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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웹 접근성의 이해

o 웹 접근성의 개념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고령자 포함),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3C)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eb Accessibility Initiatives: WAI)에서는 웹 접근성을 “장애인도
웹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내비게이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그들이 웹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웹 접근성은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능력이
변화하는 고령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혜택이 있다.”
(http://www.w3.org/WAI/intro/ accessibility.php)고 정의하고 있다. WAI
에서는 접근성의 4가지 핵심원리로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그리고 견고성(robust)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비장애인도 접근성의 대상이 됨을 함축하고
있다.

o 콘텐츠 제작 초점
콘텐츠가 어떠한 유형이든, 콘텐츠 설계자나 개발자들은 정보를 설계․개발하기
이전에 누가 무엇을 이용하여 어떻게 자신들이 설계․개발․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활
용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접근성
에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접근성 있는 정보를
설계․개발․제공하기 어렵고, 결국 정보접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콘텐츠 설계자나 개발자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즉
정보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본서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
성 지침 2.1에 대한 제작기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성 중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즉 웹 접근성에 초점을 두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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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 접근성의 필수요소들
웹 접근성을 준수하려면, 콘텐츠 자체의 접근성 준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콘텐츠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의 개발자와 사용자 간에 상호작용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필수 요소들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필수
요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http://www.w3.org/WAI/intro/components.php).
§

콘텐츠(contents): 웹 페이지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정보

§

사용자 도구: 웹브라우저(Web

§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browsers),

미디어 플레이어 등

스크린리더, 대체 키보드, 스위치, 스캔 소프트
웨어 등

§

사용자(users):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장애인 등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포함)

§

개발자(developers): 웹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장애를 지닌 개발자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설계자, 코딩하는
사람, 저자 등 포함)

§

저작도구(authoring

§

평가도구(evaluation

tools):

웹 사이트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tools):

웹 접근성 평가도구,
(validators), CSS

HTML

유효성 검사기 등

출처: http://www.w3.org/WAI/intro/components.php

[그림 1] 웹 접근성 필수요소들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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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기

o 장애인의 웹 사용 시 애로점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근거해 장애
인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 시행령에 명시된 장애인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총
15가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
한편, 이들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은 해당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맹, 약시, 색각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웹 접근성을 고려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분화된 특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고령자, 비장애인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W3C는 웹에서 접근성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대상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각 대상별 접근성 준수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W3C에서 제시한 장애유형별 대표적인 웹 접근성 장애를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http://www.w3.org/WAI/EO/Drafts/PWD-Use-Web/).

1) 시각장애
§

대체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미지

§

적절하게 기술되지 않은 복잡한 이미지(예: 그래프나 차트)

§

텍스트나 오디오로 기술되지 않은 비디오

§

순차적으로(셀 단위로 또는 “선형화된” 모드로) 읽을 때 의미를 알 수 없는 표

§

“NOFRAME”

대체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의미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프레임
§

논리적인 순서로 탭을 할 수 없거나 부적절하게 레이블된 서식

§

모든 명령어들에 대한 키보드 지원이 되지 않는 브라우저와 저작도구들

§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의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지 않은 브라우저와 저작도구들

§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이

해석하기 어려운 비표준 문서 서식

§

쉽게 변경되지 않는(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없는) 절대 글자 크기가 사용
된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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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없는 배열로 인해 확대했을 경우 주변의 콘텐츠를 잃어 버려 내비
게이션하기가 어려운 웹 페이지

§

부적절한 명도대비로 인해 명도대비를 사용자가 자신의 스타일시트로 대체
하거나(override)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웹 페이지나 웹 페이지상의 이미지

§

확대했을 경우 다음 줄로 자동 변경되는 것을 차단한 이미지로 된 텍스트

§

웹 사이트에 있는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해 독특한 표시물(marker)로 사용된 색상

§

배경색이나 패턴과 부적절하게 대비된 텍스트

2)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

웹 방송(webcasts 등을 포함), 웹상의 오디오에 관한 자막이나 원고가 없는 경우

§

제1언어가 문어나 구어가 아닌 수화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로
꽉 찬 페이지에서 콘텐츠 관련 이미지가 없는 경우

§

간단명료한 언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웹 사이트에서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

음성기반 상호작용을 요하거나 어떠한 대체 입력 모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웹 사이트

3) 지체장애
§

웹 페이지상의 시간제한 반응 옵션

§

마우스 명령어에 대한 키보드 대체물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와 저작도구들

§

논리적인 순서로 탭(tab)할 수 없는 서식

4) 지적 및 신경장애
§

시각을 보완하기 위해 오디오로 변환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디오에 대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대한 대체 유형/포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쉽게 끌 수 없도록 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시각 또는 비디오 요소

§

웹 사이트가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조직되지 않은 경우

§

불필요하게 복잡한 언어를 사용한 경우

§

절대 글자 크기를 사용한 웹 페이지

§

발작을 촉발할 수 있는 시각적 또는 오디오 주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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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3C는 몇 가지 대표적인 장애유형별 웹 접근성 문제를 준수했을 때 장애
등으로 인한 콘텐츠의 접근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W3C가 제시한 대표적인 장애유형별 접근성 준수 사례들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http://www.w3.org/ WAI/bcase/soc).
<표 4> 대표적인 장애유형별 웹 접근성 준수 사례
장애 유형

준수 사례

시력이 감퇴하고
있는 고령자

전경색과 배경색 간의 충분한 명도대비
약간의 시각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화면확대기와 같은 보조공학을
사용할 필요 없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읽기 쉬운 글꼴과 줄 간격
을 늘릴 수 있는 것과 글자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텍스트
§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의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대
신에 더 나은 브라우저 기반 확대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 맞추어
진 텍스트
§ 사용자들을 산만하게 하거나 발작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깜빡
거리거나 번쩍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와 다른 요소

민첩성이 떨어지거나
미세운동 조절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

§
§

객체의 클릭 가능한 영역을 늘릴 수 있는 기능
모든 웹 사이트의 상호작용(장치 독립성)을 위해 마우스를 사용하
는 것 대신에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청각이 손상된
고령자

§
§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원고와 자막
오디오의 전경 “정보”와 배경 “소음” 간의 대비

문해능력이 낮은
사람과 언어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

§
§
§
§
§
§

간단명료한 언어
보충적인 설명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내비게이션, 링크
그룹으로 나누어진 정보 묶음
너무 많이 깜빡거리거나 번쩍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읽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
§

이미지, 멀티미디어, 그리고 다른 비텍스트 객체들에 대한 대체텍스트
색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위한 풍부한(redundant) 코딩과 전경색
과 배경색 간의 충분한 명도대비
상대값으로 정의된 텍스트 크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의 비트맵 이미지 대신에 다운로드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스타일에 맞춘 텍스트
콘텐츠를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된,
그렇게 함으로써 파일 크기와 파일 다운로드 요구조건들을 줄여
다운로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스타일시트
몇몇 오래된 테크놀로지는 스타일시트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타일시트 없이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사이트
타당한 W3C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며 오래된 테크놀로지에서도 작
동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
사용자들이 원하는 페이지들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경로
를 거쳐 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낭비되는 페이지 로딩 시간을 절
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내비게이
션, 그리고 링크

§
§

§
§
저대역 인터넷
접속이나 오래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사람

§
§
§
§

신규 사용자와
웹을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
§
§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내비게이션, 그리고 링크
이미지맵에 대한 풍부한 텍스트 링크 제공
새로운 브라우저 창이 열리기 전에 사용자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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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 접근성 관련 법률과 표준
웹 접근성 관련 국내 법률과 정책, 지침으로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복지법｣ 제20조(정보에의 접근),
2005년 12월에 국가표준으로 승인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IWCAG
1.0)”,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
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그리고 2009년 5월 22일 공포된,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전부개정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노인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제32조(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
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
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
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
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4조(정
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는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 즉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사이트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정보통신ᆞ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
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
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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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
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
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
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
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
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
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각
행위주체별로 접근성 준수 의무화 단계를 설정해 놓았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대상은 1년에서 5년 내인 2013년 4월 11일까지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단계적 적용기간이 모두 경과했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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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기법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o 인식의 용이성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정확히 인
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을 이용하여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이미지
를 인식할 수 없다. 여기에서 텍스트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읽어줄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간주한다.
약시자와 고령자는 통상적인 크기의 폰트로 표시된 텍스트 콘텐츠를 인식하기
어렵다. 색각이상자는 특정한 색으로 표시된 콘텐츠의 구별이 어렵다. 청각장애인
은 동영상의 음성, 오디오 등과 같은 청각 콘텐츠를 인식할 수 없다.
콘텐츠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비단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음
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의 콘텐츠는 비장애인이 인식하는 경우도 어려움을 준다.
Ÿ

직사광선이 내려 쪼이는 장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표시되는 콘텐츠

Ÿ

매우 작은 폰트를 사용하는 콘텐츠

Ÿ

흑백 모니터에 표시되므로 색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콘텐츠

Ÿ

소음이 매우 심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청각을 이용하는 콘텐츠

이와 같이 장애 또는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 제작된 콘텐츠는 특정 감각을 이용할
수 없거나 특별한 환경에서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용자들도 그 정보를 다양한 방
법(예: 보조공학 이용)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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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영상의 오디오 트랙, 음성이나 사운드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청각
장애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그 내용을 인
식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화면 해설과 같은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인지하는 사용자의 경우도 비슷한 채도의 사물이나
명도 대비가 낮은 사물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콘텐츠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와 채도 대비가 뚜렷해야 한다.

o 관련 지침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
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
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의 3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인식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검사항목
지침(3개)
1.1(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
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항목(7개)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
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
트를 제공해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
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
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
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
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1.3.5.(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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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
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
해야 한다.

o 개요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제공하는 의미
나 용도를 가급적 동일하게 인식할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지양해야 하며, 의미 있는 배경 이미지의 경우,
css의 기능을 활용하여 그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야 하며 동일한 정보가 반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1)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웹 페이지에 이미지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img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 alt 속성
을 이용하여 짧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의 시각적인 특징보다는 이미지가 표현하
려는 의미나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8 서울올림픽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미지 링크를 제공할 경우
이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1988 서울올림픽" 또는 "1988 서울올림픽에
대해 알아보기" 등과 같이 제공한다.
<img src="1988seoul_olympic.gif" alt="1988 서울올림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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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의 작성 방법

특정 감각만을 이용해서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는 해당 감각이 없는 사용자들도 인식할 수 있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디오 파일은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 시각적 이미지는 시각장애
인이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오디오 파일이나 이미지는 각각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인식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대체 텍스트는 대체 수단의 한 가지 방법이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체 텍스트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이곳에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 제공하려는 정보는 무엇인가?
3)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4)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가 제공하는 기능이나 정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를 들어 미술품 '모나리자'의 사진에 대한 대체 텍스트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작 모나리자"
가 적절하다. 장한나가 연주하는 '브람스 첼로 소나타 No. 1'의 MP3 파일에 대한 대체 텍스트
로는 "장한나 연주,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이 적절하다.

위에 열거한 방법은 HTML 기반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플래시, 실버라이트 등과
같은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Rich Internet Application: RIA)을 구성하는 모든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적용 기술 2) 버튼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이미지를 이용한 입력 버튼은 input 태그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이 경우,
버튼에 사용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는 alt 속성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form action="http://sample.co.kr/submit/test" method="post">
<input type="image" name="submit" src="button.gif" alt="확인" />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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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3) Java 애플릿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웹 콘텐츠를 이용하여 Java 애플릿 등을 제공하는 방법은 applet 태그를 사용
하는 방법, embed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 object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Ÿ

applet 태그의 사용

Java 애플릿을 웹 페이지에 포함시켜 제공하기 위하여 applet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alt 속성을 이용하여 애플릿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applet code="TicTacToe.class" width=120 height=120 alt="tic tac toe 게임">
tic tac toe 게임
</applet>

<참고>
1) applet 태그는 HTML 4.0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법임.
2) 웹 브라우저는 applet 태그 내의 대체 텍스트를 읽어주나 웹 브라우저에 따라서 alt 속성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의 예와 같이 두 곳에 동일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우리나라에서 통용 중인 센스리더와 Jaws for Windows 는 applet 태그 내의 대체 텍스트를
읽어줌.

Ÿ

embed 태그의 사용

Java 애플릿을 웹 페이지에 포함시켜 제공하기 위하여 embed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alt 속성을 이용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embed type="application/x-java-applet" code="Tic.class"
width=120 height=120 alt="tic tac toe 게임">
</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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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체 텍스트가 아니라 Java 애플릿에 대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noembed 태그를 사용하여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embed type="application/x-java-applet" code="Tic.class"
width=120 height=120 alt="tic tac toe 게임">
<noembed>
<a href="tac_tac_toc.htm">Tic Tac Toe 게임</a>
</noembed>
</embed>

noembed 태그는 다음과 같이 embed 태그 밖에 제공해도 된다.
<embed type="application/x-java-applet" code="Tic.class"
width=120 height=120 alt="tic tac toe 게임">
</embed>
<noembed>
<a href="tic_tac_toc.htm">Tic Tac Toe 게임</a>
</noembed>

<참고>
1) embed 태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HTML 4.01 표준에 정의되지 않은 요소임. 최근에 권
고된 HTML5에는 표준에 포함되었음.
2) 우리나라에서 통용 중인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embed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지원하지 못하
므로 embed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의 지원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Ÿ

object 태그의 사용

object 태그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에 표시하는 java 애플릿은 title 속성을 이용
해서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title 태그 대신 object 태그 내에 대체 텍
스트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object type="application/x-java-applet" data="Tic.class"
width=120 height=120 title="tic tac toe 게임">
<param name="code" value="Tic.class">
tic tac toe 게임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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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을 제공할 경우 object 태그를 중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ava 애플릿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지(tic_tac_toc.gif)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object type="application/x-java-applet" data="Tic.class"
width=120 height=120 title="tic tac toe 게임">
<param name="code" value="Tic.class">
<object data="tic_tac_toc.gif" type="image/gif">
Tic Tac Toc 게임
</object>
</object>

<참고>
1) 웹 브라우저에 따라 object 태그의 title 속성을 읽어주지 못하고 object 태그 내의 대체 텍스
트를 읽어 주므로 두 곳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좋음.
2) 우리나라에서 통용 중인 센스리더와 Jaws for Windows는 object 태그 내에 제공한 대체 텍스
트만을 읽어줌.

적용 기술 4) 이미지 맵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이미지 맵(image map)은 이미지를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링크로 연결한 콘텐츠이다. 이 경우, 선택 가능한 영역은 area 태그로
구현하며, 이때 area 태그 별로 alt 속성을 이용하여 해당 영역의 용도나 목적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한다.
다음의 예는 이미지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각각 "ENGLISH"와
"KOREAN"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도록 구현한 경우다. 여기에서 전체 이미
지(language.gif)에 대해서도 대체 텍스트("language")를 제공하고 있다.
<img src="languge.gif" alt="language"
usemap="#language">
<map name="language">
<area alt="ENGLISH" shape="rect"
coords="10,5,66,19" href="/en/">
<area alt="KOREAN" shape="rect"

<language.gif>

coords="10,17,66,32" href="/ko/">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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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5)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문자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한글이나 영문자를 형상화한 로고 등과 같은 텍스트 이미지는 해당 이미지에
포함된 단어 또는 문장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한다.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
스트는 이미지에 표시된 텍스트에서 불필요한 기호를 제거하거나, 문장을 가다듬
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Ÿ

ACSII 심벌 기호를 이용하여 얼굴 형상을 표현하거나 한글 자음 또는 모
음을 나열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 이모티콘(emoticon)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1) 이모티콘 텍스트를 병기

(^(oo)^) (웃는 돼지)

2) 이미지로 표현하고 대체 텍스트를 제공

<img src="smile_pig.gif" alt="웃는 돼지"/>

3) abbr 태그의 사용

<abbr title="웃는 돼지">(^(oo)^)</abbr>

<참고>
1) 우리나라에서 통용 중인 화면 낭독 프로그램인 센스리더는 '툴팁읽기'를 설정해야 abbr 태그
의 title 속성을 읽어줌
2) 웹 브라우저나 보조기술에 따라서 abbr 태그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1)과 2)의 사용을 권장함

Ÿ

한/영문 자모를 이용하여 구성한 ASCII 아트의 경우 이를 건너뛸 수 있는 링
크를 제공한다.

<참고>
ASCII 아트(art)란 문자 또는 특수 기호 등의 글자체나 글자 간격을 조합하여 작성한 그림으로
SMS와 같은 문자 통신 시에 주로 이용됨

ASCII 아트 예:
ASCII art of Merry Christmas
<a href="#skipmerrychristmas">이모티콘 건너뛰기</a>
<pre>
。 ° · 。 · ˚ ˚ ˛ ˚ ˛
。° 。 ° 。˚ ˛ · ˚ ˚ ˛
★MERRY★ 。 · ˚ ˚ ˛ ˚ ˛ · ·
。CHRISTMAS 。 。° 。 ° ˛ ˚ ˛
_Π___＿ 。 ˚ ˚ ˛ ˚ ˛ ·˛ ·˚
/____＿/ ＼。˚ ˚ ˛ ˚ ˛ ·˛ ·˚
｜ 田田｜門｜ ˚ ˛ ˚ ˛ ·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 ˚
</pre>
<div id="skipmerrychristma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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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6) 플래시 콘텐츠의 대체 텍스트 제공
플래시(Flash)를 이용한 콘텐츠 구현 시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액세스
가능성(Accessibility) 패널의 '객체를 액세스 가능하게 만들기(Make object
accessible)' 항목을 체크하고, '이름(N)' 항목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설명
(D) 항목은 보다 자세한 설명문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Ÿ

다음의 예는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액세스 가능성
패널의 이름 항목을 이용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Ÿ

플래시는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한 코딩 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ctionScript 2.0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무비클
립(MoviClip)에 대한 _accProps 객체의 속성을 설정해야 한다.

// ActionScript 2.0 Example
// Let 'sampleMoviClip' is a MovieClip instance placed on the movie's main timeline
_root.sampleMoviClip._accProps = new Object();
_root.sampleMoviClip._accProps.name = "지구를 공전하는 달";

Ÿ

마찬가지로, ActionScript 3.0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무비클
립에 대한 accessibilityProperties 객체의 속성을 설정한다.

// ActionScript 3.0 Example
// Let 'sampleMoviClip' is a MovieClip instance placed on the movie's main timeline
sampleMoviClip.accessibilityProperties = new AccessibilityProperties();
sampleMoviClip.accessibilityProperties.name = "지구를 공전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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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플래시, 실버라이트 콘텐츠의 대체 텍스트 평가 방법
플래시, 실버라이트 등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동화 요소들
의 대체 텍스트는 UIA Verify와 같은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평가 도구는 웹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웹 콘텐츠를 구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에 대한 레이블, 단축키 니모닉, 도움말, 해당 요소에 할당된 값 등을 알려준다.

적용 기술 7) 실버라이트 콘텐츠의 대체 텍스트 제공
실버라이트에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AutomationProperties.Name 속성 또는 AutomationProperties.LabeledBy 속
성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콘텐츠 또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문 또는 도움말은
AutomationProperties.HelpText 속성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Ÿ

AutomationProperties.Name 속성 이용방법

AutomationProperties.Name 속성은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동화 클라이언
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화 속성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다음 예는 상품 이미지(smt_case_12.png)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코
드이다.
<Image Source="smt_case_12.png"
AutomationProperties.Name="스마트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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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utomationProperties.LabeledBy 속성이용 방법

AutomationProperties.LabeledBy 속성은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서
정의된 텍스트를 바인딩을 통하여 대체 텍스트로 제공할 경우에 사용하며 그 역
할은 AutomationProperties.Name과 동일하다.
다음 예는 텍스트 입력 상자의 대체 텍스트(레이블)를 "실버라이트 설명"이라고
제공하는 코드이다.
<TextBlock x:Name="SilverlightLabels">실버라이트 설명</TextBlock>
<TextBox x:Name="SilverlightOne" Width="25"
AutomationProperties.LabeledBy="{Binding ElementName=SilverlightLabels}"/>

적용 기술 8) 그래프 등에 대한 설명문 제공
그래프나 사진과 같이 그 의미하는 바를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경우에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Ÿ

longdesc 속성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chart.gif)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longdesc 속성을 이용하
여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longdesc 속성을 이용하여 복잡한 그래프에 대
한 설명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dest_chart.html)로 이동하도록 구현한 경우다.
<p><img src="chart.gif"
alt="중앙기관 웹 접근성 조사결과"
longdesc="dest_chart.html"/>
</p>

Ÿ

설명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당 콘텐츠의 전후에 제공
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longdesc
속성의 경우와 같이 설명 페이지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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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는 이미지(chart.gif)에 이어서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제
공하는 구현방법이다.
<p><img src="chart.gif" alt="중앙기관 웹 접근성 조사결과"/></p>
<P>2008년도 중앙기관의 웹 접근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
...
<p>

이미지 링크 제공

Ÿ

텍스트 아닌 콘텐츠 또는 그 주변에 설명문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설명문으로 이동하는 링크의 위치와 모양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의 예는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 설명문으로 이동하도록 구현한 것이다.
<p>
<a href="chartdesc.html">
<img src="chart.gif" alt="중앙기관 웹 접근성 조사결과"/>
</a>
</p>

링크 버튼 제공

Ÿ

이미지 옆에 링크 버튼을 제공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페이지의 해당 이
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버튼 레이블은 '그래프 설명문' 또는 '그래프 설명문으로 이동' 등이 가능
하다.
다음의 예는 이미지 옆에 버튼을 제공하여 링크된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구현한
것이다.
<p>
<a href="chartdesc.html">
<img src="chart.gif" alt="중앙기관 웹 접근성 조사결과"/> &nbsp;
<button type=“button”
onClick=“javascript:locatin.href=’chartdesc.html’”>그래프 설명문으로 이동</button>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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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9) 생방송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실시간 오디오와 실시간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콘텐츠의 내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이 경우, 대체 텍스트를 콘텐츠의 내용 변화에 따라 동적
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실시간 오디오 또는 동영상 콘텐
츠의 대체 텍스트로는 해당 콘텐츠의 용도를 알려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다음은
그 일례이다.
Ÿ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초 나들목에 설치된
CCTV 실시간 영상의 링크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경부선 서울방향 서초 나
들목 실시간 영상"이라고 제공한다.

Ÿ

인터넷을 통하여 중계되는 생방송 KBS FM 라디오 콘텐츠로 이동하는 이미
지 링크의 대체 텍스트를 "KBS FM 라디오 생방송"이라고 제공한다.

적용 기술 10) CAPTCHA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참고> CAPTCHA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의도적으로 글자 모양을 비틀어 만든 이미지에 대하여 컴퓨터는
그 내용의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나 인간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
자가

컴퓨터인지

인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CAPTCHA(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라고 한다. CAPTCHA에
는 다음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방법이 일반적이나 오디오로 제공되는 청각적인 방법이 있다.

CAPTCHA는 사용 목적상 그 내용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한다면 CAPTCHA가
의도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CAPTCHA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용도를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래는 CAPTCHA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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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 제공되는 CAPTCHA에 대한 대체 텍스트로는 "숫자 이미지용

Ÿ

CAPTCHA"가 적절하다.
오디오로

Ÿ

제공되는

CAPTCHA에

대한

대체

텍스트로는

"오디오

CAPTCHA" 등이 적절하다.
CAPTCHA를 제공하는 웹 콘텐츠는 반드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CAPTCHA에 대한 대체 수단의 제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 CAPTCHA의 대체 수단
1) 두 가지 이상의 감각, 예를 들어 시각적 CAPTCHA와 청각적

CAPTCHA를 동시에 제공

2) 사용자에게 문제를 텍스트 콘텐츠로 제시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입력하도록 하는 문제 풀이
방식의 CAPTCHA 제공
3) 상담원을 이용하여 CAPTCHA가 제공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4) 기타 CAPTCHA의 이용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의 제공
※

보다

다양한

방법은

W3C

WAI에서

제공하는

“Inaccessibility

of

CAPTCHA

(http://www.w3.org/TR/turingtest/) ”을 참고하시기 바람

적용 기술 11) 온라인 시험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검사(색맹검사, 청각검사, 시력검사 등) 또는 시험(듣기 평가 예문, 단어 받아쓰
기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검사의 결과 또는 시험의 정답
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콘텐츠의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아래는 올바른 사례들이다.
Ÿ

색맹 검사용 콘텐츠에 대하여 "색맹 검사용 이미지 1" 등과 같이 대체 텍스
트를 제공한다.

Ÿ

토플(TOEFL) 듣기 평가용 예제의 오디오 콘텐츠에 대하여 "토플 문항 5번
용 오디오" 등과 같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Ÿ

시력검사용 이미지에 대하여 "시력 검사용 이미지" 등과 같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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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12) 대체 텍스트를 빈 공간(alt="")이나 생략해서 제공해야 하
는 경우
이미지에는 반드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대체 텍스트를 빈 공간(alt="")으
로 제공해야 한다. 대체 텍스트를 빈 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Ÿ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등

텍스트 설명이 함께 제공되는 이미지 또는 의미가 없는 글머리표 등과 같은 이
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빈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를 alt 속성을 빈 문자열(alt="")로 설정한다. 여기서 alt 속성을 빈 문자열로 제
공한다는 것은 alt 속성을 제공하되 그 값을 null로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의 예는 이미지 글머리표의 대체 텍스트를 빈 문자열로 제공하는 경우다.

...
<p><img src="blit.gif" alt=""/> 화면 낭독 프로그램</p>
<p><img src="blit.gif" alt=""/> 화면 확대 프로그램</p>
...

<참고>
title 속성과 alt 속성을 모두 제공하면 일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두 속성을 모두 읽어주어 혼
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체 텍스트는 반드시 alt 속성으로 제공하며, alt 속성을 제공하지 않
는 태그의 경우에만 title 속성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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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는 정보 제공의 목적보다는 시각적인 장식 효과를 내기위하여 사용
되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배경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보조기술이 무시하도
록 제공되어야 한다.

CSS를 이용하여 배경 이미지를 제공하면 대체 텍스트를 보조기술로 전달하지
않는다. 다음 CSS 코드는 웹 페이지의 배경 이미지를 지정하는 예다.

...
<style type="text/css">
body { background: #ffe url('/images/home-bg.jpg') repeat; }
</style>
</head>
<body>
...

Ÿ

플래시 콘텐츠

플래시 콘텐츠를 구성하는 무비클립 또는 버튼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
써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게 될 경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장식용
으로 사용되는 무비클립 또는 텍스트 설명이 함께 제공되는 무비클립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
어떤 무비클립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액세스 가
능성(Accessibility) 패널을 열고, 무비클립을 선택한 후에

액세스 가능

성 패널의 '객체를 액세스 가능하게 만들기(Make object accessible)' 항
목을 체크 해제(uncheck)한다. 이 항목을 체크 해제하면 이 무비클립의
이름(N) 항목이나 설명(D) 항목에 대체 텍스트나 설명문을 제공하더라도
보조기술은 이 무비클립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무시하게 된다.

- 23 -

플래시 콘텐츠를 ActionScript 2.0으로 개발하는 경우 무비클립(MoviClip)
에 대한 _accProps 객체의 silent 속성을 ‘true’로 설정해야 한다.
// ActionScript 2.0 Example
// 'decorative_mc' is an instance placed on the movie's main timeline
_root.decorative_mc._accProps = new Object();
_root.decorative_mc._accProps.silent = true;

ActionScript

3.0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무비클립에

대한

accessibilityProperties 객체의 silent 속성을 ‘true’로 설정한다.
// ActionScript 3.0 Example
// 'decorative_mc' is an instance placed on the movie's main timeline
decorative_mc.accessibilityProperties = new AccessibilityProperties();
decorative_mc.accessibilityProperties.silent = true;

Ÿ

실버라이트 콘텐츠

실버라이트 콘텐츠를 구성하는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
게 혼란을 주게 될 경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장식용으로 사용되
는 배경 이미지, 글머리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실버라이트

객체는

Automation

Properties 클래스를 이용한 Name 속성 및 LabeledBy 속성 등을 제공하지 않
는다.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1) 의미나 기능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빈 문자열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
대체 텍스트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가 제공하는 기능이나 정보를 동등하게 전
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로 이
미지 파일명인 "image.jpg" 등과 같이 제공하거나, "이미지 1", "이미지 2" 등과
같이 이미지에 대한 일련번호를 제공하거나 그냥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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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는 의미를 지닌 세 개의 이미지에 무의미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
(alt="")하여 보조기술이 이미지와 동등한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다.

<ol>
<li><img src="text1.gif" alt=""/></li>
<li><img src="text2.gif" alt=""/></li>
<li><img src="text3.gif" alt=""/></li>
</ol>

개선방법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lt 속성을 이용하여 각각의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
스트를 제공하며, ol(ordered list)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

<개선 사례 1>

<ol>
<li><img src="text1.gif" alt="1.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조회"/></li>
<li><img src="text2.gif" alt="2. 대상별 생애별 욕구정보를 통한 주민서비스 안내"/></li>
<li><img src="text3.gif" alt="3. 공공 및 민간시설/단체의 서비스 정보 제공"/></li>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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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2) 복잡한 정보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간단한 대체 텍
스트만을 제공
다음의 예는 기관의 경영이념을 표방하는 정보를 제목 이미지와 내용 이미지로
제작한 경우다. 이 예에서 제목 이미지는 빈 문자열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
으며, 내용 이미지는 "이미지"라는 부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법
조직도, 경영이념 등과 같이 많은 정보를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하여 정보를 제
공하는 콘텐츠는 설명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적절한 대체
텍스트도 제공해야 한다.
<img src="vision.gif" alt="OO행정혁신 비전과 목표" longdesc="vision_goal.html"/>

더 바람직한 방법은 내용 이미지를 '단계별 혁신목표 성과' 부분과 '··· 추진
전략 로드맵'의 두 가지 이미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하여 alt 속성과
longdesc 속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 26 -

잘못된 사례 3) 주기적으로 변하는 콘텐츠의 대체 텍스트는 변경하지 않는 경우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갱신되는 경우에 대체 텍스트도 동시에 갱신되어야 한다.
Ÿ

매출 자료를 토대로 월 매출실적을 제공하도록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달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매출실적이 변경되지 않는 대체 텍
스트는 잘못된 구현 예다.

Ÿ

계절에 따라 소개 페이지(intro page)의 사진이 주기적으로 변경됨에도 불
구하고 사진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동시에 변경되지 않는다면 잘못 구현된
예이다.

Ÿ

몇 개의 상품 소개 이미지가 2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플래시
로 구현한 콘텐츠에서 이미지가 바뀔 때마다 대체 텍스트가 갱신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플래시 콘텐츠 전체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상품보기"로 제공
한 것은 잘못 구현한 경우다.

개선방법
위에 열거한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콘텐츠 전체에 대한 대체 텍스
트를 제공하지 않고, 플래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비클립으로
변환하며, 각 무비클립별로 액세스 가능성 패널의 '객체를 액세스 가능하게 만들
기(Make object accessible)' 항목을 체크(check)하고, 이름(N) 항목에 각 이
미지별로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면 된다.

잘못된 사례 4) 의미있는 정보를 배경 이미지로 제공
의미있는 이미지를 CSS만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미지가 표현하려는 중요한 의미
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구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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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5.5%!'이라는 텍스트 이미지(rate.png)를 배경 이미지로 구현하고

Ÿ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를 텍스트로 제공하지 않아 정작 중요한 이자율을 보
조기술 사용자가 인식할 수 없다.

CSS 코드:
p#anual_interest {
padding-left: 200px;
background: transparent url(./rate.png) no-repeat top left;
}

HTML 코드:
<p id="anual_interest">
당 은행은 가장 높은 금리를 보장합니다!
</p>

개선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가 아닌 img 태그를 사용하
여 구현하고 alt 속성을 제공한다.

<p><img id=""src="./rate.png" alt ="연이율 5.5%!"/>
당 은행은 가장 높은 금리를 보장합니다!
</p>

Ÿ

다음 사례는 온라인 음반 매장에서 CD 타이틀 별로 '신규입고', '재고 없음',
'구입가능' 등으로 재고를 구분하여 목록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재고 여부를
배경 이미지로 표현한 경우다. 이 경우 타이틀의 재고 여부를 보조기술 사용
자가 인식할 수 없다.

- 28 -

CSS 코드:
ul#cdlist li {
padding-left: 20px;
}
ul#cdlist li.new {
background: transparent url(new.png) no-repeat top left;
}
ul#cdlist li.instock {
background: transparent url(instock.png) no-repeat top left;
}
ul#cdlist li.outstock {
background: transparent url(outstock.png) no-repeat top left;
}

HTML 코드:
<ul id="booklist">
<li class="new">CD Title #1</li>
<li class="instock">CD Title #2</li>
...
<li class="outstock">CD Title #n</li>
</ul>

개선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입고', '구입가능', '재고없음'을 의미하는 세
가지 이미지(new.png, instock.png, outstock.png)를 img 태그로 표현하고 alt
속성을 이용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ul id="booklist">
<li><img src="new.png" alt="신규입고"/> CD Title #1</li>
<li><img src="instock.png"/> alt="구입가능"/> CD Title #2</li>
...
<li><img src="outstock.png" alt="재고없음"/> CD Title #n</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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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5) 빈칸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가 콘텐츠의 인식을 방해하는 경우
보조기술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다. 다음 사례는 콘텐츠에 빈칸 이미지(spacer.gif)를 삽입하여 간격을 조절
하고 있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이 콘텐츠를 "나무 종류: '빈칸' 상수리나무"라
고 읽어주므로 빈칸 이미지(spacer.gif)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도리어 콘텐츠의
인식을 방해하게 된다.
<div>나무 종류: <img src="spacer.gif" width="100" height="1" alt="빈칸"/>상수리
나무</div>

개선방법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빈칸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빈 문자열(alt="")로
설정한다.
<div>나무 종류: <img src="spacer.gif" width="100" height="1" alt=""/>상수리
나무</div>

잘못된 사례 6) 지도와 같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 또는 설명(longdesc)은 이 콘텐츠가
가진 기능이나 용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지하철 역주변의 주요 건물을 소개하는 지도에서
설명문이 건물의 이름 또는 상호만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img src="./map.gif" alt="등촌역 주변" />
<p> 등촌역 근처 주요 건물 </p>
강서생복요리전문,
미래에셋, OO주유소(로드뷰 제공)
...
그린월드호텔,
북두칠성.

<ma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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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지도의 용도가 지하철 출구와 건물들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지
도에 대한 설명(longdesc)은 지하철역의 출구 번호별로 각 건물까지의 도달 거
리, 접근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img src="./map.gif" alt="등촌역 주변" />
<p> 등촌역 주변 주요 건물 </p>
1번 출구: 강서생복요리전문, 우측 30m 전방;
2번 출구: 미래에셋, 좌측 10m 전방; 북두칠성, 좌측 100m 전방; OO주유소(로드뷰 제공), 150m 전방
...
8번 출구: 그린월드호텔, 정면 50m 전방.

잘못된 사례 7) 중요한 정보를 색으로만 제공하는 경우
대체 텍스트에는 색, 위치, 모양 등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차이
를 직접 문장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음 예는 영업 직원별 연간 매출액을 표시한 막대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대
해 다음 대체 텍스트와 같이 문장 중에 색을 표시하는 경우 색을 인식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다음의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 그래프에서 빨간색 막대는 ...”의 문장에서 시각 장애인은 그림 중의 빨간색
막대와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매출

달성미달액

4.5
4
3.5

<img src="char.png" alt="영업 직원의 연간 매출액 그래프로,

3

홍길동 매출 3.5억; 이철수 매출 4.2억; 최상규 매출 3.7억;

2.5
매출(억)
2

문성남 매출 2.6억. 그래프에서 빨간색 막대는 연간 매출

1.5
1
0.5

예정액과의 차이를 나타냄."/>

0
홍길동

이철수

최상규

문성남

직원명

<cha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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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대체 텍스트가 색으로 인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매출

달성미달액

4.5
4
3.5

<img src="char.png" alt="영업 직원의 연간 매출액 그래프로,

3
2.5

홍길동 매출 3.5억; 이철수 매출 4.2억; 최상규 매출 3.7억;

매출(억)
2
1.5

문성남 매출 2.6억. 문성남씨는 연간 매출 예정액(3억)에서

1

0.4억이 미달함."/>

0.5
0
홍길동

이철수

최상규

문성남

직원명

<char.png>

잘못된 사례 8) alt 속성이 아닌 title 속성을 이용하여 대체 텍스트 제공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alt 속성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음의 예는
alt 속성 대신 title 속성을 이용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img src="logo.gif" title="한국정보화진흥원 로고"/>

개선방법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반드시 alt 속성을 이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img src="logo.gif" alt="한국정보화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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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9) QR 코드에서 URL을 대체 텍스트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
웹 페이지의 일부 콘텐츠에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QR 코드, 바코드 등의 이미지에는 QR코드나 바코드의 용도를 대체 텍스트로 제
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웹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한 QR코드의 대체 텍스트
는 접속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주소를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다음의 예는 QR 코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나 접속할 주소를 알
려주지 않은 경우이다.

<h2>DDOS 공격 우수 대응 사례</h2>
<p>DDOS 공격 우수 대응 사례에 대하여
...
<p>

<QR_code.jpg>

<img src="QR_code.jpg" alt="DDOS 공격 우수 대응 사례 QR 코드"/>

개선방법
QR 코드 이미지에 저장된 주소 정보 등을 대체 텍스트 또는 설명으로 제공하거
나 링크를 제공하여 QR 코드가 알려주는 웹 페이지로 직접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h2>DDOS 공격 우수 대응 사례</h2>
<p>DDOS 공격 우수 대응 사례에 대하여 ... <p>
<img src="QR_code.jpg" alt="DDOS 공격 우수 대응 사례 QR 코드"
longdesc="ddos_12000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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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
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o 개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
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닫힌 자막(Closed caption)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Synchronized)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Video)만 제공하는 경우 화면
해설(텍스트, 오디오, 원고)을 제공하고,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막, 원고 또
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생방송 콘텐츠의 경우 자막 또는 수화의 제공을 이 검사항목의 예외로 인정한
다. 그러나 생방송 콘텐츠의 경우에도 자막 또는 수화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생방송 콘텐츠의 경우에도 검사항목 1.1.1, 적용기술 9)에 의거한 콘텐츠에 대
한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13) 열린 자막 제공
청각장애인은 시청각 콘텐츠에 포함된 대화를 청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각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열린 자막(Open caption)이란 동영상의 오디오 트랙에 포
함된 대화 및 중요한 음향 정보를 텍스트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비디오 트랙에 포
함시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열린 자막을 제공하는 동영상은 자막이 항상
화면에 표시되므로 특별한 동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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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14) 닫힌 자막 제공
닫힌 자막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막을 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도록
제작하는 방법이다. 닫힌 자막의 내용은 동영상의 대화와 중요한 음향 정보를 포
함해야 한다.
닫힌 자막은 동영상과 동기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닫힌 자막을 제공할
수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대화나 음향 효과가 제공되지 않는 동영상은 '이 동영상은 음성을 제공하지 않
음'이라는 메시지를 닫힌 자막 방식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막 제공 방법
SMIL 1.0:
http://www.w3.org/TR/2010/NOTE-WCAG20-TECHS-20101014/SM11
SMIL 2.0:
http://www.w3.org/TR/2010/NOTE-WCAG20-TECHS-20101014/SM12
플래시:
http://www.w3.org/TR/2010/NOTE-WCAG20-TECHS-20101014/FLASH9
실버라이트:

http://www.silverlight.net/learn/quickstarts/accessibility/#MediaAndCaptioning

적용 기술 15) 대본 또는 원고 제공
오디오를 제공하는 콘텐츠는 포함하고 있는 대화 또는 음향 정보를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텍스트 대본을 제공한다. 대본은 오디오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대본의 양이 많아 상하 스크롤이 필요한 경우 동영상 또는 오디오와 동기화되
어 스크롤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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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을 제공하는 방법은 아래 중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참고> 대본 제공 방법
l 동영상 콘텐츠 바로 옆에 대본을 텍스트로 제공
l 동영상 콘텐츠 또는 동영상 콘텐츠 주위에 대본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

적용 기술 16) 수화 제공
빠르게 변화하는 자막을 인식하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동영상의 자막
을 수화로 통역하는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함께 제공되는 수화 동영상과 원래의
동영상은 서로 다른 영역에 표시될 수 있다.

<참고> 수화 동영상의 제공 방법

SMIL 1.0:
http://www.w3.org/TR/2010/NOTE-WCAG20-TECHS-20101014/SM13
SMIL 2.0:
http://www.w3.org/TR/2010/NOTE-WCAG20-TECHS-20101014/SM14

수화 동영상을 원래의 동영상과 같은 비디오 트랙에 포함시켜 제공하는 경우
동영상의 해상도가 낮을 경우 수화를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동영상의
해상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수화와 함께 자막을 제공하는 경우 자막으로 인하여 수화가 가리지 않도록 닫
힌 자막으로 구현하여 사용자가 자막을 화면에서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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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17) 음성이 없는 동영상의 대체 수단 제공
대화나 독백, 설명 등과 같은 음향 정보가 없는 동영상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통한 텍스트나 그래픽 정보 제공, 사람이나 동물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경우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영상은 콘텐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시각장애인
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내용을 충실히 묘사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
해야 한다.
1) 대체 텍스트 또는 설명으로 제공
동영상의 내용을 텍스트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대체 텍스트 또는 설명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대체 텍스트 또는 설명만으로도 동영상이 의도하
는 바를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 텍스트 또는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 대체 텍스트 또는 설명의 제공하는 방법
w alt 속성으로 제공
w longdesc 속성으로 제공
w 동영상 콘텐츠 주위에 설명문을 제공
w 동영상 콘텐츠 또는 동영상 콘텐츠 주위에 설명문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

2) 오디오 해설 제공
동영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해설을 오디오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첫 번째 방법에서 작성한 텍스트 문서를 읽어주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이접기 동영상에 대한 오디오 해설은 "첫째, 정사각형의 종이를
준비한다. 두 번째, 종이를 반으로 접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 세 번째는 이등
변 삼각형의 ... ' 와 같이 단계별로 접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오디오 해설은 동영상의 오디오 트랙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만일 동영상 장면에
대한 오디오 해설이 장면의 지속시간보다 길어 오디오 해설이 종료되기 전에 동
영상의 장면이 바뀌는 경우 동영상의 해당 장면이 바뀌기 직전에 동영상을 일시
정지시키고 오디오 해설이 완료된 다음 동영상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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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10) 자막, 원고, 수화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 대화나 음향정보를 제공하는 아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청각장애인이 접
근할 수 없다.

개선방법
이 콘텐츠에는 청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2) 다음 예와 같이 우리나라 자연의 사계절 아름다움을 표현한 동영상에서 잔
잔한 배경음악을 함께 제공하는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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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의 변화를 화면 해설 방식으로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만일 화면에 텍스트를 제공한다면 화면 해설과 함께 텍스트를 읽어 주
어야 한다.

잘못된 사례 11) 동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자막 또는 원고의 경우
자막, 대본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에 자막 또는 대본이 동영상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는 잘못된 사례에 속한다.
Ÿ

동영상의 대화를 요약하여 제공

Ÿ

내용 이해에 필수적인 음향정보를 누락

Ÿ

동영상의 일부 대화에 대한 대본을 생략

아래는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잘못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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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자막, 대본 또는 수화는 요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동영
상의 대화, 중요한 음향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잘못된 사례 12) 대체 수단에 대한 또 다른 대체 수단임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 항상 대본 등의 대체 수단을 함
께 제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데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텍스트 콘텐츠 또는 여
타의 콘텐츠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제공되는 경우 대본을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
가 없다. 이 경우,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대체 수단임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이 접기 절차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웹 페이지의 한 부분에 종이
접기 절차를 시연하는 동영상 또는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이 콘텐츠에
대본이나 긴 설명문 등을 제공하기 보다는 "종이 접기에 대한 대체 수단"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주변에 종이 접기 본문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잘못된 사례 13) 열린 자막이 수화를 가리는 동영상
수화와 자막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에서 자막으로 인하여 수화를 가리는 콘
텐츠는 수화를 인식할 수 없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방법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할 때 아래와 같이 대체 수
단을 제공해야 한다.
Ÿ

수화와 자막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대체 수단을 닫힌 방법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대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Ÿ

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화를 전면에 나타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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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14) 동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수화를 볼 수 없는 경우
웹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에 수화를 제공하는 경우 동영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수화를 인지하기 어렵다.

1) 동영상의 해상도가 낮으면 화면을 확대하더라도 수화를 인식하기 어렵다.

개선방법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화를 제공하는 동영상은 확대를 하더라도 수화를 인
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상도의 동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2) 수화통역사와 배경간의 명도 대비가 작은 콘텐츠는 청각 장애인이 인식하기
어렵다.

개선방법
수화통역사의 손과 얼굴과 배경간의 명도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수화 동
영상의 명도 대비에 관한 검사는 검사항목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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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
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o 개요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색을 배제하여도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
는 사용자나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
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18) 색을 보완하는 텍스트 제공
색을 이용하여 서식의 용도를 나타내는 경우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색을 사용한다면 보완 방법을 함께 제공하여 색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색의 의미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다.
Ÿ

다음 예와 같이 예약이 마감되었음을 '완'이라는 글자를 병기하고 색으로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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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입력서식에서 필수 입력 항목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해당 항목의 레이블에
'*' 표시를 추가하고 색으로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label for="name" class="required"> * 이름: </label>
<input id="name" type="text" size="25" value=""/>
<style type="text/css">
.required {
color:red;
}
</style>

Ÿ

입력서식에서 필수 입력 항목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해당 항목의 레이블에 '
(필수)' 표시를 추가하고 색으로 강조할 수도 있다.

<label for="name" class="required">이름(필수): </label>
<input id="name" type="text" size="25" value=""/>
<style type="text/css">
.required {
color:red;
}
</style>

Ÿ

이미지와 대체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에서 새로 입고된 상품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상품 주위에 신규 상품임을 알
려주는 이미지

를 함께 제공한다. 물론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new"

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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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19) 색을 보완하기 위하여 글자모양을 이용하는 방법
색을 구분할 수 없거나 약시 사용자를 위하여 텍스트의 표시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글자 모양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다른 글꼴의 사용, 밑줄
(underline) 표시, 굵은 글씨체 또는 이탤릭체, 글자 크기의 변경, 명도 대비 차
이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링크 텍스트를 색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밑줄 표시를 하거나 이탤릭체로 표
시한다.

Ÿ

온라인 쇼핑몰에서 새로 입고된 상품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색과 함께 상품
명을 크고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Ÿ

텍스트 콘텐츠의 일부를 링크 텍스트로 이용하는 경우에 링크 텍스트의 색을
밝은 파란색(#3366CC)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텍스트를 검정색(#000000)
으로 표시하면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링크 텍스트와 나머지 텍스트
간의 명도 대비를 이용하여 링크임을 알려줄 수 있음

적용 기술 20) 색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늬 또는 모양을 이용하는 방법
색을 구분할 수 없거나 약시 사용자를 위하여 무늬 또는 모양을 이용하여 콘텐
츠를 표시한다.
1) 무늬 사용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할 때에 주별 막대를 무늬를
이용하여 표시할 때는 범례도 무늬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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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상의 이용
어떤 지역의 전세 값과 매매 값 변동추이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 전세 값
과 매매 값의 월별 변동 추이를 각각 다른 모양(다이아몬드, 네모)으로 표시하여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3) 점선과 실선의 사용
어떤 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단계를 알려주는 플로 차트에서
조건에 따른 처리 과정을 빨간 점선의 화살표와 파란 실선의 화살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점선과 실선을 이용한 사례 예시 제시할 것!!!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15) CSS로 인하여 링크임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CSS를 이용하여 링크 텍스트의 밑줄을 사라지게 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
<head>
<style type="text/css">
p a:link {text-decoration: none}
p a:visited {text-decoration: none}
p a:active {text-decoration: none}
p a:hover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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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head>
<body>
...
<p>웹 접근성에서 <a href="./criteria.html/#criteria_1_3_1">색에 관한 검사항목</a>에 관한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은 다음과 같다. </p>
...
</body>

개선방법
이를 해결하려면 위 CSS 코드에서 link의 표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이때 링크 텍스트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밑줄이 표시된다.
p a:link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blue;}

잘못된 사례 16) 색으로만 필수 입력 항목을 표시한 경우
사용자 서식의 필수항목을 색과 함께 시각적인 추가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예
를 들어 다음의 회원 가입 서식에서 필수 항목을 꽃분홍색으로 표시하고 필수항
목임을 알려주는 것은 잘못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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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색을 배제하고서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그림과 같이 '*' 등을 색과 함께
제공하여 색이외의 방법으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잘못된 사례 17) 오류 메시지를 색으로만 구분하도록 한 경우
오류가 발생한 서식 부위를 색으로만 표시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사용자는 오류가 발생한 서식의 위치를 인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어떤 항목을 채우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 서식의 레이블을 빨간색으로만 표시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개선방법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발생한 서식의 레이블을 빨간색 굵은 글꼴로
표현하거나 밑줄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등 색 이외의 추가적인 인지 수단을 제공

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에 테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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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18) 색으로만 그래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경우
년도에 따른 통신서비스별 가입자 수 추이를 나타낸 왼쪽의 잘못된 사례에 해
당하는 색을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어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사용자
는 인식할 수 없다.

개선방법
이를 개선하려면 색 외에 추가적인 인지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의 개선 사례는 통신서비스별로 가입자 수의 변화와 범례를 다른 형상으로
표시한 것이다.

<개선 사례>

<잘못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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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19) 일정 구분을 색으로만 구분하도록 한 경우
다음 그림의 왼쪽에 보인 잘못된 사례는 월별 예약현황을 분홍색과 하늘색으로
표시한 경우다.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사용자는 예약 가능 또는 예약 마감 여부를
알 수 없다.

개선방법
이를 개선하려면 색을 배제하고서라도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무늬를 이용하
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오른쪽 그림의 개선 사례는 예약 가능과 예약 마감을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한 경우로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예약현황을 구분
할 수 있다.

<개선 사례>

<잘못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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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1.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o 개요
본 검사항목은 특정 요소를 가리키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콘텐츠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시각이나, 청각 등과 같은 특정 감각에만 의존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사항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
도록 제공해야 한다. 본 검사항목은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콘텐츠와 대체 텍스
트가 제공된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경우 보조기술을 통해 다른 감각으로의 전환
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다시 출력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21) 시각 정보를 이용한 지시문의 보완
시각적인 지시나 위치를 사용하면 시각 장애인이나 화면의 일부를 확대하여 사
용하는 약시자는 지시하는 콘텐츠를 찾아내기 어렵다. 또한 페이지 레이아웃은 폰
트나 브라우저의 크기 변경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콘텐츠의 상대적인 위치도 변
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색, 크기, 모양 또는 위치를 이용하여 어떤 컨트롤이나 콘텐츠를 지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 경우는 그 일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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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웹 페이지에 둥근 모양의 빨간색 버튼과 초록색 버튼을 제공하고 각 버튼의
레이블을 각각 '확인' 과 '취소'로 구성한 콘텐츠에서 "작성한 서식을 제출하
려면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오."라는 지시문이 지정하는 버튼을 시각장
애인도 사용할 수 있다.

Ÿ

웹 페이지에 두 개의 크기가 다른 둥근 모양 버튼을 제공하고 각 버튼의 레
이블을 '확인' 과 '취소'로 제공하는 콘텐츠에서 "작성한 서식을 제출하려면
큰 확인 버튼을 누르시오." 라는 지시문이 지정하는 버튼을 시각장애인도 사
용할 수 있다.

Ÿ

웹 페이지에 둥근 모양, 네모 모양 및 오각형 모양의 버튼을 제공할
버튼별로 텍스트 레이블을 제공하면 모양과 텍스트 레이블을 이용하여
하는 버튼을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성한 서식을 제출하려면
색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오." 라고 하면 시각장애인도 지시하는 버튼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Ÿ

웹 페이지에서 방향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지시하는 경우도 방향과 함께 콘
텐츠의 레이블을 함께 제시하면 지시하는 콘텐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오른쪽 상단의 '요약보기'를 클릭하시오." 라는 지시문이 지시하는
콘텐츠를 시각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요약보기'를
클릭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다.

경우
지시
둥근
확인

적용 기술 22) 청각 정보를 이용한 지시문의 보완
청각 정보를 이용하여 지시문을 제공하는 웹 콘텐츠는 청각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험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서 제한시간이 종료되기 1분전
임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 종료 1분전'이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콘텐츠는
'시험 종료 1분 전'이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면 청각 장애인도 그 내
용을 보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더 좋은 방법은 '시험 종료 1분 전'이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함과 동시에 화
면을 몇 차례 깜빡이도록 하는 '소리 탐지(Sound Alert)'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청각 장애인도 경고음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참고> 소리 탐지(Sound Alert)
컴퓨터가 주의 또는 경고를 위한 음향효과를 제공하는 대신 화면을 깜빡임으로 시각적으로 주
의 또는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을 소리 탐지(Sound Alert)라고 하며,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이 기
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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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20) 방향, 위치 정보만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알려주도록 구현한 경우
시각적인 위치나 방향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는 페이지
레이아웃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화면의 레이아웃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의 사례는 잘못된 경우들이다.

1) 웹 페이지의 내비게이션 방법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오른쪽 버튼, 이
전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왼쪽 버튼을 누르시오"와 같이 제공하는 것은 시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콘텐츠이다.

개선방법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시문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다음' 버튼,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이전' 버튼을 누르시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참고>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 등을 웹 페이지 내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경우 실제 웹
콘텐츠의 위치와 웹 페이지 표현 위치가 다르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2) 다음 코드는 '미리보기' 버튼이 화면상의 오른쪽 하단에 표시하고 위치와 버
튼 레이블을 이용하여 버튼을 선택하도록 지시하는 콘텐츠이다. 이 경우, 시
각장애인은 콘텐츠를 선형화하여 읽을 수 있으므로 '오른쪽 하단'의 의미가 불
분명하다. 따라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기보다 그냥 해당 버튼의 레이
블을 이용하여 지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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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table>
<tbody>
<tr>
<td colspan="2">오른쪽 하단의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시오.</td>
<td>
<span style="background: ButtonFace; color: ButtonText; border:
medium outset ButtonShadow;
width: 5em; display: block;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인쇄</span>
</td>
</tr>
<tr>
<td>
<span style="background: ButtonFace; color: ButtonText; border:
medium outset ButtonShadow;
width: 5em; display: block;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취소</span>
</td>
<td>
<span style="background: ButtonFace; color: ButtonText; border:
medium outset ButtonShadow;
width: 5em; display: block;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확인</span>
</td>
<td>
<span style="background: ButtonFace; color: ButtonText; border:
medium outset ButtonShadow;
width: 5em; display: block;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미리보기</span>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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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고령자나 약시자의 경우 브라우저의 글자체를 확대시켜 콘텐츠를 표시하면 콘
텐츠의 표시 위치가 지시하는 위치와 달라져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지시하지 않도록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이 좋다.
즉, 다음과 같이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버튼 레이블을 이용하여 지시하도록
수정한다.
개선 후:

<table>
<tbody>
<tr>
<td colspan="2">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시오.</td>
<td>
<span style="background: ButtonFace; color: ButtonText; border:
medium outset ButtonShadow;
width: 5em; display: block;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인쇄</span>
</td>
...

잘못된 사례 21) 화면의 위치만을 이용하여 객체를 지정한 경우
검색포털에서 어떤 단어에 대한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련 링크를 제공하는 경
우 검색 페이지의 콘텐츠 중 '더 많은 결과는 좌측의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오.'라
는 텍스트를 제공한다면 시각장애인은 관련 링크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인식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링크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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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색 페이지 내에 관련 링크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잘못된 사례 22) 버튼의 모양만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알려준 경우
온라인 서식을 작성하는 페이지의 마지막에 세 개의 버튼을 위치시킨 경우를
생각해보자. 작성 과정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제출하기 위한 지시문을 "작업을 저
장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네모 버튼, 현재까지 작업을 저장하고 종료하려면 세모
버튼, 작성을 계속하려면 둥근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제시한다면 모양을 구별하
지 못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는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선방법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튼에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지시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세 개의 버튼에 각각 '종료', '저
장', '계속'이라는 레이블을 제공하고, 지시문을 "작업을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종료' 버튼, 현재까지 작업을 저장하고 종료하려면 '저장' 버튼, 작성을 계속하려
면 '계속' 버튼을 누르시오."와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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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23) 특수 기호만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알려준 경우
그래픽 심벌을 조합한 단어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래픽 심벌은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장식용 문자 등으로 발음
할 수 없는 문자들이다. 예를 들어 웃는 모습(☺), 화살표(➝), 체크표시(✔) 등
은 의미가 있는 심벌들이나 보조기술은 이들 그래픽 심벌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
렵다. 따라서 보조기술이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픽 심벌을 이미지로 표현
하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름 앞에 그래픽 심벌 ☑와 ☒를 이용하여 각각
해당상품이 '구입가능' 또는 '구입불가'임을 알려주는 예는 화면 낭독 프로그
램 사용자는 상품이 구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잘못된 경우다.

개선방법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심벌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이미지에 대체 텍스
트를 제공하여 해결한다.
2) 다음 그림은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선택 목록이다. 그림에서 그래픽 심벌 '▼' 는
이동식 디스크 목록을 열기 위한 버튼이다. 그런데 이 그래픽 심벌은 보조
기술이 의미 없는 문자로 취급하므로 보조기술 사용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개선방법
이를 개선하려면 그래픽 심벌 '▼'을 이미지로 구현하고 이 이미지에 대체 텍스
트를 제공한다. 이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로는 "이동식 디스크 선택"이 한 가
지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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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
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o 개요
웹 페이지에 보이는 핵심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비를 제공하여,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 고령자 등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1을 만족해야 한다
본문 콘텐츠에 단순히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
가 변화하는 콘텐츠,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 등은 이 검사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참고>
이 검사항목은 웹 페이지가 처음 로드된 상태의 페이지에 적용됨. 평가에 사용하는 웹 브라우
저의 확대 배율은 기본 또는 100%로 지정함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23) 배경과 텍스트 콘텐츠의 색 지정 방법
배경과 텍스트 콘텐츠 간의 명도 대비를 만족하기 위한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색 배경의 경우 텍스트간의 명도 대비를 만족하도록 배경색과 텍스트 색
을 선정한다.
2) 배경과 텍스트에 무늬를 주는 경우 상대적인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
도록 한다. 예를 들어, 문자의 아랫부분을 어둡게 하고 윗부분을 밝게 표시
하는 경우 명도 대비를 만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 문자의 배경을 위쪽은 검
게 하고 아래쪽은 밝은 색으로 디자인하면 이 검사항목을 만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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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색과 텍스트를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명도 대비를 만족할 수 없을
경우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자에 테두리(halo)를 표시하여 테두리와 문자간
의 명도 대비 차이를 이용하여 텍스트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적용 기술 24) 배경과 텍스트 콘텐츠 색을 기본 값으로 지정하는 방법
배경과 텍스트 색을 지정하지 않으면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배경색과 전경색
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배경과 텍스트 색을 자
신의 필요에 맞는 CSS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적용 기술 25) 배경과 텍스트 콘텐츠 색을 변경하는 컨트롤의 제공
웹 페이지에 배경과 텍스트 색을 변경하는 버튼을 제공하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배경색과 전경색을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본 확대 배율로 설정된 웹 브라우저에 처음 로딩된 웹 페이지의
명도 대비는 이 검사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참고> 명도 대비 평가 도구
배경과 텍스트 간의 명도 대비를 검사할 수 있는 평가 도구는 다음과 같음
1) Colour Contrast Check(snook.ca) –
http://www.snook.ca/technical/colour_contrast/colour.html

2) Colour Contrast Analyzer(Colors on the web) –
http://www.colorsontheweb.com/colorcontrast.asp
3) Contrast Analyser(The Paciello Group) –
http://www.paciellogroup.com/resources/contrast-analyser.htmlWindows/MACApplication
4) Colour Contrast(Juicy Studio) –
http://juicystudio.com/services/luminositycontrastrati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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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잘못된 사례 및 개선 방법
잘못된 사례 24) 전경색은 기본 값으로 두고 배경색만을 지정한 경우
웹 콘텐츠에서 전경색과 배경색을 지정하지 않으면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전
경색과 배경색을 조합을 이용하여 명도 대비를 조절할 수 있다. 웹 콘텐츠의 배경
색을 지정하면 웹 브라우저의 배경색 변경 설정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다음의 예는 body 태그의 속성을 이용하여 배경색은 지정하였으나 전경색을
지정하지 않은 잘못된 경우다. 이 사례는 약시자가 선호하는 설정(검정색 배
경, 흰색 전경표시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모두 지정하거나 모두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itional.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tml>
<head>
<title>웹 사용성 소개</title>
</head>
<body bgcolor="white">
<p> ... document body...</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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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전경색과 배경색은 항상 함께 지정하거나 함께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2) 다음 예는 CSS를 이용하여 배경색을 지정하였으나 전경색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다.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itional.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tml>
<head>
<title>배경색의 지정</title>
<style type="text/css">
body {background-color:white}
</style>
</head>
<body>
<p>배경색을 흰색으로 표시합니다.</p>
</body>
</html>

개선방법
전경색과 배경색은 항상 함께 지정하거나 함께 지정하지 않도록 수정한다.

잘못된 사례 25) 배경색은 기본 값으로 두고 전경색만을 지정하는 경우
잘못된 사례 24)와 유사한 경우로, 웹 콘텐츠의 전경색을 지정하고 배경색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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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배경색은 지정하지 않고 전경색만을 지정한 잘못된 사례이다.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itional.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tml>
<head>
<title>웹 사용성 소개</title>
</head>
<body color="white">
<p>... document body...</p>
</body>
</html>

개선방법
전경색과 배경색은 항상 함께 지정하거나 함께 지정하지 않도록 변경한다.
2) 다음은 CSS를 이용하여 전경색을 지정하였으나 배경색은 지정하지 않는
잘못된 경우다.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itional.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tml>
<head>
<title>전경색의 설정</title>
<style type="text/css">
body {color:white}
</style>
</head>
<body>
<p>전경색은 항상 흰색입니다.</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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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전경색과 배경색은 항상 함께 지정하거나 함께 지정하지 않도록 변경한다.
<참고> 배경이미지와 텍스트
배경과 전경색의 명도 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약시자가 텍스트를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배경
이미지는 텍스트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배경 이미지의 짙은 회색 부분에 검정색 텍스트가 표시되도록 한다면 텍스트와 배
경 간의 명도 대비가 작아 텍스트를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 마찬가지로 배경 이미지의 무늬와
텍스트 콘텐츠가 간섭을 일을키는 경우에도 텍스트의 인식을 방해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텍스트가 표시되는 배경 이미지 영역간의 명도 대비가 충분
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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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1.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o 개요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동영상, 음성, 음악 등)으로 인해 화
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아
야 한다. 또한 콘텐츠는 배경음의 음량을 조절하더라도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음
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검사항목을 만족하기 위하여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적용한다.
1)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을 3초 미만이 되도록 제한함
2) 3초 이상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배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을 웹 페이지의 첫 부분에 제공함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26) 재생 시간이 3초 미만인 배경음의 사용
이 방법은 웹 페이지에 포함되어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사운드 콘텐츠의 길이를
3초 미만이 되도록 구현하고, 반복적으로 재생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구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Ÿ

웹 페이지를 로딩하면 자동적으로 팡파르가 들린 후에 종료된다.

Ÿ

웹 페이지를 로딩하면 대표이사가 "세상을 바꾸는 기업, OOOO"라는 멘트가
한 번 제공된다.

Ÿ

웹 페이지를 로딩하면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라는 멘트가 한 번
제공된다.

Ÿ

웹 페이지를 로딩하면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경고 음성을 한번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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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27) 배경음을 정지 상태로 제공하는 방법
이 방법은 웹 콘텐츠에 포함된 배경음을 음소거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제어에
의하여 배경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사용자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Ÿ

고래의 대화를 연구하는 학회가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고래의 울음소리와
물이 철썩이는 소리를 배경음으로 반복해서 제공해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배경음을 재생할 수 있도록 재생 버튼을 웹 페이지의 상단에 제공
한다. 이때 버튼의 레이블을 배경음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배경음 재생', 배
경음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배경음 멈춤'이라고 표시한다.

Ÿ

다음 그림에서 하단의 빨간색 네모표시 부분과 같이 배경음 제어 버튼을 제
공한다. 또한 음소거 상태에서도 동영상은 계속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적용 기술 28) 플래시 콘텐츠의 배경음 자동 실행 방지
플래시 콘텐츠가 로딩 되면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은 그 재생을 멈출 수
있는 컨트롤을 사용자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제공해야 한다. 플래시 콘텐
츠가 배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Ÿ

플래시 콘텐츠 컨트롤의 사용 방법

이 방법은 플래시 콘텐츠를 개발할 때 버튼을 추가하여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배경음의 정지 또는 재생을 반복하도록 컨트롤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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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코드는 플래시 콘텐츠가 로딩될 때에 mp3 파일을 재생하거나 정지시키는
버튼을 제공하는 예다.
package wcagSamples {
import flash.display.Sprite;
import flash.net.URLRequest;
import flash.media.Sound;
import flash.media.SoundChannel;

import fl.controls.Button;
import fl.accessibility.ButtonAccImpl;

import flash.events.MouseEvent;
public class SoundHandler extends Sprite {
private var snd: Sound = new Sound();
private var button: Button = new Button();
private var req: URLRequest = new URLRequest("http://av.adobe.com/podcast\
/csbu_dev_podcast_epi_2.mp3");
private var channel: SoundChannel = new SoundChannel();

public function SoundHandler() {
ButtonAccImpl.enableAccessibility();
button.label = "Stop Sound";
button.x = 10;
button.y = 10;
button.addEventListener(MouseEvent.CLICK, clickHandler);
this.addChild(button);
snd.load(req);
channel = snd.play();
}
private function clickHandler(e: MouseEvent): void {
if (button.label == "정지") {
button.label = "재생";
channel.stop();
} else {
channel = snd.play();
button.label = "정지";
}
}
}
}

- 65 -

Ÿ

HTML을 이용한 플래시 재생음의 제어

HTML을 이용하여 배경음의 재생 또는 정지 버튼을 구현하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Flash Player JavaScript API를 이용하여 플래시 콘텐츠의 배경음을 제
어할 수 있다.
ActionScript 3.0 코드:
package wcagSamples {
import flash.display.Sprite;
import flash.external.ExternalInterface;
import flash.net.URLRequest;
import flash.media.Sound;
import flash.media.SoundChannel;

import flash.events.MouseEvent;
public class SoundHandler extends Sprite {
private var snd: Sound = new Sound();
private var soundOn: Boolean = true;
private var req: URLRequest = new URLRequest("http://av.adobe.com/podcast/\
csbu_dev_podcast_epi_2.mp3");
private var channel: SoundChannel = new SoundChannel();

public function SoundHandler() {
if (ExternalInterface.available)
ExternalInterface.addCallback("toggleSound", this.toggleSound);
snd.load(req);
channel = snd.play();
}

private function toggleSound(enable: Boolean): void {
if (! enable) {
channel.stop();
soundOn = true;
} else {
channel = snd.play();
soundOn = tru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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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코드: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itional.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ead>
<meta content="text/html; charset=UTF-8" http-equiv="Content-Type"/>
<title>플래시 배경음 재생 및 정지 예제</title>
<script src="swfobject.js" type="text/java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id) {
return document.getElementById(id);
}
swfobject.embedSWF("html_control_to_toggle_audio_as3.swf",
"flashPlaceHolder", "0", "0", "8");
function init() {
var soundOn = true;
$("soundToggle").onclick = function(event){
soundOn = !soundOn;
$("flashPlaceHolder").toggleSound(soundOn);
event.target.value = soundOn ? "정지" : "재생";
};
}
window.onload = init;
</script>
</head>
<body id="header">
<h1>플래시 배경음 자동 재생 예</h1>
<p>이 페이지는 오디오 방송 콘텐츠를 자동으로 재생하는 플래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를 정지시키려면 이 페이지의 '재생' 버튼 또는 '정지' 버튼을 누르시오. </p>
<input id="soundToggle" type="button" value="Stop Sound"/>
<p id="flashPlaceHolder">플래시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시오. </p>
</body>
</html>

Ÿ

화면 낭독 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따라 배경음의 자동 재생을 제어하는 방법

배경음의 자동 재생을 억제하는 것은 스크린 사용자의 조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래시 콘텐츠를 구현할 때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검사하여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배경음을 자동적으로 재생되
도록 하고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배경음을 정지 상태로 제공하는 것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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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플래시 속성은
flash.accessibility.Accessibility.active이다. 이 속성이 true이면 화면 낭독 프로
그램이 설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참고>
1) 센스리더는 배경음 자동 재생 방지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2) 이 속성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MSAA 또는 UI 자동화를 지원하는 모든 보조기술
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플래시에서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검사할 때 최소한 5 프레임 동안 검사할 필
요가 있다.

다음 ActionScript 3.0 코드는 Accessibility.active 속성이 false이면 자동적으
로 mp3 배경음을 재생하도록 구현한 플래시 콘텐츠이다. 아래 코드에서 사용하
는 flash.system.Capabilities.hasAccessibility 속성은 MS Windows 환경에서
플래시 플레이어가 동작하고 있는가를 검사할 때 사용한다.
//ActionScript 3.0 코드:
package wcagSamples {
import flash.accessibility.Accessibility;
import flash.display.Sprite;
import flash.net.URLRequest;
import flash.media.Sound;
import flash.media.SoundChannel;
import flash.system.Capabilities;
import fl.controls.Button;
import fl.accessibility.ButtonAccImpl;
import fl.controls.Label;
import flash.events.MouseEvent;
public class SoundHandler extends Sprite {
private var snd: Sound = new Sound();
private var button: Button = new Button();
private var req: URLRequest = new URLRequest(
"http://av.adobe.com/podcast/csbu_dev_podcast_epi_2.mp3");
private var channel: SoundChannel = new SoundChannel();
private var statusLbl: Label = new Label();
public function SoundHandler() {
snd.load(req);
ButtonAccImpl.enableAccessibility();
button.x = 10;
button.y = 10;
statusLbl.autoSize = "left";
statusLbl.x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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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Lbl.y = 40;
addChild(statusLbl);
button.addEventListener(MouseEvent.CLICK, clickHandler);
this.addChild(button);
if (! Capabilities.hasAccessibility || ! Accessibility.active) {
channel = snd.play();
button.label = "정지";
statusLbl.text = "보조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배경음을 자동적으로 제공함";
} else {
button.label = "재생";
statusLbl.text = "보조기술을 사용 중임. 배경음을 정지 상태로 제공함";
}
}
private function clickHandler(e: MouseEvent): void
{
if (button.label == "정지")
{
button.label = "재생";
channel.stop();
}
else
{
channel = snd.play();
button.label = "정지";
}
}
}
}

적용 기술 29) 실버라이트 콘텐츠의 배경음 자동 실행 방지
실버라이트 콘텐츠가 로딩되면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은 그 재생을 멈출
수 있는 컨트롤을 사용자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제공해야 한다. 실버라이
트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배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자동 재생 방지
실버라이트 동영상을 개발할 경우에 MediaElement.AutoPlay 속성을 이용하여
동영상의 자동 재생 여부를 지정한다. 기본 값은 MediaElement.AutoPlay 속성
을 true로 설정하며 동영상을 자동 재생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동 재생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MediaElement.AutoPlay 속성을 반드시 false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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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xbox.wmv)을 로딩하고 정지 상태로 제공
하는 실버라이트 콘텐츠의 코딩 예이다.

<Grid>
<Grid.ColumnDefinitions>
<ColumnDefinition Width="*" />
<ColumnDefinition Width="*" />
<ColumnDefinition Width="*"/>
</Grid.ColumnDefinitions>
<Grid.RowDefinitions>
<RowDefinition Height="*" />
<RowDefinition Height="Auto" />
</Grid.RowDefinitions>
<MediaElement x:Name="media" Source="xbox.wmv" AutoPlay="false"
Width="300" Height="300"
Grid.Column="0" Grid.Row="0" Grid.ColumnSpan="3" />
<!-- Stops media playback.-->
<Button Click="StopMedia"
Grid.Column="0" Grid.Row="1" Content="Stop" />
<!-- Pauses media playback. -->
<Button Click="PauseMedia"
Grid.Column="1" Grid.Row="1" Content="Pause" />
<!-- Begins media playback. -->
<Button Click="PlayMedia"
Grid.Column="2" Grid.Row="1" Content="Play" />
</Grid>

2) 음소거
동영상이 자동적으로 재생되더라도 배경음을 음소거 상태로 설정하여 재생음을
들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MediaElement.IsMuted 속성을
true로 설정한다. 만일 MediaElement.IsMuted 속성을 지정하지 않거나 false로
설정한다면 항상 배경음을 제공하는 상태가 되므로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에
게 혼란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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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xbox.wmv)을 로딩하자마자 재생되나 음소
거 상태로 제공되도록 MediaElement.IsMuted 속성을 설정한 실버라이트 콘텐츠
의 코딩 예이다.
...
<MediaElement x:Name="media" Source="xbox.wmv" IsMuted="true"
Width="300" Height="300"
Grid.Column="0" Grid.Row="0" Grid.ColumnSpan="3" />
...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26) 배경음이 3초 이상 지속되도록 구현한 경우
블로그 등에서 배경음악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다. 배경음악
은 사용자의 요구로 제공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1)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웹 사이트에서 제품의 로고송을 3초 이상 들려주는
것은 잘못된 경우다. 로고송의 지속시간은 3초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개선방법
개선 방법으로는 "로고송을 들으시려면 Control, A를 누르시오."라는 음성을 출
력하도록 하고 Ctrl+A를 누르면 30초간 지속되는 로고송을 제공할 수 있다.
2) 영화 관련 웹 사이트로 콘텐츠가 로드되면 자동적으로 영화의 사운드 트랙
이나 관객의 반응을 반복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잘못된 사례이다. 다음 웹 콘
텐츠는 배경음을 멈출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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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배경음 컨트롤을 제공하거나 음소거 상태로 웹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잘못된 사례 27)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배경음이 실행되는 경우
초점을 받거나 마우스 오버에 의하여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배경음을 자동적으
로 제공하는 것도 잘못된 사례이다. 초점의 변화와 마우스 오버에 의한 배경음의
자동 재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마우스 오버(Mouse Over)
마우스 오버란 마우스 포인터를 어떤 개체 위에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우스 포인터를
어떤 개체 위에 위치시키면 OnMouseOver 이벤트가 발생하고 개발자가 지정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마우스 오버에 의하여 애니메이션 플레이어를 자동적으로 실행하도
록 한 경우다.

다음 예는 마우스 오버에 의하여 애니메이션 플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동영상과 함께 배경음을 재생하는 경우다. 우측의 그림 하단의 빨간색 네모부분은
배경음을 재생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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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버가 아닌 마우스 클릭(또는 Enter 키)에 의하여
애니메이션 플레이어가 실행되도록 수정해야 한다.
<참고>
마우스 오버에 의하여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검사항목 3.2.1을 위
반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좌측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무한도전으로 이동, 마우스
를 클릭하면 동영상 자동재생"이라고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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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1.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o 개요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형 디스플레이에 표현하다보면 이웃한 콘텐
츠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스마트폰 등의 소형 디스플레이와
터치기반 환경을 고려하여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
분되도록 제공해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30) 이웃한 콘텐츠와 구분하기 위한 테두리, 구분선, 무늬 등으
로 구분하는 방법
이웃한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에 테두리선을 표시하
거나 콘텐츠와 콘텐츠 사이에 구분선 또는 무늬를 추가하여 콘텐츠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1)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방법
HTML로 표현되는 컨텐츠 관련 태그들에 border 속성을 추가하여 테두리 선
굵기를 px(픽셀) 단위로 지정하거나, CSS 스타일시트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border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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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img 태그

<img src="이미지파일명.확장자" alt="설명문장" border=“선굵기” />
Ÿ

table 태그

<table width=“200” border=“선굵기”>
<tr><td width=“100”>테이블 테두리 표시</td><td width=“100”>굵기
1</td></tr>
</table>
Ÿ

embed 태그

<embed src="리얼오디오파일주소" type="audio/x-pn-realaudio-plugin"
height="수치" height="수치" border=“선굵기” controls="제어판 옵션">
</embed>
Ÿ

콘텐츠에 CSS 스타일 시트 적용

<style>
적용대상식별자{ border: 선굵기 단위 선종류 선색상;

}

적용대상식별자 {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 : rgb(0,0,0);
border-style : solid;
}
</style>
Ÿ

콘텐츠에 자바스크립트로 스타일 border 적용

<script>
document.getElementById(‘id명’).style.border = “1px solid
rgb(200,130,70)”;
</script>
<body>
<div id=“id명”>콘텐츠</div>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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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SS의 border 속성은 선굵기(border-width), 선모양(border-style), 선색(border-color)을 지정
할 수 있다.
Ÿ

상하좌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border : border-width || border-style ||

Ÿ

border-color;

상하좌우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border-top : border-width ||

border-style ||

border-right : border-width ||

border-style ||

border-bottom : border-width ||
border-left : border-width ||

border-color
border-color

border-style ||

border-style ||

border-color

border-color

예를 들면,
P { border: 1px solid red }
P {
border-top: 1px solid red;
border-right: 1px solid red;
border-bottom: 1px solid red;
border-left: 1px solid red;
}

Ÿ

테두리 선종류만 적용하는 경우

선종류 : none, hidden, dotted, dashed, solid, double, groove, ridge, inset, outset
border-style : 선종류;

/* 상하좌우 동일하게 적용 */

border-top-style : 선종류;
border-right-style : 선종류;
border-bottom-style : 선종류;
border-left-style : 선종류;
예를 들면,
#xy34 { border-style: 1px solid dot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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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선색만 적용하는 경우

Ÿ

선색 : 색이름, rgb(red, green, blue), transparent
border-color : 색지정;

/* 상하좌우 동일하게 적용 */

border-top-color : 색지정;
border-right-color : 색지정;
border-bottom-color : 색지정;
border-left-color : 색지정;
예를 들면,
P {
color: black;
background: white;
border: solid;
}

Ÿ

테두리 선굵기만 적용하는 경우

선굵기 : 수치, thin < medium < thick
border-width : 굵기값;

/* 상하좌우 동일하게 적용 */

border-top-width : 굵기값;
border-right-width : 굵기값;
border-bottom-width : 굵기값;
border-left-width : 굵기값;
예를 들면,
H1 { border-width: thin }

/* thin thin thin thin */

H1 { border-width: thin thick }

/* thin thick thin thick */

H1 { border-width: thin thick medium }

/* thin thick medium th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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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하는 방법
CSS 스타일시트의 border 속성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상/하/좌/우 원하는 위치
에 선을 표현하여 구분할 수 있다.
Ÿ

콘텐츠에 CSS 스타일 시트 적용

<style>
적용대상식별자 {
border-top : 선굵기 단위 선종류 선색상;
border-right : 선굵기 단위 선종류 선색상;
border-left : 선굵기 단위 선종류 선색상;
border-bottom : 선굵기 단위 선종류 선색상;
}
</style>

Ÿ

선을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콘텐츠 사이에 사용하는 방법

콘텐츠 <img src=“선이미지.확장자”alt=“” /> 콘텐츠

3) 서로 다른 배경색 또는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방법
색의 차이가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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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콘텐츠의 배경에 색 또는 무늬용 이미지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구분한다.

<style>
적용대상식별자{ background :색 이미지 반복여부 위치 부착여부;

}

적용대상식별자 {

background-color : 배경색상;
background-image : url(“배경무늬이미지파일명.확장자“);
background-repeat : no-repeat/repeat-x/repeat-y;
background-position : 배경이미지 위치;
backgrount-attachment : fixed/scroll;
}
</style>

4)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하는 방법
흑백 스크린(구형 PDA 등) 또는 경조(硬調: 고대비) 모드사용자들도 콘텐츠의
내용이나 구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HTML 태그의 bgcolor 속성을 사용하
거나, CSS 스타일시트의 background-color 속성을 사용하여 콘텐츠간의 명도
(채도) 차이를 두어 구분할 수 있다.

black 색상의 명도 차이를 두어 콘텐츠간의 배경색의 차이를 둔 예제는 다음과
같다.
<body>
<div bgcolor=“rgb(200,200,200)”> 콘텐츠1 </div>
<div bgcolor=“rgb(130,130,130)”> 콘텐츠2 </div>
<div bgcolor=“rgb(80,80,80)”> 콘텐츠3 </div>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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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light1{ background-color : rgb(200,200,200);

}

#light2{ background-color : rgb(130,130,130);

}

#light3{ background-color : rgb(80,80,80);

}

}
</style>
<body>
<div id=“light1”> 콘텐츠 1 </div>
<div id=“light2”> 콘텐츠 2 </div>
<div id=“light3”> 콘텐츠 3 </div>
</body>

<script>
document.getElementById(‘light1’).style.backgroundColor =
“rgb(200,200,200)”;
document.getElementById(‘light1’).style.backgroundColor =
“rgb(130,130,130)”;
document.getElementById(‘light1’).style.backgroundColor =
“rgb(70,70,70)”;
}
</script>
<body>
<div id=“light1”> 콘텐츠 1 </div>
<div id=“light2”> 콘텐츠 2 </div>
<div id=“light3”> 콘텐츠 3 </div>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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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31) 줄간격 및 글자간격, 콘텐츠 간의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하
는 방법
인지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한 줄씩 텍스트를 읽는다. 그러므로 줄간격을
늘리는 증가 버튼을 제공한다면, 보다 편하게 콘텐츠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락과 단락 사이의 분리를 위해, 단락간격 또는 줄간격은 적어도 텍스트크기의
1.5 배 이상이 적당하다.
5)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하는 방법
CSS를 사용하여 단락간격을 조정하기 위한 예는 다음과 같다.
단락간격 넓게 보기 버튼 제공 예
<script>
function 함수명(){
document.getElementById(‘id명’).style.line-height = “150%”;
}
</script>
<body>
<p id="고유아이디명“> 단락 내용 표시 </p>
<button type="button" onClick="javascript:함수명();">단락간격 넓게 보기</button>
</body>

텍스트 행 사이의 간격을 제어하는 CSS line-height 속성은 글꼴의 두 배 높
이에 단락의 행 높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XHTML 부분 :
예제 코드 :
<p>Concern for man and his fate must always form the<br /> chief interest of all
technical endeavors. <br /> Never forget this in the midst of your diagrams and
equations. </p>

CSS의 구성 요소 :
예제 코드 :
p { line-height:2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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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line-height 속성은 텍스트의 높이로 행 높이를 표시한다. 텍스트의 두 번
째 줄은 텍스트의 첫 줄에 일부 겹쳐지게 된다.
XHTML 부분 :
예제 코드 :
<h1 class="overlap"><span class="upper">News</span><br /> <span
class="byline">today</span></h1>

CSS의 구성 요소 :
예제 코드 :
.overlap { line-height:0.2em; } .upper { text-transform:uppercase; } .byline {
color:red; font-style:italic; font-weight:bold; padding-left:3em; }

6)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
텍스트 레이어는 CSS의 font-style 속성으로 텍스트 구성 요소를 강조하고 이
미지 레이어는 CSS의 background-image를 사용하여 텍스트 뒤에 그림을 표시
하여 시각적으로 구분한다.
XHTML 부분 :
예제 코드 :
<div id="banner"><span id="bannerstyle1">Welcome</span> <span
id="bannerstyle2">to your local city council</span></div>

CSS의 구성 요소 :
예제 코드 :
#banner { color:white; background-image:url(banner-bg.gif);
background-repeat:no-repeat; background-color:#003399; width:29em; } #bannerstyle1
{ text-transform:uppercase; font-weight:bold; font-size:2.5em; } #bannerstyle2 {
font-style:italic; font-weight:bold; letter-spacing:-0.1em; font-size:1.5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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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첫 줄을 CSS 로 강조하는 경우
CSS의 first-line 속성은 텍스트의 첫 줄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XHTML 부분 :
예제 코드 :
<p class="startline">Once upon a time...<br /> ...in a land far, far away... </p>

CSS의 구성 요소 :
예제 코드 :
.startline:first-line { font-size:2em; color:#990000; }

텍스트의 첫 글자를 CSS로 꾸며서 강조하는 경우
CSS 의 first-letter 속성은 첫 글자를 장식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 예는 첫 글
자를 빨간색, 세로 중앙 정렬로 두 배의 글꼴 크기로 표시한다.
XHTML 부분 :
예제 코드 :
<p class="startletter">Once upon a time...</p>

CSS의 구성 요소 :
예제 코드 :
.startletter:first-letter { font-size:2em; color:#990000; vertical-align:middle;
}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28) 이웃한 콘텐츠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하려고 할 때 설문조사 양식 아래
에 있는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데 버튼의 기능이나 형태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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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 소스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
.....
<table>
<tbody>
<tr>

<td>저장하려면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td>
<td>확인</td>

</tr>
<tr>

<td>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 </td>
<td> 취소 </td>

</tr>
</tbody>
</table>

개선방법
CSS를

사용하여

버튼의

기능과

형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background,

border, margin, padding 속성 등을 지정한다.

개선후 소스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
.....
<table>
<tbody>
<tr>

<td>저장하려면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td>
<td><span style="background: ButtonFace; color: ButtonText;

border: medium outset ButtonShadow; width: 5em; display: block;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확인</span></td>
</tr>
<tr>

<td>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 </td>
<td> <span style="background: ButtonFace; color: ButtonText;

border: medium outset ButtonShadow; width: 5em; display: block;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취소</span> </td>
</tr>
</tbody>
</table>

- 84 -

잘못된 사례 29) 단어 내에서 글자간격을 제어하기 위해 공백 문자를 사
용하거나 텍스트 내용의 열(column) 구조를 맞추기 위
해 공백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단어 내에서 글자 간격을 제어하기 위해 탭(Tab), 줄바꿈(캐리지 리턴)과 같은
공백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단어의 의미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게 된다. 개별 단어
는 의미가 제대로 해석되기 위해서 단일 단어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어 사
이의 공백 사용은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오류가 아니므로 사용해도 된다.
실패 예 1 : 단어의 중간에 공백을 추가하는 경우, 스크린 리더가 단어로 읽지 않
고 각각의 문자로 읽게 된다.
예제 코드 :
<h1> W ELCOM 전자 </ h1>

&nbsp;을 사용하여 공백을 추가한 경우도 같다.
예제 코드 :
<h1> H &nbsp; E &nbsp; L &nbsp; L &nbsp; O </h1>

개선방법
예 1 : 공백문자로 단어가 분리된 경우는 CSS 의 글자간격(letter-spacing)을
사용한다.
예제 코드 :
h1 { letter-spacing: 1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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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o 운용의 용이성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모든 기능은 어떤 사용자나 환경에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나 환경에서는 키보드만
으로도 웹 사이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
용자를 위해서는 마우스만으로도 웹 사이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키
보드 운용 시에는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서식을 작성할 경우에도 충분히 작성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시간제한
이 있거나 자동으로 변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번쩍거리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 사이트 내에서 이동과 내비게이션이 용이하도록 콘텐츠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
해야 한다. 링크 또한 링크의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o 관련지침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키보드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의 4가지 지침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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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운용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검사항목
지침(4개)

검사항목(9개)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
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입력장치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

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
야 한다.
2.1.3(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
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공하지 않아야 한다.

않아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
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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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
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o 개요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야 한다. 키보드가 아닌 마우스나 태블릿 PC와 같이 정교한 조작을 요구하는 입
력장치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 손이 불편하거나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키보드의 버튼 입력만으
로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마우스로는 한번으로 조작이
가능한 기능이지만 키보드를 이용할 경우 조작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검사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웹 콘텐츠로 사용자의 반응 속도나 지
속성이 중요한 요소인 붓질(Painting), 헬리콥터나 비행기 등의 훈련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콘텐츠 등과 시각적인 방법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지리정보 콘텐츠, 가
상현실 콘텐츠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
지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일 경우 키보드로 접근도 가능해야 하며 기능도
실행 가능해야 한다.

<참고> 키보드란?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입력장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키보드의 자판입
력을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키보드의 형태를 가지지 않
았지만 기능적으로 키보드를 대신하는 입력장치(예: 노트북 및 PDA 등의 터치패드, 화상키보
드, 음성입력장치 등) 등도 키보드로 간주한다. 따라서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의미는 마우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적인 자판 형태의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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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32) 키보드와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를 제공
마우스로 접근 가능 기능이라면 키보드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가능한 한
키보드와 마우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한다. 그렇지 않으
면 두 가지 방식의 이벤트 핸들러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마우스오
버(onmouserover) 이벤트 핸들러나 마우스아웃(onmouseout)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한 기능 이라면, 키보드 초점이 위치할 때(onfocus)와 초점이 빠져나갈 때
(onblur)의 이벤트 핸들러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1) 마우스와 키보드 이벤트 핸들러를 동시에 제공하는 링크
다음 예는 링크에서 onmouseover 이벤트 핸들러와 onmouseout 이벤트 핸들
러와 함께 onfocus 이벤트 핸들러와 onblur 이벤트 핸들러를 함께 사용하여 마
우스와 키보드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한 경우다.
<a href="#" onmouseover="process('true', 'on');" onmouseout="process('false',
'off');" onfocus="process('true', 'on');" onblur="process('false', 'off');"></a>

<참고> 마우스와 키보드 이벤트 핸들러 비교
onclick 이벤트 핸들러는 키보드로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경우 발생하며 마우스의 버튼을 눌렀
다 놓았을 경우에도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이다. 따라서 onclick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하여 링
크를 사용하도록 구현하면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명확한 입력에 의해 이벤
트 핸들러가 발생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다음 이벤트 핸들러는 마우스와 키보드별로 구분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이다.
마우스 이벤트
이벤트 명
mousedown

mouseup

mouseover

mouseout

키보드 이벤트

이벤트 발생 시점
마우스 버튼을

이벤트 명
keydown

눌렀을 때
마우스 버튼이

keyup

복귀될 때
마우스 커서가
객체 위에 있을 때
마우스 커서가
객체영역을

focus

blur

벗어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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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발생 시점
어떤 키가 눌렸을
때
어떤 키가
눌렸다가 놓았을
때
어떤 객체가
초점을 받았을 때
어떤 객체가
초점을 벗어날 때

2) 마우스와 키보드 이벤트 핸들러를 동시에 제공하는 버튼
다음 예는 버튼에 onmouseover와 onmouseout이 발생하는 기능을 키보드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한 것이다.
<input type="button" value="미리보기" onmouseover="process('true', 'on');"
onmouseout="process('false', 'off');" onfocus="process('true', 'on');"
onblur="process('false', 'off');" />

<참고> 키보드 접근이 가능한 링크와 버튼
HTML 4.01에서 키보드 접근 및 사용자 조작으로 인한 이벤트 핸들러가 가능한 태그는 <a>,
<area>, <button>, <input>, <object>, <select>이 있다.

적용 기술 33) 마우스 드래그와 드롭 기능에서의 키보드 이용 보장
마우스 드래그와 드롭 기능은 마우스로만 구현이 가능한 기능이다. 또한 콘텐츠
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키보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참고>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포인터를 이동하는 마우스 드래그 기능은 마우스를 클릭한 항목으로
부터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곳에 이르는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또한 드롭 기능은 마우
스로 선택한 항목을 마우스 포인터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이다. 키보드를 이용하
여 마우스 드래그와 드롭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키보드를 이용하여 잘라
내기와 붙여넣기를 수행함으로써 마우스 드래그와 드롭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체크 상자를 이용한 상품 선택
쇼핑몰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는 기능은 키보드를 이용하여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상품에 장바구니에 담기용 체크 상자를 제공
하고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클릭하면 체크상자가 '체크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도록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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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선택 버튼을 이용한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상품별로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제공하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상품을 장바구니 목록에 포함되도록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1), 2) 방법의 기능에 추가하여 마우스 드래그 및 드롭 기능을 이용하여
상품을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면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
는 사용자의 사용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우스 드래그 및
드롭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구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우스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좋은 방
법이다.

적용 기술 34) 웹 애플리케이션 제공 시 키보드 이용 보장
HTML의 기본 기능만으로는 제공이 어려운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애플리케이
션일수록 키보드 접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기능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대표
적인 예가 웹 에디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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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이 키보드로 이동 가능해야 하며 실행 또한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기능 영역과 작성 영역간의 이동 역시 가능해야 한다.

탭 키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키보드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그러나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단축키를 제공하고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
다. 단축키를 지원하면 웹 콘텐츠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단축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단축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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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축키를 버튼의 툴 팁으로 제공하거나 컨트롤 레이블에 단축키를
표시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단축키 표시 방법을 access key 또는 니모닉
(mnemonic)이라고 한다.
<참고>
단축키란?
단축키를 구현할 경우 웹 브라우저와 운영체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단축키와 충돌이 일어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웹 브라우저는 업데이트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축키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모든 웹 브라우저와의 단축키 호환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TRL, SHIFT, ALT 등의 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문자를 입력해야 하
는 경우에는 이 방법도 실제적이지 않다.
단축키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키 조합, 예를 들어
CTRL+SHIFT 키와 숫자 키의 조합을 이용하는 것이다. 숫자키를 이용한 단축키는 다국적용의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서버에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해 두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이를 장치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웹 기
반 소프트웨어 서비스이다. 웹 에디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종이
다.

키보드 이동 순서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는 원칙적으로 웹 콘텐츠에 포함된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의 코딩 순
서를 따른다. 만일 그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객체의 tabindex 속성 값을 원하는 키보
드 내비게이션 순서로 제공한다. 일부 태그의 tabindex 속성을 0으로 설정한 하면 이 태그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는 코딩 순서에 따른다.

<참고> 정적 요소의 키보드 접근 허용
1) 웹 콘텐츠
이미지와 같은 정적 태그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컨트롤로 구현하는 경우 초
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려면 해당 태그의 tabindex 속성을 설정하고 onclick 이벤트
핸들러에 의하여 함수를 호출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tabindex 속성을 설정하더라도
다른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는 검사항목은 2.1.2에서 제시한 이동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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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버라이트 콘텐츠의 경우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만들고 IsTabStop 값을 true로 설정하여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키보드 초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초점을 받았음을 화면상
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VisualStateManager 클래스를 사용한다.
더 쉬운 방법은 이미지를 버튼 컨트롤에 포함시켜 이미지 버튼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다음 소
스코드는 이미지(sample.jpg)를 클릭하면 어떤 함수(doProcess)를 수행하는 예다.
<Button Click="doProcess"><Image Source="sample.jpg"/></Button>

적용 기술 35) 실버라이트 플러그인의 키보드 접근 제공
실버라이트 플러그인 내의 컨트롤이 키보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는 플러그인으로 초점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만일 웹 페이지가
HTML 콘텐츠와 실버라이트 플러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플러그인으로의 초점
이동이 가능하므로 실버라이트 플러그인의 키보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웹 페
이지를 하나의 실버라이트 플러그인으로 구성한다면 플러그인이 로딩될 시점에
초점이 플러그인의 첫 번째 컨트롤로 이동하도록 아래와 같이 구현해야 한다.

C# 버전:
LayoutRoot.Loaded += (sender, e) =>
System.Windows.Browser.HtmlPage.Plugin.Focus();
Visual Basic 버전:
AddHandler LayoutRoot.Loaded,
Sub()
System.Windows.Browser.HtmlPage.Plugin.Focus()
End Sub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30) 마우스로만 접근 가능한 이미지 버튼을 제공하는 경우
tab 키로 이동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태그는 링크와 버튼이다. 그러
나 이미지나 기타 태그에 마우스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할 경우 키보
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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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미지(image/print.gif)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인쇄하도록 구현한 것이
다. 하지만 키보드를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면 이 구현 방법은 중요한 기능(인쇄)을 가진 이미지가 키보드 초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요한 기능에 키보드 접근이 불가능한 잘못된 사례이다.
<img src="image/print.gif" alt="인쇄" onclick="page_print();" />

개선방법
키보드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버튼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미지 버튼 구현 사례
<button onclick="page_print();"><img src="image/print.gif" alt="인쇄" /></button>

위 개선 방법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미지에 tabindex를 설정하여 키
보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tabindex는 다른 키보드 접근
태그의 이동 순서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참고>
기본적으로 tabindex="0"이 설정되면 코드상의 순서에 맞게 키보드 이동순서가 설정되게 된다.
<img src="image/print.gif" alt="인쇄" onclick="page_print();" tabindex="0" />

잘못된 사례 31) 키보드로 접근할 수 없는 플래시 메뉴
플래시로 메뉴를 개발하는 경우에 다음 그림과 같이 키보드를 이용하여 초점을
메뉴항목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구현하면 마우스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키보드
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마우스 장치 독립적인 이벤트 핸들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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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키보드로 접근 가능한 메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엑세스 가능성 패널에서 전체
무비에 대한 액세스 가능성 패널에서 '동영상을 액세스 가능하게 만들기'와 '자식
객체 액세스 가능' 체크 상자를 모두 체크상태로 설정한다. 여기에서 자식 객체란
플래시로 구현한 각 메뉴 및 서브메뉴 아이템을 의미한다.

잘못된 사례 32) 마우스로만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
메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화면에 표시되고,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이 메뉴 목록을 구현하는 경우 메뉴 선택과 항목 선택을 마우스로만
가능하도록 구현하면 키보드 사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마우스 장치 독립적인 이벤트 핸들러 제공

위 그림의 '공지사항' 메뉴를 아래와 같이 마우스용 이벤트만을 사용하여 링크
로 구현하면 마우스로만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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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 onmouseover="show('show')" onmouseout="show('hide')">
<img src="tabAnc_on_01.gif" alt="공지사항">
</a>

이 소스코드는 마우스 포인터를 '공지사항' 메뉴 위로 이동시키면 메뉴의 색이
변화하고 해당 메뉴에 속한 선택 항목이 표시된다. 그러나 키보드 초점 변화에 의
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키보드 초점에 관한 검사 항목은 2.1.2를
참고하라.
개선방법
위 소스코드를 키보드 초점을 받을 때 메뉴의 색이 변화하고 해당 메뉴에 속
한 선택 항목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아래와 같이 onfocus 이벤트 핸들러와
onblur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도

각각

onmouseover

이벤트

핸들러와

onmouseout 이벤트 핸들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a href="#notice" onmouseover="show('show')" onmouseout="show('hide')"
onfocus="show('show')" onblur="show('hide')">
<img src="tabAnc_on_01.gif" alt="공지사항">
</a>

더 바람직한 방법은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 선택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onclick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여 세부 항목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a href="#notice" onclick="show('show')">
<img src="tabAnc_on_01.gif" alt="공지사항">
</a>

잘못된 사례 33) 키보드만으로 이전 입력 서식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예로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초
점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로 이동하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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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초점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는 입력상자로 이동하도록 구현되어 있어 두 번째 입력 상자에
초점이 있을 경우 shift + tab 키를 이용하여 초점을 첫 번째 입력상자로 이동시
키더라도 초점이 자동적으로 두 번째 입력 상자로 이동한다.
개선방법
위의 사례에서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6자리를 입력 후 다음 입력란으로 초점
이 자동으로 이동되면 첫 번째 6자리 입력을 잘 못했을 경우나 이름을 수정해야
할 경우 키보드로는 돌아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첫 번째
입력 상자에 6자리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초점이 두 번째 입력 상자로
이동하지 않도록 구현하거나 이동하더라도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현되어
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은 다음 아래처럼 주민번호 정보를 하나의 입력필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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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
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o 개요
키보드 내비게이션 과정에서 키보드 초점을 받은 링크, 컨트롤 및 입력 서식은
초점을 받지 않은 객체들로부터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Tab 키와 Shift + Tab 키에 의한 초점의 이동 순서는 논리적이며 일관성
이 있어야 한다. 키보드 내비게이션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의 좌측 상단
영역에서 우측 하단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논리적인 키보드 내비게이션
논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초점의 이동 순서란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w Tab 키와 Shift + Tab 키에 의한 초점 이동 순서가 순환적이며, 반복적이어야 함
w Tab 키와 Shift + Tab 키에 의한 키보드 내비게이션 과정에서 웹 페이지에 포함된 모든 컨
트롤, 링크, 사용자 입력으로 초점 이동이 가능해야 함
w Tab 키와 Shift + Tab 키에 의한 키보드 내비게이션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컨
트롤, 링크, 사용자 입력 등의 객체로 초점이 이동하지 않아야 함
w Tab 키와 Shift + Tab 키에 의한 키보드 내비게이션 과정에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두 영
역 사이에 반복적인 초점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함
w 사용자 입력이 초점을 받았을 경우에 아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Tab 키 또는 Shift +
Tab 키를 이용하여 다음 컨트롤, 링크 또는 사용자 입력으로 초점 이동이 가능해야 함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36) 콘텐츠의 화면 순서와 동일한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 제공
HTML의 경우, 기본적인 초점 순서는 태그들이 콘텐츠 소스에서 나타나는 순서
를 따른다. HTML 소스의 순서가 웹 페이지 상에서의 시각적인 순서와 일치한다
면, Tab 키를 눌러서 콘텐츠를 이동하는 순서는 시각적 레이아웃 순서와 일치하
게 된다. 하지만 소스 순서가 시각적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키보드 내비게이
션 순서는 시각적으로 표시된 콘텐츠와 일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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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콘텐츠를 디자인할 때 컨트롤, 링크, 입력 서식 등의 인터랙티브 요
소들이 기본적인 탭 순서를 따라갈 경우 콘텐츠 내에서의 순서와 관계에 걸맞게
위치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는 콘텐츠의 논리적인 이동 순서를 돕기 위해
tabindex로 제어하는 방법도 있다.
<참고>
HTML에서 tabindex 속성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째는 태그가 초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점 순서에서 하나의 위치를 태그에 할당하는 것이다. tabindex="0" 값은
태그가 초점을 가질 수 있게 하지만 초점 순서는 코드상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초점 순서는
tabindex의 양수 값이 작은 태그부터 큰 태그로 이동한다. 문서 객체 모델(DOM)의 태그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순서로 tabindex값을 설정한다는 것은 설정한 순서가 보조 기기 사용자들에게는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 키보드 이동 순서가 다르게 되는 주된 요인은 콘텐츠의 이동
순서 배치를 구성 태그에 맞게 CSS로 하지 않고 HTML이나 XHTML에서 tabindex속성으로 지정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abindex를 설정한 순서는 시각적인 표현 순서와 다를 수 있다.

적용 기술 37) 시각적으로 표시 가능한 초점 표시 방법
키보드로 웹 페이지를 이동할 때 현재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
다. 약시자나 뇌병변 장애인, 상지 장애인 등 마우스와 같은 포인팅 장치를 이용
하지 않는 사람들은 키보드와 같은 순차적인 탐색 장치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
다.
또한 일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마우스 포인터가 해당 위치에 초점이 옮겨졌
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한 번의 손가락 터치에 의해 초점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
기 위해 해당 링크나 입력 양식에 시각적인 테두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인 단서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키보드를
이용하면서 초점의 이동 내역과 현재 초점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
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초점위치를 표현해주는 것이 좋다.
1) CSS의 가상 클래스 ‘:focus’ 제공
CSS의 outline 속성을 이용해 초점 위치를 명확히 표시해주는 방법으로 주로
키보드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CSS는 주로 정적인 꾸미기를 위해 사용하지만 초점 받은 태그에 대한 화면 표
시를 정의하기 위해 :focus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focus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하지만 마우스만 지원하는 :hover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 100 -

a:hover,
a:focus { border:1px solid #ee6600; }

<참고> 웹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초점 표시 방법
애플 사파리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오페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8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는 초점이 받은 링크에 대해 위와 같이 시각적으로 표시해준다.

위의 그림에서 많이 쓰이는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8과 파이어폭스는
초점이 받은 곳에 가는 점선 테두리를 표시해 주는데 이것은 약시자들이 인식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CSS 코드를 적용하면 초점 위치가 시
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표시되게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익스플로러 6과 7에서는
outline 속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hover, :active, :focus {
outline-width: 2px !important;
/* outline 속성은 border와 달리 추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
outline-style: solid !important;
-moz-outline-radius: 4px;
/* 파이어폭스에서 테두리를 둥글게 만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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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를 이용해 초점을 시각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만든 경우

<참고> outline 표시문제
CSS를 잘못 정의하면 초점 받은 태그의 초점표시(outline 등)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대표
적으로 overflow:hidden 속성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webkit 엔진의 safari나 chrome
과 같은 브라우저에서 임의로 outline 속성을 제거하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outline을 표
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자가 초점을 표시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배경색이나 경계선 변경
다음 방법은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링크가 초점을 받으면 배경이 노란색으로 표
시되고 초점을 잃게 되면 정상적으로 바뀌도록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script>
function toggleFocus(el)
{
el.style.backgroundColor = el.style.backgroundColor=="yellow" ? "inherit" :
"yellow";
}
</script>
<a href="example.html" onfocus="toggleFocus(this)"
onblur="toggleFocus(this)">focus me</a>

두 방법 모두 공통적으로 초점을 화면에 뚜렷이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
적인 style(CSS)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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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38) 플래시에서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 제공 방법
플래시 콘텐츠의 Tab 키에 의한 내비게이션 순서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설계
할 때 컨트롤을 추가한 순서와 동일하다. 만일 컨트롤의 추가 순서를 달리하여 컨
트롤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를 변경할 경우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가 화면상
의 이동 순서와 동일하도록 XML코드를 변경하거나, 모든 컨트롤의 TabIndex값
을 사용자가 설정해 주어야 한다.

<참고>
플래시 무비에서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적 텍스트 태그를 동적
텍스트 변환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1) 무비에 포함된 모든 텍스트 객체는 입력(input) 또는 동적 텍스트(dynamic text)로 정의한
다. 이 경우, 글꼴 외곽선이 .swf 파일에 포함되므로 플래시 무비 파일의 크기가 커지게 되
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무비에 포함된 모든 심볼 객체에는 객체이름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네 개의 입력상자(TextInput)를 2열로 배치하고 아래 그림의 화살
표 방향에 따라 신랑의 이름과 성, 신부의 이름과 성의 순서로 키보드 내비게이션
이 수행되도록 TabIndex 값을 설정할 수 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Application xmlns:fx="http://ns.adobe.com/mxml/2009"
xmlns:s="library://ns.adobe.com/flex/spark"
xmlns:mx="library://ns.adobe.com/flex/mx"
minWidth="955" minHeight="600">
<fx:Decl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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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 non-visual elements (e.g., services, value objects) here
-->
</fx:Declarations>
<s:Label x="125" y="74" text="Groom&#xd;" width="49" height="17"/>
<s:Label x="33" y="103" text="First name" width="80" height="17"/>
<s:Label x="33" y="134" text="Last name" width="80" height="17"/>
<s:Label x="234" y="74" text="Bride" width="49" height="17"/>
<s:TextInput x="121" y="99" width="78" id="GroomFirstName" tabIndex="10"/>
<s:TextInput x="206" y="99" width="78" id="BrideFirstName" tabIndex="30"/>
<s:TextInput x="121" y="129" width="78" id="GroomLastName" tabIndex="20"/>
<s:TextInput x="206" y="129" width="78" id="BrideLastName" tabIndex="40"/>
</s:Application>

위 소스코드에서 4개의 입력상자(TextInput)의 TabIndex 속성을 설정하지 않
으면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상자의 생성 순서와 같이
신랑의 이름, 신부의 이름, 신랑의 성, 신부의 성의 순이 된다.

적용 기술 39) 실버라이트에서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 제공 방법
실버라이트 콘텐츠에서 컨트롤의 Tab 키 내비게이션 순서는 플래시 콘텐츠의
경우와 같이 콘텐츠를 설계할 때 컨트롤을 추가한 순서와 동일하다. 만일 컨트롤
의 추가 순서를 달리하여 컨트롤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순서를 변경할 경우 키보
드 내비게이션 순서가 화면상의 이동 순서와 동일하도록 XAML를 변경하거나 모
든 컨트롤의 TabIndex 값을 사용자가 설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래시 예와 같이 네 개의 입력상자(TextBox)를 2열로 배치하고
신랑의 이름과 성, 신부의 이름과 성의 순서로 입력상자 간의 키보드 내비게이션
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소스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TabIndex 값을 생략하면 신
랑의 이름, 신부의 이름, 신랑의 성, 신부의 성의 순서로 키보드 내비게이션이 일
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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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tab order.-->
<Grid>
<Grid.RowDefinitions>...</Grid.RowDefinitions>
<Grid.ColumnDefinitions>...</Grid.ColumnDefinitions>
<TextBlock Grid.Column="1" HorizontalAlignment="Center">Groom</TextBlock>
<TextBlock Grid.Column="2" HorizontalAlignment="Center">Bride</TextBlock>
<TextBlock Grid.Row="1">First name</TextBlock>
<TextBox x:Name="GroomFirstName" Grid.Row="1" Grid.Column="1"
TabIndex="1"/>
<TextBox x:Name="BrideFirstName" Grid.Row="1" Grid.Column="2"
TabIndex="3"/>
<TextBlock Grid.Row="2">Last name</TextBlock>
<TextBox x:Name="GroomLastName" Grid.Row="2" Grid.Column="1"
TabIndex="2"/>
<TextBox x:Name="BrideLastName" Grid.Row="2" Grid.Column="2"
TabIndex="4"/>
</Grid>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34) 초점을 일부러 보이지 않도록 한 경우
웹 디자이너들 중 일부는 링크나 입력 필드, 버튼 등에 초점이 가면 시각적으로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일부러 없애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각적인 테두리는 키
보드로 웹 페이지를 탐색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초점의 위치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요즈음에 나온 브라우저들(예: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오페
라 등)에서는 기존의 브라우저들(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보다 오히려
더 과장되게 초점의 위치를 보여주도록 기본 값이 되어 있다. 초점을 받은 위치에
초점을 없애게 되면 키보드 네비게이션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키보드에 의존하
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웹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매우 중요한 단서인 초점 위치를 잃어버려 사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양식 제출 버튼에 초점이 보이지 않도록 잘못 제작한 소스
<input type="submit" onFocus="this.b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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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있는 이미지가 초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한 경우
<a onFocus="this.blur()" href="Page.html"><img src="myImage.gif"></a>

링크 태그에 onfocus="this.blur();" 를 설정한 경우 키보드로 해당 태그에 접
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우스로 접근할 경우에도 현재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링크에 onfocus="this.blur();" 사용
<a href="accommodation.html" target="_blank" onfocus="this.blur();">숙박 정보</a>

개선방법
onfocus=this.blur()를 사용하면 마우스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시각적으로 현
초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고 키보드로 해당 태그에 접근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페이지 전체를 키보드로 내비게이션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onfocus=this.blur()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 href="accommodation.html" target="_blank">숙박 정보</a>

잘못된 사례 35) 키보드 이동순서가 비논리적인 경우
아래 예제는 tab키로 접근이 가능한 태그에 임의의 tabindex를 설정하여 키보
드 이동 순서를 논리적이지 못하게 한 경우로, 이 경우 임의로 지정한 tabindex
속성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이 지정되면 키보드 이동 순서가 순서대로 이동하기
전에 tabindex가 지정된 곳으로 먼저 이동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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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5
2
3

개선방법
특정 태그에 tabindex를 별도로 설정하게 되면 전체 구성의 키보드 이동 순서
가 화면 구성순서와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tabindex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tabindex를 사용해서 키보드로 접근이 필요한 경우라면
tabindex 값을 0으로 설정하여 전체 이동 순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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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o 개요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컨트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공해야 한다.
(1) 컨트롤의 크기 :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컨트롤은 대각선 방향의 길이를
6.0 mm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링크, 사용자 입력, 기타 컨트롤 등의 안쪽 여백 : 링크, 사용자 입력 및 기
타 컨트롤은 테두리 안쪽으로 1 픽셀 이상의 여백을 두고 이곳에서는 위치 지정
도구의 조작에 반응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40) HTML 태그 속성과 스타일을 이용한

크기와 여백 조절

디스플레이 장치별 화면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보여지는 콘텐츠의 크기가 매번
달라지게 된다.

디스플레이 장치와 무관한 콘텐츠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콘

텐츠의 크기는 window 표준 해상도(96DPI)와 17인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대각
선 방향 길이로 6mm 이상이 되도록 HTML 태그와 스타일 속성의 width,
height를 조절하고 콘텐츠의 선택시 이웃한 콘텐츠와 선택이 중첩되지 않도록 콘
텐츠 안쪽 여백은 1픽셀 이상이 되도록 스타일 속성의 padding을 이용하여 조절
하면 된다.
Ÿ

콘텐츠 크기를 17인치 모니터 기준 해상도 96dpi 로 맞추었을 때의 대각선
길이가 6mm가 되는 width, height 값은 정사각형으로 하였을 때 대략
4.3mm 이다.

Ÿ

CSS의 padding 속성은 콘텐츠의 레이아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안쪽 여백을 padding-top, padding-bottom, padding-right, padding-left
으로 콘텐츠 내부 여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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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표의 모든 칸의 대각선 크기를 6mm이상으로 하고 여백을 지정하여
테이블 안의 콘텐츠 간에 중첩되지 않게 만든 표에 대한 HTML 코드를 작성한다
면 다음과 같다.
table {
margin: .5em;
border-collapse: collapse;
}
td, th {
width : 4.5mm;
height : 4.5mm;
padding: 3px;
border: 1px solid #000;
}
a {
border: 1px solid #000;
padding : 3px;
}
...
<table summary="Web development 관련 책의 책제목, 저자명, 출판일">
<caption>도서 분류 'Web development'</caption>
<thead>
<tr> <th>책제목</th> <th>저자명</th> <th>출판일</th> </tr>
</thead>
<tbody>
<tr>
<td><a href=“http://www.w3.org/TR/2008/NOTE-WCAG20-TECHS-20081211/C18”>How
to Think Straight About Web Standards</a></td>
<td>Andrew Stanovich</td> <td>2007. 4. 1</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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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SS BOX Model
박스는 콘텐츠가 가지는 영역 및 콘텐츠 주변의 바깥 여백(margin) 및 테두리선(border), 안쪽
여백(padding)에 대한 영역을 말한다.

BOX 크기
콘텐츠의 크기는 width와 height로 결정되지만, BOX가 텍스트인지 표인지 또는 다른 콘텐츠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BOX의 크기는
BOX Width = leftMargin + rightMargin + border + leftPadding
+ rightPadding + contentWidth
BOX Height = topMargin + bottomMargin + border + topPadding
+ bottomPadding

BOX 배경(Background)
- background 적용 : content 영역과 padding 영역
- border 적용 : 테두리선(border)
- margin 영역은 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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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Height

Margin, Padding, Border 의 width 속성
Ÿ

값이 1개인 경우 : top & bottom & left & right

Ÿ

값이 4개인 경우
margin : margin-top margin-right margin-bottom margin-left;
padding : padding-top padding-right padding-bottom padding-left;
border-width : border-top-width border-right-width border-bottom-width border-left-width

Ÿ

값이 2개인 경우
margin : top & bottom

left & right

padding : top & bottom

left & right

border-width : top & bottom

left & right

단위
실제 값을 적용하는 경우 값에 대한 단위는,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단위로 pc(picas),
pt(points), mm(millimeters), cm(centimeters), in(inch)을 사용할 수 있고, 화면해상도나 폰트
크기에 대한 배율로 상대단위로 px(pixel), em, ex, %(백분율)를 사용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CSS에서 사용되는 SIZE 비교표이다.
(1 point = 1⁄72 inches = 25.4⁄72 mm = 0.3527 mm)
Pixels

mm

inch

6px

0.375em

EMs

Percent
37.5%

Points
5pt

1.7635mm

0.0694inch

7px

0.438em

43.8%

5pt

1.7635mm

0.0694inch

8px

0.5em

50%

6pt

2.1144mm

0.0833inch

9px

0.563em

56.3%

7pt

2.4689mm

0.0972inch

10px

0.625em

62.5%

8pt

2.8216mm

0.1111inch

11px

0.688em

68.8%

8pt

2.8216mm

0.1111inch

12px

0.75em

75%

9pt

3.1743mm

0.1250inch

13px

0.813em

81.3%

10pt

3.527mm

0.1389inch

14px

0.875em

87.5%

11pt

3.8797mm

0.1528inch

15px

0.938em

93.8%

11pt

3.8797mm

0.1528inch

16px

1em

100%

12pt

4.2324mm

0.1667inch

17px

1.063em

106.3%

13pt

4.5851mm

0.1806inch

18px

1.125em

112.5%

14pt

4.9378mm

0.1944inch

19px

1.188em

118.8%

14pt

4.9378mm

0.1944inch

20px

1.25em

125%

15pt

5.2905mm

0.2083inch

21px

1.313em

131.3%

16pt

5.6432mm

0.2222inch

22px

1.375em

137.5%

17pt

5.9959mm

0.2361inch

23px

1.438em

143.8%

17pt

5.9959mm

0.2361inch

24px

1.5em

150%

18pt

6.3486mm

0.2500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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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HTML문서

예제는

바깥여백(margin),

안쪽여백(padding),

(border)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DOCTYPE HTML PUBLIC "- // W3C // DTD HTML 4.0 // EN">
<HTML>
<HEAD>
<TITLE> 마진, 패딩, 테두리의 예 </ TITLE>
<STYLE TYPE - “TEXT/ CSS">
UL {
background : green;
margin : 12px 12px 12px 12px;
padding : 3px 3px 3px 3px;
/ * border 속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 /
}
LI {
color : black; / * 글자색은 검은 색 * /
background : gray; / * 콘텐츠와 패딩 영역은 회색 * /
margin : 12px 12px 12px 12px;
padding : 12px 0px 12px 12px; / * 오른쪽 패딩 0px * /
list-style : none; / * 글머리기호가 없는 목록 항목 * /
/ * border 속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 /
}
LI.withborder {
border-style : dot;
border-width : 2px; / * 상하좌우 동일한 선굵기 지정 * /
border-color : black;
}
</ STYLE>
</ head>
<BODY>
<UL>
<LI> 목록의 첫 번째 요소
<LI 클래스 = "withborder"> 목록의 두 번째 요소는 더 이상
포장을 설명합니다.
</ UL>
</ BODY>
</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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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참고>
IE(Internet Explorer)의 BOX Model과 CSS BOX Model의 차이
Internet Explorer 윈도우용 5.5는 CSS BOX Model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콘텐츠의 width
와 height가 Internet Explorer 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Internet Explorer 윈도우용 5.5에서 콘텐츠의 Box Model 크기를 처리하는 방법과 다
른 브라우저에서 Box Model 크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CSS BOX Model과 Internet Explorer Box Model 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이어그
램이다. W3C CSS BOX Model은 콘텐츠 자체의 너비를 width로 지정하는데, Internet Explorer
윈도우용 5.5에서는 콘텐츠 너비 + padding + border 가 합쳐진 너비가 width가 된다.

W3C CSS 박스 모델의 블록 레벨 요소의 전체 폭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
total width = margin-left + border-left + padding-left + width + padding-right +
border-right + margin-right
IE 박스 모델의 차이점은 border와 padding이 콘텐츠 width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total width = margin-left + width + margin-right
IE 6 이상은 경우 W3C 박스 모델 사용하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없지만, IE / 윈 5.5 에서 표
준을 준수하려면 DOCTYPE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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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36) 컨트롤의 크기가 너무 작고 인접해 있는 경우
콘텐츠를 가로 컬럼으로 배치한 테이블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이다. 2개의 컨
텐츠가 인접해 있고, 크기가 작아 조작이 힘든 경우이다.

예제 코드 :
<style type="text/css">
#gallery {
height: 80px;
width: 400px;
background: #272229;
margin-left: 0px;
margin-right: 0px;
overflow: visible;
-webkit-box-shadow: #272229 3px 3px 5px;
-moz-box-shadow: #272229 3px 3px 5px;
filter: progid:DXImageTransform.Microsoft.Shadow(color='#272229',
Direction=135, Strength=10);
}
#gallery ul{
margin-left:0px;
}
#gallery ul li {
list-style:none;
display:inline-table;
padding:0px;
}
</style>
</hea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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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콘텐츠간 여백이 없는 경우의 예</h2>
<hr/>
<div id="gallery">
<ul>
<li> <img src="images/photo_1.jpg" width="110" height="80">
</li>
<li> <img src="images/photo_2.jpg." width="110" height="80">
</li>
<li> <img src="images/photo_3.jpg" width="110" height="80">
</li>
</ul>
</div>
</body>

개선방법
CSS를 사용하여 크기 지정 및 여백을 조정한다.

<style type="text/css">
#gallery {
height: 110px;
width: 450px;
background: #272229;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overflow: visible;
-webkit-box-shadow: #272229 3px 3px 5px;
-moz-box-shadow: #272229 3px 3px 5px;
filter: progid:DXImageTransform.Microsoft.Shadow(color='#272229',
Direction=135, Strength=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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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ul{
margin-left:-10px;
}
#gallery ul li {
list-style:none;
display:inline-table;
padding:10px;
}
</style>
</head>
<body>
<h2>콘텐츠간 여백을 수정한 경우의 예</h2>
<hr/>
<div id="gallery">
<ul>
<li> <img src="images/photo_1.jpg" width="110" height="80">
</li>
<li> <img src="images/photo_2.jpg." width="110" height="80">
</li>
<li> <img src="images/photo_3.jpg" width="110" height="80">
</li>
</ul>
</div>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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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o 개요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그 변화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는 콘텐츠이다. 예
를 들어 일정한 시간마다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콘텐
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구성된 콘텐츠, 사용자
가 제어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스크롤되는 콘텐츠, 일정시간 후 사라지거나 접근
이 차단되는 콘텐츠 등이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이다.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음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
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예외 경우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시
간제약을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참고> 시간제한 예외 콘텐츠
경매나 실시간 게임, 듣기평가용 콘텐츠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르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41) 제한 시간 연장 방법 제공
제한 시간을 가진 기능을 제공 할 때 사용자가 제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연장할 시간을 직접 지정하거나 일정시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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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42) 메타 태그를 이용한 페이지 재 이동 방법 제공
메타(meta) 태그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측 자동 재 이동(redirect) 하는 경우
메타 태그가 설정되는 페이지의 content 값이 0보다 크면 재 이동 하는 페이지가
브라우저의 히스토리에 남게 되어 페이지 뒤로 이동할 경우 바로 이전 페이지가
재 이동 페이지로 이동되는 문제가 있다.
<meta http-equiv="refresh" content="0;URL='redirect.html'" />
<p><a href="redirect.html">redirect.html</a> 페이지로 이동합니다.</p>

메타 태그로 설정된 재 이동 페이지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해제할 수 없기 때문
에 메타 페이지는 자동으로 재 이동이 되지 못한 경우를 위한 최소한의 재 이동
관련 정보만 제공하고 content 값은 반드시 0으로 설정해야 한다.
메타 태그를 이용한 페이지 이동에 content 값이 0보다 크다면 브라우저 페이
지 history에 남기 때문에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시각장
애인들이 인지하기 힘들다.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37) 페이지 재 이동시 회피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 쇼핑몰 페이지 자동 이동 사례
다음 그림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페이지 재 이동하는 경우로, 이
경우 사용자는 재 이동되는 시간동안 콘텐츠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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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etTimeout("location.href='http://www.example.com'", 5000);
</SCRIPT>

개선방법
자동으로 페이지가 이동 하는 방식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드시 사용해
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그림과 같이 확인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 선택에
의해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 해야 한다.

<p>
1. ㅇㅇㅇ 표시가격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 적용 가격입니다.
2. 주문과정 중 할인전 가격이 표시되지만, 결제시 쿠폰적용을 하면 할인가로 나옵니다.
</p>
...
<a href=“http://shopping.co.kr/?itemld=2344679gh79”>확인</a>

2) 바이러스 자동 체크 사례
웹 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특정 서비스(예를 들어 온라인 바이러스 체크 등)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이동하려 했던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이
동이 되어버리게 되어 이용에 혼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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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사용자가 바이러스 체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한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이 복
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서비스를 중간에 멈추고 목적지 URL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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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
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o 개요
저시력자나 지적장애인 등은 이동하거나 스크롤되는 콘텐츠를 인지하기가 어렵
다. 때문에 웹 콘텐츠는 사용자가 이동이나 스크롤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지나간
콘텐츠 또는 앞으로 나타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동", "뒤로 이
동", "정지" 등의 컨트롤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란 웹 콘텐츠에서 스크롤 및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를 말하며, 자동으
로 변화하는 배너, 텍스트 스크롤 등이 있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43) 변화하는 콘텐츠를 일시정지 시키고, 일시정지 된 곳으로
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갱신되는 콘텐츠를 읽고 있는 사용자는 충분한 읽을 시간을 얻기 위해 일시정
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멈추었다 다시 시작하면 읽고 있던 그 이후부터 변
경되어야 한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라.
Ÿ

페이지에 자동 스크롤되는 뉴스 배너가 있다. 그것을 읽고자 하는 사용자는
ESC키를 눌러서 스크롤을 잠시 멈출 수 있고, 방향키를 다시 누르면 스크롤
이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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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44) 전체 배너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제공
변화하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체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적용 기술 45) 전체 배너의 리스트 제공
변화하는 배너의 정지나 이전, 다음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개별 배
너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 그림은 5개의 배너를 직
접 선택할 수 있도록 1~5까지 번호 별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적용 기술 46) 사용자 요구에 의한 업데이트 방법 제공
사용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의 경우
사용자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는 대신,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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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콘텐츠를 사용자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일시정지" 버튼을 제공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정지시킨 뒤 이용이 다 끝난 뒤 다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38) 마우스로만 정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다음 그림은 실시간 뉴스 기사가 상하 스크롤로 갱신되는 경우다. 이 경우 사용
자는 뉴스를 보던 도중에 내용이 변경되어 이전 뉴스를 찾게 되지만 사용자 제어
기능은 단지 해당 기사 링크에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만 스크롤이 멈추도록 되
어 있으며, 키보드 초점을 받은 경우에는 스크롤이 멈추지 않아 키보드 접근이 불
가능한 사례이다.

개선방법
링크에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만 작동되는 스크립트는 키보드로 접근했을 경
우에도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텍스트 배너의 변화가 멈춘
다음에는 지나간 배너로 이동하거나 다음 배너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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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39) 자동으로 변하는 배너
다음 그림은 여러 개의 이미지 배너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순서대로 변경되어
보여주는 경우다.
사용자가 변화하는 배너를 멈추기 위해서는 해당 배너 위로 마우스를 올려둬야
만 멈출 수 있어 키보드로는 멈출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법
우선 마우스 뿐 아니라 키보드 초점을 받았을 경우에도 스크롤이 멈추도록 개
선해야하며, 또한 사용자가 배너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가 배너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Ÿ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등의 스크롤 제어 기능 제공

Ÿ

사용자 선택이 가능한 배너 번호와 번호에 동기되는 배너의 표시 기능 제공

Ÿ

전체 배너를 표시하는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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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o 개요
깜빡이는 콘텐츠는 사용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콘텐츠
이다. 그러나 깜빡임의 주기와 크기, 변화의 정도에 따라 광과민성 증후군이 있는
사용자에게 발작이나 졸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깜빡이는 콘텐츠의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은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며 특히 빛에 민감한 어린이들
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증상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의식을 잃고 온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깜빡임이 있는 모든 콘텐츠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게
임,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명도대비나 채도대비(특히 빨간색과 파란색 계열)가 큰
화면이 연속적으로 오랜 시간 빠르게 반복(주파수 초당 3~50회)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초당 2회 이하로 깜빡이는 콘텐츠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3D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깜빡임 주파수와 관계없이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웹 페이지를 통하여 3D 동영상을 제공할 경우에 주의
하여야 한다.
(출처: 3D 입체영상 '포켓몬 쇼크' 재연될라, 이투데이 2011년 1월 13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113110000417f7&linkid=4&newss
etid=1352)

<참고> 포켓몬 사례
1997년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38번째 에피소드인 '전능 전사 포리곤'의 한 장
면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대로 반복되는 섬광 장면이 나오자 TV로 이를 시청하던 어린이들
이 발작을 일으킨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어린이 685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으며 이

들 가운데 150여 명은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의 발작 원인으로 애니메이
션의 섬광 이미지로 인한 광과민성 발작 현상으로 결론내고 관련 업계와 방송국에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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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47) 깜빡이는 시간이 3초 이내인 콘텐츠만 제공
페이지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는 움직임, 번쩍임, 깜빡임이 없도록 한다. 사용자
의 시각적인 유인 효과를 위해서 콘텐츠의 움직임, 번쩍임, 깜빡임을 사용하는 경
우 이들 움직임이 3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제공한다.
콘텐츠의 움직임, 번쩍임, 깜빡임이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 사용자가 그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멈출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한다. 이 경
우에도 처음 로드될 때에는 콘텐츠의 움직임, 번쩍임, 깜빡임이 정지 상태이거나
로드 후 그 움직임이 3초 이내이어야 한다.
움직임, 번쩍임, 깜빡임이 있는 페이지 경우에도 3초 이내로만 깜빡이는 콘텐츠
를 제공한다면 움직임, 번쩍임, 깜빡임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을 이용해 3초 이내의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사용자의 시각을 끌 수 있어
팝업 창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도 있다.
<style type="text/css">
#blink_contents{width:100px;height:100px;background-color:red;visibility:visible;
}
</style>
</head>
<body>
<div id="blink_contents">...</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i = 0;
function popupBlink(){
var blinkContents = document.getElementById("blink_contents");
if(i < 3){
blinkContents.style.visibility = blinkContents.style.visibility == "" ?
"hidden" : "";
i=i+1;
}else{
blinkContents.style.visibility = "";
window.clearInterval(blinking);

}
}
var blinking = window.setInterval(popupBlink, 500);
</scrip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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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48) 경고 페이지 제공
콘텐츠의 움직임, 번쩍임, 깜빡임 등이 페이지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데 필수
적이며, 사용자가 그 기능을 활성화 시키거나 멈출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하기 어
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이들 움직임, 번쩍임,
깜빡임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함을 알리고 사용자가 이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40) 깜빡이는 콘텐츠가 많은 경우
다음 그림은 페이지에 사용된 콘텐츠 중 광고배너, 이미지 등이 과도하게 움직
임이 많은 경우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움직이는 콘텐츠가 많아 주위가 산만해지
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깜빡임 콘텐츠가 많은 페이지

- 127 -

개선방법
<개선 방법 1>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웹 페이지를 움직임이나 깜빡임이 없도록 구현하는 것이
다. 특히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이미지를 플래시나 gif 애니메이션으로 구성
하지 않고 정적 이미지로 제공한다.
<개선 방법 2>
그러나 움직임이나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콘텐츠의 움직임과
깜빡임은 3초 미만이 되도록 한다. 만일 깜빡임이 3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 웹 페이지로 접속되기 전에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경
고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깜빡이는 콘텐츠를 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참고> 깜빡이는 콘텐츠 제공에 대한 참고 내용
http://www.w3.org/TR/2007/WD-UNDERSTANDING-WCAG20-20071211/seizure.html
http://www.w3.org/TR/2007/WD-UNDERSTANDING-WCAG20-20071211/seizure-three-times.html
http://www.w3.org/TR/2007/WD-UNDERSTANDING-WCAG20-20071211/seizure-does-not-violate.html

잘못된 사례 41) 발작 가능성이 있는 동영상을 제공한 경우
다음 그림은 움직이는 영상을 플래시 콘텐츠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콘텐츠의
경우 파란색과 흰색 고리가 빠르게 교차되며 회전되어 확대되는 전체 화면에 광
과민성 발작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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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많은 움직임이 있거나 화면의 변화가 빠른 콘텐츠를 제공하기 전에 사용자가
광과민성 증후에 의한 발작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요구에 의하여 이 콘텐츠를 사용하더라도 이용 도중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 기능은 마우스, 키보드 등 어느 입력장치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잘못된 사례 42) 번쩍임이 지속되는 영상을 제공한 경우
빨간색과 파란색이 빠른 속도로 주기적인 반복이 일어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은 광과민성 증후군이 있는 사용자에게 발작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다음 화면
은 1997년 일본에서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을 제공한 포켓몬스터 제 38화의 문제
장면이다. 그림과 같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빠른 속도로 화면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광과민성 증후군에 의한 발작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개선방법
채도 대비가 큰 화면의 반복적인 변화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회 이
상 깜빡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섬광 이미지가 지속되는 시간을 3초 미만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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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o 개요
웹 콘텐츠는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페이지를 내비게이션 영역, 정보 제공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그 위치와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중 내비게이션 영
역은 동일한 콘텐츠를 모든 페이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공하므로 반복 영역이라
고도 한다. 내비게이션 영역은 주로 메뉴, 링크 모음 등으로 구성된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웹 페이지를 리프레시하거나 리로딩
할 때마다 페이지의 앞부분에 제공되는 반복 영역을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 따라
서 자주 방문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 반복 영역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매우 불편
한 일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웹 콘텐츠는 반복 영역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읽어주기 전 또는 읽는 도중에 사용자가 핵심 콘텐츠로 이동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 건너뛰기 링크는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키보드 조작 횟수를
줄일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화면의 디자인측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항시 보이도록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디자인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
키보드 진입 시 보이도록 제공해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49) 반복적인 콘텐츠 영역의 시작 부분에 건너뛰기 링크 제공
콘텐츠 영역을 우회하는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하면 해당 영역
을 건너뛰고 다음 영역으로 사용자 제어를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키보드 사용자
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어떤 영역에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려면 그 영역의
첫 번째 링크의 목적지를 다음 영역의 첫 번째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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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버튼으로 구현된 건너뛰기 링크를 각 페이지 상단에 제공할 경우 반복 영
역을 건너뛰어 원하는 정보로 이동할 수 있다. 건너뛰기 링크는 반복 영역이 있는
모든 페이지의 상단의 일정한 곳에 제공해야 하며 사용법과 모양이 모든 페이지
에 걸쳐 동일해야 한다.
정보 제공 영역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다수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여러 개
의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건너뛰기 링크도 반복 영역의 하나이
므로 여러 개의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건너뛰기 링크
를 읽어주어 사용자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주므로 그 수를 3개 이하로 줄일 필요
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1) 링크 목록간 건너뛰기 기능 제공
하나의 웹 페이지에 여러 개의 링크 목록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각 링크
목록영역별로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트 맵, 주 메뉴,
기관 소개, 기관 연락처 등으로 구성된 영역과 소절(subsection)로 이동하기 위
한 링크 목록을 제공하는 콘텐츠에서 페이지의 첫 부분에 '기관 소개로 이동' 링
크를 제공하고, 두 번째 링크 목록의 첫 부분에는 '소절 건너뛰기'를 위한 링크를
제공한다.
2) 도서 색인
색인을 포함하여 구성한 온라인 도서 시스템에서 페이지의 좌측에 색인을 제공
하는 경우 색인의 첫 번째 링크를 '색인 건너뛰기'로 구성하면 반복적으로 제공하
는 색인영역을 우회할 수 있다.
3) 모든 링크 건너뛰기 기능 제공
어떤 기관의 웹 페이지 첫 부분이 메뉴, 내비게이션 바(navigation bar), 사이
트 맵(site map), 기관에 대한 정보, 기관 연락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건
너뛰기 링크를 메뉴 시작 전에 제공하고 링크 텍스트를 '모든 링크 건너뛰기' 라
고 제공한다. 건너뛰기 링크를 실행시키면 메뉴, 내비게이션 바, 사이트 맵을 우
회하여 기관에 대한 정보 영역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참고>
모든 페이지가 반복 영역 건터뛰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다. 콘텐츠 블록마다 링크의 수가
많거나 메뉴나 링크 등의 반복되는 콘텐츠가 많은 복잡한 페이지일 경우에만 반복 영역 건너뛰
기가 필요하다. 또한 반복 영역 건너뛰기 자체도 너무 많이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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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50) 건너뛰기 링크의 화면 표시
건너뛰기 링크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키보
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핵심 콘텐츠로 이동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따
라서 건너뛰기 링크는 화면에 보이도록 구현하는 것이 좋다.

디자인의 특성상 건너뛰기 링크를 보이지 않도록 구현하더라도 키보드 내비게
이션에 의하여 초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키보드 초점을 받으면 건너뛰기
링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음의 예는 키보드 초점을 받으면 건너뛰기 링크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구현한
CSS 코드이다. 건너뛰기 링크가 화면에 나타나는 CSS 파일을 사용자에게 추가
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style>
.contents_nav_link{position:absolute;left:1000px;}
.contents_nav_link:focus{position:static;}
</style>
<body>
<a href="#contents" class="contents_nav_link">본문 바로가기</a>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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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43)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음 그림은 건너뛰기 링크가 제공되지 않아 본문의 핵심 콘텐츠로 바로 초점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나 몸이 불
편하여 키보드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는 페이지 상단의 메뉴, 왼쪽의
주요 사업 링크 등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반복되는 링크를 항상 지나가야 하기 때
문에 불편하다.

주요 콘텐츠로 바로 이동이 불가능한 페이지

개선방법
따라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상단 메뉴와 왼쪽 링크를 우회하여 주요 콘텐츠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나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건너뛰기 링크(버튼)는 화면
에 표시하여 키보드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href="#contents">본문 바로가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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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44) 건너뛰기 링크를 과도하게 제공한 경우
다음 그림은 공통적인 사용이라 생각하여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건너뛰기 링
크를 제공하거나 건너뛰기 링크를 너무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제공한 경우다. 이 경
우 해당 페이지에 없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많은 양
의 링크가 제공되어 이 영역이 오히려 반복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과도한 건너뛰기 링크 제공

개선방법
따라서 건너뛰기 링크는 주요 콘텐츠를 이동하는 기능이나 반복되는 링크를 건
너뛸 수 있는 목적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핵심 콘텐츠에 한해서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
건너뛰기 링크의 용도 표현
건너뛰기 링크에 대한 대체 텍스트 또는 링크 텍스트는 다음의 예와 같이 어떤 영역을 우회하
는지 또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 "oo 링크 영역 건너뛰기"
2) "oo을 건너뛰어 ㅁㅁ으로 이동" 등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할 경우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할 경우 "OO 링크 집합을 건너뛰기" 또는 "OO을 건너뛰어 ㅁㅁ으로 감"
등의 방식으로 어떤 영역을 건너뛰는지 어디로 건너뛰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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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o 개요
적절한 제목은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을 유추하여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운용하기 쉽게 도와주기 위해 제공한다. 만약 페이지의 제목을 제공하지 않거나
모두 동일한 제목으로 통일될 경우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나 인
지능력이 낮은 사용자는 페이지가 변경되어도 어떤 페이지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참고> 적절한 제목 이란?
제목은 불필요한 특수기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간단명료해야 한다. 그리고 해
당 웹 사이트의 어느 페이지와도 다른 제목이어야 한다. 프레임의 경우 아무런 내용이 없는 프
레임이라면 "빈 프레임" 등으로 제목을 제공해야 하고, 콘텐츠 블록에 대하여 <h1>, <h2> 태
그 등을 부여하여 제목과 본문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51) 웹 페이지의 제목 제공
모든 HTML(XHTML 포함)을 이용하여 구성한 웹 페이지에는 문서의 목적을
정의하는 title 태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title 태그를 제공하면 본문을 검색
하지 않아도 문서의 용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다음 코드는 페이지 제목을 'World Wide Web'으로 정의한 예다.
<html>
<head>
<title>World Wide Web</title>
</head>
<body>
...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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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52) 콘텐츠 블록의 제목 제공
헤딩 태그는 콘텐츠의 구조를 조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사
용자는 헤딩 태그를 이용해 웹 문서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다음 헤딩에 대한 정보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h2>뉴스</h2>
<div>
<ul>...</ul>
<ul>...</ul>
</div>
<h2>쇼핑</h2>
<div>
<ul>...</ul>
<ul>...</ul>
</div>

만일 화면 상으로 표시되는 모습을 헤딩 태그를 사용하여 구현한 것처럼 꾸민
다면 사용자가 문서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콘텐츠를 탐색하는 것이 어려워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글씨체 속성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적용 기술 53) 프레임 제목 제공
frame 태그를 사용할 경우 해당 frame의 title 속성을 제공하여 프레임 간의
내비게이션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웹 페이지를 frameset으로 구성하고 title 태그를 제공하더라도 각 frame 별로
title 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프레임의 내비게이션 시 title 태그가 현재
프레임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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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레임 제목
프레임 제목은 프레임 내에 포함된 콘텐츠를 유추할 수 있는 간결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메
인 메뉴", "참고 문서" 등의 프레임 제목은 프레임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용도를 유추할 수 있으
므로 적절하다. 그러나 "top프레임", "main프레임" 등과 같은 제목은 프레임의 용도가 아닌 프
레임의 위치 정보를 알려줄 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45) 콘텐츠가 다른 페이지에 동일한 제목을 제공한 경우
다음 예는 페이지마다 콘텐츠가 다르지만 페이지 title 태그 내용을 동일하게 제
공하는 경우로, 이 경우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나 인지장애를 가
진 사용자는 접근하는 페이지의 변화된 부분을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

개선방법
페이지마다 각각 고유한 title태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신문사 사이트 라면
다음 그림처럼 신문기사의 중요 제목을 title태그 내용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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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46) 프레임 제목이 누락된 경우
프레임에 타이틀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
나 인지장애를 가진 사용자는 프레임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프레임 간의 이동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운용하기 어려워진다.
개선방법
프레임 제공시 프레임 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용도 또는 목적을 토대로 간
결한 내용으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top 프레임", "main 프레임" 등과 같
이 어떤 콘텐츠인지 알 수 없는 내용보다는 "로그인 프레임", "광고 프레임" 등과
같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제목을 제공하면 페이지를 이용하기가 편리하
게 된다.
<iframe width="280" height="150" frameborder="0"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title="광고 프레임" src="http://nv2.ad.naver.com/adshow?unit=002X"
name="f280150" id="f280150">광고 : <a
href="http://nv2.ad.naver.com/adshow?unit=002X">http://nv2.ad.naver.com/adshow?un
it=002X</a></iframe>

잘못된 사례 47) 특수문자(▩▩▩▩)기호를 제공한 경우
다음 예는 페이지 타이틀에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이 경우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나 인지장애를 가진 사용자는 페
이지 제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반복적인 특수문자
로 인하여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고장을 유발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페이지 타이틀에 특수문자 사용

개선방법
페이지 타이틀 제공 시 표현을 위한 특수문자의 사용은 피하고 간결하고 웹 페
이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유추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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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o 개요
링크 텍스트를 "여기를 클릭하세요."나 "여기"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인지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반응이나 어떤 페이지로 이동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링크 텍스트를 직관적이고 의미 있게 구성하고, 또한 주변 맥락을 통해서도
용도나 목적지를 명확히 이해 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올바른 링크 텍스트
제공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링크를 방문해보지 않거나 키보드를 여러 번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콘텐츠가 있는 링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54) 링크의 목적을 설명하는 링크 텍스트 제공
링크를 포함하는 주변 문장과 조합하여 그 목적이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이 링크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어
떤 페이지로 이동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링크 텍스트를 단순히
URL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1) 메이플라워호에 대한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
<p>"미국으로의 첫 번째 이주민들은 <a href="mayflower.html">메이플라워호</a>를 타고
왔다."</p>

2) 기사에 링크를 걸 경우
다음 예와 같이 해당 링크가 사용되는 웹 페이지의 문맥에 따라 목적에 맞는
단어에 링크를 걸어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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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링크
<p>"OO신문의 <a href="news.html">보도 내용</a>에 따르면 OO교육청에서는 2012년도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다."</p>

oo교육청 링크
<p>"OO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a href="education_office.html">OO교육청</a>에서는
2012년도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다."</p>

2012년도 연간계획 링크
<p>"OO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OO교육청에서는 <a href="calendar.html">2012년도 연간
계획</a>을 수립하였다."</p>

<참고> 링크의 목적을 설명하는 링크 텍스트 제공하기
링크의 목적을 설명하는 링크 텍스트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링크를 웹 페이지의 다른 링크와 구
별할 수 있고, 그 링크를 따라갈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목적지의 URL 주소를 링크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 방법
잘못된 사례 48) 목적이나 용도를 알기 어려운 링크 텍스트
다음 예는 페이지 이동을 하기 위한 링크를 텍스트로 제공한 경우로, 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목적이나 링크의 용도를 알기 힘들어 어떠한 페이지인지 어
떠한 기능을 하는 링크인지를 클릭해서 해당 링크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림 51> 목적이나 용도를 알기 어려운 링크 텍스트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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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링크 텍스트를 직관적이고 의미있게 구성하여 사용자가 링크의 용도나 목적지
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 예제에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보다는 “다른 테스트를 하고 싶으
시다면 클릭해주세요.”라는 문장 전체를 링크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외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title 속성을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 title 속성을 사용하는 사례
<div class="page">
<a href="page_prev.php?page=1" class="pre" title="이전 검색결과 페이지">이전</a>
<a href="page_next.php?page=3" class="next" title="다음 검색결과 페이지">다음</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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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o 이해의 용이성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해라는 것은 자극으로부터 시각과 청각 등 여러 감각 기관을 통
해 감각을 느끼고, 사물을 지각(perception)한 후에 과거의 경험 등에 견주어 내
용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 1(인식의 용이성)에서는 장애인들이
웹 콘텐츠를 일차적으로 잘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
침을 담고 있는 반면, 원칙 3(이해의 용이성)에서는 그렇게 지각된 웹 콘텐츠가
실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즉, 웹 콘텐츠나 인터페이스가 감각적으로는 인식이 되었으나 무슨 내
용인지 알 수가 없게 다른 언어로 되어 있거나,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무엇을 해야 할 지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 3(이해의 용이성)에서는 네 가지 지침과 여섯 개의 검사항목을 제시
하고 있다.
우선 제공되는 내용이 사용자의 이해 수준이나 사용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쉽
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공되는 정보의 언어가 무엇인지
명확히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조 기기나 검색 엔
진 등 다른 방법으로 웹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내용이 시각적으로는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소스가 논리적인 순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제공되는 내용을 순차적
으로 읽어나가는 시각장애인용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제공할 때 그 표를 풀어 헤치고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해도 여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에도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양식을 만들 때 해당 양식이 무엇을 입력해
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레이블을 잘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값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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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지침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
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이해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검사항목
지침(4개)

검사항목(6개)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

쉬워야 한다.

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
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
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
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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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3.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
해야 한다.

o 개요
웹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콘텐츠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보조기기로 제공한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정확한 발음이 가능하도록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제어하기도 한다. 따라서 웹 페
이지를 구성하는 기본 언어는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55) <html> 태그에 주 사용 언어 지정
웹 페이지의 주 사용 언어는 페이지의 상단에 html 태그에 lang 속성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일 때
<html lang="en">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한국어일 때
<html lang="ko">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일본어일 때
<html lang="ja">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스페인어일 때
<html l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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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페이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지정해 놓으면,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기계에서 언어를 인식하게 된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기기
는 지정된 언어에 맞는 TTS (Text-to-Speech) 엔진을 가동시키고, 자동으로
웹의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을 도와주는 검색 엔진 로봇은 해당 언어의 검색 인덱
스에 페이지를 분류해 넣는다. 즉, 사용자가 검색할 때 특정 언어를 지정한 웹 검
색 결과만 나오도록 할 때에 검색 엔진은 lang 속성 값을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lang의 속성 값에는 ISO 639-1에서 지정한 두 글자로 된 언어 코드를
넣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한국어 코드는 kr이 아니라 ko다. 자세한 것은 ISO
639-1에 대한 위키 페이지(http://en.wikipedia.org/wiki/ISO_639-1)와 언어
코드 목록(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ISO_639-1_codes)을 참고하라.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설정하는 것은 해당 페이지의 인
코딩 방식을 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head>의 맨 첫 줄에 <title>을
지정하기 전에 <meta> 태그를 이용해서 문서의 인코딩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브라우저가 콘텐츠를 바르게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인코딩 방식을 지정
하는 문제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기기에서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브라우저에도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Ÿ

HTML 4.01의 경우,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title>페이지의 제목</title>

Ÿ

HTML5의 경우,

<head>
<meta charset="UTF-8">
<title>페이지의 제목</title>

와 같이 인코딩 방식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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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페이지 중간에 언어가 바뀔 때
지침에서는 해당 페이지의 주요 사용 언어만을 최소한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페이지의 내용을 해당 언어로 정확하게 읽어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페이지 안에서 여러 개의 언어가 번갈아가면서 쓰이는 경우, 변경되는 언
어가 나올 때마다 언어를 지정해주는 것이 좋다.

<p>중국어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에 <span lang="zh">你好</span>라고 말합니다.
</p>

만약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 중국어 음성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면 위의 你好를 "니하오"와 같은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주겠지만, lang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이호"라
고 읽어주게 된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부분적으로 쓰이는 언어를 바르게 지정함으로써 해당 언어에 맞는 인
용 부호나 구두점 등을 바르게 표시할 수 있다.

<p>그는 한국어로 <q lang="ko">웹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q>라고 말하였
다.<br/>
그는 독일어로 <q lang="de">Web ist allgemein zugänglich</q>이라고 말하였다.<br/>
그는 프랑스어로 <q lang="fr">Web est accessible à tous</q>이라고 말하였다.</p>

위와 같이 해당 언어가 사용된 부분에 부분적으로 또는 페이지 전체적으로 언어를 명시해주면,
브라우저는 다음과 같이 화면에 표시해 준다.

그는 한국어로 "웹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독일어로 „Web ist allgemein zugänglich"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프랑스어로 « Web est accessible à tous »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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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
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o 개요
서식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이 초점을 받았을 때 의도하지 않는 기능이 자동
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한 후 기능이 실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창, 팝업 창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56) 초점 변화에 의해 맥락을 변화시키지 말고, 해당 인터페이스가
활성화(activate)되었을 때 기능을 실행
보통 사용자는 해당 요소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엔터키를 누름으로서 기능이
실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즉 단지 키보드의 초점을 가져가거나, 마우스의 포인터
를 위치시켰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편
의성을 높여주고 마우스 클릭 수를 줄여준다는 목적으로 해당 인터페이스가 초점
을 받았을 때 급격한 맥락의 변화를 초래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일반 사용자들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화면 확대기나 키보드를 위주로 사용하는 장애인들, 한
번의 클릭이 초점의 이동을 뜻하는 모바일 브라우저 사용자들의 웹 페이지 탐색
을 어렵게 만든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Ÿ

버튼과 새 창을 여는 기능을 연계시킬 경우,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
는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경우에만 새 창을 연다. 그렇지 않고 버튼에
onfocus 속성을 이용해 새 창을 여는 이벤트를 연계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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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입력 서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입력 페
이지에서 입력을 완료하고 [다음 페이지] 버튼 또는 [첫 번째 페이지 입력
완료]라는 버튼으로 탭을 이동하자마자 다음 페이지로 자동으로 가도록 하
면 안 된다. 반드시 사용자가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에만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적용 기술 57) 명확한 양식 제출(submit) 버튼 제공
양식을 입력하고 나서 사용자의 명확한 요구와 값 제출에 의해서만 HTTP 요
구(request)가 일어나고 맥락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 HTML에서 제공하는
submit 버튼을 쓰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로만 서식값이 전송되도록 하는 것은 잘
못이다. 다음과 같이 명확한 양식 값 제출 버튼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form action="http://www.example.com/cgi/subscribe/" method="post">
<p>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려면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십시오.</p>
<label for="address">이메일 주소:</label><input type="text"
id="address" name="address" />
<input type="submit" value="가입" />
</form>

마찬가지로 목록 선택 상자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선택값을 사용자가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submit 버튼을 따로 제공해야 한다.

<form action="http://www.example.com/cgi/redirect/" method="get">
<p>이동할 사이트를 고르세요.</p>
<select name="dest">
<option value="/index.html">홈</option/>
<option value="/blog/index.html">블로그</option/>
<option value="/tutorials/index.html">사용법</option/>
<option value="/search.html">검색</option/>
</select>
<input type="submit" value="페이지 이동" />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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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58) 새 창 열림을 사전에 알림
링크를 선택했을 때 아무런 경고 없이 새 창이 열리게 되면, 시각적인 콘텐츠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이나 인지 장애 또는 학습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주
게 된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은 새 창이 열림으로써 앞으로 가기와 뒤로 가기와
같은 일반적인 브라우저의 이동 버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므로 되도록이면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링크를 새 창으로 열어야 한다면 미리
새 창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가장 간결하고 쉬
운 방법은 html의 링크 텍스트 안(이미지의 경우 alt 속성 값)에 새 창이 열릴
것이라고 표시해주거나, title 속성을 이용해 툴 팁(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경우,
title 속성 값을 읽어주거나 읽어주지 않도록 설정이 가능함.)으로 새 창이 열릴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
<a href="knitting.html" target="_blank">뜨개질 포털 사이트
(새 창으로 열림)</a>
<a href="korean.html" target="_blank"><img src="korean.png" alt="한국어 페이지 (새
창으로 열림)"></a>
<a href="help.html" target="_blank" title="새 창으로 열림">도움말</a>

CSS를 이용해 해당 링크에 초점이 이동하거나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했을 때에
새 창이 열릴 것이라고 알려주는 방법도 있다.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title>새 창이 열리는 것에 대한 경고</title>
<style type="text/css">
body {
margin-left:2em;
margin-right:2em;
}
:focus { outline: 0; }
a.info {
position:relative;
z-index:24;
background-color:#ccc;
color:#000;
text-decoration:none

- 149 -

}
a.info:hover, a.info:focus, a.info:active {
z-index:25;
background-color:#ff0
}
a.info span {
position: absolute;
left: -9000px;
width: 0;
overflow: hidden;
}
a.info:hover span, a.info:focus span, a.info:active span {
display:block;
position:absolute;
top:1em; left:1em; width:12em;
border:1px solid #0cf;
background-color:#cff;
color:#000;
text-align: center
}
div.example {
margin-left: 5em;
}
</style>
</head>
<body>
<h1>새 창 열림 경고</h1>
<p> 더 자세한 정보는 <a class="info"
href="popup_advisory_technique.html" target="_blank">
<strong>적용 기술 웹 사이트</strong><span>새 창에 열림.</span></a>에 있습니다.
</p>
</body>
</html>

CSS를 이용해 새 창이 열리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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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잘못된 사례 및 개선 방법
잘못된 사례 49) 목록 선택 상자에서 초점 변경만으로 새 창이 열리는 경우

이동 버튼이 없는 목록 선택 상자

<select onchange="copyrtChgUrl(this.value)">
<option value="0">관련회사</option>
<option value="http://www.chogwang.com/">조광</option>
<option value="http://golf.chosun.com/">골프조선</option>
</select>
2011년 11월 21일 http://www.chosun.com 에서 발췌

위의 예에서는, 이동하고자 하는 관련 회사를 선택하자마자 자바스크립트 함수
가 실행되고 새 창에 해당 사이트가 열린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등 마우스를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마우스에 능숙하지 않은 비장애인
들도 자신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어서 문제가 된다. 키보드를 사용할 경우, 선택
을 포기하고 다음으로 이동하기 위해 탭 키를 누르는 것만으로 의도하지 않게 선
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첫 번째 항목을 읽어주
는 것 자체가 바로 선택이 되어 다음 목록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택
상자에서 여러 개의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선택을 확인하
는 버튼이나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개선방법
<form action="goto_site.jsp">
<select onchange="copyrtChgUrl(this.value)">
<option value="0">관련회사</option>
<option value="http://www.chogwang.com/">조광</option>
<option value="http://golf.chosun.com/">골프조선</option>
</select>
<input type="submit" value="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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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선택 후 별도의 [이동] 버튼을 제공하여 개선한 사례

이동 버튼이 있는 목록 선택 상자

<form name="selectForm1" action="/gpms/view/jsp/goUrl.jsp"
onsubmit="goSelectUrl(1);return false;">
<label for="select1" style="display:none;">산하기관·관련단체</label>
<select name="url" id="select1" title="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선택">
<option value='' selected >산하기관·관련단체</option>
<option value='http://www.gepco.or.kr' >공무원연금공단</option>
<option value='http://www.i-mopas.or.kr' >공무원직장협의회</option>
</select>
<input type="image" src="/gpms/resource/images/common/general/btn_go.gif"
alt="이동" title="새 창으로 이동">
</form>
2010년 11월 21일 http://mopas.go.kr 에서 발췌

위의 예에서는 산하 기관 및 관련 단체를 선택한 이후 이동 버튼을 눌러 최종
선택을 결정하게 되므로, 모든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실수로 선택을 잘못 했더
라도 되돌릴 수 있게 된다. 이동 버튼의 경우도 <form> 요소의 action 속성 값을
이용해 서버측에서 이동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적으
로 onsubmit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똑같은 기능을 제공해
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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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50) 체크 상자의 선택만으로 페이지가 다시 로드되는 경우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여러 가지 옵션을 조합해서 구매의
범위를 좁히고자 할 때, 체크 상자를 다 선택하기 전에, 하나의 체크 상자를 체크
하는 것만으로 페이지 내용이 급격히 바뀌면 안 된다.

체크 상자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페이지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개선 전 소스

<input id='d1_438' item_id='438'

item_name='로지텍' section_type='1'

section_id='1' onclick="cs.click_item( this.id );" type="checkbox" />
<label for='d1_438' style='cursor:pointer;'
onclick='event.cancelBubble=true'><span class='checked_on'>로지텍</span></label>

위의 페이지에서 로지텍이라는 제조사를 선택하자마자 바로 로지텍 마우스의
목록이 다음에 나오게 된다. 만약 키보드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사실은 로지텍
과 마이크로소프트, 3M을 복수로 선택하고 싶었다고 하자. 첫 번째 제조사를 선
택하자마자 확인 과정 없이 바로 페이지가 다시 로드되어, 키보드를 사용하는 사
람은 페이지의 맨 위에서부터 다시 탐색을 시작해서 제조사 선택하는 곳에 이르
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따라서 서식 값을 별도로 제출(submit)하지
않고 자동으로 내용이 급격히 바뀌는 것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에
게는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선방법
체크 상자를 다 선택한 후 별도의 [확인]이나 [제출] 버튼을 누르도록 하여, 사
용자의 선택이 전송된 후에 상품 목록이 화면에 나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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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51) 텍스트 입력 서식에 값을 넣음으로써 자동으로 제출되는 경우

전화 번호 입력 필드 예

개선 전 소스

<form method="get" id="form1">
<input type="text" name="text1" size="3" maxlength="3"> <input type="text" name="text2" size="3" maxlength="3"> <input type="text" name="text3" size="4" maxlength="4"
onchange="form1.submit();">
</form>

2010년 11월 20일 http://www.w3.org/TR/2008/WD-WCAG20-TECHS-20081103/F36 에서 발췌

전화번호와 같이 텍스트 입력을 받을 때에도 입력 후 별도의 [제출], [확인]과
같은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의 예처럼 마지막 번호를 입력하자마
자 값이 제출이 되어버리는 경우, 입력 오류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개선방법
마지막 필드 값에 변화가 생길 때 자동으로 값이 제출되는 스크립트를 제거하
고 다음과 같이 별도의 [제출] 버튼을 두고, 서식 값을 제출하도록 한다.

<form method="get" id="form1" action="http://example.com/handle">
<input type="text" name="text1" size="3" maxlength="3"> <input type="text" name="text2" size="3" maxlength="3"> <input type="text" name="text3" size="4" maxlength="4">
<input type="submit" value="Submit" />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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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52) 페이지가 로드될 때 자동으로 팝업 창이 열리도록 한 경우
국내 웹 페이지들에서는 한시적인 사안을 홍보하거나 전달할 때 사용자가 원하
지 않는 팝업 창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예측되지 않은 팝업은 사용자를 혼란스
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운동 능력이 떨어
지는 사람들에게 웹 탐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브라우저
들이 팝업 창을 차단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광고, 홍보 효과도 떨어진
다.

브라우저에 의해 차단된 팝업 창

개선 전 소스

if ( notice_getCookie("CookieName5") != "done" ) {
window.open('http://poll.kofst.or.kr:8080/Email_poll_101015_pop.aspx','CookieName
5','status=no,width=480, height=320,resizable=no,left=0,top=215,scrollbars=no')
}

개선방법
팝업 창을 쓰지 않고 원래의 메인 페이지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거나, 중요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홍보 효과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웹 페이지 기획자라면 팝업 창으로 띄우는 내용이 정말로
긴급하게 모든 방문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인지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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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3.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 텐츠 는 논 리적 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o 개요
웹 페이지에 제공되는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논리적인 순서로 보이지
만, 그것을 선형 구조로 풀어보면, 논리가 어긋나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기는 전체 콘텐츠를 보통 소스 코드 순서대로
풀어서 접근하게 되는데 이 때 시각적으로 보였던 순서와 달리 논리적인 순서가
흐트러질 경우, 보조 기기 사용자들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59) 콘텐츠를 의미 있는 순서로 콘텐츠 배열
웹 페이지의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HTML)에서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일단 마크업 언어에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이 작성이 되면, 그것을 시각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보이는 순서까지 바꾸는 것은 CSS에서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마크업 언어가 순서에 맞게, 의미있게 작성되어 있는지 주
의해야 한다. 다음의 예는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마크업 언어로 구조적으로 의
미 있게 표시한 것이다.
<div class="box">
<dl>
<dt class="menu1">중국 음식</dt>
<dd class="item1">자장면</dd>
<dd class="item2">짬뽕</dd>
<dd class="item3">탕수육</dd>
<dt class="menu2">한국 음식</dt>
<dd class="item4">김치찌개</dd>
<dd class="item5">된장찌개</dd>
</dt>
</d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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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보통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에서 표시된다.

중국 음식
자장면
짬뽕
탕수육
한국 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것을 시각적으로 다르게 보이게 하려면 CSS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다
음과 같이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나란히 보이도록 CSS를 적용할 수 있다.
<style type="text/css">
.item1 {
left: 0;
margin: 0;
position: absolute;
top: 7em;
}
.item2 {
left: 0;
margin: 0;
position: absolute;
top: 8em;
}
.item3 {
left: 0;
margin: 0;
position: absolute;
top: 9em;
}
.item4 {
left: 14em;
margi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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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absolute;
top: 7em;
}
.item5 {
left: 14em;
margin: 0;
position: absolute;
top: 8em;
}
.menu1 {
background-color: #FFFFFF;
color: #FF0000;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20%;
left: 0;
margin: 0;
position: absolute;
top: 3em;
}
.menu2 {
background-color: #FFFFFF;
color: #FF0000;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20%;
left: 10em;
margin: 0;
position: absolute;
top: 3em;
}
#box {
left: 5em;
position: absolute;
top: 5em;
}
</style>

CSS 적용 결과 브라우저에는 같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현된다. 그렇
다고 해서 이 내용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읽었을 때 중국 음식 → 한국
음식 → 자장면 → 김치찌개와 같은 순서로 나오지는 않는다. 여전히 중국 음식
→ 자장면 → 짬뽕 → 탕수육과 같은 순서로 읽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확히
제작자가 의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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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를 이용해 콘텐츠의 위치를 지정한 예

적용 기술 60) 스타일을 이용한 글자 간격 조절
가끔 단어의 길이에 비해 공간이 많이 남아서 시각적으로 보기 싫기 때문에 단
어 사이에 강제로 공백을 넣어서 글자 간격을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
어 사이에 강제로 공백을 넣으면, 단어로서의 의미가 달라지고, 화면 낭독 프로그
램에서는 다르게 발음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페이지 내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할
수 없게 되며, 검색 엔진이나 번역 엔진에서도 다른 단어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
서 단지 단어의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단어 사이에 강제 공백을 넣어 변형하면
안 된다. 주어진 공간 안에서 단어의 글자 배치 방법은 CSS의 letter-spacing
속성이나 text-align 속성을 이용해 조절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다음 표와 같이 비고란을 표시하는 칸 너비에 비해 "비고"라는 단어
는 단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가운데 여러 개의 공백을 넣어 표시
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비고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100-755

2131-0114

무교 청사

개선 전 소스
<th>비&nbsp;&nbsp;&nbsp;&nbsp;고</th>

개선 후 소스
<th style="letter-spacing:4em;">비고</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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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61) 동적으로 생성된 요소는 그것을 유발시킨 요소의 바로 뒤에
위치
어떤 경우 동적으로 콘텐츠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풀다운 메뉴다. 이 때 하위 메뉴 항목들은 반드시 그것의 직속
상위 메뉴 다음에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위 메뉴 항목들이 먼저 다 나온 다
음에 하위 항목들이 맨 나중에 한꺼번에 나온다면, 어떤 하위 항목이 어떤 상위
항목에 속하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단지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
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DOM(Document Object Model)에서 하위 항목이
반드시 그것을 불러온 상위 항목 바로 다음에 위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웹
페이지를 선형화시켰을 때에도 내용을 정상적으로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탭
으로 이동할 때에도 정상적인 순서로 작동을 한다.
다음 예는 IMEI 코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IMEI 코드가 무엇인지
숨겨진 도움말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도움말을 보이게 하는 버튼 물음표 버튼 바
로 밑으로 실제 도움말이 코드상으로도 위치해 있고, 탭 키로 이동을 할 때에도
물음표 버튼 다음에 도움말 안에 있는 링크로 이동해 정상적인 순서를 따르게 된
다. 만약 도움말이 페이지의 맨 끝에 있도록 소스를 작성했다면, 문서의 의미가
훼손되었을 것이고, 탭 키를 통한 탐색도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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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도움말을 호출하는 링크 (도움말은 숨겨진 상태)

숨겨진 도움말을 호출하는 링크 (바로 다음에 도움말이 보임)

<p>
<label for="imei">IMEI Code: </label>
<input type="text" id="imei" />
<a href="#imeihelp"><img src="help.png" alt="What is IMEI?" /></a>
</p>
<div id="imeihelp">
<h3>Explanation of IMEI</h3>
<p>Help content here....</p>
<p><a href="#imei">Back to IMEI input field</a>.</p>
</div>

출처: http://juicystudio.com/experiments/numbertransfer.php, 2011년 6월 21일

위의 도움말 제공 방식에 대해 도움말이 IMEI Code를 입력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도움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경우, 도움말 링크를 <label>안에 넣어 다음과 같이 표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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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abel for="imei">
IMEI Code:
<a href="#imeihelp"><img src="help.png" alt="What is IMEI?" /></a>
</label>
<input type="text" id="imei" />
</p>

o 잘못된 사례와 개선 방법
잘못된 사례 53)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의 읽는 순서가 잘못된 경우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 배치

개선 전 소스

<ul id="menu">
<li class="selected"><a href="">Quick Guide</a></li>
<li><a href="faq.html">FAQ, Q&amp;A</a></li>
<li><a href="breeze.html">Technical Guide</a></li>
<li><a href="reports.html">Reports</a></li>
<li><a href="timezone_table.html">ETC</a></li>
</ul><!--menu end-->
<ul id="submenu">
<li><a href="introduction.html">Introduction</a></li>
<li class="selected"><a href="learner_guide.html">Learner's Guide</a></li>
<li><a href="admin_guide.html">Administrator's Guide</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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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화하면 상위 메뉴가 다 나온 다음 하위 메뉴가 나온다.

위의 그림에서 상위 메뉴 항목인 Quick Guide에 대한 하위 메뉴 항목은
Introduction, Learner's Guide, Administrator's Guide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소스 코드에서도 Quick Guide → Introduction → Learner's Guide →
Administrator's Guide 순서로 항목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스에서 상위
메뉴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위 메뉴가 배치되었다. 즉, 시각적인 배치를 위해 소
스 코드도 논리적인 순서를 어기고 시각적인 배치 순서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하
면,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상위 메뉴이고 그것의 하위 메뉴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가 어렵다.

개선방법
따라서 다음과 같이 HTML 코드를 바꾸고,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은 별도로
CSS에서 조정해야 한다.
<ul class="menu">
<li class="selected"><a href="">Quick Guide</a></li>
<ul>
<ul class="submenu">
<li><a href="introduction.html">Introduction</a></li>
<li class="selected"><a href="learner_guide.html">Learner's
Guide</a></li>
<li><a href="admin_guide.html">Administrator's Guide</a></li>
</ul>
<li><a href="faq.html">FAQ, Q&amp;A</a></li>
<li><a href="breeze.html">Technical Guide</a></li>
<li><a href="reports.html">Reports</a></li>
<li><a href="timezone_table.html">ETC</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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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54) 배치용 표를 잘못 사용한 경우
다음 표는 어떤 기관의 연혁을 보여주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경우다.
2007년

기관 설립

2008년

초대 원장 취임
홈페이지 개설

2009년

매출 1억원 달성
서초동 사옥으로 이전

개선 전 소스
<table>
<tr>
<td>
2007년<br>
2008년<br><br>
2009년
</td>
<td>
기관 설림<br>
초대 원장 취임<br>
홈페이지 개설<br>
매출 1억원 달성<br>
서초동 사옥으로 이전
</td>
</tr>
</table>

단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배치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다른 콘텐츠를 하
나로 합쳐서는 안 된다. 위의 표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은 각각 다른 콘
텐츠인데, 표를 이용해 한 개의 셀에 들어가 있다. 화면 낭독기 프로그램으로 이
것을 펼쳐서 읽으면 다음과 같이 뜻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 된다.
2007년, 2008년, 2009년, 기관 설립, 초대 원장 취임, 홈페이지 개설, 매출 1억원 달성, 서초
동 사옥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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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표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논리적인 내용 단위로 재구성해주는 것이
좋다.
2007년
2008년

기관 설립
초대 원장 취임

2009년

홈페이지 개설
매출 1억원 달성
서초동 사옥으로 이전

이렇게 논리적인 단위로 표를 재구성하면, 표를 선형화했을 때 읽는 순서가 바
르게 된다.
2007년, 기관 설립, 2008년, 초대 원장 취임, 홈페이지 개설, 2009년, 매출 1억원 달성, 서초
동 사옥으로 이전

다음과 같이 <th>를 써서 연도를 표시하고 <td>를 써서 일어난 사건들을 구분
하여 데이터를 담는 표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데이터 형식의 표
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배치(layout) 목적의 표를 써서 <td>만으로 구성하더라도
읽는 순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개선 후 소스 1
<table>
<caption>기관 연혁</caption>
<tr>
<th>2007년</th>
<td>기관 설립</td>
</tr>
<tr>
<th>2008년</th>
<td><ul>
<li>초대 원장 취임</li>
<li>홈페이지 개설</li>
</ul>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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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2009년</th>
<td><ul>
<li>매출 1억원 달성</li>
<li>서초동 사옥으로 이전</li>
</ul>
</td>
</tr>
</table>

이러한 종류의 연혁을 표현하기 위해 굳이 표를 쓰지 않고, 정의 목록
(definition list)을 사용하여 용어와 용어에 대한 정의처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도 있다.
개선 후 소스 2
<dl>
<dt>2007년</dt>
<dd>기관 설립</dd>
<dt>2008년</dt>
<dd>초대 원장 취임</dd>
<dd>홈페이지 개설</dd>
<dt>2009년</dt>
<dd>매출 1억원 달성</dd>
<dd>서초동 사옥으로 이전</dd>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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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3.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o 개요
복잡한 데이터를 표로 제공할 경우, 시각장애인 등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의 이
해를 돕기 위한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행과 열이 얽힌 표에
담긴 정보를 음성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HTML에서는 표의
실제 데이터와 그것의 헤더(제목 열과 제목 행)를 짝지어 주는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그렇게 하면, 복잡한 표를 풀어서 읽을 때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62) 표의 제목을 <caption>으로 제공
웹 페이지에는 제목을 <title> 요소로 제공하고, 각 섹션에는 제목을 헤딩(h1,
h2 등) 요소로 제공하고, 양식 컨트롤들을 모아놓은 것에는 제목을 <legend>로
제공한다면, 데이터를 담고 있는 표에도 표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을 넣어 주어
야 한다. 그냥 표 위쪽에 텍스트로 제목을 넣어주면, 그것이 표의 제목인지 아닌
지 기계나 보조 기술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table> 요소 안쪽에
<caption> 요소를 이용해 제목을 넣어준다.
서울과 부산의 야채 가격 (단위: 원)
구 분
서울
부산

상추

당근

오이

도매가

100

200

300

소매가

105

220

305

도매가

90

150

250

소매가

110

180

310

위와 같은 표에서 "서울과 부산의 야채 가격 (단위: 원)"이라는 표의 제목은 다
음과 같이 <caption>으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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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aption>서울과 부산의 야채 가격 (단위: 원)</caption>
중간 생략
</table>

<caption> 요소를 쓸 경우,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스타일이 제작
자의 의도와 맞지 않아, 일부러 <caption>의 내용을 감추고 별도로 제목을 표시
하거나 <caption> 대신 그냥 일반 텍스트로 표 바깥에 제목을 표시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caption> 내용의 글자 크기, 모양, 문단 배치, 색깔 등을 조정하는
것은 다음의 예처럼 CSS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caption>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한 CSS 예

caption {
font-size: 1em;
font-family: 돋움, Dotum, sans-serif;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color: #603;
text-align: left;
}

드문 경우, <caption>을 대체하여, 적절한 제목 요소(<h1>, <h2>, <h3> 등)를
표 제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제목 요소가 표 제목을 나
타낸다는 것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caption>과 달리 표와 표
제목이 프로그램적으로 결합되지(programmatically determined) 않으므로, 만약
사용자가 표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표 제목을 파악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aption>이나 summary를 쓰지 않고, 제목 요소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인 문단 요소(<p>)를 표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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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63) 표의 구조 또는 내용에 대한 요약을 summary로 제공
데이터를 담고 있는 표의 내용을 해체하여 그것을 아무리 논리적인 순서대로
나열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표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데
이터를 나열하기 전에 표에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고, 전체적으로 표의 구조가 어
떻게 되어있는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면 표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caption>과 달리 표의 내용과 구조를 요약 설명해주는 summary는 <table> 요
소의 속성으로 지정하면 되고, 일반적인 시각적인 브라우저에서 표시되지는 않으
므로, 자세하게 표의 특성을 서술식으로 기술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다음과 같은 표가 있다면,
서울과 부산의 야채 가격 (단위: 원)

서울
부산

상추

당근

오이

도매가

100

200

300

소매가

105

220

305

도매가

90

150

250

소매가

110

180

310

표의 구조나 내용을 summary로 요약한 예
<table summary="서울과 부산의 도매와 소매 야채 가격을 비교한 표로 열이 두 단계 깊이로 되어
있다. 즉, 서울, 부산을 구분하는 단계와 도매가와 소매가를 구분하는 단계가 있음.">
<caption>서울과 부산의 야채 가격 (단위: 원)</caption>
중간 생략
</table>

적용 기술 64) 표의 헤더 셀과 데이터 셀의 관계 정의
표의 제목과 요약 설명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표에 담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표의 헤더 셀과
데이터 셀을 명확히 구분해주어야 한다. 헤더 셀이란 보통 표의 첫째 행(줄)이나
첫째 열에 표시되는 다른 데이터들에 대한 제목 셀을 뜻한다. HTML 마크업에서
는 헤더 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td>가 아닌 <th>라는 특수한 요소를 쓰도록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표에서는 구분, 중간 고사, 기말 고사가 헤더 셀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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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김철수

50

60

박영희

70

80

헤더 셀을 <th>로 구분한 표의 예
<table summary="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 성적을 개인별로 보여주는 표">
<caption>개인별 시험 성적표</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중간 고사</th>
<th>기말 고사</th>

</tr>
</thead>
<tbody>
<tr>

<th>김철수</th>
<td>50</td>
<td>60</td>

</tr>
<tr>

<th>박영희</th>
<td>70</td>
<td>80</td>

</tr>
</tbody>
</table>

그러나 표가 복잡해지면 단순히 <th>를 지정하는 것으로 표의 헤더 셀과 데이
터 셀을 짝지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
나로 헤더 셀과 데이터 셀을 짝지어준다.
Ÿ

첫째, 헤더 셀에 고유한 id 속성 값을 준 다음, 그것과 연관되는 내용에도
headers라는 속성을 통해 똑같은 값을 갖게 함으로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Ÿ

둘째, 헤더 셀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를 scope 속성을 이용해 표시해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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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headers 속성을 이용해 머릿글과 내용을 짝지은 예 -->
<table summary="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 성적을 개인별로 보여주는 표">
<caption>개인별 시험 성적표</caption>
<thead>
<tr>

<th>구분
<th id="midterm">중간 고사
<th id="final">기말 고사

</thead>
<tbody>
<tr>

<th id="kim">김철수
<td headers="midterm kim">50
<td headers="final kim">60

<tr>

<th id="park">박영희
<td headers="midterm park">70
<td headers="final park">80

</tbody>
</table>

<!-- scope를 이용해 머릿글과 내용을 짝지은 예 -->
<table summary="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 성적을 개인별로 보여주는 표">
<caption>개인별 시험 성적표</caption>
<thead>
<tr>

<th>구분
<th scope="col">중간 고사
<th scope="col">기말 고사

</thead>
<tbody>
<tr>

<th scope="row">김철수
<td>50
<td>60

<tr>

<th scope="row">박영희
<td>70
<td>80

</tbody>
</table>

이렇게 헤더 셀과 데이터 셀을 짝지어주게 되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는 보
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용을 읽어주기 때문에 표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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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목 : 개인별 시험 성적표
표 머릿글 : 구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표 내용 :
김철수 중간 고사 50, 김철수 기말 고사 60
박영희 중간 고사 70, 박영희 기말 고사 80

o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55) 표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표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례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표를 이미
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사례에서는 건보정책 소위 개정안의 개정 전후 변경
되는 주요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표다. 표 자체도 대체 텍스트가 전혀 없는
이미지로 되어 있고, 표 제목도 <caption>이나, summary, title, 또는 제목 요소
(<h1>, <h2> 등)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문단 요소를 강조해서 사용하
고 있다.
<p><strong>■ 건보정책 소위 개정안</strong></p>
<div class="articlePhotoC">
<div class="articlePhotoCarea" style="width: 500px;">
<img src="/IMAGE/2011/03/25/35867928.1.jpg" gid="35867928.1.1" alt="" height="133"
width="500">

표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표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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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실제 데이터를 <table> 요소를 사용해 표현해야 한다. 다음은 데이터를 표를 이
용해 다시 재구성한 하나의 예시다.
<!-- 위 생략 -->
<style type="text/css">
*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2px;}
table {color:black;background-color:#fff;}
caption {font-weight:bold;font-size:1.2em;}
td {padding:0.3em;border-bottom:1px solid #ccc}
.first, first th, .first td {border-top:2px solid
#ccc;font-size:1.1em}
.last, .last th, .last td {border-bottom:2px solid #ccc}
.hospital {background-color:#ddd; color:black;border-bottom:2px
solid #ccc;}
.before {border-left:2px solid #ccc}
.after {color:#000; background-color:inherited}
.after:before {content:" ⇒ "}
.increase {color:red; background-color:inherited}
.increase:before {content:"▲"}
.decrease {color:#0aa; background-color:inherited}
.decrease:before {content:"▼"}
caption {text-align:left;margin-bottom:1em}
caption:before {content:"■ "}
</style>
<!-- 중간 생략 -->
<table>
<caption>건보정책 소위 개정안</caption>
<tr>
<th rowspan="2" class="last first">구분</th>
<th colspan="3" scope="col" class="before first">감기 환자 약값 본인 부담액
변화</th>
<th colspan="3" scope="col" class="before first">MRI 환자 부담금 변화</th>
</tr>
<tr class="last">
<th scope="col" class="before">인상 전</th>
<th scope="col">인상 후</th>
<th scope="col">인상액</th>
<th scope="col" class="before">현행</th>
<th scope="col">5월 이후</th>
<th scope="col">절감액</th>
</tr>
<tr>
<th scope="row" class="hospital">상급 종합병원</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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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efore">4850원(본인 부담률 30%)</td>
<td class="after">8080원(본인 부담률 50%)</td>
<td class="increase">3230원</td>
<td class="before">18만7668원</td>
<td class="after">13만1843원</td>
<td class="decrease">5만5825원</td>
</tr>
<tr>
<th scope="row" class="hospital">종합병원</th>
<td class="before">3240원(본인 부담률 30%)</td>
<td class="after">4560원(본인 부담률 40%)</td>
<td class="increase">1140원</td>
<td class="before">15만375원</td>
<td class="after">10만5644원</td>
<td class="decrease">4만4731원</td>
</tr>
<tr>
<th scope="row" class="hospital">병원</th>
<td class="before">2550원(본인 부담률 30%)</td>
<td class="after">2550원(본인 부담률 30%)</td>
<td class="increase">0원</td>
<td class="before">11만5488원</td>
<td class="after">8만1134원</td>
<td class="decrease">3만4354원</td>
</tr>
<tr class="last">
<th scope="row" class="hospital">의원</th>
<td class="before">2320원(본인 부담률 30%)</td>
<td class="after">2320원(본인 부담률 30%)</td>
<td class="increase">0원</td>
<td class="before">8만5181원</td>
<td class="after">5만9844원</td>
<td class="decrease">2만5337원</td>
</tr>
</table>
<!-- 아래 생략 -->

이미지로 된 표를 다시 마크업으로 표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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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3.4.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
블을 제공해야 한다.

o 개요
웹에서는 서식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값을 입력받아 웹 서버에
전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페이지를 보여준다. 서식 입력은 웹에서 가장 일
반적인 상호작용 방법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서식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그냥 주어진 내용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에 속하며, 많은 시간을 요구한
다. 따라서 입력 서식을 사용할 때 현재 위치에 대한 정확한 안내, 특정한 서식으
로의 빠른 이동, 정확한 맥락의 제공, 입력할 값의 범위에 대한 안내, 오류를 방
지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작업을 다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제
공,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의 서식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주의해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65) 입력 서식과 <label>의 명시적 관계 제공
사용자가 무엇인가를 입력하거나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입력 서식에는 반드시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해주는 레이블, 즉 입력 서식에 대한 제목이
있어야 한다. 입력 서식에 대한 레이블은 서식 가까이서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
만 보다 중요한 것은 레이블이 해당 서식과 프로그램적으로 짝지어지도록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HTML에서는 <label> 요소를 이용해 서식의 레이블을
표시하고, 레이블과 서식을 짝짓기 위해 레이블의 for 속성과 서식의 id 속성 값
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는 Last name이라는

레이블을 제공하고

있으며, 레이블의

for="lname"과 입력 서식의 id="lname"의 값이 일치하도록 하여 해당 입력 서
식과 레이블이 짝지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짝짓기는 텍스트 입력 서식(input
type="text")

뿐만

아니라,

목록

선택(select),

배타적인

목록

선택(input

type="radio"), 체크상자(input type="checkbox"), 긴 글 입력 서식(textarea)
등 대부분의 서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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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제목을 명시적인 레이블로 제공한 예
<label for="lname">Last name:</label>
<input type="text" name=".ln" value="" size="30" maxlength="50" id="lname">
<label for="intl">Preferred content:</label>
<select name=".intl" id="intl">

<참고> 라디오 버튼을 위한 레이블, id, name 부여
라디오 버튼은 두 개 이상의 선택 옵션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설계된 입력 양식이다. 따
라서 각각의 버튼에 대해 고유한 id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택시 서로 배타적인 버튼들은
공통의 name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라디오 버튼을 설계한다면, Threads와 Posts 버튼은 각각 show0과 show1이
라는 고유한 id 값을 가지고 있지만, 또 show라는 공통의 name 값을 가지고 있다. 물론
<label> 요소의 for 속성 값은 버튼의 고유한 id 값과 일치하도록 부여해야 한다.

라디오 버튼과 레이블을 짝지은 예

<label for="show0"><input type="radio" name="show" value="0" id="show0"
checked="checked" />Threads</label>
<label for="show1"><input type="radio" name="show" value="1" id="show1"
/>Posts</label>

<참고> 명시적 레이블링(explicit labeling)과 암묵적 레이블링(implicit labeling)
예전에는 <label> 요소를 쓸 때에 레이블이 입력 서식을 감싸도록 하는 암묵적인 레이블링을
허용하거나 권장하였다. 즉,
<label>주소: <input type="text" name=“address" id="address" size="50"></label>
와 같이 함으로써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label>과 입력 서식이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예를 들면, 표의 서로 다른 셀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레이블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label>을 사용할 때 for 속성을 사용하여 어떤 입력 서식과 짝이 지어지는
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명시적인 레이블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label

for="address">주소:</label>

<input

type="text"

siz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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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address"

id="address"

적용 기술 66) <label>을 제공할 수 없는 입력 서식에 title 제공
가끔 시각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여 레이블을 표시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이 경
우 서식 요소의 title 속성을 이용하여 서식의 제목을 넣어주면, 대부분의 보조 기
술에서 이것을 인식할 수 있고, 시각적인 브라우저에서도 툴 팁으로 표시되어 사
용자에게 도움을 준다.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검색 창 옆에 검색 대상의 종류를 선택하는 목록 상자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검색 대상이라고 레이블을 표시할 공간이 없으므로, 목록
상자의 레이블을 title로 제공할 수 있다.
<label for="searchTerm">검색:</label>
<input id="searchTerm" type="text" size="30" value="" name="searchTerm">
<select title="검색 대상" id="scope">
<option value="title">제목</option>
<option value="keyword">키워드</option>
</select>

서식 제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검색의 대상)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여러 개의 텍스트 필드에 값을 넣게 되는데, 지역
번호, 국번, 끝 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필드라는 것을 레이블로 표시해줄 수 없으
니, title 속성을 이용해서 표시해주면 된다.

전화번호의 각각의 번호 필드에는 title을 넣어준다.
<fieldset style="padding:0.5em">
<legend>전화번호</legend>
<input id="areaCode" name="areaCode" title="지역 번호" type="text" size="3"
value="" ><input id="exchange" name="exchange" title="국번" type="text" size="3"
value="" ><input id="lastDigits" name="lastDigits" title="끝번호 4자리" type="text"
size="4" value="" >
</fiel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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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서식을 표 안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문
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구성할 때 다음 그림과 같이 표를 만들고 각각의 셀마다
하나씩 라디오 버튼을 배치해야 한다면, 각 버튼마다 title을 이용해 정확한 문항
과 응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제목행과
제목열을 표시하는 마크업(<th>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데이터 셀에 서
식 요소를 넣었을 경우 반드시 title을 넣어주지 않으면 서식에 무슨 값을 넣어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 맨 윗 줄 왼쪽에서 두 번째 라디
오 버튼의 경우, title="1. 교육 시설 - 중립"을 넣어줌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라
디오 버튼을 선택할 경우 1번 문항에 대해 "중립"이라고 응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table border="1">
<caption>다음 항목에 얼마나 만족하세요?</caption>
<tr>
<th>항목</th>
<th>매우 불만족</th>
<th>중립</th>
<th>매우 만족</th>
</tr>
<tr>
<th>1. 교육 시설</th>
<td><input type="radio" name="no1" id="no1-1" value="1" title="1. 교육 시설 매우 불만족"></td>
<td><input type="radio" name="no1" id="no1-2" value="2" title="1. 교육 시설 중립"></td>
<td><input type="radio" name="no1" id="no1-3" value="3" title="1. 교육 시설 매우 만족"></td>
</tr>
<tr>
<th>2. 강사 실력</th>
<td><input type="radio" name="no2" id="no2-1" value="1" title="2. 강사 실력 매우 불만족"></td>
<td><input type="radio" name="no2" id="no2-2" value="2" title="2. 강사 실력 중립"></td>
<td><input type="radio" name="no2" id="no2-3" value="3" title="2. 강사 실력 매우 만족"></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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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67) 여러 개의 유사한 입력 서식 묶기
서식 컨트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올 때, 특히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 상자가
같은 이름을 같은 필드 값을 제출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fieldset>이라는 요소
를 사용해 묶어주는 것이 좋다. <fieldset> 요소의 시작 부분에는 항상 해당 그룹
의 제목을 <legend>를 이용해 표시해주어야 한다.
서식 컨트롤이 매우 많으며, 이것들이 논리적으로 몇 개 집단으로 묶는 것이 전
체적으로 서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묶어주는 것이 좋다. 다음 예에서
는 사는 곳과 관련된 입력 필드들을 하나로 묶고, 근무지와 관련된 필드들을 하나
로 묶어주었다. 이렇게 해주면, 일반적인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는 각 서식의
<label>을 읽어주기 전에 <legend>값을 앞에 덧붙여주어, 사용자는 어떤 맥락에
서 어떤 값을 입력하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응답할 수 있다.

<fieldset>을 이용해 유사한 서식을 묶어준 예
<form action="http://example.com/adduser" method="post">
<fieldset>
<legend>집 주소</legend>
<label for="raddress">주소: </label>
<input type="text" id="raddress" name="raddress" />
<label for="rzip">우편번호: </label>
<input type="text" id="rzip" name="rzip" />
</fieldset>
<fieldset>
<legend>회사 주소</legend>
<label for="caddress">주소: </label>
<input type="text" id="paddress" name="caddress" />
<label for="czip">우편번호: </label>
<input type="text" id="czip" name="czip" />
</fieldse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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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56) 이메일 입력 서식의 레이블을 잘못 제공한 경우
우리나라의 많은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할 때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하게 하는 방법과 자주 사용되는 이메일 주
소의 도메인을 선택하는 방법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입력 필드에 정
확히 <label>이나 title을 통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이 전체 이메
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입력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음 한 사례에서는 서식 컨트롤의 레이블을 caption이라는 잘못된 속성을 통
해 제공하고 있으며, caption의 값도 모든 입력 필드가“이메일”로 동일하게 제
공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이메일의 어떤 부분까지 입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td style="padding-left: 10px;" height="25" bgcolor="F8EDED"><font
color="703333">* 이메일</font>
</td>
<td colspan="3" style="padding-left: 10px; padding-top: 3px;" bgcolor="FFFFFF">
<input name="email1" class="boxFont1" style="width: 100px;" datatype="email"
caption="이메일" notempty="" type="text">
@
<select name="email2" onchange="javascript:select_mail(this.form)"
onfocus='checkValue(this.form, "email1");' class="boxFont1" style="width: 120px;"
datatype="email" caption="이메일" notempty="">
<option value="" selected="selected"> 선택하세요</option>
<option value="hanmail.net">hanmail.net</option>
<!-- 뒷부분 생략 -->

다음 사례에서는 텍스트 입력 필드에 “이메일ID입력" 이라는 title을 잘 제공하
고 있으나, 여러 개의 이메일 서비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상자에는 title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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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title01">2. 이메일 주소</strong>
<div class="pw_mail">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3px 0pt 3px 5px;"
name="pw_email1" id="ans_email1" value="" onfocus="inFocus2(this)"
onblur="outFocus2(this)" class="input_text w88" title="이메일ID입력" type="text">
@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3px 0pt 3px 5px;"
name="pw_email2" id="ans_email2" value="" onfocus="inFocus2(this)"
onblur="outFocus2(this)" class="input_text w130" title="이메일서비스입력"
type="text">
<select name="pw_email_list" style="width: 107px; height: 22px;"
onchange="check_pw_mail(this.form);">
<option selected="selected">선택하세요</option>
<option value="naver.com">naver.com</option>
<!-- 중간 생략 -->
<option value="self">직접입력</option>
</select>

개선방법
이메일 주소를 입력받을 때 다음 사례처럼 이메일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입력받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들이 이메
일 주소를 잘못 입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보내서 검증받도록 하면 간단하다.

- 181 -

<label for="email-coldRegistrationForm">Email:</label>
<div class="fieldgroup">
<span class="error" id="email-coldRegistrationForm-error"></span>
<input name="email" value="" id="email-coldRegistrationForm"
maxlength="128" data-ime-mode-disabled="" type="text">
</div>

굳이 이메일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서 입력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
확하게 레이블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으며, 굳이 이메일 서비스 목록을 선택 상자
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label for="email-id">이메일 주소</label>
<input type="text" name="email-id" id="email-id" title="이메일 ID (@ 앞부분)">
@
<input type="text" name="email-domain" id="email-domain" title="이메일 도메인 (@
뒷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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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3.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해야 한다.

o 개요
입력 서식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안
내를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실수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디에서 어떤 오류가
났는지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가 생겼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서식 전체를 다시 보여주고, 오류가 발생한
필드에 별도의 표시를 해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의 경우, 오류가 생긴 필드에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잘못되
었는지 알 수가 없어, 서식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입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입력에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조 기술 사용자들이 알 수 있
게 하고, 오류 내용에 대한 설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검사 항목의
목적이다.
주의할 점은, 입력 값의 오류를 검사하는 데 전적으로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클
라이언트측 스크립트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측 기술
은 값이 서버에 전송되기 전에 유효성 검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스크립트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서버에 잘못된 값이 그대로 제출되어 데이
터베이스에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측 오류 검사 기능은
부가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값을 제
출할 때에는 반드시 서버측에서 오류를 검사해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68) 입력 값 또는 형식에 대한 예시 제공
입력 서식에 어떤 순서로 무슨 값을 넣어야 하는지 정확한 설명을 미리 해줌으
로써 사용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주어야 한다. 또한
HTML5에서 제공하는 placeholder 속성을 이용해 예제를 보여주거나, 다양한 웹
폼을 사용하면, 복잡한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사용자의 입력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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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몇 가지 방법으로 입력 값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름
입력을 위해 예(홍길동)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title 속성을 통해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둘째, 이메일 입력은 HTML5의 이메일 서식을 직접
이용하여 HTML5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자동으로 이메일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값을 제출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 초점을 이메일 필드로 이동시킨
다. 또한 HTML5의 placeholder 속성을 이용해 미리 어떤 값을 입력하는 것이
좋은지 서식 필드 안에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년월일의 경우, 날
짜 형식을 yyyy-mm-dd로 입력하라고 서식 레이블에서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입력 값의 형식, 범위, 예제를 미리 안내해주는 예
<form>
<label for="name">이름 (예: 홍길동): </label><br/>
<input type="text" id="name" name="name" title="성과 이름을 붙여 쓰세요."/><br/>
<label for="email">이메일: </label><br/>
<input type="email" id="email" placeholder="mailid@example.com"><br/>
<label for="birthdate">생년월일 (형식: yyyy-mm-dd): </label><br/>
<input type="text" id="birthdate" name="birthdate" /><br/>
<input type="submit" value="제출">
</form>

적용 기술 69) 서버측 오류 검사
서식 값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순전히 클라이언트측 자바스크립트로만 운용하
는 것은 위험하고, 접근 가능하지 않다. 어떤 이유이든지 사용자가 자바스크립트
를 사용하지 않거나 꺼놓은 경우에도 서버측에서 하는 검사를 생략할 수 없기 때
문에 <form action=""> 값으로는 반드시 서버측 URI를 넣어주어야 한다. 즉, 다
음과 같은 두 개의 예는 잘못된 것이다.

- 184 -

<form action="javascript:validateform()">

<form action="#" onsubmit="validateform()">

대신에, 다음과 같이 서버측 처리 프로그램을 지정해주되, 자바스크립트 함수도
함께 지정해주면 된다.
<form action="submit.php" onsubmit="return validateform()">

적용 기술 70) 클라이언트측 적합성 검사와 본문에 오류 메시지 표시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식의 적합성을 검사한 후 오류 안내 메시지를 어떻게 보
여주어야 할까? 서식 필드가 나오기 전에 페이지 내 링크(앵커, <a href>)를 이
용해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오류 메시지의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서식 필드로
초점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클라이언트측 서식 적합성 검사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서
버측 서식 적합성 검사와 병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기능을
꺼놓았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에도 서버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서버측 서식 적합성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예에서는 필수 입력 필드에 값이 없거나, 입력 값의 형식이 잘못되었을
때, 서식 제출 전에 에러 메시지들을 문서 상단에 보여주고, 오류 메시지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서식 필드로 이동하여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w3.org/TR/2010/NOTE-WCAG20-TECHS-20101014/SCR32
에서 인용하여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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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값의 형식이 잘못된 채로 제출하면 문서 상단에 오류 메시지와 링크를 보여준다.

필수 입력 필드를 비워두고 제출하면 문서의 상단에 오류를 안내해주고,
해당 필드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 186 -

Ÿ

HTML 부분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loose.dtd">
<html lang="ko">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validate.js"></script>
<title>서식 적합성 검사</title>
</head>
<body>
<h1>서식 적합성 검사</h1>
<p>다음 서식은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할 때에는 서식 값이 제출되기 전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서버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모든 필드 값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제출하는 시점에서 오류가 나면, 서식이 취소되고, 서식 맨 위에 오류 목록을 표시한다.</p>
<h2>첫 번째 서식</h2>
<form id="personalform" method="post" action="index.php">
<div class="validationerrors"></div>
<fieldset>
<legend>개인 정보</legend>
<p>
<label for="forename">이름: </label>
<input type="text" size="20" name="forename" id="forename"
class="string" value="">
</p>
<p>
<label for="age">나이: </label>
<input type="text" size="20" name="age" id="age" class="number"
value="">
</p>
<p>
<label for="email">이메일: </label>
<input type="text" size="20" name="email" id="email"
class="email" value="">
</p>
</fieldset>
<p>
<input type="submit" name="signup" value="가입">
</p>
</form>
<h2>두 번째 서식</h2>
<form id="secondform" method="post" action="index.php#focuspoint">
<div class="validationerrors"></div>
<fieldset>
<legend>두 번째 서식 내용</legen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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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for="suggestion">제안 내용: </label>
<input type="text" size="20" name="suggestion" id="suggestion"
class="string" value="">
</p>
<p>
<label for="optemail">이메일 주소 (선택 사항): </label>
<input type="text" size="20" name="optemail" id="optemail"
class="optional email" value="">
</p>
<p>
<label for="rating">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label>
<input type="text" size="20" name="rating" id="rating"
class="number" value="">
</p>
<p>
<label for="jibberish">기타 하고 싶은 말 (선택 사항): </label>
<input type="text" size="20" name="jibberish" id="jibberish"
value="">
</p>
</fieldset>
<p>
<input type="submit" name="submit" value="제출">
</p>
</form>
</body>
</html>

자바스크립트 부분 (validate.js 파일)

Ÿ

window.onload = initialise;
function initialise()
{
var objForms = document.getElementsByTagName('form');
var iCounter;
// Attach an event handler for each form
for (iCounter=0; iCounter<objForms.length; iCounter++)
{
objForms[iCounter].onsubmit = function(){return validateForm(this);};
}
}
// Event handler for the form
function validateForm(objForm)
{
var arCla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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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iErrors = 0;
var objField = objForm.getElementsByTagName('input');
var objLabel = objForm.getElementsByTagName('label');
var objList = document.createElement('ol');
var objError, objExisting, objNew, objTitle, objParagraph, objAnchor,
objPosition;
var strLinkID, iFieldCounter, iClassCounter, iCounter;
// Get the id or name of the form, to make a unique
// fragment identifier
if (objForm.id)
{
strLinkID = objForm.id + 'ErrorID';
}
else
{
strLinkID = objForm.name + 'ErrorID';
}
// Iterate through input form controls, looking for validation classes
for (iFieldCounter=0; iFieldCounter<objField.length; iFieldCounter++)
{
// Get the class for the field, and look for the appropriate class
arClass = objField[iFieldCounter].className.split(' ');
for (iClassCounter=0; iClassCounter<arClass.length; iClassCounter++)
{
switch (arClass[iClassCounter])
{
case 'string':
if (!isString(objField[iFieldCounter].value, arClass))
{
if (iErrors === 0)
{
logError(objField[iFieldCounter], objLabel, objList, strLinkID);
}
else
{
logError(objField[iFieldCounter], objLabel, objList, '');
}
iErrors++;
}
break;
case 'number':
if (!isNumber(objField[iFieldCounter].value, arClass))
{
if (iErrors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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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Error(objField[iFieldCounter], objLabel, objList, strLinkID);
}
else
{
logError(objField[iFieldCounter], objLabel, objList, '');
}
iErrors++;
}
break;
case 'email' :
if (!isEmail(objField[iFieldCounter].value, arClass))
{
if (iErrors === 0)
{
logError(objField[iFieldCounter], objLabel, objList, strLinkID);
}
else
{
logError(objField[iFieldCounter], objLabel, objList, '');
}
iErrors++;
}
break;
}
}
}
if (iErrors > 0)
{
// If not valid, display error messages
objError = objForm.getElementsByTagName('div');
// Look for existing errors
for (iCounter=0; iCounter<objError.length; iCounter++)
{
if (objError[iCounter].className == 'validationerrors')
{
objExisting = objError[iCounter];
}
}
objNew = document.createElement('div');
objTitle = document.createElement('h2');
objParagraph = document.createElement('p');
objAnchor = document.createElement('a');
if (iErrors == 1)
{
objAnchor.appendChild(document.createTextNode('1개의 오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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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
objAnchor.appendChild(document.createTextNode(iErrors + '개의 오류가
있습니다.'));
}
objAnchor.href = '#' + strLinkID;
objAnchor.className = 'submissionerror';
objTitle.appendChild(objAnchor);
objParagraph.appendChild(document.createTextNode('다음 필드를 다시
확인하세요.'));
objNew.className = 'validationerrors';
objNew.appendChild(objTitle);
objNew.appendChild(objParagraph);
objNew.appendChild(objList);
// If there were existing error, replace them with the new lot,
// otherwise add the new errors to the start of the form
if (objExisting)
{
objExisting.parentNode.replaceChild(objNew, objExisting);
}
else
{
objPosition = objForm.firstChild;
objForm.insertBefore(objNew, objPosition);
}
// Allow for latency
setTimeout(function() { objAnchor.focus(); }, 50);
// Don't submit the form
objForm.submitAllowed = false;
return false;
}
// Submit the form
return true;
}
// Function to add a link in a list item that points to problematic field control
function addError(objList, strError, strID, strErrorID)
{
var objListItem = document.createElement('li');
var objAnchor = document.createElement('a');
// Fragment identifier to the form control

- 191 -

objAnchor.href='#' + strID;
// Make this the target for the error heading
if (strErrorID.length > 0)
{
objAnchor.id = strErrorID;
}
// Use the label prompt for the error message
objAnchor.appendChild(document.createTextNode(strError));
// Add keyboard and mouse events to set focus to the form control
objAnchor.onclick = function(event){return focusFormField(this, event);};
objAnchor.onkeypress = function(event){return focusFormField(this, event);};
objListItem.appendChild(objAnchor);
objList.appendChild(objListItem);
}
function focusFormField(objAnchor, objEvent)
{
var strFormField, objForm;
// Allow keyboard navigation over links
if (objEvent && objEvent.type == 'keypress')
{
if (objEvent.keyCode != 13 && objEvent.keyCode != 32)
{
return true;
}
}
// set focus to the form control
strFormField = objAnchor.href.match(/[^#]\w*$/);
objForm = getForm(strFormField);
objForm[strFormField].focus();
return false;
}
// Function to return the form element from a given form field name
function getForm(strField)
{
var objElement = document.getElementById(strField);
// Find the appropriate form
do
{
objElement = objElement.parentNode;
} while (!objElement.tagName.match(/form/i) && objElement.parentNode);
return objE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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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to log the error in a list
function logError(objField, objLabel, objList, strErrorID)
{
var iCounter, strError;
// Search the label for the error prompt
for (iCounter=0; iCounter<objLabel.length; iCounter++)
{
if (objLabel[iCounter].htmlFor == objField.id)
{
strError = objLabel[iCounter].firstChild.nodeValue;
}
}
addError(objList, strError, objField.id, strErrorID);
}
// Validation routines - add as required
function isString(strValue, arClass)
{
var bValid = (typeof strValue == 'string' && strValue.replace(/^\s*|\s*$/g, '')
!== '' && isNaN(strValue));
return checkOptional(bValid, strValue, arClass);
}
function isEmail(strValue, arClass)
{
var objRE = /^[\w-\.\']{1,}\@([\da-zA-Z\-]{1,}\.){1,}[\da-zA-Z\-]{2,}$/;
var bValid = objRE.test(strValue);
return checkOptional(bValid, strValue, arClass);
}
function isNumber(strValue, arClass)
{
var bValid = (!isNaN(strValue) && strValue.replace(/^\s*|\s*$/g, '') !== '');
return checkOptional(bValid, strValue, arClass);
}
function checkOptional(bValid, strValue, arClass)
{
var bOptional = false;
var iCounter;
// Check if optional
for (iCounter=0; iCounter<arClass.length; iCounter++)
{
if (arClass[iCounter] ==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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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tional = true;
}
}
if (bOptional && strValue.replace(/^\s*|\s*$/g, '') === '')
{
return true;
}
return bValid;
}

적용 기술 71) 오류 메시지를 스크립트 경고창으로 제공
서식의 값을 제출한 값을 클라이언트측이나 서버측에서 검사한 후 이상이 있을
때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경고창(alert)으로 보여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고창
을 확인한 이후에 초점이 오류가 난 서식 필드로 이동해야 사용자가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경우, 초점을 이동시켜 주지 않
으면, 오류가 난 필드를 찾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모든 서식을 거쳐 가야 한다.

이체 금액을 넣지 않고 서식을 제출하니 경고창으로 보내는 금액을 입력하라고 오류 메시지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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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을 확인한 다음에는 반드시 오류가 난 서식 필드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참고> 클라이언트측 스크립트를 이용한 실시간 오류 검사
사용자가 서식에 값을 입력할 때에 잘못된 값을 입력하지 않도록 정확히 안내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값을 입력했을 경우,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하여 경고 창을 보여주
거나, DOM을 통해 오류 메시지를 텍스트로 보여줄 수 있다.
사용자가 서식에서 허용하는 값의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를 입력했을 경우, 사용자가 필드를 벗
어나자마자 경고창이 뜨고, 사용자가 즉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의 예에서는 날
짜 입력 필드에 날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다음 필드로 넘어가려 할 때에 자바스크립트 경
고창을 띄워준다. isNaN 함수는 Date.parse를 통해 숫자로 변환된 날짜가 숫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숫자가 아닌 경우는 경고창을 발생시킨다.

<label for="date">날짜:</label>
<input type="text" name="date" id="date" onchange="
if(isNaN(Date.parse(this.value)))
alert('날짜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

다음 그림에서는 wordpress.com에 가입할 때에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면서 실시간으로 주소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AJAX)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사용자에게 피드백
을 주고 있다.

- 195 -

https://en.wordpress.com/signup

<참고> 타이머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서버측 저장 기능을 불러오기
온라인에서 긴 서식을 작성하다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서버측 사정으로 세션이 끊어지거나, 또
는 사용자의 실수로 브라우저 창을 닫거나, 값을 저장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
하여 오랫동안 작성했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버측에서
타이머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서버에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실수로 인한 데이
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수정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된다.
출처 : 2011년 4월 10일 https://spreadsheets.google.com

역으로,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실수로 지웠거나 덮어썼을 경우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음 <그림 23>과 <그림 24>에서는 서식의 값을 입력하는 동안에도 실수로
수정한 내역을 되돌릴 수 있는 경우와 서식의 값의 입력이 끝난 후에도 수정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다시 과거 내용으로 되돌릴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취소(Undo) 기능의 예를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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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락처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수정한 내용을 되돌릴 수 있는 기능
출처 : http://mail.google.com

많은 위키 프로그램들은 페이지의 수정 내역을 보관하고,
잘못 수정된 것은 되돌릴 수 있는 기능
출처: 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Public_key_infrastructure&action=history

적용 기술 72) 중요한 서식 제출 시 재확인 절차 제공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거래(transaction)를 하기 전에 자신의 입
력 사항이 맞는지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온라인 시험, 금융 거래, 법적인
절차에 대한 동의, 법적인 거래 등은 일반적으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용자가 지금까지 입력한 여러 페이지에 걸친 내용들을 다시 왔다갔다하면서 점검
할 수 있도록 캐시에 저장된 내용을 보여주거나,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들을 요약
해서 한 페이지에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최종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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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확인할 때에 서식의 값을 제출(submit)하는 버튼 외에도 다시 사용자가
모든 값을 확인했다는 다짐을 받는 체크상자(checkbox)를 함께 제공하면 실수로
서식 값이 제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는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최종 물품을 주문하거나 결제하기 전
에 결제 예정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 사용자가 상품을 잘못
선택했거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제공하
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최종 결제를 하기 전에 결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다음 그림에서는 여러 문항 또는 여러 페이지로 이루어진 설문(또는 온라인 시
험)에서 최종 설문을 제출하기 전에 다시 설문지로 돌아가거나, 응답한 내용의 요
약을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수로 잘못된 설문 내용이 제출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설문의 응답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설문지로 돌아가거나
전체 요약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예
출처 : 2011년 4월 10일 Oracle iLearning 시스템의 설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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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온라인 메일 시스템에서 휴지통에 있는 메일을 완전히 지워
휴지통을 비우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경고창을 제공
하고 있다.

웹 기반 이메일 시스템에서 휴지통에 있는 메일을 완전히 삭제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제공(Yahoo! 메일)

o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57) 오류 정보를 확인한 후 오류 발생 페이지로 돌아가지 못
하는 경우
서식 입력 값을 제출하고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를 표시하는 방법은, 앞서
소개했듯이, 문서 내부에 DOM(Document Object Model)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로 경고창(alert)을 이용해도 좋다. 다만, 오류 피드백 내
용을 별도 페이지에 보여주고, 사용자가 실제 해당 항목을 수정하기 위해 뒤로 가
기를 눌러야 한다면, 사용자가 모든 오류 항목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래 페이지를 다시 생성해서 DOM을 이용해 오류 메시지
를 문서 상단에 보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서식 제출 후 오류가 생겼을 때 서식의 모든 입력 값이 사라지거나 서식
페이지로 돌아가는 링크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한두 가지 실수만 수정하면 될 것
을 다시 서식 페이지로 찾아가 처음부터 입력을 반복해야 한다. 그림 34에서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한 후 서식을 제출하면, 새로운 페이
지로 이동하여 오류가 났다고 안내해준다. 문제는 어떤 오류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면 서식 자체가 사라져 버려 작동하지 않는다. 오류 안내 페이지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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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회원 가입 페이지로 돌아가는 링크가 없이 아예 전체 사이트의 초기(홈) 화
면으로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 페이지를 다시 찾아간 다음, 모든 정
보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한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서식을
제출하면, 새로운 페이지에서 오류 발생 사실을 알려줌
출처 : 2011년 4월 11일
https://membership.chosun.com/join/registUser.jsp?site=

개선방법
서식을 입력하는 페이지 내에서 값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경고창
을 이용해 입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해당 서식 컨트롤로 이동할 수 있도
록 한다. 서식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입력 오류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먼
저 검사하여 오류의 목록을 현재 문서의 최상단에 각각의 오류에 대한 링크와 함
께 제공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서식 값을 최종적으로
서버에 전송하기 전에 서버에서 값의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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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견고성(Robust):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o 견고성
웹 콘텐츠는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견고성이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브라우저나 보조기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브라우
저와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견고성이 있는 웹 콘텐
츠는 관련 기술이 새로 개발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다.
견고성이 있는 웹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콘텐츠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웹 콘텐츠를 구성하는 일부 콘텐
츠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언어가
정의하고 있는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서비스를 웹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구현된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관련 콘텐츠와
함께 사용자 컴퓨터 또는 장치에 다운로드 되며, 사용자는 브라우저 등을 통해 접
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웹 콘텐츠를 모든 사용
자가 접근할 수 있으려면 웹 콘텐츠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
근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o 관련 지침
<표 9> 견고성 관련 지침 및 검사항목
지침(2개)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
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검사항목(2개)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
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

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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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4.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
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o 개요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소스 코드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따라 오류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모호한 부분을 처리
하는 과정이 달라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
이로 인하여 사용자는 웹 콘텐츠의 인식, 이해 및 사용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크업 언어의 표준을 준수하고 가능한
한 문법적 오류나 모호성이 없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73)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의 정확한 사용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여 마크업 문서를 구현할 때 반드시 태그의 열림과 닫힘
이 일치해야 한다.
다음 HTML 코드는 올바르게 구현된 소스다.
<p>요소를 여는 태그의 닫음 표시가 불명확한 문단입니다.</p> (O)

그러나 다음 HTML 소스는 문단을 p 태그의 속성으로 제공하여 문법적으로 잘
못된 구현한 예다.
<p 요소를 여는 태그의 닫음 표시가 불명확한 문단입니다.</p> (X)

다음 HTML 소스는 닫는 태그 대신 여는 태그를 중복 사용한 경우로, 문법적인
오류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 경우, 브라우저가 p 태그를
두 번 선언한 것으로 간주한다.

- 202 -

<p>요소를 닫는 태그에 슬래시(slash)가 빠진 문단입니다.<p> (X)

<참고> HTML과 XHTML의 차이점
XHTML은 HTML을 XML의 형식으로 구성한 XML 문서의 종류다. HTML과는 다르게 XHTML은
문법이 엄격하여 표준 XML 해석기(parser)로 해석이 가능하다. XHTML 1.0과 XHTML 1.1,
HTML5가 현재 W3C의 권고안이며 현재 HTML5의 한 부분으로서 XHTML5가 개발중에 있다.
HTML과 XHTML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태그의 열고 닫음이 명확해야 한다.
2. 단독으로 사용되는 태그도 닫는 표기를 해야 한다.
3. 속성의 값은 따옴표로 묶어야 한다.
4.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5. 축약형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6. 스크립트와 스타일은 CDATA로 표기한다.

<참고> 닫는 태그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다음 HTML 태그는 닫는 태그의 생략이 가능하다.
html, head, body, p, li, dt, dd, thead, tbody, tfoot, colgroup, tr, th, td, option
보다 자세한 HTML과 그밖에 마크업언어에 대한 정보는 W3C 웹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ML 4.01 Specification: http://www.w3.org/TR/html401/
HTML5 Specification: http://www.w3.org/TR/2014/REC-html5-20141028/

적용 기술 74) 속성 이름과 속성 값의 정확한 사용
따옴표로 속성 값을 구분하여 제공할 경우 따옴표를 누락하게 되면 일부 정보
가 무시될 수 있다. 다음 HTML 소스는 name 다음에 따옴표를 누락하여 type=
... 부분도 title 속성 값으로 인식하게 된다.
<input title="name type="text"> (X)

따라서 다음과 같이 따옴표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표시해야 type 속성이 정확
하게 인식이 된다.
<input title="name" type="tex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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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는 속성과 속성 사이의 공백이 누락된 경우다.
<input title="name"type="text"> (X)

이 경우에도 속성 구분이 모호하므로 반드시 따옴표 사이를 빈칸(space)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음 HTML 소스는 속성 값을 따옴표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는 예다. 속성 값
이 빈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옴표를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input title=이름을 입력하세요. type=text> (X)
<input title="이름을 입력하세요." type="text"> (O)

하나의 요소에서 동일한 속성을 두 번 이상 선언할 경우 중복 선언한 속성 중
하나만 적용되므로 중복적으로 선언하지 않아야 한다.
<p style="color: #000" class="notice" style="width: 50em"> (X)
<p class="notice" style="color: #000; width: 50em"> (O)

속성 값에 따옴표를 사용해야 할 경우, 따옴표를 그냥 사용하면 속성 값의 종결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값으로 사용할 때에는 &quot;로 사용해야 한다.
<input type="text" value=""가나다""> (X)
<input type="text" value="&quot;가나다&quot;"> (O)

적용 기술 75) 태그의 정확한 중첩관계
태그를 사용할 경우 중첩관계가 엇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를 파싱하
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파싱 결과가 다른 경우
도 종종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태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첩관계에 오류가 없도
록 다음 예와 같이 태그의 열고 닫는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
<p>중첩관계가 <strong>명확해야 한다.</p></strong> (X)
<p><strong>명확해야 한다.</strong></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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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76) 표준에 부합하는 태그와 속성 이름, 값 사용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표준에 명시되지 않는 태그나 속성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마크업 문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표준에 명시된 태그와 속성을 사용
해야 이 문서를 어떠한 브라우저와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할 때에도 정상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일부 마크업 언어는 사용자가 속성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TML5 언어는 'data-' 접두어를 사용하여 속성 이름을 정의하면 문서 작성시에
사용자가 정의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마크업 문서의 오류 여부를 수동으로 검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
서 이들 마크업 문서의 문법 오류를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참고> 마크업 언어의 검사
W3C에서는 여러 가지 마크업 문서의 오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마크업 유효성 검사 도구
(http://validator.w3.org/)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마크업 언어는 HTML, XHTML,
XML, SMIL, MathML 등이다.

CSS나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오류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크업 언어와 함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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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58) 아이디를 중복하여 선언한 경우
한 페이지를 구성하는 문서 내에서는 동일한 아이디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
다. 'content'와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다음 예와 같이 한 문
서에서 두 번 사용한다면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소스는 텍스
트 영역(textarea) 요소의 값으로 'content'를 참조하려 하였으나 이미 레이아웃
영역에서 content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 의도와 달리 다른 요소를 참조하
게 되는 사례다.
<div id="header"> ... </div>
<div id="content"> ... </div>
...
<form ...>
...
<textarea id="content" name="content"></textarea>
...
</form>
...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validateForm() {
...
var el = document.getElementById('content');
if (el.value) {
...
}
...
}
</script>

개선방법
아이디를 중복하여 선언하지 않는다. 특히 여러 개발자가 협업하여 웹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아이디의 중복 선언과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아이디나 속
성 값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와 문서화가 필수적이다.
content영역을 나타내는 div 요소의 id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content'를
'content-area'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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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header"> ... </div>
<div id="content-area"> ... </div>
...
<form ...>
...
<textarea id="content" name="content"></textarea>
...
</form>
...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validateForm() {
...
var el = document.getElementById('content');
if (el.value) {
...
}
...
}
</script>

잘못된 사례 59) 태그의 중첩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 코드는 공지사항을 링크 목록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각 링크 항목의 닫는
태그(</a>)를 누락한 사례다. 이 경우,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콘텐츠에도
링크가 제공된다. 다음 코드에서는 "사용자 게시판"에도 공지사항의 5번째 항목의
링크가 제공된다.
<div class="notice">
<h3><img src="notice.png" alt="공지사항"></h3>
<ul class="arw">
<li><a href="notice_list?id=899">시스템 정기 정검 안내</li>
<li><a href="notice_list?id=650">댓글을 평가해주세요!</li>
<li><a href="notice_list?id=183">친구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li>
<li><a href="notice_list?id=407">구독 버튼 오류 정정 안내</li>
<li><a href="notice_list?id=748">내 글 목록 페이지 개선</li>
</ul>
</div>
<div>
<h3><img src="user.png" alt="사용자 게시판"></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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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
링크 항목별로 반드시 닫는 태그를 제공해야 한다.
<div class="notice">
<h3><img src="notice.png" alt="공지사항"></h3>
<ul class="arw">
<li><a href="notice_list?id=899">시스템 정기 정검 안내</a></li>
<li><a href="notice_list?id=650">댓글을 평가해주세요!</a></li>
<li><a href="notice_list?id=183">친구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a></li>
<li><a href="notice_list?id=407">구독 버튼 오류 정정 안내</a></li>
<li><a href="notice_list?id=748">내 글 목록 페이지 개선</a></li>
</ul>
</div>
<div>
<h3><img src="user.png" alt="사용자 게시판"></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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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4.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o 개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구현한 웹 콘텐츠가 접근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모
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이들 플러그인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사용자의 접근성
을 지원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플러그인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우선 현재 사용 가능한 보조기술이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플러그인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접근성 있게 구현하더라도 현재의 브라우저와 보조기술로는 접근
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의 보조기술을 이용하면 구현이 불가능한 플러그인이나 웹 애플리케
이션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적용을 예외로 하되 향후 개발되는 보조기술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지원하여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들 플러그인이나 웹 애플리
케이션은 반드시 보조기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o 적용 기술
적용 기술 77) 플러그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접근성 API를 활용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플러그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접근
성 API를 활용하여 구현한다.
플래시 콘텐츠는 Adobe에서 제공하는 접근할 수 있는 플래시(Best Practices
fot Accessible Flash Design;
http://www.adobe.com/resources/accessibility/best_practices/best_practices
_acc_flash.pdf)

문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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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도구에 따른 접근성 제공 방법에 관한
정보다.
Ÿ

Best Practices fot Accessible Flash Design
(http://www.adobe.com/resources/accessibility/best_practices/best_pra
ctices_acc_flash.pdf)

Ÿ

Flex accessibility (http://www.adobe.com/accessibility/products/flex/)

Ÿ

UI Automation and Microsoft Active Accessibility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ms788733.aspx)

Ÿ

Silverlight Accessibility Overview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cc707824(VS.95).aspx)

Ÿ

Java Accessibility Helper Early Access v0.8
(http://java.sun.com/developer/earlyAccess/jaccesshelper/)

Ÿ

Accessible Explorer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ms696082.aspx)

적용 기술 78) 웹 애플리케이션의 대체 콘텐츠 제공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때에 웹 애플리케이션과 동등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다음 그림은 플래시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플러그인 사용이 가능한 환경(좌)과
플러그인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환경(우)에서 각각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제
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플러그인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 기능과 동등한 기능을 하는 이미지로 되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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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스는 HTML object 구문을 사용하여 플래시 콘텐츠에 대한 대체 콘텐
츠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다. object 요소는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대체 콘텐츠
로 인식하여 플러그인을 구동할 수 없을 때 하위에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대신
출력하게 된다.
<object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
sion=7,0,0,0" width="550" height="400">
<param name="movie" value="flash_movie.swf">
<!--[if !IE]> <-->
<object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data="flash_movie.swf"
width="550" height="400">
<p><img src="flash_alternative.png" alt="환영합니다." /></p>
</object>
<!--> <![endif]-->
</object>

대체 콘텐츠는 플러그인 기술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게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에게 사용 여부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 플러그
인 기술의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환경과 선호도에 따
라서 적합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플래시 버전과 플래시가 아닌 버전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예다.

각 버전의 사이트 푸터에 플래시 버전이나 플래시가 아닌 버전을 선택하는 링
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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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플러그인 플랫폼의 접근성 기능을 잘 활용하
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체 콘텐츠로 제공된 웹 애플리케이
션도 접근성 있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의 경우 현재 수준의 보조기기에서 아직
접근성 기능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기술적인 완
성도가 완벽하지 않아서 접근성 API 제공이 미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접근성 있는 대체 콘
텐츠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참고> WAI-ARIA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
ARIA는 W3C의 WAI에서 권고하는 접근성 향상 방법이다. 웹 페이지나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들에 역할(role), 속성(property), 상태(state) 정보를 기술할 수 있게 하여 다른 웹 어플리케
이션이나 브라우저, 보조기술, 접근성 평가 도구 등으로 하여금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WAI-ARIA는 기본적으로 HTML에 적용되도록 고안되었지만 HTML 뿐만 아니라 SVG같은 마크
업 기반의 언어들에 넓게 적용 가능하다.

적용 기술 79) 용도, 목적지, 종류, 사용법에 맞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
소 사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사용자에게 그 용도, 목적지, 종류, 사용법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터페
이스 요소를 사용했을 때 플랫폼에서 이러한 요소에 대한 접근성 정보를 이미 적
절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취할 수 있다.
만약 HTML에서 링크를 a 태그를 이용하여 구현하지 않고 div나 span 요소에
자바스크립트 클릭 이벤트를 사용하여 구현하면 키보드 초점을 받지 못하거나 이
를 링크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서식 버튼 요소를 구현하는데 input 요소
를 사용하지 않고 img 요소나 a 요소 등을 사용하여 구현하여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요소가 아닌 다른 인터페이스 요소를 만들어
서 사용할 경우 접근성 API를 이용하여 이름과 용도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래시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요소를 제작할 때 서식 요소에
레이블 속성을 지정하거나 이미지 버튼에는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 212 -

o 잘못된 사례 및 개선방법
잘못된 사례 60) 이미지 링크를 자바스크립트로 잘 못 구현한 경우
다음 소스 코드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popup.html 페
이지를 열도록 구현한 사례다. 이 코드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키보드
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이미지가 의미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종류가 링크임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img src="openWindow.gif" onclick="window.open('popup.html', '',
'widht=300,height=200')" alt="도움말">

개선방법
HTML의 a 태그를 이용하여 키보드 초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미지가 링
크로 사용됨을 알려주도록 수정해야 한다. 다음 코드는 a 태그를 이용하여 수정
한 결과다.

<a href="popup.html" target="_blank"
onclick="window.open(this.href, '', 'widht=300,height=200'); return false;">
<img src="openWindow.gif" alt="도움말">
</a>

여기에서 a 태그의 href 속성으로 목적지 URL을 제공하고 onclick 이벤트 핸
들러의 URL을 this.href로 변경하였다. onclick 이벤트 핸들러를 img 요소가 아
닌 a 태그에 사용하여 this.href로 URL을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벤트 핸들러
에 'return false;' 부분을 생략하면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에 의해서 새창열기와
함께 원래 창의 콘텐츠가 'popup.html'로 로드된다. 따라서 'return false;' 부분
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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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례 61) 잘못된 이미지 버튼의 구현 사례
다음 코드는 이미지(login.gif)를 버튼으로 이용하도록 자바스크립트로 onclick
이벤트를 제공하는 사례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submitForm() {
loginForm.submit();
}
</script>
<form id="loginForm" name="loginForm" action="">
아이디 <input type="text" name="loginId">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name="loginPassword"><br>
<img src="login.gif" onclick="submitForm()">
</form>

이 코드의 문제점은 첫째, 키보드 초점이 버튼 이미지로 이동하지 않아 키보드
로 실행시킬 수 없다는 점이며, 둘째, 이미지가 의미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의 종류가 버튼임을 알 수 없다는 점이고, 셋째, 이미지 버튼에 대체 텍스트가 누
락되어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점이다.

개선방법
위와 같이 이미지를 버튼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키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용도와 종류를 알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서식의

전송을

의미하는

버튼

컨트롤은

form

요소와

함께

<button

type="submit">, <input type="submit">, <input type="image"> 요소 중 하
나를 이용하여 구현해야 한다.
다음 코드는 서식 전송 버튼 기능을 HTML의 form 태그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유효성 검증은 onsubmit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하여 수행
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또한 버튼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로그인)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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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submitForm(form) {
if (form.loginId.value && form.loginPassword.value) {
return true;
} else {
return false;
}
}
</script>
<form id="loginForm" name="loginForm" action="login.php" onsubmit="return
submitForm(this)">
<label>아이디 <input type="text" name="loginId"></label>
<label>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name="loginPassword"></label><br>
<input type="image" src="login.gif" alt="로그인">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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