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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1  적합성적합성적합성적합성 평가평가평가평가 Checklist

기준 No. Title Contents 내용 전문가 검토의견

1.2 Display Formats

1.2.1 Continuous Text

Displays
15 Inter-Word Spacing

 Consistent spacing between the words of displayed text

should be maintained, with left justification of lines and

ragged right margins. A minimum of one character

width (capital N for proportional spacing) should be

used between words.

text의 단어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야함. 한

문자의 최소 폭은(비례 간격-대문자 N) 단어 사이에 사용

되어야 한다

16 Inter-Line Spacing

 A minimum of two stroke widths or 15 percent of

character height, whichever is greater, should be used

for spacing between lines of text.

text의 선들 사이 공간- 문자 높이의 15%나 2 stroke 폭의

최소치중 더 큰것이 사용되어야함.

1.2.2 Tables and Lists 1 Logical Organization
 Information should be organized in some recognizable

logical order to facilitate scanning and assimilation.

정보는 스캐닝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논리적 순서로 정

리되어져야함

9
Justification of

Alphabetic Data

 Columns of alphabetic data should be displayed with

left justification to permit rapid scanning.
알파벳 data의 열은 좌측 정렬로 표시

10
Justification of Numeric

Data

 Columns of numeric data should be justified with

respect to a fixed decimal point; if there is no decimal

point, then numbers should be right-justified.5908

숫자 data의 열은 일정한 소수점까지 정렬함. 소수점이 없

는 수는 우측정렬함[right-justified]

11
Arabic Numerals for

Numbered List Items

 Arabic rather than Roman numerals should be used

when listed items are numbered.

나열된 항목에 번호가 붙여질때 로마 숫자보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12
Numbered Items Start

with '1'

 Item numbers should begin with one rather than

zero.5908
항목 번호는 0 보다도 1로 시작해야 함.

1.2.3 Data Forms and Fields 5
Visually Distinct Labels

and Data Entry Areas

 Clear visual definition of data fields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data are distinct from labels and other display

features.

자료의 명확한 시각적 정의 필요 - 라벨과 다른 표시 특성

과 차이가 나도록

6

Separation of Field

Label and Data Entry

Area

 The label and the data entry area should be separated by

at least one character space.5908

라벨과 자료 기입 영역은 최소 한개 문자 간격으로 분리

되어야 함

1. INFORMATIO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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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ustification: Data Field

Labels of Unequal

Length

 When label sizes vary greatly, labels should be right

justified and the data fields should be left justified. One

space should be left between each label and the data

field.5908

라벨 사이즈가 매우 다양할때, 라벨은 우측 정렬, 데이터

는 좌측 정렬함. 각 라벨과 데이터 사이에 한칸 간격이 있

어야함.

16
Labeling Groups of Data

Fields

 A field group heading should be centered above the

labels to which it applies.5908
field group 제목은 쓰인 라벨들 위쪽 중심에

18
Headings and Label

Indentation

 When headings are located on the line above related

screen fields, the labels should be indented a minimum

of five spaces from the start of the heading.

제목이 화면 위쪽 선에 위치할때, 라벨은 제목의 시작점

에서 최소 5칸 들여씀.

1.2.4 Bar Charts and

Histograms
3 Bar Spacing

 When data must be compared, bars should be adjacent

to one another and spaced such that a direct visual

comparison can be made without eye movement.

자료가 비교되어야 할때, bar들은 서로 인접하고, 눈 움직

임 없이 바로 시각적으로 비교할수 있을만큼의 간격을 두

어야 함.

4
Consistent Orientation

of Bars

 In a related series of bar charts, a consistent orientation

of the bars (vertical or horizontal) should be adopted.

막대 도표-수직이나 수평 막대들의 일정한 orientation 채

택

1.2.5. Graphs 7 Trending Time Intervals
 Trend displays should be capable of showing data

collected during time intervals of different lengths.

trend 표시는 다른 간격의 시간 동안 모인 자료를 보여줄

수 있어야함.

16
Linear Profile Pattern

Recognition

 The graph should form recognizable geometric patterns

for specific abnormal conditions.

그래프는 특수한 비정상적 조건들에 대해서 인식할수 있

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형성해야함.

1.2.7 Flowcharts 5
Conventional Path

Orientation

 Flowcharts should be designed so that the path of the

logical sequence is consistent with familiar orientation

conventions.

순서도-논리적 결과

1.2.8 Mimics and Diagrams 3 Line Points of Origin
 All flow path line origin points should be labeled or

begin at labeled components.5908, 0700

모든 flow path line 원점은 라벨을 붙이거나 구성요소에

라벨을 붙이기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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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ne Termination Points
 All flow path line destination or terminal points should

be labeled or end at labeled components.5908, 0700

모든 flow path line 의 destination 이나 terminal points는 라

벨이 붙여져야하거나 구성요소에 라벨화가 끝나야 한다.

5 Directional Arrowheads
 Flow directions should be clearly indicated by

distinctive arrowheads.5908, 0700

flow 방향은 구별이 분명한 화살표에 의해 명확히 나타내

져야 합니다.

7 Overlapping Lines  Overlapping of flow path lines should be avoided. flow path line의 중복은 피해야 함

1.3 Display Elements

1.3.1 Alphanumeric Characters 1
Conventional Use of

Mixed Case

 Text to be read (except labels) should be presented

using upper and lower case characters.
라벨을 제외한 텍스트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현

2 Font Style

 A clearly legible font should be utilized. Fonts should

have true ascenders and descenders, uniform stroke

width, and uniform aspect ratio.

명확히 읽기 쉬운 폰트 사용-ascender, decender-일관성이

있는 스트로크 너비와 종횡비를 가져야 함.

4
Character Size for Text

Readability

 The height of characters in displayed text or labels

should be at least 16 minutes of arc and the maximum

character height should be 24 minutes of arc.

텍스트나 라벨에 표시된 문자 높이는 최소 16분이고, 최

대 문자 높이는 24분

5
Character Height-to-

Width Ratio

 For fixed (as opposed to proportionally spaced)

presentations, the height-to-width ratio should be

between 1:0.7 to 1:0.9.

height-to-width 비율은 1:0.7 사이에서 1:0.9

7 Inter-Character Spacing

 Horizontal separation between characters or symbols

should be between 10 and 65 percent of character or

symbol height.

문자나 기호사이의 수평적 분리는 문자나 기호 높이의

10~65%사이 여야함.

1.3.2 Abbreviations and

Acronyms
4

Punctuation of

Abbreviations

 Abbreviations and acronyms should not include

punctuation.
약어와 두자어는 구두법을 포함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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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void O and I in

Arbitrary Codes

 The use of the letters O and I in a non-meaningful code

should be avoided since they are easily confused with

the numbers 0 (zero) and 1 (one), respectively.5908

non-meaningful 코드에 있는 문자 O 와 I  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숫자 0 (zero) 과 1 (one) 로 헛갈릴수 있으

므로.

7

Combining Letters and

Numbers in Arbitrary

Codes

 When codes combine both letters and numbers, letters

should be grouped together and numbers grouped

together rather than interspersing letters with numbers.

코드가 문자와 숫자를 함께 쓸때,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

는 숫자끼리 그룹지어 사용

1.3.3 Labels 5 Distinctive Labels

 Labels should be uniquely and consistently highlighted,

capitalized, or otherwise emphasized to differentiate

them from other screen structures and data.

라벨은 독특하고 일관성있게 밝게 쓰고, 대문자로 쓰거나

다른 스크린 구조와 자료들과 차별화하여 강조해야함.

6 Label Separation
 Labels should be separated from one another by at least

two standard character spaces.5908
라벨은 서로 분리시켜야함-최소 두 문자 간격으로

9
Labels for Graphical

Objects

 The label for a specific graphical object (e.g., an icon)

should be placed in close proximity to the object.

아이콘 같은 특수 그래픽 개체에 대한 라벨은 개체 가까

이에 표시함

1.3.4 Icons and Symbols 1 Appropriate Use of Icons
 The primary use of icons in graphic displays should be

to represent actual objects or actions.
그래픽 표시에 있어서 아이콘 사용

5 Distinguishability

 Each icon and symbol should represent a single object

or action, and should be easily discriminable from

all other icons and symbols.

각 아이콘과 기호는 하나의 개체나 작동(action)을 나타내

야하고, 다른 모든 아이콘과 기호들과 쉽게 구분되어져야

함

9 Size

 Icons and symbols should be large enough for the user

to perceive the representation and discriminate it from

other icons and symbols.

아이콘과 기호들은 사용자가 다른 것들과 구별하고 인식

하기에 충분하도록 크게 표시되어야함

10 Highlighting
 An icon or symbol should be highlighted when the user

has selected it.5908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콘이나 기호에는 밝게 빛이 들어와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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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abeling Icons  Icons should be accompanied by a text label. 아이콘은 텍스트 라벨이 같이 있어야함

1.3.5 Numeric Data 5 Rate of Display Change
 Digital displays should change slowly enough to be

readable.5908

디지털 표시는 충분히 읽을수 있도록 느리게 변화되어야

함

7
Direct Display of

Differences

 If users must evaluate the difference between two sets of

data, the difference should be presented on the

display.

사용자가 2세트의 자료간의 차이를 평가해야 한다면, 그

차이는 화면 표시위에 나타나야함

8 Orientation of Numbers  All numbers should be oriented upright.5908 모든 수는 직립하여 지향됨

1.3.6 Scales, Axes, and Grids 1 Orientation of Scales
 Numbers on a scale should increase clockwise, left to

right, or bottom to top.5908

눈금의 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인 시계방향이나 아래에서

위로 증가해야함

2 Scale Intervals
 Nine should be the maximum number of tick marks

between numbers.
tick marks의 최대수는 9.

3
Scaling in Standard

Intervals

 Scales should have tick marks at a standard interval of

1, 2, 5, or 10 (or multiples of 10) for labeled divisions;

intervening tick marks to aid visual interpol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labeled scale interval.

scaling은 라벨화된 간격에 대해서 1,2,5 또는 10 (또는 10

의 배수)의 표준이되는 간격에 tick marks를 갖는다.

7 Scaling Conventions

 Conventional scaling practice should be followed, in

which the horizontal X-axis is used to plot time or the

postulated cause of an event, and the vertical Y-axis is

used to plot the effect.

scaling.

수평의 X-축은 event의 시간이나 가정된 원인을 표시할때,

그리고 Y-축은 결과를 표시할때 사용

8 Consistent Scaling
 If users must compare graphic data across a series of

displays, the same scale should be used for each.

사용자가 화면 표시상의 그래픽 자료를 비교해야한다면,

각각 똑같은 scale을 사용해야함

5/24



부록부록부록부록 1  적합성적합성적합성적합성 평가평가평가평가 Checklist

기준 No. Title Contents 내용 전문가 검토의견

12 Display of Origin

 When graphed data represent positive numbers, the

graph should be displayed with the origin at the lower

left, such that values on an axis increase as they move

away from the origin of the graph.

도시된 자료가 양수를 나타낼때, 그래프는 왼쪽 하단에

원점에서 값이 축을 따라 증가하게 표시됨

14
Scaling Against a

Reference Index

 If different variables on a single graph require different

scales, they should be scaled against a common baseline

index, rather than showing multiple scales.

하나의 그래프상의 다른 변수들이 다른 scale을 요하면,

공통의 baseline index에 대해서 스케일화 되어야함

19 Unobtrusive Grids

 When grid lines are displayed, they should be

unobtrusive and not obscure data elements (e.g., curves

and plotted points).

격자 선이 표시될때, 곡선과 표시된 점들과 같은 자료 요

소들은 모호하지 않게 표시되야함

20 Numbering Grids
 Graphs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the numbered

grids are bolder than unnumbered grids.
그래프는 숫자로 표시된 격자로 그려져야함

22 Duplicate Axes

 When scaled data will contain extreme values, duplicate

axes should be displayed, so that the X-axis appears at

both the top and bottom, and the Y-axis at both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graph.

눈금화된 자료가 극대 값들을 포함하면, 이중 축이 표시

되어야함. 즉, X-축은 꼭데기와 바닥에 그리고, Y-축은 그

래프의 좌측과 우측면에 나타낸다.

1.3.7 Borders, Lines, and

Arrows
2

Conventional Use of

Arrows

 In flow charts and other graphics displays, arrowheads

should be used in a conventional fashion to indicate

directional relations in the sequential links between

various elements.5908

순서도와 다른 그래픽 화면 표시에 있어서, 화살표는 다

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sequential links와 직접적 관계를 나

타내는 통상적 방식으로 사용되야함

3
Restricted Use of

Borders
 Unnecessary borders should not be used in the display. 화면 표시에서 불필요한 테두리는 피해야함

1.3.8 Color 2
Color Coding for

Discrete Data Categories

 When a user must distinguish rapidly among several

discrete categories of data, a unique color should be

used to display the data in each category.

각각의 범주에 자료를 표시하는데 독특한 색상이 사용되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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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lor Coding to Draw

Attention

 Brighter and/or more saturated colors should be used

when it is necessary to draw a user's attention to critical

data.

사용자의 주의가 요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더 밝고/거나

더 진한 색상을 사용

6 Pure Blue

 Pure blue on a dark background should be avoided for

text, for thin lines, or for high-resolution information.

5908

텍스트, 가는 선, 또는 높은 해상도에서는 어두운 배경위

에 순수한 파란색은 피해야함

7
Easily Discriminable

Colors

 When color coding is used to group or highlight

displayed data, all of the colors in the set should be

readily discriminable from each other.

그룹지어지거나 가장 밝게 표시된 자료에 색상 코딩을 사

용할때, 모든 색상은 서로 쉽게 식별할수 있어야함

9 Color Contrast

 Symbols should be legible and readily discriminable

against the background colors under all expected

ambient lighting conditions.

기호들은 주위 조명 상태하의 배경 색으로부터 명료하고

쉽게 식별할수 있어야함

10 Redundant Color Coding
 Color coding should be redundant with some other

display feature.

색상 코딩은 몇몇 다른 표시 특성과 redundant(중복, 과

도?)해야함

12
Red-Green

Combinations

 Whenever possible, red and green colors should not be

used in combination.
가능하면 red 와 green 은 배합해서 사용하지 않아야함

13 Chromostereopsis
 Simultaneous presentation of both pure red and pure

blue on a dark background should be avoided.

어두운 배경위에 원색 red, blue 를 동시에 표시하는것은

피해야함

1.3.9 Size, Shape, and Pattern

Coding
2 Size Variations

 A maximum of three size levels should be used. The

major dimensions of the larger symbol should be at least

150 percent of the major dimension of the smaller

symbol.

세 크기 레밸의 최대치가 사용되야함. 가장 큰 기호의 치

수는 가장 작은 기호의 치수의 최소 150% 여야 함

1.3.10 Highlighting by

Brightness and Flashing
2 Minimal Highlighting  Highlighting of information should be minimized. 정보의 highlighting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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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moving Highlighting

 If highlighting is used to emphasize important display

items, it should be removed when it no longer has

meaning.

highlighting은 주요 표시 항목을 강조할때 사용하고, 더이

상 의미가 없을때 제거해야함

6
Significance of

Brightness Levels

 High brightness levels should be used to signify

information of primary importance, and lower levels

should be used to signify information of secondary

interest.5908

높은 밝음 수준은 우선 중요한 정보를 표시할때 사용하

고, 더 낮은 밝음 수준은 그 다음의 관심있는 정보를 표시

할때 사용함

7
Intensity Levels for

Brightness Coding

 Levels approximating 33 percent and 100 percent of the

display luminance should be used for brightness coding.

display 휘도의 33% 와 100% 수준이 brightness coding에 사

용되야함

8 Inverse Video

 Inverse video should be used primarily for highlighting

in dense data fields or to indicate selection of  onscreen

objects and information.5908, 0700

Inverse video는 onscreen의 객체와 정보의 선택을 나타내

기 위해서나 짙은 바탕의 자료에 highlighting을 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야함

9
Appropriate Use of Flash

Coding

 Flashing should be used when a displayed item implies

an urgent need for attention or action, but not in displays

requiring attention to detail or reading of text.

섬광은 주의나 행동이 긴급히 필요함을 알리는 표시 항목

에 사용되나, 세부적인 주의를 요하거나 택스트를 읽어야

하는 화면 표시에는 사용하지 않음.

11 Small Area
 Only a small area of the screen should flash at any

time.5908
스크린의 작은 영역은 언제든지 번쩍여야한다.

12 Coding by Flash Rate  No more than two flash rates should be used. 두 번쩍임 정도만 사용되어야함.

13 Flash Suppression
 Event acknowledgement or flash suppression keys

should be provided.5908

event acknowledgement 나 flash suppression keys가 제공되

야함

1.3.11 Auditory Coding 4 Selection

 Auditory signals should be selected to avoid

interference with other auditory sources, including

verbal communication.0700

청각 신호는 말의 전달을 포함한 다른 청각 원천의 간섭

을 피하기 위해 선택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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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ata Quality and Update

Rate
1

Display Update Rate

Requirements

 The maximum update rate should be determined by the

time required for the user to identify and process the

changed feature of the display.

최애 갱신율은 사용자가 표시의 변화된 특성을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에 의해 결정도야함

3 Changing Values

 Changing alphanumeric values that the user must

reliably read should not be updated more often than once

per second.

사용자가 확실히 읽어야 하는 변하는 수문자 값들은 초당

한번 이상 갱신되면 안됨

1.5 Display pages 1

Display Screen

Partitioning for HSI

Functions

 A standard display screen organization should be

evident for the location of various HSI functions (such

as a data display zone, control zone, or message zone)

from one display to another.

표준이 되는 표시 스크린 조직은 하나의 화면 표시에서

다른 표시까지 다양한 HSI 기능(자료 표시, 제어, 또는 메

세지)의 위치에 대해 명백히 해야함

2

Distinctive HSI

Functional Organization

and Display Elements

 The HSI functional zones and display features should be

visually distinctive from one another, especially for on-

screen command and control elements (which should be

visibly distinct from all other screen structures).

HSI 기능적인 지역과 표시 특성들은 서로간에 시각적으

로 명백히 구분되어야함. 특히 onscreen 명령과 제어 요소

들에 있어서.

3 Display Title

 Every display should begin with a title or header at the

top, briefly describing the contents or purpose of the

display.

모든 화면표시에 있어서 꼭대기에 내용이나 목적을 묘사

한 제목이나 머리말로 시작해야함.

5 Hierarchy of Titles

 Where displays have several levels of titles (and/or

labels), the system should provide visual cues to aid

users in distinguishing among the levels in the

hierarchy.

title 과/이나 label들의 여러 단계가 있는 화면표시들의 시

스템은 그 단계 체계사이에 명백한 구분을 할수 있도록

사용자를 돕는 시각적 신호들을 제공해야함

8 Uncluttered Displays  Displays should be as uncluttered as possible. 화면 표시는 가능한한 흩뜨러지지 않게 정돈되야함.

9
Task-Related

Partitioning of Displays

 When displays are partitioned into multiple pages,

function/task-related data items should be displayed

together on one page.

화면 표시들이 다중 페이지 안에 분할될때, function/task-

related data 항목들끼리 한 페이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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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rouping of Information

in a Display

 Information on a display should be grouped according

to principles obvious to the user, e.g., by task, system,

function, or sequence, based upon the user's

requirements in performance of the ongoing task (see

Table 1.5).

화면표시상의 정보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원리들에 따라

서 그룹화 되야함(작업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들을 기초로한 작업, 시스텝, 기능, 또는 결과)

13 Demarcation of Groups

 When information is grouped on a display, the groups

should be made visually distinct by such means as color

coding or separation using blanks or demarcation

lines.5908

정보가 화면표시에서 그룹지어질때, 그룹들은 색상 코딩

또는 경계선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명확히 해야함

14
Display Background

Color

 A uniform nondistracting background color should be

used with a hue/contrast that allows the data

(foreground) to be easily visible and which does not

distort or interfere with the coding aspects of the

display.

같은 배경색은 data가 쉽게 보이고, 화면표시의 코딩을 방

해하지 않을 색상/대비를 사용해야한다.

15
Labeling Scrollable and

Multipage Displays

 General labels and row/column labels should remain

along the top (or bottom) and left (or right) edges of the

display.

일반적 라벨과 row/column 라벨은 화면표시의 꼭데기(또

는 바닥)와 왼쪽(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겨야한

다

1.6 Display Devices

1.6.1 Video Display Units 1 VDU Resolution

 The display should have adequate resolution; i.e., users

should be able to discriminate all display elements and

codes from maximum viewing distance.

화면표시는 적당한 해상도를 갖어야한다. 즉, 사용자가

최대 거리로부터 모든 화면의 구성요소와 코드를 구별할

수 있어야한다

2 VDU Contrast
 The contrast ratio of the display should be greater than

3:1; a contrast ratio of 7:1 is preferred.

화면표시의 대비는 3:1 보다 커야하고, 7:1의 비율을 선호

한다.

2.1 General User Input

Guidelines
37

Standard Display Area

for Command Entry

 A command entry area in a consistent location should

be provided on every display, preferably at the bottom.

일치하는 위치에서의 명령 입력 위치는 모든 화면표시에

제공되어져야하고, 되도록이면 바닥에 하는것이 좋다

2. USER-INTERFACE INTERA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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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ontrol by Simultaneous

Users

 When several users must interact with the system

simultaneously, control entries by one user should not

interfere with those of another.

여러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시스템에 상호작용해야할

때, 한명의 사용자에 의한 제어가 다른사람의 제어를 방

해해서는 안된다

46
Highlighting Selected

Data

 When a user is performing an operation on some

selected display item, that item should be highlighted.

사용자가 몇몇의 선택 표시된 항목에 대해 작동 수행할때

는 그 항목은 highlighted되야한다

61
Upper and Lower Case

Equivalent

 For interpreting user-composed control entries, upper

and lower case letters should be treated as equivalent.

user-composed 제어 입력을 해석하기 위해, 대문자와 소문

자들을 등가율로 다루어야한다

67

Consistent Location of

Interface Management

Controls

 Controls used for interface management tasks should

have consistent locations.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를 위한 제어(기)는 일치한 위치를

갖어야한다

68

Location of Display

Page Navigation

Controls

 Controls for navigating within a display page should be

separate from the main body of the display screen.

화면표시 페이지내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제어기는 스크

린의 main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어야한다

2.2 User Input Formats

2.2.2 Menus

2.2.2.1 General 2
Consistent Display of

Menu Options

 When menus are provided in different displays, they

should be designed so that option lists are consistent

in wording and ordering.

메뉴가 다르게 표현될때, 옵션 목록은 용어와 배열순서가

일정해야함.

3
Consistent Location for

Menus

 Menus should be displayed in consistent screen

locations for all modes, transactions, and sequences.

메뉴는 모든 방법,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스크린 위

치에 표시되어야함.

4 Consistent Entry Prompt

 When permanent menus are used, there should be one

standard design for the input prompt that is used across

all tasks.

permanent 메뉴가 사용될때, 모든 직무에 사용되는 입력

자극에 대해서 하나의 표준이 되는 디자인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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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ermanent Menus

Minimized
 The use of permanent menus should be minimized. permanent 메뉴 사용은 최소화해야함.

6
Activation of Pull-Down

and Pop-Up Menus

 Pull-down and pop-up menus should be activated only

by a specific user action that requests the display of the

menu.

pull-dwon, pop-up 메뉴들은 메뉴 표시를 요하는 특수한 사

용자의 행동에 의해서만 작동되어야함.

8

Hiding Menus After a

Command is Carried

Out

 When a pull-down or pop-up menu item(s) has/have

been selected, the menu should revert to its hidden

D129state as the selected command is carried out.5908

pull-dwon이나 pop-up 메뉴 항목들을 선택할때, 그 메뉴는

선택된  명령이 수행된 후 숨겨진 D129state로 돌아가야

한다.

10
Explanatory Title for

Menu

 An explanatory title should be provided for each menu

that reflects the nature of the choice to be made.

선택되어진 것의 성질을 반영하는 각 메뉴에 대해서 설명

적인 제목이 제공되어야한다

18
Continuous Presentation

of Menu

 If continual or frequent reference to menu options is

necessary, then the menu should be permanently

presented in an area of the screen where it will not

obscure other data.

메뉴 옵션에 대한 계속적이거나 빈번하게 참조사항이 필

요하다면, 그 메뉴는 다른 자료를 가리지 않을 스크린상

의 위치에 영구적으로 나타내야한다

19
Providing Default

Options

 If one option on a menu is selected more often than the

others, then it should be highlighted.

메뉴의 한가지 옵션이 다른것들보다 더 자주 선택된다면,

그것은 highlighted되야한다

22
Critical or Frequently

Chosen Options

 Options that are critical or frequently chosen should be

quickly accessible using as few steps as possible.

중요하거나 빈번하게 선택되는 옵션들은 가능한한 짧은

단계를 사용해서 빨리 접근할수 있도록해야한다

25 Use of Multiple Paths
 Multiple navigation paths should be provided to items

in the display system.

다중 네비게이션 경로들은 화면표시 시스템에서 항목들

을 제공해야한다

27
Indicating Selectable

Menu Items

 Menu systems should clearly indicate which options are

selectable.

메뉴 시스템은 어떤 옵션들을 선택할수 있는지 명확히 나

타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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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Arrangement of Menu

Options
1

Logical Ordering of

Menu Options
 Menu options should be ordered and grouped logically. 메뉴 옵션들은 논리적으로 그룹화되고 지시되야함

3
No Scrolling in Menus

or Menu Bars

 All menu items should be visible to the user without

scrolling.

모든 메뉴 항목들은 scrolling 없이 사용자에게 쉽게 보여

져야한다

2.2.2.3 Hierarchical Menus 3
Consistent Design of

Hierarchic Menus

 The display format and selection logic of hierarchic

menus should be consistent at every level.5908

계층적 메뉴들의 화면표시 형식과 선택 논리는 모든 단계

에서 일치해야한다

4
Labeling in Hierarchic

Menus

 Hierarchic menus should be organized and labeled to

guide users within the hierarchic structure.

계층적 메뉴들은 계측적 구조 내에서 사용자들을 가이드

할수 있게 구조화되고 라벨화되야한다

7
Return to Higher-Level

Menus

 Users should have to take only one simple key action to

return to the next higher level in hierarchic menus.

사용자들은 계층적 메뉴들의 더 높은 다음 단계로 돌아가

기 위한 한 개의 간단한 key action만을 취해야한다.

8

Indicating Current

Position in Menu

Structure

 When hierarchic menus are used, the user should have

some indication of current position in the menu

structure.

계층적 메뉴가 사용될때, 사용자는 메뉴 구조에서 현재

위치에서의 몇몇 지시사항을 가지고 있어야함

11 Return to General Menu

 Users should have to take only one simple key action to

return to the general menu at the top level in hierarchic

menus.

사용자들은 계층적 메뉴들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일반적

인 메뉴로 돌아갈때 간단한 한가지의 key action 만을 취해

야한다

12
Use of Broad, Shallow

Menu Structures

 Broad and shallow menu structures, rather than narrow

and deep menu structures should be used.

폭이좁고 깊은 메뉴구조보다도 넓고 얕은 메뉴 구조를 사

용해야한다

13
Direct Selection of

Submenus

 Uers should be able to select a menu or submenu

directly, without going through intermediate selection

steps.

사용자들은 중간의 선택 단계들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적

으로 메뉴나 하위메뉴를 선택할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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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Menu Bars 2
Category Labels on

Menu Bar

 Category labels on menu bars should be centered in the

vertical dimension. Horizontally, category labels on the

menu bar should be separated by enough space to be

distinguishable as separate items, i.e., by at least two

standard character widths.

메뉴 막대의 카테고리 라벨은 수직 범주의 중앙에 위치해

야한다. 수평적인 카테고리 라벨은 최소 두 문자 폭만큼

의 충분한 공간을 두어 항목들을 분리해서 식별할수 있어

야한다

3 Height of Menu Bar

 The height of a menu bar should be sufficient to contain

standard text characters that serve as menu category

labels, as well as space above and below the text

characters.5908

메뉴 막대의 높이는 메뉴 카테고리 라밸을 조작할수 있는

표준 텍스트 문자들을 포함하기에 충분해야하고, 동시에

택스트 문자들의 위와 아래에 공간을 두어야한다

2.2.2.5 Selection of Menu

Options
4

Bypassing Menu

Selection with

Command Entry

 Experienced users should be able to bypass a series of

menu selections and make an equivalent command entry

directly.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은 메뉴 선택을 건너뛰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 입력을 직접적으로 할수 있어야한다

8
Non-Selectable Menu

Items

 When menu items are not selectable, they should be

identified as such to the user.

메뉴 항목들이 선택할수 없을때, 사용자가 그렇게 식별할

수 있어야한다

13
Indicating Selectable

Area

 Menu systems should provide feedback indicating when

a pointing device has entered the selectable area of an

option.6546

지시 장치가 옵션의 선택가능한 영역에 들어가있을때, 메

뉴 시스탬은 피드백 표시를 해야한다

2.2.2.6 Wording and Coding

Menu Options
7

Highlighting When

Cursor Passes Over Item

 Menu items that are available should be highlighted

whenever the cursor passes over them.

사용가능한 메뉴 항목들은 커서가 지나갈때 highlighted되

야한다

2.2.6 Direct Manipulation 3
Highlighting the

Selected Item

 Selection of an icon, menu, or application-specific

capability from a function area should be acknowledged

by highlighting the selected item.5908

아이콘, 메뉴, 또는 application-specific 성능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된 항목이 highlighting 되는것에 의해서 인지되

야한다

10 Size of Icons

 Items on the screen that are displayed for selection

should be a minimum of 0.2 inch (5 millimeters) on a

side and separated by at least 0.1 inch (3

millimeters).5908

선택되서 표시된 스크린 위의 항목들은 옆에서 최소 0.2

inch(5mm), 적어도 0.1 inch (3 mm)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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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ext Selection Area

 When functions are represented by text labels, a large

area for pointing should be provided, including the area

of the displayed label, plus a half-character distance

around the label.5908

기능들이 택스트 라벨에 의해 나타내어질때, pointing의

큰 영역이 제공되야하는데,

표시된 라벨의 영역에다가 라벨 주위에 있는 half-

character 거리를 포함해야한다

14
Highlighting Selected

Elements

 All items currently selected should be highlighted in

some way so that the user can anticipate the

consequences of any proposed action.

현재 선택된 모든 항목들은 사용자가 어떤 제안된 행동의

결과를 예상할수 있도록 몇몇 방법에 있어서 highlighted

되어야한다

24

Explicit Messages for

Errors Related to

Processes

 Explicit error messages should be provided for incorrect

actions related to the process (as opposed to the

interface).

명시된 에러 메시지는 인터페이스와 대조되는 과정과 관

련되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제공되야한다

2.3 Cursors

2.3.1 Appearance 1 Distinctive Cursor
 Cursors should have distinctive visual features (shape,

blink, or other means of highlighting).
커서는 구별적인 시각적 특징이 있어야 함

2 Display of Cursor
 The cursor should not move beyond the display

boundaries or disappear from sight.5908

커서는 화면표시 경계선을 지나 없어지거나 시야에서 사

라져서는 안됨

2.5 Managing Displays

2.5.1 Display Selection and

Navigation

2.5.1.2 Retrieval Features 2
Minimal Navigation

Path Distance

 Short navigation paths should be provided between

display pages that will be used one after the other.

짧은 네비게이션 경로는 번갈아 이용할 화면표시 페이지

사이에 제공되야함

6
Detection of Navigation

Targets
 Navigation targets should be easily detectable. 네비게이션 목표는 쉽게 발견할수 있어야함

2.5.2 Windows 1 Window Identification
 Windows should be identified by a label consistently

located at the top of the window's border.

윈도우는 경계선 꼭데기에 위치한 라벨에 의해 식별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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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ndow Demarcation

 Windows should be visually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from their background, preferably by borders or

similar demarcation.5908

윈도우는 배경과 서로 다른것들로 부터 시각적으로 분리

되어져야하는데, 되도록이면 태두리나 비슷한 경계선에

의해 분리시킨다

10
Minimum Height for

Text Windows

 The default height for text windows and windows used

for scanning data should be at least four lines of

information.

스캐닝 데이터를 위해 사용된 택스트 윈도우와 윈도우에

대한 default height는 정보로 최소 네줄을 써야한다

11
Minimum Width for

Text Windows

 The default width for a generic text window should

enable 50 to 80 characters to be displayed.

일반적인 택스트 윈도우에 대한 default width는 위해

50~80 문자 표시가 가능해야함

41
Separate Menu Bars for

Applications

 A separate menu bar should be provided for each

application window, where different applications are

operating concurrently in open windows (e.g., multi-

tasking).

분리된 메뉴 막대는 각 응용 창을 제공해야함

44
Closing Main Window

and Subordinate Objects

 When a main application window is closed by the user,

all associated subordinate windows and dialog boxes

should also close.6546

주 응용창이 사용자에 의해 닫힐때, 모든 관련되는 아래

창과 다이아로그 박스들도 모두 닫혀야함

45

Matching Selection

Items and Window

Labels

 The titles of subordinate windows should match the

menu selection items of the menus from which they are

selected.6546

아래창의 제목은 선택된 메뉴의 항목들과 매치되야함

2.5.4 Display Update/Freeze 2
Readability of Changing

Data

 Changing data values that must be read should be

displayed in a fixed position and updated no more than

once per second. If users need only to monitor general

trends in changing data values, and do not need to take

exact readings, faster update rates may

읽혀져야하는 변하는 자료 값들은 고정된 위치에 표시되

야하고 초당 한번 이상 갱신되면 안된다. 사용자가 변하

는 자료값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을 모니터 해야하고,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하는게 아니라면 더 빠른 갱신율이

어도 된다

2.5.6 Scrolling and Paging 5 Paging Controls

 Users should be allowed to move easily from one page

to another for displays that are partitioned into

separately displayable pages.5908

사용자는 독립적으로 표시할수있는 페이지를 분할하는

화묜표시에 있어서 한 페이지 에서 다른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수 있어야함

13

Paging in One or

Multiple Page

Increments

 Users should be able to page in one page or multiple

page increments.

사용자는  한 페이지나 다중 페이지가 증가해도 쭉 읽어

볼수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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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larm System High-Level

Functions

4.1.1 Alarm Definition 2 Timely Warning

 Alarm set points should be determined to ensure that

the operating crew can monitor and take appropriate

action for each category of alarms, e.g., respond to out-

of-tolerance conditions, in a timely manner.

경보 셋 포인트는 운전원이 경보의 각 카테고리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모니터할수 있도록 해주어햐함.

즉, 적시의 태도방식에 있어서 out-of-tolerance 상태에 대

응함

4
Darkboard

Configuration

 Alarms and setpoints should be designed so that only

parameters and conditions that fall outside of the normal

and expected range and that require operator attention or

action are in the alarm state.

경보와 셋포인트는 경보 상태에 있어서 운전자의 주의와

행동을 요하고,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범위 밖인 상태와

요소들에 대해서만 설계되야함

4.1.2 Alarm Processing 5
Segregation of Status

Indications

 Status indications, messages that indicate the status of

plant systems but are not intended to alert the user to the

need to take action, generally should not be presented

via the alarm system display because they increase the

demands on the users for reading and evaluating alarm

system message

사용자에게 민첩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공정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지시, 메시지는 경보 시스템 표시

기를 통하여 나타내지 않는다.

6 First-Out Processing

 As an aid to diagnostic procedures and root cause

analysis, provision should be made for identifying the

initiating event associated with automatic plant trips

through the use of first-out alarms.

first-out 경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0
Exceptions to Expected

Alarm Patterns

 The system should notify the user when 'unexpected'

alarms occur, if the alarm processing logic can support

such an analysis.

경보 처리 논리가 그런 분석을 지원할수 있다면, 예기치

않은 경보가 발생할때 시스탬은 사용자에게 통지해야한

다.

4.2 Information Display

4.2.1 General Alarm Display

Guidelines
2

Coordination of Alarm

Alerting and Informing

Functions

 When alarm alerts are displayed separately from

detailed alarm information, the design should support

rapid transitions between alerts and detailed

information.

경보 경고가 세부적인 경보 정보로부터 독립적으로 표시

될때, 그 디자인은 경고와 세부적인 정보 사이에서 빠른

변이를 제원해야한다.

4. ALAR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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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sentation of Alarm

Priority with Detailed

Alarm Information

 When alarm alerts are displayed separately from

detailed alarm information, the detailed alarm

information display should provide an indication of the

priority and status of the alarm condition.

경보 경고가 세부적인 경보 정보로부터 독립적으로 표시

될때, 그 세부적인 경보 정보 표시는 경보 상태의 상태와

우선권의 지시를 제공해야한다

5
Alarm Coding

Consistency

 Coding (e.g., flash-rate, intensity, and color coding)

conventions should be consistently applied throughout

alarm displays (e.g., on tiles and on VDUs).6105

코딩 (e.g., flash-rate, intensity, and color coding) 규칙은 경

보 표시의(e.g., on tiles and on VDUs) 전체에서 일관성 있

게 적용되야한다

4.2.3 Display of Alarm Status 1
Indication of Alarm

Status

 Unacknowledged, acknowledged, and cleared alarm

states should have unique presentations to support the

users' ability to rapidly distinguish them.6105

인지되지 않은 경보, 인지된 경보, 명확한 경보 상태는 그

것들을 빨리 식별할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

한 유일한 표시를 해야한다

2
Unacknowledged Alarm

Indication

 Unacknowledged alarms should be indicated both by

visual (e.g., flashing) and audible means.

인지하지 않은 경보는 보이고(flashing 같은) 들을수 있는

방법 두가지로 나타내야함

3

Notice of Undisplayed

Unacknowledged

Alarms

 If the user is not currently viewing the VDU display

where unacknowledged alarm messages appear, the

alarm system should notify the user that an alarm

message is available, the priority of the alarm message,

and the location where the alarm message can b

인지되지 않은 경보 메시지가 나타나는 VDU 화면표시를

보지 않으면, 경보 체계가 사용자에게 알려야하는것은 다

음과 같다. 경보 메시지의 우선권과 경보 메시지가 발견

될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 경보 메시지를 인지할수 있는

사용자에게 알려야한다

4
Acknowledged Alarm

Indication

 After the user has acknowledged an alarm (e.g., pressed

the acknowledge button), the alarm display should

change to a visually distinct acknowledged state.6105

사용자가 경보를 인식한 후에(인식 버튼을 누르는 등), 경

보 표시는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지되는 상태로 변화되야

함

6

Cleared Alarms That Re-

Enter the Abnormal

Range

 If an alarm has cleared but was not reset and the

variable re-enters the abnormal range, then the condition

should be presented as a new alarm.

경보가 리셋되지 않거나 변수가 비정상 범위에 재 진입하

고 경보가 clear된다면 그상태는 다시 새로운 경보로서 나

태내야함

4.2.5 Alarm Contents 4 Alarm Source
 The content of each message should provide

information that identifies the alarm source.

각 메시지의 내용은 경보원천을 식별하는 정보를 제공해

야함

6 Setpoint Values

 If an alarm condition requires verification before action

is taken, the relevant setpoint lim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alarm message when alarm information is

presented on a VDU or is printed.6105

경보 상태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확인을 요한다면, 관련

된 setpoint 한계치는 경보 정보가 VDU 위에 나타나거나

인쇄될때 경보 메시지에 포함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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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ameter Values

 Deviant parameter values should be included in the

alarm message when alarm information is presented on

VDU or printer displays.6105

비정상 변수 값들은 경보 정보가 프린터 화면표시나 VDU

상에 나타날때 경보 메시지에 포함되야한다

8
Required Immediate

Actions

 Immediate actions should be presented or made

available directly upon request when alarm information

is presented on VDU or printer displays.

조속한 행동은 경보 정보가 프린터 화면이나 VDU 상에

나타날때 직접적 요구가 가능하게 만들어져야하고 나타

나져야한다

4.2.6 Coding Methods

4.2.6.1 General 1 Coding Effectiveness

 The coding scheme used by the alarm system should

assure rapid detection and interpretation by the users

under all control room operating conditions.0700

경보 시스템에 의해 사용된 코딩 설계는 모든 제어실 운

전 상태 하에서 사용자들에 의해 빠른 감지와 설명을 보

자해야한다

2
Coding Dimension

Discriminability

 Each level of a coding dimension should be easily and

readily distinguishable from the other levels.

코딩 범주의 각 단게는 다른 단계들로부터 쉽게 구별될수

있어야함

3
Single Coding

Dimensions

 Each technique used to code alarms should represent

only one dimension of the alarm classification.

경보를 코드화하기 위해 사용된 각 기술은 경보 분류의

한가지 범주에만 나타내야함

4.2.6.2 Visual 1
Visual Coding for

Importance

 A visual coding method should be used to indicate

alarm importance and should be consistently applied

throughout the alarm system.

시각적 코딩 방법은 경보 시스템 전체에서 일관성있게 적

용되야하고, 경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야한다

3 Flash Rate
Flash rates should be from three to five flashes per

second with approximately equal on and off times.0700
flash rate는 초당 3~5 flash 여야한다.

4.2.7 Organization of Alarms

4.2.7.2 Alarm Message Lists 1 Listing by Priority

 Lists of alarm messages should be segregated by alarm

priority with highest priority alarms being listed

first.6105

경보 메시지의 리스트는 가장 높은 경보 우선권에 의해

분리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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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ssage Listing Options

 In addition to priority grouping, users should have the

capability to group alarm messages according to

operationally relevant categories, such as function,

chronological order, and status (unacknowledged,

acknowledged/active, cleared).

우선적인 그룹 이외에, 사용자들은 기능, 연대순의 순서,

상태 같은 운전과 관련된 카테고리에 따라 경보 메시지를

그룹화하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함

3 Blank Lines

 Alphanumeric alarm lists should have a separation

(blank row) between every four or five alphanumeric

messages.6105

수문자 경보 리스트는 넷 이거나 다섯인 모든 수문자 메

시지들 간에 blank row 로 분리해야함

4
Scrolling of Message

List

 The method of adding alarm messages to the list should

preclude message scrolling.

리스트에 대한 경보 메시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메시지

scrolling은 제외해야함

5 Message Overflow

 Alphanumeric alarm messages that overflow the first

page of alarm messages should be kept on subsequent

alarm pages.

경보 메시지의 첫 페이지를 넘어가는 수문자 경보 메시지

는 다음 경보 페이지에 유지해야함

4.3 User-System Interaction

and Controls

4.3.1 General Alarm Control

Guidelines
1

Access to Undisplayed

Unacknowledged

Alarms

 A VDU-based alarm system should provide rapid

access to any unacknowledged alarm messages that are

not shown on the current display.

VDU-based 경보 시스템은 현재 화면에 보여지지 않는 인

정하지 않는 경보 메시지에 대해서도 빠른 접근을 제공해

야함

4.3.3 Acknowledge Controls 1
Effect of Acknowledge

Function

 An alarm acknowledgment function should cause the

alarm's visual coding to change from that indicating an

unacknowledged alarm to a visually distinct ' not

cleared' state.

경보를 인지하는 기능은 시각적으로 명백히 구분되지 않

는 상태에 대해 인정하지 안은 경보를 나타내면서 변화하

는 경보의 시각적 코딩을 발생시켜야함

4.3.4 Reset Functions 1 Effect of Reset Function
 The reset function should place an alarm in an

unalarmed state after the condition has cleared.

reset 기능은 조건이 깨끗해진 후에 unalarmed한 상태에서

경보를 놓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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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Alarm Management 3
User-Defined

Alarms/Setpoints

 The alarm system may provide temporary, user-defined

alarms and user-defined set points for specific

conditions where such alarms are determined to be of

assistance in selected evolutions (e.g., temporary alarms

to support increased monitoring of a probl

일시적인 경보를 사용자가 정의하고 해제할 수 있어야 한

다

4

Interference of User-

Defined

Alarms/Setpoints with

Existing Alarms

 User-defined alarms and setpoints should not override

or interfere with the existing alarms and setpoints.6105

User-defined 경보와 setpoint들은 현존하는 경보와 setpoint

들을 무효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됨

4.3.7 Control Devices 1
Separate Controls for

Alarm Functions

 Separate controls should be provided for silence,

acknowledgment, reset (acknowledging an alarm that

has cleared and returning it to normal), and testing.

분리된 제어는 silence, ackowledgment, reset, testing에 대해

제공되야함

4.6 Control-Display

Integration and Layout
1

Display and Line of

Sight

 Visible alarm indications should be located within

about 60 degrees on either side of the direct line of sight

of the user's normal work position.6105

눈에 보이는 경보 지시는 사용자의 보통 작업시 시야의

직선상에서 옆으로 대략 60도 내에 위치해야함

6

Location for Access to

Process Controls and

Displays

 Visual alarm panels should be located near the controls

and displays which are required for corrective or

diagnostic action in response to the alarm.

시각적 경보 파넬들은 제어와 표시장치(경보에 반응하는

교정이나 진단 행동에 요구되는) 가까이에 있어야함.

4.7 Integration with Other

HIS Elements
1

Consistency with the

Main HSI

 The alarm system HSI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standards and conventions used for the HSIs for other

displays and controls in the control room.

경보 시스템 HIS 는 제어실의 다른 화면표시와 제어를 위

한 HIS에 대한 표준과 규칙에 일치해야함

7.2 Information Display

7. SOF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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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Selection Displays 1
Visually Distinct

Selection Displays

 Displays used for selecting components and variables

should be visually distinct to support choice of the

correct display.

구성요소와 변수들을 선택하기위해 사용된 화면표시는

정확한 표시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명확

해야함

2
Visually Distinct

Components

 The representation of components and variables within

selection displays should be visually distinct to support

their correct selection.

선택 표시 내에서 구성요소와 변수들의 표현은 정확한 선

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명확해야함

7.2.3 Input Fields 1

Cues for Matching Input

Fields to Selection

Displays

 A user looking at the field for providing a control input

should be able to determine which plant component or

variable is being controlled.

제어 입력을 하기 field를 보는 사용자는 제어되고 있는 구

성요소나 변수들을 넣을 결정을 할수 있어야함

2 Labeling of Input Fields

 The input field should be labeled with sufficient

information to uniquely identify its corresponding

component.

입력 field는 그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에 대해서 라벨로 붙여야 함

7.2.4 Input Formats 4

Feedback for Discrete-

Adjustment Interface

with Continuous

Operation

 If a discrete-adjustment interface has continuous

operation, it should provide continuous feedback on the

current state.

discrete-adjustment 인터페이스가 연속적 운전을 한다면,

현상태에서 연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한다

5

Appropriate Use of

Continuous-Adjustment

Interfaces

 Continuous-adjustment interfaces should be used when

precise adjustments along a continuum are needed or

when many discrete settings are present.

continuous-adjustment 인터페이스는 연속체(continuum)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때거나 많은 불연속적 세팅이

있을때 사용되야한다

16

Reference Values For

Continuous Variable

Inputs

 Reference values should be provided to help the user

judge the appropriateness of values when entering

continuous variable inputs.

참조 값들은 연속적 값 입력에 들어갈때 값들의 적당함을

사용자가 판단하는것을 돕기위해 제공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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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User-System Interaction

7.3.1 General 5

Discrimination of

Interface Management

Actions and Process

Control Actions

 The design of the user interface should clearly

distinguish between interface management actions and

process control actions.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은 인터페이스 관리 행동과

공정 제어 행동들 간의 명백한 구분을 해야함

7

Feedback For Selected

Actions Before

Execution

 The HSI should give the user feedback indicating the

action that was selected and allow the action to be

canceled before it is executed.

HIS 는 선택된 행동을 나타내는 사용자 피드백을 주고, 그

것이 실행되기 전에 취소하기위한 행동을 허락해야함

7.3.3 Verification and

Confirmation Steps
1

Separate Action For

Verification Steps

 Verification steps should be separate from input

actions.
확인 단계는 입력 행동으로부터 분리되야함

2 Confirmation of Goals
 When feasible, confirmation steps should draw

attention to the goal of the action, not just to the action.

실행할수 있을때, 확정 단계는 행동의 목표에 주의를 끌

어야함

7.3.6 Selecting Plant Variables

or Components
1

Identification of Plant

Variables and

Components

 The HSI should support the identification of plant

variables and components based on recognition rather

than relying strictly upon recall.

HIS는 엄밀히 recall에 의지하기 보다도 인지하는데 기반

을 둔 공정 변수들과 구성요소들의 식별을 지원해야한다

2
Simple Input Actions for

Selection

 The user should be able to select a component or

variable from a display by using simple input actions.

사용자는 간단한 입력 행동에 의한 화면표시의 구성요소

나 변수를 선택할수 있어야함

3

Minimize Action-

Sequence Errors for

Selecting Plant Variables

 If a sequence of actions is required to select a

component or variable, the HSI should be designed to

prevent misordered action-sequence errors.

행동의 결과가 구성요소나 변수를 선택하기를 요한다면,

HIS는 잘못 지시된 action-sequence 에러들을 막기 위해 설

게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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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Control Inputs 1
No Activation When

Display Is Inoperable

 Users should not be able to activate a soft control if its

display is not working.

사용자들은 화면표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soft control을

작동할수 없어야함

7.3.9 System Response 1 Actuation Feedback
Soft controls should provide feedback about their

operating state after activation.

soft control들은 작동 후에 운영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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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isplay

Formats

1.2.2 Tables

and Lists
1

Logical

Organization

 Information should be organized in some recognizable

logical order to facilitate scanning and assimilation.

정보는 스캐닝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논리적 순서로 정리되어져야함
 △

- 화면정보는 계통으로 구분되어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나,  일부계

통은 8개의 정보를 표현 할 수 밖에 없는 정보표시 방법 때문에 정

보가 다음페이지에 분리되어 표시된 것도 일부 있음.

- 8개 변수를 제공시 배치순서는 정보의 인지 및  논리적 제어가 가

능하도록 작업/기능/시스템 측면을 고려해야 함 (기준 1.2.2 Logical

Organization. 기준 1,5,8/기준1.5.12 display pages) gr-03,26,40.42

1.2.3 Data

Forms and

Fields

5

Visually

Distinct Labels

and Data Entry

Areas

 Clear visual definition of data fields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data are distinct from labels and other display

features.

자료의 명확한 시각적 정의 필요 - 라벨과

다른 표시 특성과 차이가 나도록
△

 -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 컨트롤 버턴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것도 있음.

9

Justification:

Data Field

Labels of

Unequal

Length

 When label sizes vary greatly, labels should be right

justified and the data fields should be left justified. One

space should be left between each label and the data

field.5908

라벨 사이즈가 매우 다양할때, 라벨은 우

측 정렬, 데이터는 좌측 정렬함. 각 라벨

과 데이터 사이에 한칸 간격이 있어야함.

△

 - 라벨의 사이즈는 일정. 라벨과 데이터는 수직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 지침에 해당되지 않다. 하지만, 수데이터가 무엇에 대한 데이

터이고, 어떤 단위를 갖는지에 대한 라벨과 데이터가 떨어져 있어

인식함이 용이하지 않다.

-부분적인 list의 형태로는 gr_sys.jpg화면에서 TAGSERVER내에 표

시되어 있음. 이 경우에는 만족함.

1.3 Display

Elements

1.3.1

Alphanumeric

Characters

2 Font Style

 A clearly legible font should be utilized. Fonts should

have true ascenders and descenders, uniform stroke

width, and uniform aspect ratio.

명확히 읽기 쉬운 폰트 사용-ascender,

decender-일관성이 있는 스트로크 너비와

종횡비를 가져야 함.

△

 - 라벨(ex. Group11-1:RIUB05D)과 상태라벨(ex. Group11-

1:SHUTDOWN)의 폰트가 다르다. 모두 일관된 폰트가 아니지만,

각 라벨과 각 상태라벨간에는 일관된 폰트를 사용하고 있다.

-ALARM, TREND, NEXT, GROUP등은 서로 다른 Aspect ratio를 사

용함. 또한 화면아래에 있는 ACK버튼은 다른 stroke width사용하고

있음. 불만족

4

Character Size

for Text

Readability

 The height of characters in displayed text or labels

should be at least 16 minutes of arc and the maximum

character height should be 24 minutes of arc.

텍스트나 라벨에 표시된 문자 높이는 최

소 16분이고, 최대 문자 높이는 24분
△

 - (적용가능성 여부고려) 실제로 측정할 수 없다.

 - 실측이 필요함.

 - K29alarm 표시 label size 기준 미달(GR1-GR98)

5

Character

Height-to-

Width Ratio

 For fixed (as opposed to proportionally spaced)

presentations, the height-to-width ratio should be

between 1:0.7 to 1:0.9.

height-to-width 비율은 1:0.7 사이에서

1:0.9
△

 - (적용가능성 여부고려) 실제로 측정할 수 없으나, 일관성이 부족

함(1.3.1-2 검토의견 참조). 불만족으로 보임.

1. INFORMATION DISPLAY  (※참고사항 O: 만족 항목 , △: 부분 만족 항목 , X: 불만족 항목,  □: 미확인된 항목, 적용성 없음)(※참고사항 O: 만족 항목 , △: 부분 만족 항목 , X: 불만족 항목,  □: 미확인된 항목, 적용성 없음)(※참고사항 O: 만족 항목 , △: 부분 만족 항목 , X: 불만족 항목,  □: 미확인된 항목, 적용성 없음)(※참고사항 O: 만족 항목 , △: 부분 만족 항목 , X: 불만족 항목,  □: 미확인된 항목, 적용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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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Abbreviations

and Acronyms

6

Avoid O and I

in Arbitrary

Codes

 The use of the letters O and I in a non-meaningful code

should be avoided since they are easily confused with

the numbers 0 (zero) and 1 (one), respectively.5908

non-meaningful 코드에 있는 문자 O 와 I

의 사용은 피해야한다. 왜냐하면, 숫자 0

(zero) 과 1 (one) 로 헛갈릴수 있으므로.

△

 - 라벨에서 숫자0과 1/ 문자 O와 i의 사용이 되고 있으나, 각각은 의

미가 있는 코드이다. 하지만 지침의 지적과 같이 혼동의 위험이 있

다. 그 외 의미없이 주의되는 숫자와 문자가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

다. (ex. Group11-1:RIUB05D 와 Group11-6: R1JI05A)

-구분이 용이하므로 만족함

1.3.3 Labels 5
Distinctive

Labels

 Labels should be uniquely and consistently highlighted,

capitalized, or otherwise emphasized to differentiate

them from other screen structures and data.

라벨은 독특하고 일관성있게 밝게 쓰고,

대문자로 쓰거나 다른 스크린 구조와 자

료들과 차별화하여 강조해야함.

△
 - 라벨을 일관성있게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스크린의 구조와 자료

들 사이에서 차별화되거나 강조되지 않고 있다.

6
Label

Separation

 Labels should be separated from one another by at least

two standard character spaces.5908

라벨은 서로 분리시켜야함-최소 두 문자

간격으로
△

 - 라벨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 라벨간의 혼동은 없겠지만, 라벨의

위치가 계기사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라벨에 적용된 색암호가 의미가 없다면 제외하고 의미가 있다면

통일성을 유지 할 것(gr08)

9

Labels for

Graphical

Objects

 The label for a specific graphical object (e.g., an icon)

should be placed in close proximity to the object.

아이콘 같은 특수 그래픽 개체에 대한 라

벨은 개체 가까이에 표시함
△

 -Group의 각 번호별 계기 하단에 3~5개의 아이콘은 화면그래픽 도

구가 제공하는것으로 라벨이 표시되지 않는것도 있음. 화면설계도

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시 이런문제점은 고려되어야

함.

1.3.4 Icons and

Symbols
5

Distinguishabili

ty

 Each icon and symbol should represent a single object

or action, and should be easily discriminable from all

other icons and symbols.

각 아이콘과 기호는 하나의 개체나 작동

(action)을 나타내야하고, 다른 모든 아이

콘과 기호들과 쉽게 구분되어져야함

X

 - 기호와 쉽게 구분이 가며, 각 아이콘마다 작동이 있지만 어떤 기

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 제어버턴인지 표시기능인지 명확하지 않음

 - 현재 가용되지 않는 버턴은 가용하지 않다는 시각적 표시가 되어

야함(흐림)

9 Size

 Icons and symbols should be large enough for the user

to perceive the representation and discriminate it from

other icons and symbols.

아이콘과 기호들은 사용자가 다른 것들

과 구별하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도록 크

게 표시되어야함

△
라벨이 없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아이콘이 있음. 디스플레이
설계툴의 한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로 화면도구 선정시 이런 문
제점도 고려되어야 함.

10 Highlighting
 An icon or symbol should be highlighted when the user

has selected it.5908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콘이나 기호에는

밝게 빛이 들어와야함.
△

 - 선택에 대한 feedback은 없다. -Group의 각 번호별 계기 하단에

3~5개의 아이콘-

11 Labeling Icons  Icons should be accompanied by a text label. 아이콘은 텍스트 라벨이 같이 있어야함 △

 - Group의 각 번호별 계기 하단에 3~5개의 아이콘은 화면그래픽 도

구가 제공하는것으로 라벨이 표시되지 않는것도 있음. 화면설계도

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시 이런문제점은 고려되어야

함.

1.3.5 Numeric

Data
5

Rate of Display

Change

 Digital displays should change slowly enough to be

readable.5908

디지털 표시는 충분히 읽을수 있도록 느

리게 변화되어야함
O

 - 0.5초의 Update Rate를 사용하고 있음. 못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 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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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Scales,

Axes, and

Grids

2 Scale Intervals
 Nine should be the maximum number of tick marks

between numbers.
tick marks의 최대수는 9. O

3

Scaling in

Standard

Intervals

 Scales should have tick marks at a standard interval of

1, 2, 5, or 10 (or multiples of 10) for labeled divisions;

intervening tick marks to aid visual interpol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labeled scale interval.

scaling은 라벨화된 간격에 대해서 1,2,5

또는 10 (또는 10의 배수)의 표준이되는

간격에 tick marks를 갖는다.

O

20
Numbering

Grids

 Graphs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the numbered

grids are bolder than unnumbered grids.

numbered grid는 unnumbered grid 보다 굵

어야 한다.
X  -불만족함. Gr-trn.jpg를 보면 동일한 굵기를 사용하고 있음.

1.3.8 Color 4

Color Coding

to Draw

Attention

 Brighter and/or more saturated colors should be used

when it is necessary to draw a user's attention to critical

data.

사용자의 주의가 요하는 중요한 자료에

는 더 밝고/거나 더 진한 색상을 사용
□  - 사용안되고 있음.

7

Easily

Discriminable

Colors

 When color coding is used to group or highlight

displayed data, all of the colors in the set should be

readily discriminable from each other.

그룹지어지거나 가장 밝게 표시된 자료

에 색상 코딩을 사용할때, 모든 색상은 서

로 쉽게 식별할수 있어야함

△

 - 모든 색상은 쉽게 식별이 가능하지만, 데이터(ON/OFF..)에 대한

color coding은 color meaning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룹이나 명암

coding은 적용되지 않음

1.3.9 Size,

Shape, and

Pattern Coding

2 Size Variations

 A maximum of three size levels should be used. The

major dimensions of the larger symbol should be at least

150 percent of the major dimension of the smaller

symbol.

세 크기 레벨의 최대치가 사용되야함. 가

장 큰 기호의 치수는 가장 작은 기호의 치

수의 최소 150% 여야 함

O  - 전체 화면에서 레벨 Font의 경우 3 level이상의 크기를 가짐.

1.3.10

Highlighting

by Brightness

and Flashing

6

Significance of

Brightness

Levels

 High brightness levels should be used to signify

information of primary importance, and lower levels

should be used to signify information of secondary

interest.5908

높은 밝음 수준은 우선 중요한 정보를 표

시할때 사용하고, 더 낮은 밝음 수준은 그

다음의 관심있는 정보를 표시할때 사용

함

□  - brightness 관련사항 없어 보임

1.5 Display

pages
2

Distinctive HSI

Functional

Organization

and Display

Elements

 The HSI functional zones and display features should be

visually distinctive from one another, especially for on-

screen command and control elements (which should be

visibly distinct from all other screen structures).

HSI 기능적인 지역과 표시 특성들은 서로

간에 시각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야함.

특히 onscreen 명령과 제어 요소들에 있어

서.

X

 - 일부 변수(Point)는 Control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제어기능과 표

시기능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음.(추후 개선해사항)

 - 제어요소/표시기/인디케이터 등의 시각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설계요소는 개선해야함.

9

Task-Related

Partitioning of

Displays

 When displays are partitioned into multiple pages,

function/task-related data items should be displayed

together on one page.

화면 표시들이 다중 페이지 안에 분할될

때, function/task-related data 항목들끼리

한 페이지에 표시

□

 - 다중페이지가 되지 않으므로, 평가할 수 없음.

 - multiple page없음

 - 화면분할의 기준이 없음

① 표시장치와 조종장치의 공간양립성(표시장치: 상-조종장치 : 하,

표시장치 :좌-조종장치: 우)결여

②최대 8개 변수가 표시되지만 8개보다 작을 경우 화면을 전부활

용하지 않고  빈 공간이 있음(gr-4, 14, 23,25, 26, 81,98 등 다수 발견)

③ 화면 공간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볼/ label/text 등의 크

기/위치 설계 기준에 부적합(기준 4.6)-gr-98

scaling은 라벨화된 간격에 대해서 1,2,5 또는 10(10의 배수)의 표준

이 되는 간격에 tick marks를 갖는다. gr-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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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rouping of

Information in

a Display

 Information on a display should be grouped according

to principles obvious to the user, e.g., by task, system,

function, or sequence, based upon the user's

requirements in performance of the ongoing task (see

Table 1.5).

화면표시상의 정보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원리들에 따라서 그룹화 되야함(작업 수

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기

초로한 작업, 시스텝, 기능, 또는 결과)

△

 - 화면정보는 계통으로 구분되어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나,  일부계

통은 8개의 정보를 표현 할 수 밖에 없는 정보표시 방법 때문에 정

보가 다음페이지에 분리되어 표시된 것도 일부 있음.

13
Demarcation of

Groups

 When information is grouped on a display, the groups

should be made visually distinct by such means as color

coding or separation using blanks or demarcation

lines.5908

정보가 화면표시에서 그룹지어질때, 그

룹들은 색상 코딩 또는 경계선을 사용해

서 시각적으로 명확히 해야함

△

 - 한 group의 계기들은 모두 독립적이지 그룹화된 것이 아니다. 경

계선을 사용하고 있지만, color coding을 사용해 시각적으로 명확히

한 곳은 없다. Group 8, 11, 15…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빨간색을

나타내는 사각형 아래 ON/OFF 버튼은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야

된다.

1.6 Display

Devices

1.6.1 Video

Display Units
1

VDU

Resolution

 The display should have adequate resolution; i.e., users

should be able to discriminate all display elements and

codes from maximum viewing distance.

화면표시는 적당한 해상도를 갖어야한

다. 즉, 사용자가 최대 거리로부터 모든

화면의 구성요소와 코드를 구별할수 있

어야한다

△
 - 모든 화면의 구성요소는 보여지더라도, 경보리스트의 글자 크기

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

2.1 General

User Input

Guidelines

37

Standard

Display Area

for Command

Entry

 A command entry area in a consistent location should

be provided on every display, preferably at the bottom.

일치하는 위치에서의 명령 입력 위치는

모든 화면표시에 제공되어져야하고, 되

도록이면 바닥에 하는것이 좋다

△
 - 화면에는 모두 일관된 위치를 하고 있지만, 바닥에 위치하지 않

다.

46
Highlighting

Selected Data

 When a user is performing an operation on some

selected display item, that item should be highlighted.

사용자가 몇몇의 선택 표시된 항목에 대

해 작동 수행할때는 그 항목은 highlighted

되야한다

X
 - 수행이나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더 밝게 표시되는 부분은 없

음.

2.2 User Input

Formats

2.2.2 Menus

2.2.2.1 General 5

Permanent

Menus

Minimized

 The use of permanent menus should be minimized. permanent 메뉴 사용은 최소화해야함. △  - 모든 화면에는 같은 디자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10
Explanatory

Title for Menu

 An explanatory title should be provided for each menu

that reflects the nature of the choice to be made.

선택되어진 것의 성질을 반영하는 각 메

뉴에 대해서 설명적인 제목이 제공되어

야한다

△  - 제목은 제공되고 있지만, 설명적인 제목은 아니다.

2.2.2.4 Menu

Bars
2

Category

Labels on

Menu Bar

 Category labels on menu bars should be centered in the

vertical dimension. Horizontally, category labels on the

menu bar should be separated by enough space to be

distinguishable as separate items, i.e., by at least two

standard character widths.

메뉴 막대의 카테고리 라벨은 수직 범주

의 중앙에 위치해야한다. 수평적인 카테

고리 라벨은 최소 두 문자 폭만큼의 충분

한 공간을 두어 항목들을 분리해서 식별

할수 있어야한다

□
 - 메뉴간의 폭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지 않다.

 - No Menu bar 사용

2. USER-INTERFACE

INTERA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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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Selection of

Menu Options

8
Non-Selectable

Menu Items

 When menu items are not selectable, they should be

identified as such to the user.

메뉴 항목들이 선택할수 없을때, 사용자

가 그렇게 식별할수 있어야한다
△

 - 활성화되지 않아서 글자가 뿌옇게 적혀지게 되지만, 식별이 용이

한 것은 아니다.

 - U1, U2, U3, ...U10 은 gray-out 되어야 함.

2.2.2.6

Wording and

Coding Menu

Options

7

Highlighting

When Cursor

Passes Over

Item

 Menu items that are available should be highlighted

whenever the cursor passes over them.

사용가능한 메뉴 항목들은 커서가 지나

갈때 highlighted되야한다
△

 - 클릭버튼 가능한 곳은 둘레가 더 굵어져서 사용가능한 것을 나타

내준다.

 하지만, GROUP pulldown에서 선택의 경우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색상 안변함

2.2.6 Direct

Manipulation
11

Text Selection

Area

 When functions are represented by text labels, a large

area for pointing should be provided, including the area

of the displayed label, plus a half-character distance

around the label.5908

기능들이 택스트 라벨에 의해 나타내어

질때, pointing의 큰 영역이 제공되야하는

데,

표시된 라벨의 영역에다가 라벨 주위에

있는 half-character 거리를 포함해야한다

□  - 해당사항 없음

4.2

Information

Display

4.2.1 General

Alarm Display

Guidelines

5
Alarm Coding

Consistency

 Coding (e.g., flash-rate, intensity, and color coding)

conventions should be consistently applied throughout

alarm displays (e.g., on tiles and on VDUs).6105

코딩 (e.g., flash-rate, intensity, and color

coding) 규칙은 경보 표시의(e.g., on tiles

and on VDUs)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

되야한다

△  - 부분적으로 일관성을 가진다.

4.2.3 Display

of Alarm

Status

3

Notice of

Undisplayed

Unacknowledg

ed Alarms

 If the user is not currently viewing the VDU display

where unacknowledged alarm messages appear, the

alarm system should notify the user that an alarm

message is available, the priority of the alarm message,

and the location where the alarm message can be

found.6105

인지되지 않은 경보 메시지가 VDU 화면

에 없다면, 경보 시스템은  경보 메시지의

우선권과 경보 메시지가 발견될수 있는

위치와 경보 메시지가 가용하다는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야한다

O  - 만족함. 경보에 대한 분명한  priority 기능은  보여주지는 않음.

6

Cleared Alarms

That Re-Enter

the Abnormal

Range

 If an alarm has cleared but was not reset and the

variable re-enters the abnormal range, then the condition

should be presented as a new alarm.

경보가 리셋되지 않았거나 변수가 비 정

상범위로 재진입한다면  그 경보는 다시

새경보로서 나태나야함

△

 -  Auto-RESET기능이 있음(경보발생시 RED&Flashing, ACK후

RED&NoFlashing, 조건해제후 WHITE, UNACK된 상태에서는

WHITE&Flashing) Reset 기능이 필요함

4.2.5 Alarm

Contents
6 Setpoint Values

 If an alarm condition requires verification before action

is taken, the relevant setpoint lim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alarm message when alarm information is

presented on a VDU or is printed.6105

경보 상태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확인을

요한다면, 관련된 setpoint 한계치는 경보

정보가 VDU 위에 나타나거나 인쇄될때

경보 메시지에 포함되야함

O  

7
Parameter

Values

 Deviant parameter values should be included in the

alarm message when alarm information is presented on

VDU or printer displays.6105

비정상 변수 값들은 경보 정보가 프린터

화면표시나 VDU 상에 나타날때 경보 메

시지에 포함되야한다

O  

4. ALAR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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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quired

Immediate

Actions

 Immediate actions should be presented or made

available directly upon request when alarm information

is presented on VDU or printer displays.

신속한 조치는 경보 정보가 프린터 화면

이나 VDU 상에 나타날때 제시되어야 하

고 직접적 요구시 가용하여야 한다.

X
 - 불만족(ARP와의 연동이나 기타 운전원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주

는 경우 없음)

4.2.6 Coding

Methods

4.2.6.2 Visual 1
Visual Coding

for Importance

 A visual coding method should be used to indicate

alarm importance and should be consistently applied

throughout the alarm system.

시각적 코딩 방법은 경보 시스템 전체에

서 일관성있게 적용되야하고, 경보의 중

요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야한다

△
 - on-off, normal-reset에 동일한 color coding이 적용되어 혼란 여지

(gr08)

4.2.7

Organization

of Alarms

4.2.7.2 Alarm

Message Lists
1

Listing by

Priority

 Lists of alarm messages should be segregated by alarm

priority with highest priority alarms being listed

first.6105

경보 메시지의 리스트는 가장 높은 경보

우선권에 의해 분리되야함
O

 우선순위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시간순으로도 나타낼 수 있

음

3 Blank Lines

 Alphanumeric alarm lists should have a separation

(blank row) between every four or five alphanumeric

messages.6105

수문자 경보 리스트는 넷 이거나 다섯인

모든 수문자 메시지들 간에 blank row 로

분리해야함

O
 5개의 경보메세지를 한화면에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당사항 없음.

7.2

Information

Display

7.2.4 Input

Formats
4

Feedback for

Discrete-

Adjustment

Interface with

Continuous

Operation

 If a discrete-adjustment interface has continuous

operation, it should provide continuous feedback on the

current state.

discrete-adjustment 인터페이스가 연속적

운전을 한다면, 현상태에서 연속적인 피

드백을 제공해야한다

△
 - 부분만족(ON/OFF버튼에 대한 표시 없음)  -또한 벨브나 펌프가

동작중인 상태알 수 없음

7.3 User-

System

Interaction

7.3.3

Verification

and

Confirmation

Steps

2
Confirmation

of Goals

 When feasible, confirmation steps should draw

attention to the goal of the action, not just to the action.

실행할수 있을때, 확정 단계는 행동의 목

표에 주의를 끌어야함
X  - 불만족 (Confirm 화면은 없음), 인간공학적 평가 필요함.

7.3.7 Control

Inputs
1

No Activation

When Display

Is Inoperable

 Users should not be able to activate a soft control if its

display is not working.

사용자들은 화면표시가 작동하지 않는다

면 soft control을 작동할수 없어야함
X  - 불만족함(화면이 나가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작동됨)

7. SOFT CONTROL SYSTEM

6/6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개요
	2. 평가범위 및 방법
	2.1 평가방법
	2.2 적용 근거

	3. 기술기준
	3.1 하나로 기술기준
	3.2 참고 기술수준

	4. 평가결과
	4.1 주제어반 MMI 적합성

	5. 안전성 개선
	6. 결론
	7. 참고문헌
	8. 부록
	부록 1. 적합성 평가 Checklist(BCS 화면)
	부록 2. Checklist 점검 결과 (BCS 화면)
	부록 3. 적합성 검토의견(BCS 화면)
	부록 4. BCS 화면 사진

	서지정보양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