지만정확한의미파악이어려움2. 설명문구를읽었지만정확한의미파악이어려움
3 설명문구내용중에‘바로가기’버튼을눌러야만다음단계인3. 설명문구내용중에 바로가기 버튼을눌러야만다음단계인

변경 신청단계로이동할수있는것인지즉 신청버튼을누를변경 신청단계로이동할수있는것인지즉,신청버튼을누를변경 신청단계 이동할수있는것인지즉,신청버튼을누를
수있는것인지명료하지않음수있는것인지명료하지않음수있는것인지명료하지않음

개선방향성• UX개선방향성• UX 개선방향성개선방향성
1 화면을스크롤하지않은상태에서‘스마트명세서’항목을1 화면을스크롤하지않은상태에서‘스마트명세서’항목을1. 화면을스크롤하지않은상태에서 스마트명세서 항목을

선택하면하단에제공하는설명문구를볼수있도록조치를선택하면하단에제공하는설명문구를볼수있도록조치를
취해야함취해야함취해야함

2 설명문구를명료하게제공해야함 예를들면 스마트폰의2 설명문구를명료하게제공해야함 예를들면 스마트폰의2. 설명문구를명료하게제공해야함. 예를들면, 스마트폰의
‘올레스마트명세서’앱을다운로드받아서확인할수있다는올레스마트명세서 앱을다운로드받아서확인할수있다는
방향성이필요함방향성이필요함방향성이필 함

3 ‘스마트명세서’를선택하고아무런고민없이바로‘신청’3 ‘스마트명세서’를선택하고아무런고민없이바로‘신청’3. 스마트명세서를선택하고아무런고민없이바로 신청 
버튼을누를수있도록화면구성을변경해야함버튼을누를수있도록화면구성을변경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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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02Approach01 Conclusion03Analysis02Approach01 Conclusion03

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1 평가 결과(계속). 평가 결과(계속)

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

UX 평가 내용• UX 평가 내용UX 평가 내용
1 우편명세서에서‘이메일명세서’로변경한후 다시‘우편1. 우편명세서에서 이메일명세서로변경한후, 다시 우편,

명세서’로변경하려고할때방법을찾지못함명세서’로변경하려고할때방법을찾지못함명세서 변경하려 할때방법을찾지못함
2 납부방법은‘지로’인데우편으로지로용지를발송하지2 납부방법은‘지로’인데우편으로지로용지를발송하지2. 납부방법은 지로인데우편으로지로용지를발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납부를하는지고객이혼란스러울수있음않는다면, 어떻게납부를하는지고객이혼란스러울수있음, 떻

• UX개선방향성• UX개선방향성UX 개선방향성
우편명세서 변경할수있 치를취해야함1 우편명세서로변경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함1. 우편명세서로변경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함

2 납부방법이‘지로’상태에서명세서를‘우편명세서’가아닌2. 납부방법이 지로 상태에서명세서를 우편명세서가아닌. 납부방법이 지 상태에서명세서를 우편명세서가아닌
다른명세서로변경하면 어떻게납부를할수있는지안내가다른명세서로변경하면 어떻게납부를할수있는지안내가다른명세서로변경하면, 어떻게납부를할수있는지안내가
필요함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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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1 평가 결과(계속). 평가 결과(계속)

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

UX 평가 내용• UX 평가 내용UX 평가 내용
1 ‘모바일명세서(MMS형)’항목을선택한후변경버튼을누르면1. 모바일명세서(MMS형) 항목을선택한후변경버튼을누르면, ,

팝업창을로딩함 그런데핸드폰번호가고객이소유한핸드폰팝업창을로딩함. 그런데핸드폰번호가고객이소유한핸드폰팝업창을 딩함. 런데핸 폰번 가 객이 유한핸 폰
번호가아니라아이패드의셀룰러데이터넘버임 그러므로번호가아니라아이패드의셀룰러데이터넘버임 그러므로번호가아니라아이패드의셀룰러데이터넘버임. 그러므로
고객은소유한핸드폰번호로변경하고싶지만변경할방법을고객은소유한핸드폰번호로변경하고싶지만변경할방법을
찾을수없음찾을수없음찾을수없음

2 ‘변경’버튼을누르면‘ l 에서웹페이지를표시할2 ‘변경’버튼을누르면‘InternetExplorer에서웹페이지를표시할2. 변경 버튼을누르면 Internet Explorer에서웹페이지를표시할
수없습니다’라는페이지로이동함수없습니다.라는페이지로이동함없 동

3 상황에따라 변경또는취소버튼이잘 안보여서선택하는데3 상황에따라 변경또는취소버튼이잘 안보여서선택하는데3. 상황에따라, 변경또는취소버튼이잘 안보여서선택하는데
어려움을겪을수있음어려움을겪을수있음어려움을겪을수있음

• UX개선방향성• UX 개선방향성개선방향성
1 고객이원하는핸드폰번호로변경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1 고객이원하는핸드폰번호로변경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1. 고객이원하는핸드폰번호로변경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

함함
2 ‘변경’버튼을누르면정상적으로동작하지만고객을불안하게2. 변경 버튼을누르면정상적으로동작하지만고객을불안하게2. 변경 버튼을누 면정상적 동작하지만 객을불안하게

하는에러페이지로의이동은 문제가있으므로안내페이지로하는에러페이지로의이동은 문제가있으므로안내페이지로하는에러페이지로의이동은 문제가있으므로안내페이지로
이동하거나안내메시지를제공하는방향을모색해야함이동하거나안내메시지를제공하는방향을모색해야함

3 변경 또는취소버튼을손쉽게누를수있도록화면크기를3. 변경 또는취소버튼을손쉽게누를수있도록화면크기를3. 변경 는취 버튼을손쉽게누를수있 록화면 기를
최적화해야함최적화해야함최적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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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 1 평가 결과(계속)2.1 평가 결과(계속). 평가 결과(계속)

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UX 평가 주요 화면 UX 평가 내용 및 개선 방향성

UX 평가 내용• UX 평가 내용UX 평가 내용
1 사용중인명세서가‘모바일명세서(MMS형)’일때 상품선택1. 사용중인명세서가 모바일명세서(MMS형)일때, 상품선택,

영역과 명세서선택영역의구분항목과유형항목모두영역과 명세서선택영역의구분항목과유형항목모두영역과 명세서선택영역의구분항목과유형항목 두
‘모바일’기재되어있어서의미파악이어려울수있음‘모바일’기재되어있어서의미파악이어려울수있음모바일 기재되어있어서의미파악이어려울수있음

개선방향성• UX개선방향성• UX 개선방향성개선방향성
1 상품선택영역 명세서선택영역의구분항목과유형항목의1 상품선택영역 명세서선택영역의구분항목과유형항목의1. 상품선택영역, 명세서선택영역의구분항목과유형항목의

내용을명 하게 할수있 변경해야함(예) 바일내용을명료하게구분할수있도록변경해야함(예)모바일내용을명료하게구분할수있도록변경해야함(예) 모바일, 
아이패드 모바일명세서아이패드, 모바일명세서아이패 , 바일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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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적용방안3 1 적용방안3 1 적용방안3.1 적용방안. 적용방안

명세서 조회/변경명세서 조회/변경

명세서 회 및 재발송 명세서 변경명세서 조회 및 재발송 명세서 변경명세서 조회 및 재발송 명세서 변경

상품 종류 모바일 홈 상품상품 종류 모바일 홈 상품
움말도움말도움말

아이폰 (010-3799-7130)아이폰 (010 3799 7130)
서비스 대상서비스 대상

아이패드 (식별번호: 010-6256-00100) 도움말아이패드 (식별번호: 010 6256 00100) 도움말도움말
우편우편우편

이메일이메일
명세서 확인 방법

이메일
명세서 확인 방법명 방

문자 메시지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도움말스마트폰 앱 도움말움말

이메일 주소 : @xxxx xxxx com• 이메일 주소 :                      @    xxxx xxxx.com

명세서 수신 설정명세서 수신 설정 • 수신 메일 보안 유무 : 보안 메일 일반 메일• 수신 메일 보안 유무 :       보안 메일 일반 메일

• 명세서 수신 유무 : 수신 수신하지 않음 도움말• 명세서 수신 유무 :       수신 수신하지 않음 도움말

변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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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03Approach01 Analysis02 Conclusion03Approach01 Analysis02

3 1 적용방안(계속)3 1 적용방안(계속)3 1 적용방안(계속)3.1 적용방안(계속). 적용방안(계속)

1 명세서 조회/변경 페이지의 정보를 크게 2개의 탭으로 구성함1. 명세서 조회/변경 페이지의 정보를 크게 2개의 탭으로 구성함명세서 회 경 페이지의 정 를 게 개의 탭 구성함

2 페이지를 접근하자마자 2개의 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디폴트 탭은2. 페이지를 접근하자마자 2개의 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디폴트 탭은

‘명세서 조회 및 재발송’ 탭임 기존의 디폴트 탭은 ‘신청/변경’임명세서 조회 및 재발송 탭임. 기존의 디폴트 탭은 신청/변경임

3 ‘신청/변경’ 레이블을 ‘명세서 변경’으로 변경함3. 신청/변경 레이블을 명세서 변경으로 변경함

4 탭의 순서를 ‘신청/변경 명세서 조회 및 재발송’에서 ‘명세서 조회 및 재발송4. 탭의 순서를 신청/변경, 명세서 조회 및 재발송에서 명세서 조회 및 재발송, 

명세서 변경’으로 변경함명세서 변경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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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03Approach01 Analysis02 Conclusion03Approach01 Analysis02

3 1 적용방안(계속)3 1 적용방안(계속)3 1 적용방안(계속)3.1 적용방안(계속). 적용방안(계속)

1 신청/변경 페이지는 조회와 변경으로 이원화된 인터페이스 구성을 ‘선택과1. 신청/변경 페이지는 조회와 변경으로 이원화된 인터페이스 구성을 선택과청 경 페이지 회와 경 이 화 터페이 구성을 택과

변경’의 통합된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변경함변경의 통합된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변경함

2 ‘상품선택’ 레이블을 ‘상품 종류’로 변경함2. 상품선택 레이블을 상품 종류로 변경함

3 ‘홈상품(컨버전스 유선합산 포함)’ 레이블을 ‘홈 상품’으로 변경함3. 홈상품(컨버전스, 유선합산 포함) 레이블을 홈 상품으로 변경함

4 ‘명세서 선택’ 레이블을 ‘서비스 대상’으로 변경함4. 명세서 선택 레이블을 서비스 대상으로 변경함

5 명세서 선택 영역의 구분 유형 상세 정보 납부 방법 납부 일자 항목을5. 명세서 선택 영역의 구분, 유형, 상세 정보, 납부 방법, 납부 일자 항목을

제거함 또한 자동납부 신청/변경 요금합산 신청 월별요금조회제거함. 또한 자동납부 신청/변경, 요금합산 신청, 월별요금조회, 

청구항목안내 해지 버튼을 제거함 왜냐하면 명세서 변경이라는 목적을청구항목안내, 해지 버튼을 제거함. 왜냐하면 명세서 변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 적인 정 만 재 성하였기 때 임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만으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임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만으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임

서비 대상 간 구별이 명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패 등의 실제6 서비스 대상 간 구별이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실제6. 서비스 대상 간 구별이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실제

제품(또는 서비스) 명칭을 활용함 또한 여러 대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있을제품(또는 서비스) 명칭을 활용함 또한 여러 대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있을제품(또는 서비스) 명칭을 활용함. 또한 여러 대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있을

경우 휴대폰 번호와 식별번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함 휴대폰 번호와경우 휴대폰 번호와 식별번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함 휴대폰 번호와경우, 휴대폰 번호와 식별번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함. 휴대폰 번호와

식별번호는 통상 활용하는 XXX XXXX XXXXX 방식을 채택함식별번호는 통상 활용하는 XXX-XXXX-XXXXX 방식을 채택함식별번 는 통상 활용하는 XXX XXXX XXXXX 방식을 채택함

7 ‘명세서 유형’ 레이블을 ‘명세서 확인 방법’으로 변경함 또한 항목 중 우편이7. ‘명세서 유형’ 레이블을 ‘명세서 확인 방법’으로 변경함. 또한 항목 중 우편이7. 명세서 유형 레이블을 명세서 확인 방법 변경함. 한 항목 중 우편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함 그리고 ‘이메일 명세서’ 레이블을제외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함. 그리고 ‘이메일 명세서’ 레이블을제외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함. 리 이메일 명세서 레이블을

‘이메일’로 ‘모바일 명세서(MMS형)’ 레이블을 ‘문자 메시지’로 ‘스마트‘이메일’로, ‘모바일 명세서(MMS형)’ 레이블을 ‘문자 메시지’로, ‘스마트이메일 , 바일 명세서( 형) 레이블을 문자 메시지 , 마

명세서’ 레이블을 ‘스마트폰 앱’으로 변경함명세서 레이블을 스마트폰 앱으로 변경함

8 명세서 확인 방법 영역의 항목 순서는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 스마트8. 명세서 확인 방법 영역의 항목 순서는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 스마트

앱으로 함앱으로 함

9 이메일 발송여부 선택 보안메일 여부 영역을 명세서 수신 설정 영역으로9. 이메일, 발송여부 선택, 보안메일 여부 영역을 명세서 수신 설정 영역으로

통합함 사용자를 주어로 하여 ‘발송’이 아니라 ‘수신’으로 변경함통합함. 사용자를 주어로 하여 발송이 아니라 수신으로 변경함

10 ‘발송여부 선택’ 레이블을 ‘명세서 수신 유무’로 ‘명세서 발신’을 ‘수신’으로10. 발송여부 선택 레이블을 명세서 수신 유무로, 명세서 발신을 수신으로, 

‘명세서 발송 제외’를 ‘수신하지 않음’으로 ‘보안메일 여부’를 ‘수신 메일 보안명세서 발송 제외를 수신하지 않음으로, 보안메일 여부를 수신 메일 보안

유무’로 변경함
57© 2012 InnoUX & Innodesign All rights reserved

유무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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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03Approach01 Analysis02 Conclusion03Approach01 Analysis02

3 1 적용방안(계속)3 1 적용방안(계속)3 1 적용방안(계속)3.1 적용방안(계속). 적용방안(계속)

1 분산된 도움말을 각 영역에 맞게 재구성하여 배치함1. 분산된 도움말을 각 영역에 맞게 재구성하여 배치함움말을 각 영역에 맞게 재구성하여 배치함

2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 요소는 ‘변경’ 버튼임2.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 요소는 변경 버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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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t t1 Asset report1. Asset report1. Asset reportp



1 A t t1 Asset report1. Asset report1. Asset reportp



1 A t t li t t di l1 Asset report list asset display1. Asset report-list asset display1. Asset report list asset display p p y



1 A t t t l di l1 Asset report asset class display1. Asset report-asset class display1. Asset report asset class display p p y



1 A t t ti t t l (Li t t di l )1 Asset report retirement asset only(List asset display)1. Asset report-retirement asset only(List asset display)1. Asset report retirement asset only(List asset display)  p y p y



1 A t t ti t t l ( t l di l )1 Asset report retirement asset only(asset class display)1. Asset report-retirement asset only(asset class display)1. Asset report retirement asset only(asset class display)  p y p y



1 A t t D l d th l fil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  p



1 A t t D l d th l fil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  p



1 A t t D l d th l fil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  p



1 A t t D l d th l fil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  p



1 A t t D l d th l fil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Download the excel file1. Asset report Download the excel file  p



2 C t Billi P i t2 Customer Billing Print2. Customer Billing Print2. Customer Billing Printg



2 C t Billi P i t2 Customer Billing Print2. Customer Billing Print2. Customer Billing Printg



2 C t Billi P i t2 Customer Billing Print2. Customer Billing Print2. Customer Billing Printg



3 T t l i3 Temporary payment clearing3. Temporary payment clearing3. Temporary payment clearingp y p y g



3 T t l i3 Temporary payment clearing3. Temporary payment clearing3. Temporary payment clearingp y p y g



3 T t l i3 Temporary payment clearing3. Temporary payment clearing3. Temporary payment clearingp y p y g



3 T t l i3 Temporary payment clearing3. Temporary payment clearing3. Temporary payment clearingp y p y g



I SAP UI 가이드라인I SAP UI 가이드라인I. SAP UI 가이드라인I. SAP UI 가이드라인

구분 N UI 가이드라인 사례구분 No. UI 가이드라인 사례구분 No. UI 가이드라인 사례

• 아이콘
1 유관 정보는 그룹핑을 해야 함

• 아이콘
1 유관 정보는 그룹핑을 해야 함

아이
항목

유관 정 는 룹핑을 해야 함 • 항목항목

• 항목
2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명료하게 구분해야 함

• 항목
2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명료하게 구분해야 함 • 영역: 필수/옵션/세팅

I f ti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명 하게 구분해야 함 • 영역: 필수/옵션/세팅

Information
영역 필수/옵션/세팅

Information 
hiArchitecture • YearArchitecture

3 중복된 항목과 불필요한 항목은 제거를 해야 함
Year

System
3 중복된 항목과 불필요한 항목은 제거를 해야 함 • Company codeSystem • Company codey p y

4 단일한 UI에 복수의 목적을 부과하지 말아야 함 R P i d4 단일한 UI에 복수의 목적을 부과하지 말아야 함 • Report Period4 단일한 UI에 복수의 목적을 부과하지 말아야 함 Report Period

• 조회 화면
5 조회와 결과 화면을 통합해서 제공해야 함

• 조회 화면
5 조회와 결과 화면을 통합해서 제공해야 함

회 화면
결과 화면

5 조회와 결과 화면을 통합해서 제공해야 함 • 결과 화면결과 화면

LabelingLabeling 
6 사용자 입장에서 레이블링을 해야 함 • Company code

g
S t

6 사용자 입장에서 레이블링을 해야 함 • Company code
System

사용자 입장에서 레이블링을 해야 함 p y
System

7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해야 함 • 년도 월 일 직접 입력7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해야 함 • 년도, 월, 일 직접 입력

8 가로 스크롤을 지양해야 함 조회 결과 화면8 가로 스크롤을 지양해야 함 • 조회 결과 화면8 가로 스크롤을 지양해야 함 조회 결과 화면

• 출력/미출력 정보 피드백
9 정보의 상태가 변화되면 명료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 출력/미출력 정보 피드백
9 정보의 상태가 변화되면 명료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선택/미선택 정보 피드백
정 의 상태가 변화되면 명 한 피 백을 제공해야 함 • 선택/미선택 정보 피드백선택/미선택 정보 피 백

유관 정 영역 간 상관 관계 직관적 제 해야유관 정보(또는 영역) 간 상관 관계를 직관적으로 제공해야
I t f 10

유관 정보(또는 영역) 간 상관 관계를 직관적으로 제공해야 • Temporary payment clearing 조회 결과 화면Interface 10
함

• Temporary payment clearing 조회 결과 화면Interface 함
p y p y g

함

11 내비게이션 단서를 제공해야 함 Cl 화면 A l 화면11 내비게이션 단서를 제공해야 함 • Class 화면 -Asset class 화면11 내비게이션 단서를 제공해야 함 Class 화면 Asset class 화면

• Asset report 엑셀 다운로드• Asset report 엑셀 다운로드p 엑셀 다운
C t Billi P i t 출력 프로세스 수정

12 사용자의 습관을 지원해야 함
• Customer Billing Print 출력 프로세스: 수정

12 사용자의 습관을 지원해야 함
Customer Billing Print 출력 프로세스: 수정

12 사용자의 습관을 지원해야 함 • 검색 결과가 1개인 경우 출력 프로세스• 검색 결과가 1개인 경우 출력 프로세스
• 디폴트 기간 설정• 디폴트 기간 설정디폴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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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콘(i )1 아이콘(icon)1. 아이콘(icon) II 사례분석1. 아이콘(icon)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1 적용 칙
1 유관 정보 그룹핑1 1 유관 정보 그룹핑1 1. 유관 정보 그룹핑

• 분석• 분석분석
1 영역 1와 2 룹핑이 제대 되어1 영역 1와 2: 그룹핑이 제대로 되어1. 영역 1와 2: 그룹핑이 제대로 되어영역 와 이 제대 되어

있지 않아서 직관적인 인지 및 빠른2 있지 않아서 직관적인 인지 및 빠른2 있지 않아서 직관적인 인지 및 빠른2
접근을 방해하고 있음접근을 방해하고 있음접근을 방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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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스크 흐름(t k fl ) (1/5) 화면 내 태스크 흐름 I2 태스크 흐름(task flow) (1/5): 화면 내 태스크 흐름 I2. 태스크 흐름(task flow) (1/5): 화면 내 태스크 흐름 I II 사례분석2. 태스크 흐름(task flow) (1/5): 화면 내 태스크 흐름 I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원칙
1 필수와 선택 구별 필요1. 필수와 선택 구별 필요필수와 택 구별 필
2 유관 정보 그룹핑2. 유관 정보 그룹핑2. 유관 정보 그룹핑

• 분석• 분석1 분석
1 태스크를 부담 없이 빠르게 처리하기1 1. 태스크를 부담 없이 빠르게 처리하기1 1. 태스크를 부담 없이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을위해서는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을위해서는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형태적으로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형태적으로구분할 필 가 있음 러나 형태적
볼 때 영역 1 2 3은 특별한 구별되지볼 때 영역 1, 2, 3은 특별한 구별되지볼 때 영역 1, 2, 3은 특별한 구별되지
않음 타이틀을 제 하않음 Option 타이틀을 제공하는않음. Option 타이틀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미약함 tone & manner 등으로것으로는 미약함. tone & manner 등으로것 는 미약함 등
식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즉 필수 입력2 식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즉 필수 입력2 식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즉 필수 입력

함
2

영역만 돋보이도록 디자인해야 함영역만 돋보이도록 디자인해야 함

2 옵션 영역(영역 2) 다음에 제공하는 세팅2 옵션 영역(영역 2) 다음에 제공하는 세팅2. 옵션 영역(영역 2) 다음에 제공하는 세팅
영역(영역 3)은 옵션 영역과 동일 또는영역(영역 3)은 옵션 영역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 필수적인
입력사항이라면 세팅 영역(영역 3)을입력사항이라면 세팅 영역(영역 3)을

3
입력사항이라면, 세팅 영역(영역 3)을

3 필수 영역(영역 1)에 포함하는 것이3 필수 영역(영역 1)에 포함하는 것이3
바람직함바람직함바람직함

[Asset report 조회 화면: 자산조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Asset report 조회 화면: 자산조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p 회 화면 자산 회 유하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
등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등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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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스크 흐름(t k fl ) (2/5) 화면 내 태스크 흐름 II2 태스크 흐름(task flow) (2/5): 화면 내 태스크 흐름 II2. 태스크 흐름(task flow) (2/5): 화면 내 태스크 흐름 II II 사례분석2. 태스크 흐름(task flow) (2/5): 화면 내 태스크 흐름 II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11
적용 원칙

1
• 적용 원칙적용 원칙

1 사용 습관 지원1. 사용 습관 지원사용 지
2 기억보다 단서 제공2. 기억보다 단서 제공

5
2. 기억보다 단서 제공
3 유관 정 룹핑5 3 유관 정보 그룹핑

2
5 3. 유관 정보 그룹핑

222
분석3 • 분석3 분석
1 는 대부분 엑셀 파일

3
1 Asset report는 대부분 엑셀 파일로1. Asset report는 대부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태스크를 수행하지만다운로드 받는 태스크를 수행하지만다운 받는 태 를 수행하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로움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로움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로움

[Asset report 결과 화면] 2 엑셀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어떤[Asset report 결과 화면] 2. 엑셀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어떤[ p 결과 화면] 엑셀 다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메뉴(영역 1)에 배치되어 있는지를메뉴(영역 1)에 배치되어 있는지를메뉴(영역 1)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항불필요하게 기억해야 하고 세부 항목명불필요하게 기억해야 하고, 세부 항목명
및 위치(영역 2 3)도 기억해야 하는및 위치(영역 2, 3)도 기억해야 하는및 위치(영역 , ) 기억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감을 유발시키고 소중한인지적 부담감을 유발시키고, 소중한인지적 부담감을 유발시키고, 소중한
태스크 시간을 낭비시킴태스크 시간을 낭비시킴

44
3 자연스러운 태스크 흐름으로 전환하기

4
3 자연스러운 태스크 흐름으로 전환하기3. 자연스러운 태스크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엑셀로 다운로드’ 항목을 영역위해서는 엑셀로 다운로드  항목을 영역
5에 배치하는 것이 태스크 효율성을5에 배치하는 것이 태스크 효율성을에 배치하는 것이 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임높이는 방안임높이는 방안임

[Asset report 출력 확인 화면][Asset report 출력 확인 화면][Asset report 출력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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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스크 흐름(t k fl ) (3/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2 태스크 흐름(task flow) (3/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2. 태스크 흐름(task flow) (3/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 II 사례분석2. 태스크 흐름(task flow) (3/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칙
1 사용 습관 지원1 사용 습관 지원1. 사용 습관 지원

• 분석• 분석분석
1 검색에 필 한 항목을 입력한1 검색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한1. 검색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한색에 목 력

후(영역 1) 검색 결과를 확인(영역후(영역 1) 검색 결과를 확인(영역후(영역 1) 검색 결과를 확인(영역
2)하고 검색에 필요한 항목을1 2)하고, 검색에 필요한 항목을1 2)하고, 검색에 필요한 항목을1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역 1로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역 1로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역
이동해야 하는 번거 움이 있음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C t Billi P i t 조회 화면 전판비 청구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Customer Billing Print 조회 화면: 전판비 청구 –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Customer Billing Print 조회 화면: 전판비 청구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
월별 회하는 램] 2 자연스러운 태스크 흐름을 위해서월별로 조회하는 프로그램] 2. 자연스러운 태스크 흐름을 위해서월별로 조회하는 프로그램] 2. 자연스러운 태스크 흐름을 위해서

영역 1와 영역 2은 통합해야 함영역 1와 영역 2은 통합해야 함영역 와 영역 은 통합해야 함

222

[C t Billi P i t 결과 화면 전판비 청구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Customer Billing Print 결과 화면 : 전판비 청구 –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Customer Billing Print 결과 화면 : 전판비 청구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
월별 출력하 램월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월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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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스크 흐름(t k fl ) (4/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I2 태스크 흐름(task flow) (4/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I2. 태스크 흐름(task flow) (4/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I II 사례분석2. 태스크 흐름(task flow) (4/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I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칙
1 내비게이션 단서 지원1 내비게이션 단서 지원1 1. 내비게이션 단서 지원11

• 분석• 분석분석
1 영역 1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영역1 영역 1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영역1. 영역 1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영역에서 목 택 후

2로 이동하면 이동했다는 단서가2로 이동하면 이동했다는 단서가2로 이동하면 이동했다는 단서가
[A t t의 t l di l 옵션 선택 결과 화면 자산조회 보유하고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Asset report의 asset class display 옵션 선택 결과 화면: 자산조회 – 보유하고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Asset report의 asset class display 옵션 선택 결과 화면: 자산조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건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영역 2에서 영역 1로 이동하였다는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영역 2에서 영역 1로 이동하였다는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 등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영역 에서 영역 이동하였다는
정황 두를 기억하 있어야 함

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 등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정황 모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함

정 를 자산 룹 및 개별 자산 등 리 여주는 램]
정황 모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그러나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그러나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UI가 지원해야 함것이 아니므로 UI가 지원해야 함것이 아니므로 UI가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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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report의 asset class display 옵션 선택 결과에서 class 선택 화면][Asset report의 asset class display 옵션 선택 결과에서 class 선택 화면]p p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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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스크 흐름(t k fl ) (5/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II2 태스크 흐름(task flow) (5/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II2. 태스크 흐름(task flow) (5/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II II 사례분석2. 태스크 흐름(task flow) (5/5): 페이지 간 태스크 흐름 III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칙
1 사용 습관 지원1 사용 습관 지원1. 사용 습관 지원

• 분석• 분석분석
1 린팅을 할 때 반 시 거쳐야 하는1 프린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1. 프린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때 시 거쳐야 하

프로세스는 ‘수정’임 그러나프로세스는 ‘수정’임 그러나프로세스는 수정 임. 그러나
대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대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대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변경할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변경할아니기 때문에 세 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필요가 있음필요가 있음

2 자연스러운 태스크 흐름으로2. 자연스러운 태스크 흐름으로2. 자연스러운 태스크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출력 버튼을전환하기 위해서는 출력 버튼을전환하기 위해서는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 유무를 확인하는누르면 출력 유무를 확인하는누르면 출력 유무를 확인하는
사항을 먼저 제공하고 부가적으로사항을 먼저 제공하고 부가적으로사항을 먼저 제공하고, 부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용자에 한하여수정이 필요한 사용자에 한하여수정이 필요한 사용자에 한하여

정을 할 있 화면을 성할수정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수정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수정을 할 수 있 록 화면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필요가 있음필요가 있음

[Customer Billing Print 결과 수정 화면: 전판비 청구 –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Customer Billing Print 결과 수정 화면: 전판비 청구 –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g
청구 월별로 조회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청구 월별로 조회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청구 월별 회하여 출력하는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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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f )3 폼(form)3. 폼(form) II 사례분석3. 폼(form)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칙
1 사용자 중심 레이블1 1 사용자 중심 레이블1 1. 사용자 중심 레이블1

• 분석• 분석분석
1 영역 1 사용자 중심적인 레이블은1 영역 1: 사용자 중심적인 레이블은1. 영역 1: 사용자 중심적인 레이블은영역 사용자 적 레이

C d 가 아니라Company code가 아니라Company code가 아니라
Company이어야 함 CompanyCompany이어야 함. CompanyCompany이어야 함. Company 
code는 서비스 제공자 위주임code는 서비스 제공자 위주임는 서비 제공자 위주임

[Asset report 조회 화면: 자산조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Asset report 조회 화면: 자산조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p 회 화면 자산 회 유하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
등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등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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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f )3 폼(form)3. 폼(form) II 사례분석3. 폼(form)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칙
1 중복 작업 지양1 중복 작업 지양1. 중복 작업 지양
2 사용자 실수 방지2. 사용자 실수 방지2. 사용자 실수 방지
3 사용 습관 지원1 3. 사용 습관 지원1 사용 습관 지원1

분석• 분석분석
1 영역 1: Fiscal year와 Posting1. 영역 1: Fiscal year와 Posting1. 영역 1: Fiscal year와 Posting 

date의 년도 입력 항목이 중복됨date의 년도 입력 항목이 중복됨. 의 년 입력 항목이 중복됨
P i d 의 년 를 입력하면Posting date의 년도를 입력하면2 Posting date의 년도를 입력하면2 g
자동적으로 Fi l 가2 자동적으로 Fiscal year가2 자동적으로 Fiscal year가
입력되도록 처리 필요입력되도록 처리 필요입력되도록 처리 필요

2 영역 2 년도 월 일을 직접2 영역 2: 년도 월 일을 직접2. 영역 2: 년도, 월, 일을 직접
입력하면 실수가 많이 발생함입력하면 실수가 많이 발생함[T t l i 조회 화면 전불금 관련 프로세스 한가지 업무에 입력하면 실수가 많이 발생함. [Temporary payment clearing 조회 화면: 전불금 관련 프로세스-한가지 업무에
선택할 수 있도록 UI로 변경하는

[Temporary payment clearing 조회 화면: 전불금 관련 프로세스 한가지 업무에
연계된 3종류의 생성 전 확인 하여 Cl i 처리 지원하는 램 선택할 수 있도록 UI로 변경하는연계된 3종류의 생성 전표 확인 하여 Clearing처리 지원하는 프로그램 ] 선택할 수 있도록 UI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계된 3종류의 생성 전표 확인 하여 Clearing처리 지원하는 프로그램 ]

것이 바람직함것이 바람직함것이 바람직함

3 영역 2 사용자가 당일 날을3. 영역 2: 사용자가 당일 날을3. 영역 2:  사용자가 당일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 검색을 한다면기준으로 한달 정도 검색을 한다면, 기준으로 한달 정도 검색을 한다면,
자동 당일 날과 당일 날 터자동으로 당일 날과 당일 날로부터자동으로 당일 날과 당일 날로부터자동 당일 날과 당일 날 부터
한달 일시가 세팅되도록 처리하는한달 일시가 세팅되도록 처리하는한달 일시가 세팅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것이 바람직함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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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f )3 폼(form)3. 폼(form) II 사례분석3. 폼(form)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칙
1 단일 UI의 복수 목적 달성 지양1 단일 UI의 복수 목적 달성 지양1. 단일 UI의 복수 목적 달성 지양
2 유관 정보의 그룹핑2. 유관 정보의 그룹핑2. 유관 정보의 그룹핑

분석• 분석• 분석석
1 영역 1 F 일시만 입력할 때와1 영역 1: From 일시만 입력할 때와1. 영역 1: From 일시만 입력할 때와

from와 to 일시를 모두 입력할 때의from와 to 일시를 모두 입력할 때의from와 to 일시를 모두 입력할 때의
동작방식이 다르므로 2개의동작방식이 다르므로, 2개의동작방식이 다 , 개의
옵션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옵션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옵션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하나의 옵션은 f 일시만즉 하나의 옵션은 from 일시만즉 하나의 옵션은 from 일시만
입력하게 하고 나머지 옵션은 from입력하게 하고, 나머지 옵션은 from입력하게 하고, 나머지 옵션은 from 
및 to 일시를 모두 입력하도록및 to 일시를 모두 입력하도록및 일시를 두 입력하 록
구성하는 것임구성하는 것임구성하는 것임

2 영역 2: 2개 옵션 중 하나를2. 영역 2: 2개 옵션 중 하나를2. 영역 2: 2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 핑을 하 것이선택하도록 그룹핑을 하는 것이1 선택하도록 그룹핑을 하는 것이1 선택하 록 룹핑을 하는 것이
필요함

1
필요함필요함

222

[A t t 조회 화면 자산조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Asset report 조회 화면: 자산조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Asset report 조회 화면: 자산조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조건으로 검색하여 자산의 취득가치 및 감가상각 정보를 자산그룹 및 개별 자산
등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등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등으로 리스트로 보여주는 프로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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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f )3 폼(form)3. 폼(form) II 사례분석3. 폼(form)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
1

적용 칙
1 중복 작업 지양1 1 중복 작업 지양1 1. 중복 작업 지양
2 가로 스크롤 지양2. 가로 스크롤 지양2. 가로 스크롤 지양
3 불필요한 항목 제거3. 불필요한 항목 제거2 불필 한 항목 제거22
분석• 분석분석
1 영역 1 2: 중복된 항목이 있다면1. 영역 1, 2: 중복된 항목이 있다면,1. 영역 1, 2: 중복된 항목이 있다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정하는 것이 필 함

2 가로 스크롤 항목을 과도하게2 가로 스크롤: 항목을 과도하게2. 가로 스크롤: 항목을 과도하게
[C t Billi P i t 결과 화면 전판비 청구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 제공하여 가로 스크롤이 발생하고[Customer Billing Print 결과 화면: 전판비 청구 –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 제공하여 가로 스크롤이 발생하고[Customer Billing Print 결과 화면: 전판비 청구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
월별 회하여 출력하 램

제공하여 가로 스크롤이 발생하고
월별로 조회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 있음 반드시 필수적인 항목만월별로 조회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 있음. 반드시 필수적인 항목만있음 반 시 필수적인 항목만

제시하여 가로 스크롤이 발생하지제시하여 가로 스크롤이 발생하지제시하여 가로 스크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용자에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용자에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용자에
한하여 항목을 추가해서한하여 항목을 추가해서한하여 항목을 추가해서
활 하 할 필 가 있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활용하 록 유 할 필 가 있음

3 C d 처럼 불필요한3 Company code처럼 불필요한3. Company code처럼 불필요한
항목은 제거할 필요가 있음항목은 제거할 필요가 있음항목은 제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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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f )3 폼(form)3. 폼(form) II 사례분석3. 폼(form)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칙
1 사용 습관 지원1 사용 습관 지원1. 사용 습관 지원
2 출력 정보와 미출력 정보 간 구별2. 출력 정보와 미출력 정보 간 구별2. 출력 정보와 미출력 정보 간 구별
3 항목 간 직관적 구별3. 항목 간 직관적 구별항목 간 직관적 구별

분석• 분석분석
1 검색 결과가 1개라면 check 항목이1. 검색 결과가 1개라면, check 항목이1. 검색 결과가 1개라면, check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여 곧바로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여 곧바로자동 선택되 록 하여 곧바
출력이 가능하 록 치 필요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2 검색 결과가 2개 이상이고 그 중2. 검색 결과가 2개 이상이고, 그 중2. 검색 결과가 2개 이상이고, 그 중
1 일부를 출력하였다면 출력한1 일부를 출력하였다면 출력한1 일부를 출력하였다면 출력한

상태와 미출력된 상태를 쉽게 구별상태와 미출력된 상태를 쉽게 구별상태와 미출력된 상태를 쉽게 구별
필요필요필요

영역 화면의 제약 때 에 항 명3 영역 1: 화면의 제약 때문에 항목명3. 영역 1: 화면의 제약 때문에 항목명영역 화면의 제약 때문에 항목명
표시가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항목표시가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항목표시가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항목
간 식별이 어렵다면 불필요한간 식별이 어렵다면 불필요한간 식별이 어렵다면 불필요한
작업이 발생함 그러므로 full작업이 발생함. 그러므로 full 작업이 발생함 러 로

을 시하거나 통용되name을 모두 표시하거나 통용되는name을 모두 표시하거나 통용되는
[Customer Billing Print 결과 화면: 전판비 청구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

을 두 시하거나 통용되는
약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Customer Billing Print 결과 화면: 전판비 청구 –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
약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g 결과 화면 전판비 청구 판매 전력요금을 해당 청구
월별로 조회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 약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월별로 조회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월별로 조회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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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f )3 폼(form)3. 폼(form) II 사례분석3. 폼(form)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칙
1 가로 스크롤 지양1 가로 스크롤 지양1. 가로 스크롤 지양
2 선택 정보와 미선택 정보 간 구별2. 선택 정보와 미선택 정보 간 구별2. 선택 정보와 미선택 정보 간 구별
3 선택한 정보 전체 쉽게 확인3. 선택한 정보 전체 쉽게 확인선택한 정 전체 쉽게 확인
4 영역별 직관적 식별 필4 영역별 직관적 식별 필요4. 영역별 직관적 식별 필요

1
직 적 식

11
분석• 분석분석
1 영역별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면1. 영역별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면, 영역별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면,

영역별 가 스 롤과 세영역별로 가로 스크롤과 세로영역별로 가로 스크롤과 세로
스크롤이 발생하여 화면의2 스크롤이 발생하여 화면의2 스크롤이 발생하여 화면의2
복잡도가 과도하게 높아짐 특히 각복잡도가 과도하게 높아짐. 특히 각복잡도가 과도하게 높아짐. 특히 각
영역별로 여러 데이터를 분산해서영역별로 여러 데이터를 분산해서영역별 여러 데이터를 분산해서
선택하였다면 선택한 데이터를선택하였다면 선택한 데이터를선택하였다면 선택한 데이터를

3 통합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움3 통합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움3 통합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움. 
그러므로 현재의 UI 구조는 조정이그러므로 현재의 UI 구조는 조정이러므로 현재의 UI 구조는 조정이
필 함필요함[Temporary payment clearing의 Cash journal document clearing 옵션 선택 필요함[Temporary payment clearing의 Cash journal document clearing 옵션 선택 필 함[ p y p y g의 j g 택

결과 화면 전불금 관련 프로세스 한가지 업무에 연계된 3종류의 생성 전표 확인결과 화면: 전불금 관련 프로세스-한가지 업무에 연계된 3종류의 생성 전표 확인결과 화면: 전불금 관련 프로세스 한가지 업무에 연계된 3종류의 생성 전표 확인
하여 Cl i 처리 지원하는 램(현금)] 2 영역별 식별성이 떨어짐 영역별하여 Clearing처리 지원하는 프로그램(현금)] 2 영역별 식별성이 떨어짐 영역별하여 Clearing처리 지원하는 프로그램(현금)] 2. 영역별 식별성이 떨어짐. 영역별

타이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임타이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임. 타이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임
타이틀을 아이 영역 다 먼저타이틀을 아이콘 영역보다 먼저타이틀을 아이콘 영역보다 먼저타이틀을 아이콘 영역 다 먼저
배치시키고 타이틀 크기를 키워야배치시키고 타이틀 크기를 키워야배치시키고, 타이틀 크기를 키워야
함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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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f )3 폼(form)3. 폼(form) II 사례분석3. 폼(form) II. 사례분석사례분석

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화면 적용 원칙 및 분석

적용 원칙• 적용 원칙4 3 • 적용 원칙4 3 적용 칙
1 유관 정보 간 상관성 표시

4 3
1 유관 정보 간 상관성 표시1. 유관 정보 간 상관성 표시
2 선택 정보와 미선택 정보 간 구별2. 선택 정보와 미선택 정보 간 구별2. 선택 정보와 미선택 정보 간 구별
3 도움말 지원3. 도움말 지원움말 지원
4 유관 정 의 룹핑4 유관 정보의 그룹핑4. 유관 정보의 그룹핑1 유 의11
분석• 분석분석
1 영역별 데이터를 선택하면 영역1. 영역별 데이터를 선택하면 영역2 영역별 데이터를 선택하면 영역

3에서 유관된 항목의 데이터가
2

3에서 유관된 항목의 데이터가
2

3에서 유관된 항목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동됨 이때 어떤 항목이자동으로 변동됨 이때 어떤 항목이자동으로 변동됨. 이때 어떤 항목이
유관되었고 어떻게 데이터가유관되었고, 어떻게 데이터가[Temporary payment clearing의 ATO clearing 옵션 선택 결과 화면: 전불금 유관되었고, 어떻게 데이터가

할
[Temporary payment clearing의 ATO clearing 옵션 선택 결과 화면: 전불금

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p y p y g의 g 옵션 선택 결과 화면 전불금
정산(ATO) 현금이 아닌 가지금 발생한 부분에 발생한 전표를 확인 하여 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정산(ATO)-현금이 아닌 가지금 발생한 부분에 발생한 전표를 확인 하여 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 록

조치가 필요함
정산(ATO) 현금이 아닌 가지금 발생한 부분에 발생한 전표를 확인 하여
l i 처리 지원하 램 조치가 필요함Clearing처리 지원하는 프로그램 ] 조치가 필요함Clearing처리 지원하는 프로그램 ]

2 영역 3에서 balance가 0이2. 영역 3에서 balance가 0이2. 영역 3에서 balance가 0이
아니어 작업을 완 할 있아니어도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아니어도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아니어 작업을 완 할 수 있 록
영역 4를 체크할 수 있다는 설명이영역 4를 체크할 수 있다는 설명이영역 4를 체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함 설명은 영역 3에 배치될필요함 설명은 영역 3에 배치될필요함. 설명은 영역 3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필요가 있음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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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결과 화면2 조회 결과 화면2. 조회 결과 화면 II 화면표준안/UI개선사례 분석 및 가이드2. 조회 결과 화면 II. 화면표준안/UI개선사례 분석 및 가이드

화면 표준안 화면 표준안 분석 및 UX 가이드화면 표준안 화면 표준안 분석 및 UX 가이드화면 표준안 화면 표준안 분석 및 UX 가이드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원칙
1 조회 조건과 조회 결과를 페이지 이동1. 조회 조건과 조회 결과를 페이지 이동회 과 회 결과를 페이지 이동

없이 같은 화면에서 제공없이 같은 화면에서 제공
1

없이 같은 화면에서 제공
2 회 건은 페이지 이동 없이 수정 가능1 2 조회 조건은 페이지 이동 없이 수정 가능1 2. 조회 조건은 페이지 이동 없이 수정 가능

및 수정 후 즉시 결과 반영및 수정 후 즉시 결과 반영및 수정 후 즉시 결과 반영

분석• 분석분석
1 조회 조건과 조회 결과를 동일한1. 조회 조건과 조회 결과를 동일한회 건과 회 결과를 동일한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조회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조회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조회
건이 화면을 과 하게 점유하조건이 화면을 과도하게 점유하고조건이 화면을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음(영역 1)있음(영역 1)있음(영역 )
2 조회 조건을 조회 결과 페이지에서2. 조회 조건을 조회 결과 페이지에서2. 조회 조건을 조회 결과 페이지에서

할수정할 수 없음수정할 수 없음
화면 표준안 계획화면 표준안 계획

UX 가이드• UX 가이드UX 가이드
1 S l ti S (조회조건 화면)에서 입력한 조회조건을 조회결과 화면 1 조회 조건을 가능한 한 1줄에 제공할1 Selection Screen(조회조건 화면)에서 입력한 조회조건을 조회결과 화면 1. 조회 조건을 가능한 한 1줄에 제공할1. Selection Screen(조회조건 화면)에서 입력한 조회조건을 조회결과 화면

필요가 있으며 최대 2줄을 초과하지상단에 제공함 필요가 있으며, 최대 2줄을 초과하지상단에 제공함 필 가 있 며, 최대 줄을 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않을 것을 권고함않을 것을 권고함

2 조회 조건을 페이지 이동 없이 즉시 수정2. 조회 조건을 페이지 이동 없이 즉시 수정
및 결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및 결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및 결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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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결과 화면2 조회 결과 화면2. 조회 결과 화면 II 화면표준안/UI개선사례 분석 및 가이드2. 조회 결과 화면 II. 화면표준안/UI개선사례 분석 및 가이드

화면 표준안 화면 표준안 분석 및 UX 가이드화면 표준안 화면 표준안 분석 및 UX 가이드화면 표준안 화면 표준안 분석 및 UX 가이드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원칙
1 1 유관 정보 그룹핑1 1. 유관 정보 그룹핑1 유 정 핑1

분석• 분석2 분석2
1 유관 정보끼리 그룹핑이 되어있지 않음

2
1. 유관 정보끼리 그룹핑이 되어있지 않음. 유관 정 끼리 룹핑이 되어있지 않음

영역 1과 영역 3은 유관 정보임 그러나영역 1과 영역 3은 유관 정보임. 그러나영역 1과 영역 3은 유관 정보임. 그러나
영역 1과 영역 사이에 영역 가 있어서영역 1과 영역 3 사이에 영역 2가 있어서영역 1과 영역 3 사이에 영역 2가 있어서

3 정보 식별이 떨어짐3 정보 식별이 떨어짐3 정 식별이 떨어짐3

가이• UX 가이드• UX 가이드
1 유관 정보인 영역 1과 영역 3을 통합하는1. 유관 정보인 영역 1과 영역 3을 통합하는유관 정 인 영역 과 영역 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SAP의 고유 특성 상것이 바람직하지만 SAP의 고유 특성 상것이 바람직하지만 SAP의 고유 특성 상
불가능하다면 영역 1의 아이콘을불가능하다면, 영역 1의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배치하여 정보 인식성을화면 표준안 계획 오른쪽으로 배치하여 정보 인식성을화면 표준안 계획 른쪽 배치하여 정 인식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강화할 필요가 있음강화할 필요가 있음

1 SAP 표준안을 수용함1 SAP 표준안을 수용함1. SAP 표준안을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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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결과 화면(3/4)2 조회 결과 화면(3/4)2. 조회 결과 화면(3/4) II 화면표준안/UI개선사례 분석 및 가이드2. 조회 결과 화면(3/4) II. 화면표준안/UI개선사례 분석 및 가이드

화면 표준안 화면 표준안 분석 및 UX 가이드화면 표준안 화면 표준안 분석 및 UX 가이드화면 표준안 화면 표준안 분석 및 UX 가이드

적용 원칙• 적용 원칙적용 원칙
1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직관적인1.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직관적인항목을 택할 수 있 직 적

형식(f ) 제공형식(form) 제공형식(form) 제공
2 항목 선택 시 ‘선택했다는’ 직관적인2 항목 선택 시 ‘선택했다는’ 직관적인2. 항목 선택 시 선택했다는  직관적인

피드백 제공피드백 제공피 백 제공

분석• 분석분석
1 영역 1은 영역 2에 비해 항목 선택의1. 영역 1은 영역 2에 비해 항목 선택의영역 은 영역 에 비해 항목 선택의

직관적인 유도( ff d )가 부족함직관적인 유도(affordance)가 부족함직관적인 유도(affordance)가 부족함
222

• UX 가이드• UX 가이드1 가이
1 영역 1보다 영역 2를 채택하는 것이1 1. 영역 1보다 영역 2를 채택하는 것이1 1. 영역 1보다 영역 2를 채택하는 것이

함바람직함바람직함
2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은 다른화면 표준안 계획 2.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은 다른화면 표준안 계획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다르게 표현해야 함 예를 들면항목과 다르게 표현해야 함 예를 들면,항목과 다르게 표현해야 함. 예를 들면, 
1 체크 박스를 사용하지 않음(영역 1) 칼라를 다르게 표시하는 것임1 체크 박스를 사용하지 않음(영역 1) 칼라를 다르게 표시하는 것임1. 체크 박스를 사용하지 않음(영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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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토의토의:토의:토의:의

설계 디자인설계 또는 GUI 디자인설계 또는 GUI 디자인설계 또는 GUI 디자인설계 또는 GUI 디자인설계 또는 GUI 디자인
시 /시 UI/UX시 UI/UX시 UI/UX시 UI/UX 시 /
가이 라인은 도움을가이드라인은 도움을가이드라인은 도움을가이드라인은 도움을가이드라인은 도움을가이 라인은 움을
제공하지 못하는가?제공하지 못하는가?제공하지 못하는가?제공하지 못하는가?제공하지 못하는가?제공하지 못하는가

페이지 디자인보다페이지 디자인보다페이지 디자인보다페이지 디자인보다페이지 디자인보다페이지 디자인 다
인터랙션 디자인이인터랙션 디자인이인터랙션 디자인이인터랙션 디자인이인터랙션 디자인이

하다 가중요하다고 보는가?중요하다고 보는가?중요하다고 보는가?중요하다고 보는가? 중 하다 는가
렇다면 이것을그렇다면 이것을그렇다면 이것을그렇다면 이것을그렇다면 이것을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설계해결할 수 있는 설계해결할 수 있는 설계해결할 수 있는 설계해결할 수 있는 설계해결할 수 있는 설계
방법 또는 설계방법 또는 설계방법 또는 설계방법 또는 설계방법 또는 설계방법 는 설계
프로세스는 기존에프로세스는 기존에프로세스는 기존에프로세스는 기존에프로세스는 기존에세 는 기존에
없었던 것인가?없었던 것인가?없었던 것인가?없었던 것인가?없었던 것인가?없었 것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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